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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데카르트는 자신의 마지막 저작인 『영혼의 정념들』(1649, 이하 『정
념론』)에서 인간 정념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고 분류한다. 나아가 그는
과도한 정념을 규제할 때 도달할 수 있는 관대함의 덕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철학 체계 안에서 도덕의 영역을 정초하고자 한다. 그러나 데카
르트는 관대함의 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다만 비극과 문학 감상의 사례를 통해 관대한 인간의 심리 상태를 언급
할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우선 이제껏 철저히 논구된 바 없었던
데카르트의 정념 개념을 그의 철학 체계에 비추어 분석하고, 나아가 정
념들의 과도함을 경계하여 관대함을 획득하는 일이 ‘미적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우선 데카르트에게 있어 정념은 영혼과 몸이 결합해 있는 인간에게 고
유한 현상이다. 고대 철학자들과 달리 데카르트는 정념의 유용성을 강조
하는데, 정념은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려줌으로써 삶을 보존하
는 데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정념은 그 본성상 선한 것이다. 그러나 정
념이 과도해져 정념적 충동에 의해서만 행위가 일어난다면, 정념은 영혼
의 의지적 노력을 통해 규제되어야 한다. 데카르트는 이처럼 과도한 정
념을 규제하여 정념의 선한 본성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인간을 ‘관대함’
의 덕을 획득한 인간이라고 본다. 관대한 인간은 자신이 정념의 무절제
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정을 누린다는 사실에서 독특한 기쁨과 만족을
갖는데, 데카르트는 이를 영혼의 ‘내적 정서’라 칭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카르트에게서 관대함의 덕이 후천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품성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념적 인간은 어떻게
관대함의 덕을 획득할 수 있는가? 본고는 관대함으로 향하는 이 길이
‘예술을 통한 미적 경험’의 맥락에서 예화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데카르
트는 미적 경험이라는 말을 직접 정의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의
첫 저작인 『음악 개론』(1618)에서부터 『정념론』에 이르기까지 음악
과 문학, 비극 등 예술 감상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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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우리는 예술을 통해 다양한 정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
터 독특한 정신적 기쁨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개별 주관은 그러한 정서
를 유발한 외부 대상에 대해 ‘아름답다’는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미는
개별 주관이 갖게 되는 쾌의 정념에 근거하며, 개별적 쾌의 경험이야말
로 데카르트적 의미의 미적 경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적 경험에는 두 가지 층위의 감정이 있다. 첫째는 즉각적으
로 생겨나는 정념으로서 주관이 외부 대상을 마주하여 갖는 감정이다.
이를테면 비극을 볼 때 서사의 전개에 따라 슬픔과 연민 등 온갖 정념을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로 나의 영혼이 이들 정념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생기는 기쁨과 안도감이 있다.
달리 말해 후자의 정서는 가상으로서의 예술을 감상할 때 나에게 정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성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생겨나는, 나의 정신이 갖
게 되는 쾌인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를 ‘정신적 기쁨’이라 부른다.
미적 경험에서 나타나는 이중의 정서는 관대한 인간의 내적 정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관대한 인간은 자기 안에서 온갖 정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정념의 과도함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내적
정서를 갖는다. 즉 내적 정서는 정념의 무절제로부터 나의 영혼이 해를
입지 않는다는 자기의식에서 오는 만족이기에, 미적 경험의 정신적 기쁨
과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적 경험은 관대함의 덕
으로 향하는 길을 유비적인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데카르트
의 정념 개념에 주목함으로써 미적 경험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
본고의 논의를 통해, 그의 『정념론』은 정념적 인간과 미적 경험, 도덕
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될 가능성을 얻는다.

주요어 : 르네 데카르트, 정념, 관대함, 내적 정서, 정신적 기쁨, 미적
경험, 영혼과 몸의 결합
학

번 : 2013-2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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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이 논문에서 인용된 데카르트 저작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René Descartes
AT

Œuvres de Descartes (publiées par Charles Adam &
Paul Tannery), Vol. 13 (11), Paris: J. Vrin, 1964-1975
(1996).

FA

Œuvres philosophiques (textes établis, présentés et
annotés par Ferdinand Alquié), Vol. 3, Paris: Classique
Garnier, 1963-1973 (2010).

CSM

The

philosophical

(translated

by

writings

John

of

Cottingham,

Descartes
Robert

Ⅰ,Ⅱ

Stoothoff,

Dugald Murdoch),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1991.
CSMK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Ⅲ : The
Correspondance

(translated

by

John

Cottingham,

Robert Stoothoff, Dugald Murdoch, Anthony Kenn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1991.

1. 데카르트의 저작을 인용할 때 표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당(Ch.
Adam)과 타네리(P. Tannery)가 편찬한 데카르트 전집이다. 이 전집
은 1897-1913년에 총12권으로 처음 발간된 이래, 각각 1964-1975년,
1974-1986년, 1987-1991년에 총13권 전집으로 출간되었으며, 1996년
총11권 전집으로 재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해당 전집을 편집자들의

- iii -

머리글자를 따 AT로 약칭하고 로마자로 권수를, 숫자로 쪽수를 병기
하여 원문 위치를 밝힌다.
프랑스어로 쓰여진 『정념론』은 1996년 전집을 기준으로 인용하되,
국역본 페이지수를 밝히고 필요한 경우 번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한
다. 『성찰』, 『철학의 원리』등 라틴어 저작은 13권 전집을 근거로
한 국역본을 참조하여 AT판 출처와 국역본 출처를 모두 밝힌다.
2. 필요한 경우 알키에(F. Alquié)의 프랑스어 번역 선집 Oeuvres
Philosophiques

(전3권)과

영어

번역

선집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전3권)을 참고, 각각 FA와 CSM(K)로 약칭
하여 권수와 쪽수를 병기하였다.
3. 이 논문에서 참고한 국역본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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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데카르트에게서 ‘미적 경험’의 가능성
이 논문은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의 『영혼의 정
념들』(Les passions de l’âme, 1649, 이하 『정념론』으로 표기)을 중심
으로 그의 철학 체계에서 논구되는 정념1)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철학적
사유에서 찾아낼 수 있는 ‘미적 경험’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데카르트에게 고유한 미적 경험의 의미와 역할을 구체화하고,
미적 경험이 유비적인 방식으로 관대함의 덕을 획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정념에 대한 데카르트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그의 미학적 입장을
구성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과연 데카르트에게서도 미학이 가능한지, 가
능하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피해갈 수 없
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미학’이라는 분과 학문이 데카르트 사후 18
세기에 이르러서야 독일의 바움가르텐에 의해 정초된다는 사실이다. 미
학의 탄생 이전에도 미와 예술에 관한 철학적 견해가 존재해 왔다는 점
에서 이러한 사실을 논외로 하더라도, 데카르트의 사유를 미학적 관점에
서 읽어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듯하다. 그것은 단적으로, 데카르
트의 미학적 사유가 다음의 두 관점에 의해 애초부터 배제되거나 일면적
으로 이해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데카르트의 미학적 사유에 대
한 일반적인 관점은 첫째로 이성의 역할을 중시한 합리론자로서의 데카
르트에게는 감성의 영역인 미학이 그 자체로 구성 불가능하다는 것, 둘
1) 데카르트에게서 ‘정념’이란 한마디로 어떤 외부 대상을 수동적으로 지각할 때 생
겨나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등의 다양한 ‘감정’ 혹은 ‘정서’를 의미한다. 그
는 이러한 감정과 정서의 발생을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동요와 이것이 정신
에 끼치는 효과로 설명하고자 했다. 즉 오늘날 우리가 감정이나 정서라 부르는
심리학적 현상을 데카르트는 정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특히 정념이라는 말
은 감정이나 정서라는 말보다도 인간이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지각한다는 점
과 이러한 감각 지각으로부터 인간 내부에 생겨나는 감정적 ‘동요’의 효과를 더
잘 포착하고 있다. 정념이 지닌 의미 내용의 철학사적 변천에 관해서는 Mériam
Korichi, Les passions, Paris: G. F. Flammarion, 2000, 11-42쪽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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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그의 미학적 사유가 대상의 객관적 완전성을 파악하는 이성의 역할
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구성될 뿐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첫 번째 관점은 데카르트의 철학적 사유에서 감각이 근본적으로 의심
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주지하다시피 데카르트는 『제일철
학에 관한 성찰』(1641, 이하 『성찰』로 표기)에서 인식의 확실성을 추
구하는 과정에서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것을 제일 먼저 방법적 회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인 적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
해 받아들인 것이 모두 거짓은 아니지만 적어도 언제나 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2) 따라서 데카르트에게서 감각은 인식의 확실성에 기여하
지 않는다. 이 때 감각과 감정은 합리주의적 이성에 의해 배제되어 그
자체로 독자적인 학문 분과로 체계화될 가능성을 잃는다는 것이다.3)
두 번째 관점은 데카르트의 음악론에 한정하여 그의 미학적 사유를 구
성하려는 시도이다. 데카르트는 『음악 개론』(Compendium Musicæ,
1618)4)에서 음악의 대상이 소리(son)이며 그 목적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안에 다양한 정념(passion)을 일으켜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다.5) 그에 따르면 감각 대상, 즉 음악의 소리가 감관에 적합하고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게 파악되는 경우 우리는 즐거움을 느낀다. 여기서 이
어지는 음들 간의 관계는 적절한 균형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데, 무엇
보다도 이런 균형은 음이 등차적인 산술적 비례를 이룰 때 생겨난다. 따
라서 음악의 아름다움은 한편으로 소리라는 대상과 이 대상을 지각하는
감각 사이의 일치, 다른 한편으로 대상의 객관적 성질, 즉 이성을 통해
식별될 수 있는 내적 균형으로서의 음의 산술적 비례에 의존한다.6) 요컨

2) AT Ⅶ, 18; 『성찰』, 35쪽.
3) 지메네즈는 데카르트 철학의 합리주의적 관점 아래서는 미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언급한다. 마르크 지메네즈(김웅권 옮김), 『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문
선, 2003, 48-50쪽 참고.
4) Abrégé de Musique, traduction, présentation et notés par Frédéric de Buzon,
Paris: PUF, 1987.
5) Ibid., 54쪽.
6) Brigitte Van Wymeersch,

“L'esthétique

musicale

de

Descartes

et

le

cartésianisme”, Revue Philosophique de Louvain, Quatrième série, Tome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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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음악 개론』에서 표명되는 미학적 입장은 적절한 균형을 지닌 대상
의 객관적 특성이 이성을 통해 파악될 수 있으며, 이것이 주체에게 즐거
움의 감정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음악이 주는 쾌의 정념이 대상의 객관
적 완전성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카르트가 『음악 개론』에서 산술적 비례에 근거하여 주관의 쾌를
음의 조화 및 완전성과 연관짓는 것은 이후 전개될 그의 방법론적 사유
를 예고하는 것이다.7) 이를테면 음의 객관적 성질을 논하면서 그는 협화
음을 이루는 음과 불협화음을 이루는 음을 차례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
류는 현을 동등한 길이로 분할하여 음들 간의 거리를 수학적 비율의 단
순성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진다.8)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
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음은 ‘질서’와 ‘구별’에 따라 분류되며, 이
분류는 ‘관찰’과 ‘경험’의 자료에 근거하여 정당화된다.9) 『음악 개론』에
서 표명되는 이러한 방식은 10여년 후 『정신 지도를 위한 규칙들』
(1628), 『방법서설』(1637) 등에서 전개될 데카르트 철학의 방법론적 기
획을 증언한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된 데카르트의 미학적 사유를 둘러싼 두
관점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입장들은 데카르트가 여러 서한과

N°2, 1996, 274쪽.
7) 뷔종은 이 저작과 데카르트적 방법론이 10여년의 시간차를 갖지만, 그럼에도
1618년의 『음악 개론』과 1628년의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이하 『규칙』)
간에 유사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데카르트는 『음악 개론』을 시작할 때 음악
과 관련한 이전의 모든 역사적 참조점을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방법
론을 전개할 때에도 이전의 철학적 의견들을 배제하는 데서 시작한다. 둘째로 그
는 『음악 개론』에서 음이 현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으로써, 음악의 성질
(qualité)이 아니라 음의 고저에 따라 측정 가능한 것으로서의 음을 다룬다. 마찬
가지로 『규칙』에서는 물체를 연장이라는 측정 가능한 척도로 환원함으로써 물
체의 단순한 본성에서 출발한다. 마지막으로 소리의 물리적 본성의 차원에서 음
악을 다루는 『음악 개론』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제13규칙에서도 음은 현의 길
이와 두께, 텐션 등에 의해 파악된다. op.cit., 16-18쪽.
8) Wymeersch, op.cit., 274쪽.
9) Ibid., 275쪽.
10) Ibid.,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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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론』에서 표명한 개별 주관의 ‘미적 경험’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
서 그러하다. 우선 데카르트의 첫 저작이 『음악 개론』이라는 것, 이후
1630년대의 서한들11)에서 미와 음악에 대한 그의 철학적 입장이 표명된
다는 것에서 그가 미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형이상학적 성찰을 통해 감각을 인식의 확
실성으로부터 떼어놓은 것과 별개로,12) 개별 주관의 쾌에 주목한다면 미
와 예술에 관한 그의 철학적 입장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특
히 중요한 것은 미와 예술에 대한 데카르트의 입장이 1630년대 이후 변
화한다는 사실이다.13) 이런 입장 변화는 초기 음악론에만 주목하여 데카
11) 데카르트의 서한은 그의 철학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원재료”
로 간주된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프랑스에서 떠나 타지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
기에, 서한은 그가 학계의 지식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자신의 철학적 사
유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이었다. CSMK, ⅶ-ⅷ 참고.
12) 데카르트는 감각과 정념이 인식의 확실성에 기여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좋은 것
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경험적 차원에서의 유용성을 지닌다고 본다. 이
러한 감각과 정념의 고유한 기능은 본론의 Ⅰ장 3절에서 다루어진다.
13) 비미어쉬는 1618년 『음악 개론』의 논의와 1630년대 서한들에서 발견되는 데
카르트의 입장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차이를 데카르트의 미학적 ‘진화
(évolution)’로 규정한다. 우선 데카르트는 음악이 지닌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비례
에 의해 주관의 즐거움이 생겨난다고 보았지만, 1630년대에 이르면 음악의 완전
성과 음악을 듣는 주관의 즐거움은 별개라고 명시한다. 이로부터 그는 아름다움
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규정하기를 거부하는데, 비미어쉬는 여기서 음악의 완전성
을 분석해내는 합리적 이성의 영역과 음악의 쾌를 논하는 개별 주관의 감정 영역
이 구별된다고 본다. 따라서 예술 경험은 과학과 구별되는 자율성을 획득한다. 그
러나 문제는 데카르트 당대와 그 이후 라모(J-P. Rameau)와 같은 데카르트주의
자들이 데카르트의 미학적 진화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음악의 객관적이고 물리적
인 속성에 근거하여 음악적 쾌를 해명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미와 미적 감
정을 이성의 지배 아래 놓는다. 이런 시도는 특정한 규범과 규칙에 따라 예술작
품을 구성함으로써 예술적 쾌를 만들어내려는 합리주의적 고전주의 미학으로 표
명된다. 비미어쉬의 논의는 데카르트 철학을 신고전주의 예술과 직접적으로 연관
시켜 독해했던 이전의 경향 – 이를테면 E. Krantz의 Essai sur l’esthétique de
Descartes(1882)가 대표적인데 - 을 극복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
게 데카르트의 미학이 합리적 규범을 통해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또
다른 연구로는 P. Dumont의 Descartes et l'esthétique: l'art d'émerveiller(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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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트의 미학적 사유를 구성한 두 번째 방식이 수정·보완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데카르트의 미학적 입장은 1630년대 이후 음악이 주는 쾌가 객관적으
로 규정될 수 없다14)는 관점으로 변화한다. 음악을 들을 때 갖게 되는
쾌는 ‘취향(goût)과도 같아서’ 각기 다른 청각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15) 그럼으로써 데카르트는 음악의 객관적 완전성과 음악적 쾌를
완전히 구별하고,16) 완전성이 충족된다고 해서 주관에 무조건적으로 쾌
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즉 음악적 쾌의 문제는 더 이상 대상
의 객관성에 좌우되지 않고, 그 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개별 주체의 문제
로 주관화되고 상대화되는 것이다.
『음악 개론』 시기와 1630년대 이후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앞선 시기
데카르트는 음악의 객관적 완전성이 자연스럽게 쾌를 유발하고 우리는
이 쾌로부터 그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하게 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대상의 완전성이 규정될 때 아름다움의 근거도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1630년대에 이르면 음악의 객관적 완전성은 음악이 주는 쾌와 별개로 간
주된다.17) 음악에서 느껴지는 쾌는 사람마다 다른 취향에 따른다. 이 경
우 누군가는 불협화음에서도 쾌를 느낄 수 있고,18) 어떤 협화음이 다른
협화음보다 더 아름답다고 절대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19) 그런 점에서
아름다움의 근거는 작품의 객관적 완전성을 규정하는 이성의 합리적 규
범을 통해 확정될 수 없다. 아름다움은 오직 주관의 개별적 쾌를 통해
경험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데카르트가 미적 쾌를 온갖 정념
들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으로 파악하기에, 이제 미는 ‘정념
(passion)’의 차원에서 논구된다는 점이다.
물론 『음악개론』에서도 데카르트는 음악의 목적이 정념을 야기하는
가 있다.
14) 1630년 3월 18일 메르센에게 보내는 편지. AT Ⅰ, 132-133; FA Ⅲ, 251-252.
15) 1630년 1월 메르센에게 보내는 편지. AT Ⅰ, 108.
16) Ibid.
17) 1631년 10월 메르센에게 보내는 편지. AT Ⅰ, 223.
18) 1630년 3월 4일 메르센에게 보내는 편지. AT Ⅰ, 126.
19) 1631년 10월 메르센에게 보내는 편지. AT Ⅰ,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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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저작에서 그는 쾌의 정념을 야기하
는 음악적 대상의 객관적 속성을 분석하는 데 그칠 뿐, 쾌의 본성이 무
엇인지 또 그러한 쾌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까지 나아가
지 못했다.20) 따라서 정념을 통해 데카르트의 미학적 입장에 접근할 때
에야 비로소 우리는 미적 경험에서 오는 쾌의 본질과 효과를 논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의 철학적 사유가 지닌 미학적 면모는 그
의 정념 개념을 다룰 때에야 온전히 추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념
에 관한 논의는 ‘미적 경험’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
다. 이것이 바로 본고가 『정념론』에 주목하여 데카르트의 미학적 사유
를 논하려는 이유이다.21)
20) Abrégé de Musique, 138쪽. “음악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념의 다양함에 대해
말하자면 [...] 이 문제에 대한 더 정확한 탐구는 영혼의 운동들에 대한 탁월한 앎
에 의존하는데, 나는 여기서 그 이상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62쪽) “이제 음악
을 통해 자극받을 수 있는 영혼 각각의 움직임을 다루어야만 한다. [...] 그러나
이는 이 개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21) 이와 마찬가지로 바슈는 ‘데카르트적 미학’이 존재하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궁극적으로 데카르트의 『정념론』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슈는
정념을 상세히 논하지 않고 있기에, 본고는 80여년 전 바슈가 탁월하게 보여준
데카르트적 미학의 가능성을 정념과 미적 경험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성해보고
자 했다. Victor Basch, “Y a-t-il une esthétique cartésienne?”, Travaux du IXe
Congrès International de Philosophie: Études Cartésiennes Ⅱ, Volume 2,
1937, 76쪽. 이 논문에서 바슈는 데카르트에게서 미학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
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미학이란 브왈로와 도비냑 등 자신들의 합리주의적 경향
의 시학을 옹호하기 위해 데카르트 철학의 정신을 빌려왔던 ‘가상의 데카르트 미
학’이 아니라, 미와 예술에 대한 데카르트의 정식을 근거로 구성된 ‘실제의 데카
르트 미학’이어야 한다고 말한다(68쪽). 바슈는 음악에 대한 데카르트의 언급을
통해 그의 미학적 사유 안에 합리주의적 요소들과 감각적인 요소들 간의 투쟁이
있다고 주장한다(71쪽). 특히 바슈는 후자의 면모를 더욱 강조한다. 달리 말해 데
카르트는 음악이 주는 쾌와 다양한 정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에, 그의 미학적
언급들에서 합리주의적 요소가 언제나 우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 미학
에 정통했던 바슈는 심지어 데카르트가 음악적 쾌와 정서를 언급하는 부분은 주
관의 쾌를 통해 미학의 영역을 구성하려 한 칸트 미학의 근본 전제로 발전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는 18-19세기 독일 미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선구자라는 것이다(76쪽). 이러한 바슈의 주장은 데카르트적 미학의 영역을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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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정념 연구는 정념에 대한 데카르트의 체계적이고도 인간학
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22) 데카르트는 정념이 몸과
영혼의 긴밀한 결합체인 인간에게서만 생겨난다고 보고, 사유나 연장 어
느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 정념의 본성을 해명함으로써 자신의 이원론적
철학 체계를 보완하려 했다.23) 이런 맥락에서 『정념론』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데카르트가 강조했던 정념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문제에 주목하
고, 그로부터 도달하게 되는 관대함의 덕을 인간 삶의 궁극적 기쁨으로
간주함으로써 데카르트 철학의 인간학적·도덕적 면모를 보이는 데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공하지만, 데카르트의 미학적 사유와 이후
독일 미학 간의 영향 관계를 구체적인 전거를 통해 철저히 밝혀낸 것은 아니었다
는 점에서 그 근거를 비판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22) 대표적으로 로디-르위스는 데카르트 철학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전 저작
들과의 연관 속에서 『정념론』의 논의 지평을 체계화한다. 특히 그는 1950년대
부터 데카르트 철학 체계에서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덕의 영역을 탐구하고
정념을 개별성(l’individualité)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후 캉부슈네는 『정념의
인간』(L’homme des passions, 1995)에서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정념론』 주석
작업을 통해 데카르트가 정념을 인간 본성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한다. 그로부터
정념은 데카르트 철학 체계 내에서 도덕과 인간학의 구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
심 요소로 자리매김된다. 정념이 인간 본성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데카르트적 주
체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는데, 캉부슈네는 “La subjectivité morale dans
Les passions de l’âme”(Descartes et la question du sujet, 111-131쪽)에서
『정념론』에 나타난 ‘도덕적 주체성’을 주장하는 한편, 게낭시아는 ‘물체’, ‘몸’을
뜻하는 ‘corps’ 개념이 데카르트에게서 다양한 층위에서 사용됨을 밝힘으로써 몸
적 주체의 구성 가능성을 탐구한다(“Le corps peut-il être un sujet?”, Ibid,
93-110쪽).
23) 사유 실체와 연장 실체를 구별하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은 사유 실체인 영혼이 어
떻게 그와 판명하게 구별되는 신체로 하여금 자발적 행위를 하게 만드는지 해명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에 대해 데카르트는 영혼과 몸의 결합 관념을
통해 정념의 본성을 탐구함으로써 심신 관계를 설명하려 했다. 그에 따르면 영혼
과 몸이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한, 영혼은 신체를 움직이고 신체는 영혼을 동요
시켜 감각 내용과 정념이 생긴다. 따라서 감각과 정념의 의미가 구체화된다면 그
의 이원론에 제기된 심신 문제 역시 보완될 수 있다. 이런 한에서 『정념론』은
감각과 정념을 느끼는 실존적 인간을 논한 저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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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정념론』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새로운 미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찾아내고자 한다.24) 첫째로 선행 연구를 이어받아 정념이 실천적 도덕의
영역을 포함하는 데카르트 철학의 체계적 완성에 있어 핵심 요소라고 파
악하고 그의 철학 체계에 비추어 정념 개념을 분석할 것이다.25) 무엇보
다 『정념론』은 그의 다른 저작에 비해 난해하고 파편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26)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념
24) 국내의 경우, 김선영은 「데까르뜨의 미학: 음악미학과 정념」(2012)에서 『음악
개론』과 『정념론』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두 저서 사이에서 발
견되는 데카르트의 미학적 입장 변화를 짚어내지 못한다. 추교준은 「데카르트
철학에서 미적 판단의 문제」(2015)에서 데카르트 미학의 발전사적 면모를 간과
한 김선영의 글을 비판하면서, 『음악개론』 시기와 『정념론』 사이에 객관적
균형으로부터 주관적 취향으로 향하는 분명한 단절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아가 이 단절이 데카르트가 1620년대 중반 기계론을 받아들여 자신의 심신 이원
론을 정립한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본고는 데카르트가 초기
음악론을 보완하려는 시도에서 후기의 미학적 입장으로 변화했다고 본다.
25) 『정념론』의 국내 연구 경향을 짚어보자면, 2013년도에 『정념론』을 완역한
김선영이 정념에 대한 새로운 독해 – 데카르트적 주체의 실천적 면모, 정념의
개별성에 대한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념론』에 대한 유일한 전문 연구
자라는 점이 아쉬움을 낳는다. 『정념론』을 다룬 국내 석사학위 논문들은 『정
념론』에서 감각과 정념이 어떻게 구제되는가(정대훈, 「데카르트에게서 감각과
정념」, 서울대학교, 1999), 데카르트 철학에서 도덕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설삼
열, 「데카르트 도덕론 연구」, 한양대학교, 2010), 정념과 자유의지의 관계(추교
준, 「데카르트의 『정념론』에서 자유의지의 문제」, 전남대학교, 2012), ‘우정’에
주목하여 『정념론』을 윤리학적으로 독해하는 연구(김민호, 「데카르트 사유에
서 ‘우정의 윤리학’의 모색」, 서울대학교, 2015) 등 『정념론』을 필수적으로 경
유하기는 하지만, 『정념론』에 대한 체계적 독해에서 출발하여 관대함의 덕에
이르는 논의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26) 『정념론』은 일종의 서사 구조를 지닌 『성찰』이나 『철학의 원리』에 비해
건조한 문체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글이 항목별로 서술되어 있어 파편화된 인상
을 준다. 이러한 독해상의 어려움 때문에 『정념론』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개
별적 연구 관심사에 따라 부분적으로 취사선택되어 파편적으로 논의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Lisa Shapiro, “The Structure of The Passions of the Soul and
the Soul-Body Union”, Passion and Virtue in Descartes, NY: Humanity
Books, 2003,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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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데카르트적 정념 정의와 그 발생
과정 등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선행 연구와 달리 데
카르트 철학의 미학적 지평이 정념에 대한 논의에서 추출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과도한 정념의 규제를 통해 관대한 인간이 되고자 할 때
‘미적 경험’이 관대함의 덕을 획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
다. 이는 정념의 인간학적·도덕적 지평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미학적 맥
락에서 데카르트 철학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Ⅰ장에서는 예비적으
로 『방법서설』, 『성찰』, 『철학의 원리』, 엘리자베스 공주와의 서한
을 중심으로 데카르트의 철학 체계를 개괄하고, 그 속에서 감각과 정념
의 위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감각과 정념은 몸과 영혼이 결합한 인간
에게 고유한 현상이라는 것을 살핀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사유하는 정신
으로서의 인간보다도 정념을 겪는 인간 실존에 주목했음을 보일 것이다.
Ⅱ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정념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념 개념을 분
석한다. 우선 데카르트가 정념을 다루는 방식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
레스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데카르트에게
고유한 정념의 의미를 해명할 것이다. 나아가 정념이 어떤 식으로 발생
하고 수정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Ⅱ장의 논의는 정념의 자연적
본성을 밝히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
Ⅲ장에서는 자연학의 대상인 정념과 데카르트적 덕인 관대함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여기서 ‘미적 경험’이 수행하는 역할을 살필 것이다. 데카르
트는 고대 철학자들과 달리 정념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규정했지만, 그럼
에도 그는 정념이 종종 과도해진다고 본다. 이 경우 과도한 정념은 올바
른 판단에 따라 적절히 규제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과도한 정념이
규제될 때 도달할 수 있는 관대함의 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나아가 온
갖 다양한 정념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로부터 영혼의 독특한 기쁨을 산출
하는 미적 경험이야말로 관대함을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임을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데카르트의 『정념론』은 정념을 겪는 인간과 미적
경험, 도덕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새롭게 독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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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적 고찰: 데카르트 철학에서 감각과 정념
데카르트의 정념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데카르
트가 구상했던 철학 체계와 그 속에서 감각과 정념이 차지하는 지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데카르트는 ‘보편학’을 철학의 이상으로 삼은바,
이 통합된 체계 구조와 그에 상응하는 방법론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실
체적 이원론이라고 언명되는 데카르트 철학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이
러한 이원론적 체계가 그의 형이상학에 근거해 있음을 보일 것이다. 그
럼으로써 데카르트에게 있어 인식의 확실한 토대를 세우려는 형이상학적
관점만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개별적 삶의 층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실체적 이원론이 인간에게 적용되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을 생각해볼 것이다. 셋째, 인간적 삶의 관점에 근거하여 구성될 수
있는 감각과 정념의 고유한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1. 데카르트 철학의 기획과 방법: 보편학과 방법적 회의
데카르트의 철학이 이전 철학과 구분되는 점은 그가 품고 있었던 ‘보
편학(mathesis universalis)으로서의 철학’이라는 학문적 이상과 그 체계
구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철학이란 고대 아리스
토텔레스의 철학과 그 영향 아래 있었던 스콜라 철학으로, 아리스토텔레
스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학문의 서로 다른 주제와 내용들이 탐구되기 위
해서는 각각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반면 데카르트는 이성
이 요구하는 질서에 따라 진리들을 논증하는 방법이 제시된다면 학문적
으로 확립된 개별 진리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계에 도달할 수 있으리
라고 보았다.27) 통합된 체계로서의 학문이라는 이상은 비유적 수사를 통
27) 프레데릭 코플스톤(김성호 옮김), 『합리론: 데카르트에서 라이프니츠까지』, 서
울: 서광사, 1994, 109-110쪽. 데카르트는 『규칙』 중 제1규칙에서 이를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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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체화되는데,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 프랑스어판 서문 편지에
서 학문 체계 전체를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한다.
“철학 전체는 한 그루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 뿌리는 형이상학이고,
그 줄기는 자연학이며, 줄기에서 나온 가지들은 여타의 모든 학문들인데,
이 학문들은 크게 기계학, 의학, 도덕으로 귀결된다. 나는 여타 학문들의
모든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완벽한 도덕이란 지
혜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한다.”28)

이 비유에 따르면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철학만이 존
재할 수 있으며, 이 보편학으로서의 철학이 서로 연결된 여러 학문 분과
를 지닌다. 이러한 통합 구조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저술에도 그대로 반
영되어 있다.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인식의 근본 조건이 되는 코기토
주체를 도출함으로써 형이상학을, 『철학의 원리』에서는 나의 외부에
있는 물체 세계, 즉 자연에 대한 탐구를 기획한다. 『정념론』에서는 형
이상학과 자연학에서 얻어진 앎을 바탕으로 인간 몸의 기계적 작동 방
식, 몸과 영혼이 불화하지 않도록 하는 몸의 건강한 운용 원리를 탐색하
고, 나아가 몸과 영혼 사이에서 발견되는 내재적 긴장 관계와 그 조율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데카르트적 도덕에 대한 예비적 탐구를 기획한
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서 도덕이란 몸과 영혼의 결합체인 인간이 삶을
이끌어가는 유용하고도 실천적인 지식이자 지혜인 것이다.
유기적으로 통합된 철학 체계는 데카르트 철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형
성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보편학의 이상은 명석 판명하
여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에 도달하려는 보편적 진리에 대한
희망으로 향한다. 그런 이유로 데카르트에게는 하나의 학문, 하나의 학문
적 방법만이 존재한다. 그에 따르면 “방법이란 확실하고 쉬운 규칙”29)으
다.
28) AT Ⅸ-2, 14; FA Ⅲ, 779-780; 『철학의 원리』, 536-537쪽(번역 수정).
29) “방법이란 확실하고 쉬운 규칙을 의미하고, 이 규칙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은 결
코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정신적 노력을 기울
이지 않으며, 그래서 그는 지식을 점차 늘려 자신의 역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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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 규칙에 따라 사유를 전개시킬 때에만 우리는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이 방법론적 사유에 따라 형이상학적 성찰
을 시작한다. 즉 진리 인식을 위한 방법 가운데서 명증하게 참이라고 인
식되는 것 이외의 모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
을 명하는 명증성의 규칙은 그가 『성찰』에 도입하는 방법적 회의와 일
치한다.
데카르트는 첫째 성찰에서 확실한 것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의심스러운
것에 동의하지 않도록 판단을 중지할 것을 주장한다.30) 이것이 바로 단
순하고 확실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회의’이다. 이 회의
의 목적은 아주 그럴듯한 의견을 잠깐이라도 거짓되고 공상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선입견들 간에 균형을 잡아 이로부터 판단이 습관에 지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신이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이르는 길에서 벗
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데카르트적 회의는 다음의 네 가지 특성을 지
닌다.31) 첫째,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확실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
는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회의는 ‘보편적’이다.
둘째, 이 회의는 회의주의적 체념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
한 준비단계로서 실행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이다. 즉 회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 의견 전체를 받
아들이기를 거부 혹은 중지하고 보다 확실한 것을 구분해내려는 ‘과정’이
대한 참된 인식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AT Ⅹ, 372; 『규칙』, 30쪽) 데카르트는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 탐구의 방법을 『방법서설』 2부에서 네 가지로 제시한다
(AT Ⅵ, 18-19; 『방법서설』 168-169쪽). 명증하게 참이라고 인식한 것 외에
는 그 어떤 것도 판단 내리지 말 것(명증성의 규칙), 검토 대상이 되는 문제들
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작은 부분들로 나눌 것(분석 혹은 분해의 규
칙), 내 생각들을 순서에 따라 이끌어 나갈 것, 즉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알기 쉬
운 대상에서 출발하여 가장 복잡한 것의 인식에 이를 것, 그리고 본래 전후 순서
가 없는 것에서도 순서를 상정하여 나갈 것(종합 혹은 합성의 규칙), 아무것도
빠뜨린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완벽한 열거와 전반적인 검사를 어디서나
행할 것(열거의 규칙). 첫째 규칙은 데카르트가 『성찰』에서 행하는 ‘방법적 회
의’(궁극적 회의)와 일치한다.
30) AT Ⅶ, 22; 『성찰』, 39-40쪽.
31) 코플스톤, op.cit., 13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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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이다. 셋째, 회의는 이전에 신뢰하던 의견이나 명제들을 반드시
어떤 새로운 명제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의견들을 유보
할 뿐이라는 점에서 ‘잠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가 실제 행위에 적
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론적’이다. 데카르트는 실제 행위의 차
원에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경험상 잘 알려진 것, 즉 단지 우연적인 의
견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인정한다.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도입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문에서 확고하고
불변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이는 “일생에 한 번은 이 모든 것을 철
저하게 전복시켜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32)는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요컨대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철학을 그
근본 토대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모든 의
견들은 체계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며, 회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틀
린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의는 그 스스로가 밝히듯 의도적
으로 계획되고 과장된 방법이다.33) 이 방법에 따라 그는 철학적 사유의
확실한 제일원리를 도출한다. 궁극적으로 데카르트가 도출하는 철학의
제일원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는 정식으
로 제시되는 코기토(cogito) 주체이다.

2. 형이상학적 성찰: 사유와 연장의 이원론
데카르트는 외부 사물과 나의 몸을 포함하는 물체의 현존에 대한 회
의, 수학적 인식에 대한 회의, 신 존재에 대한 회의 등을 거쳐34) 이 모든
32) AT Ⅶ, 17; 『성찰』, 34쪽.
33) AT Ⅶ, 89; 『성찰』, 121쪽. “오히려 지난 며칠 동안의 온갖 과장된 의심을 우
스꽝스러운 것으로 일축해 버려야 할 것이다.”
34) 데카르트는 물체(외부 사물, 나의 몸, 단순한 것)와 수학적 인식, 신의 현존 등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감각의 불확실성, 꿈의 가정, 악령의 가정을 도입한다. 그는
회의의 첫 단계에서, 외부 사물의 현존은 감각을 통해 알려지지만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감각은 불확실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감각이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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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현존을 도출한다. 데카르트는
첫째 성찰에서 세계에 물체가 없다고 자신을 설득할 때에도, 그리고 기
만하는 신이나 악령이 나를 속일 때에도 설득의 대상이 되고 속임의 대
상이 되는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35)
“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얼마동안? 내가 사유
하는 동안이다. [...] 그러므로 나는 정확히 말해 단지 하나의 사유하는 것
(res cogitans), 즉 정신, 영혼, 지성 혹은 이성이며...”36)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코 의심할 수 없고 기만당할 수도 없기 때문
에,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될 수 없는 절대
적으로 확실한 인식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존하는 ‘나’의 본질은 무엇
인가? 데카르트는 현존하는 나의 본질을 ‘사유’라 답한다. 그런데 데카르
트에게서 사유란 순수 지성의 작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사유 개
념은 외부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감각과 상상까지도 포함한다.37) 즉 사
유란 ‘의심하고 이해하며 긍정하고 부정하며, 의욕하고 의욕하지 않으며,
상상하고 감각하는’ 것이다.38)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나’가 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 현존한다는 감각이다. 그러나 내 몸이 현존한
다는 느낌은 꿈의 가정에 의해 회의된다. 즉 꿈을 꿀 때에도 몸이 현존한다고 느
낄 수 있기에 내 몸에 대한 감각은 의심된다. 그러나 꿈을 꿀 때에도 형태, 크기,
수 등과 같은 사물의 단순한 요소들과 수학적 인식 등은 확실한 것으로 남아있
다. 뿐만 아니라 만약 선한 신 대신 우리를 기만하는 신으로서의 악령이 존재한
다면, 단순하고 수학적인 인식 역시 의심될 수 있다. 윤선구, 『데카르트 『성
찰』』, 철학사상 별책
35) AT Ⅶ, 25; 『성찰』,
36) AT Ⅶ, 27; 『성찰』,
37) 코팅엄은 데카르트적

제3권 제11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2004 참고.
43쪽.
46쪽.
사유 개념에 감각과 상상이 포함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감각과 상상으로부터 영혼과 몸의 결합 관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몸이나 영혼 어느 하나로 온전히 귀속되지 않는 제3의
관념에 근거하여 ‘데카르트적 삼원론’이 구성 가능하다고 본다. John Cottingham,
“Cartesian trialism”, Mind, New Series, Vol. 94, No. 374, 1985, 218-230쪽.
38) AT Ⅶ, 27-28; 『성찰』, 46-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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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될 때, 의심은 곧 사유의 한 양태이므로 ‘존재하는 나는 사유한다.’는
것이 성찰된다.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확실성은 내가 생각한다
는 사실의 확실성으로부터 도출되며, 내가 생각한다는 것의 확실성은 내
존재의 확실성의 근거가 된다.39)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는 “나를 나이게
끔 해주는 정신은 물체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심지어 물체보다 더
쉽게 인식되고, 설령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은 스스로
중단 없이 존재”한다고 말한다.40) 이처럼 데카르트에게는 자신이 생각한
다는 것을 아는 주체, 즉 코기토 주체가 철학의 출발점이자 제일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 원리로부터 사유와 연장의 이원론이라는 데카르트 철학
의 큰 틀이 구성된다.41)
앞서 정신과 물체의 차이가 언급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데카르트 철학
은 사유와 연장이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실체들의 이원론적 체계로
이루어진다. 『철학의 원리』에서 데카르트는 실체를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한다.42) 사유는 의심하
는 나, 즉 사유 실체의 본성을 이루며, 길이·너비·깊이로 이루어지는 연
39) 윤선구, op.cit., 77쪽.
40) AT Ⅵ, 33; 『방법서설』, 186쪽.
41)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사유하는 나의 존재를 철학의 제일 원리로 도출한 뒤
(2성찰), 신 존재 증명을 거쳐(3, 5성찰) 물질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6성찰)을
차례로 증명한다. 신 존재 증명은 앞서 설정되었던 악령의 가정을 기각시키면서
사유하는 나의 현존 외의 추가적 인식을 위한 조건이 되기에 데카르트의 성찰에
서 필수 단계가 된다. 따라서 신 존재가 증명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물체의 현존
역시 증명될 수 있다. 물체 존재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의 정신이 존재한
다는 것은 확실하다. 내 안에는 명석 판명한 물체의 관념이 있다. 그런데 물
체에 대한 관념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므로 나 자신이 물체 관념의 원인일 수 없
다. 신은 기만자가 아니므로 신이 물체의 관념을 내 안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물체 관념의 원인은 내 정신 밖에 있는 물체여
야 하므로 물체는 존재한다. AT, Ⅶ, 79-80; 『성찰』, 110쪽; 윤선구, op.cit.,
118-119쪽 참고.
42) AT Ⅷ-1, 24; 『철학의 원리』, 43쪽, 1부 52항. 이 정의에 따르면 엄밀한 의미
에서 존재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체는 오로지 신뿐이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물체와 정신 혹은 사유 실체는 신의 피조물임에도 공통된 실
체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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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물질 실체의 본성을 이룬다. 사유와 연장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상이한 실체이기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함 없이 독립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사유와 연장의 비의존적 관계는 다음의 진술에서 드러
난다. “사유의 모든 속성들을 연장의 모든 속성들과 정확하게 구별한다
면, 우리는 쉽게 두 개의 명석 판명한 개념 혹은 관념을, 즉 피조된 사유
실체의 관념과 물체의 관념을 가질 수 있다.”43) 이렇게 명석 판명하게
구별되는 두 실체는 정신과 몸의 관계를 형이상학적으로 성찰하는 순간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신체를 갖고
있을지라도, 한편으로 내가 오직 사유하는 것이고 연장된 것이 아닌 한
에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
로 물체가 오직 연장된 것이고 사유하는 것이 아닌 한에서 물체에 대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으므로, 나는 내 신체와는 다르고 신체 없이
현존할 수 있다고 단언하게 되는 것이다.”44)
그렇다면 사유와 연장은 각각 어떤 속성을 지니는가? 여섯째 성찰에서
도출된 바에 따르면 물체는 연장을 본성으로 갖기 때문에 무한히 분할
가능하지만, 사유하는 실체인 정신은 완전히 하나이자 통합된 것이다. 따
라서 데카르트의 관점은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플라톤의
관점이나 식물과 동물, 인간에게 고유한 영혼을 분류하는 아리스토텔레
스적 관점과 구별된다. 데카르트에게서 정신은 분할 불가능한 것이다.45)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 전체가 신체 전체와 결합되어 있어
서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데카르트는 사유와 연장이 독립된 실
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영혼과 몸의 긴밀한 결합체인 인간은, 영혼과 몸
이 명백히 구별된다는 전제 하에서 결합할 수 있다. 영혼과 몸의 구별은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손상되어도 정신의 부분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도 확인된다. 데카르트는 이런 근거만으로도 정신과 신체가 완전히
다른 것임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본다.
그러나 내가 사유하는 존재라는 것이 내가 몸 없이도 현존할 수 있다
43) AT Ⅷ-1, 25; 『철학의 원리』, 45쪽, 1부 54항.
44) AT Ⅶ, 78; 『성찰』, 109쪽.
45) AT Ⅶ, 86; 『성찰』,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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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증이 될 수 있는가? 또한 ‘분할가능성’이라는 기
준만으로 사유와 연장이 구분되는 독립적 실체라는 점이 납득될 수 있는
가? 이런 근거들로만 실체 이원론이 증명된다고 보기에는 데카르트의 논
의가 다소 빈약할 뿐만 아니라,46) 설사 이런 식의 순수 형이상학적인 실
체적 구별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경험적으로 인간은 정신과 긴밀히 결합
된 몸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이원론은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밖
에 없다.47) 데카르트의 이원적 실체론에 흔히 제기되는 비판의 논점은,
사유와 연장의 이원론에 의해 서로 판명하게 구별되는 심신 관계에서는
사유 실체인 영혼이 그와 판명하게 구분되는 연장으로서의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명쾌히 해명되지 않으며, 몸이 있을 때에만 경험되는 인간의
46)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에

대한

비판은

John

Cottingham,

A

Descartes

Dictionary, Cambridge(USA): Blackwell Reference, 1993, 124-128쪽 참고. 첫째
로 내가 몸 없이도 사유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논증은 진정한 인간적
본성을 배제한다. 코기토 주체의 도출이 의미하는 바는 궁극적 회의에도 불구하
고 사유하는 것이 나에게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지, 나의 몸이 사유하는
정신과 배타적이라는 점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성찰』의 네
번째 반박자였던 앙투안 아르노(A. Arnauld)도 지적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정신
과 몸의 실재적 구별이라는 구도에서 나의 몸이 사유와 달리 분할 가능하다고 전
제하더라도, 이 전제는 필연적으로 사유의 분할 불가능성을 수반하지 않는다. 심
지어 물체가 진정 분할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쟁의 여지가 있다.
47) 코팅엄은 심신 이원론이 마주하게 되는 곤경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 하나는 ‘비
물체성 도그마(non-corporeality dogma)’라 불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 혹
은 몸 양자택일의 딜레마(mental or physical dilemma)’이다. 전자는 정신의 비물
체적 본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유 혹은 의심의 행위는 어떤 물체적인 것에도 의
존하지 않으며 어떤 장소(이를테면 뇌마저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귀
결된다. 후자는 모든 속성들이 사유의 양태이거나 연장의 양태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르면 감각 작용(sensation)과 같은 복합적인
정신생리학적 현상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다. 데카르트를 엄격한 심신 이원론자
로만 이해할 경우,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감각 작용은 몸을 전제하지 않는 사유의
한 종류로만 다루어지며 동물의 경우에는 고유한 감각 작용을 위한 자리는 없고
단지 모두 물질의 운동으로만 간주된다. “Cartesian trialism”, 218쪽. 이런 맥락에
서 코팅엄은 데카르트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제3의 가능성으로서 ‘몸과 영혼의
결합’ 관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이 결합 관념에 의하면 인간 존재는 몸이나
정신 한 가지로 환원되지 않는 감각적 실존으로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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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과 정념 현상이 해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데카르트를 완고
한 이원론자로 독해하는 한, 그는 감각적 몸을 배격함으로써 사유나 연
장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현실적 인간의 실존을 외면했다는 비판
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48)
이런 맥락에서 데카르트가 여섯째 성찰과 몇몇 서한들, 『정념론』에
서 인간이 정신과 몸의 긴밀한 결합체임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적극적으
로 독해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유와 연장의 구별을 주장하
는 한, 정신과 몸이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긴밀한’ 결합이
란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데카르트 심신 이원론
에 대한 비판은 이미 당대에 제기되었던 바, 특히 그와 서신 교환을 했
던 보헤미아의 엘리자베스 공주는 단지 사유 실체일 뿐인 영혼이 어떻게
몸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지 물으면서 양자가 긴밀하
게 결합될 수 있는 원리와 그 결합의 과정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데카르트는 이 요구에 따라 이원적 실체론과 양립 가능한 틀 내에서 정
신과 몸이 긴밀히 결합된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3. 형이상학 너머의 삶: 감각과 정념의 고유한 영역
데카르트에게서 인간 본성은 감각과 정념을 살펴봄으로써 탐구될 수
48) 제임스에 따르면 심리철학(philosophy of mind)은 데카르트가 몸과 영혼의 절대
적 구별을 고수하면서 양자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주요 전제
로 삼는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정념을 설명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전제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즉 그가 감정에서 이성을 분리시키고, 몸에서 감정을 퇴출시켰다는
주장은 오늘날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에
서 몸과 영혼을 상호작용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입장은 그를 인식론자로 파악하
는 B. Kuklick, R. Rorty, S. Gaukroger 등에 의해 19세기에 고착되었고, G.
Ryle, R. Scruton, P. Smith, O. R. Jones, G. McCulloch 등의 논자들을 중심으로
20세기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Susan

James,

Passion

and

Action:

The

Emotions in Seventeenth-Century Philoso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7쪽, 각주 6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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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오직 몸과 영혼이 결합해 있는 인간에게서만
감각과 정념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데카르트의 철학
체계 속에서 감각과 정념이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고, 감각과 정념이
인간 삶의 보존이라는 문제와 관련됨을 보일 것이다. 감각과 정념이 영
향력을 행사하는 삶의 영역이 『성찰』의 논의 지평을 이루는 형이상학
의 영역과 구분된다는 점은, 감각과 정념이 사유와 연장의 이원론이 아
닌 제3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1) 세 가지 기본 관념의 분류: 감각과 정념의 고유성
데카르트는 엘리자베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세 가지 기본 관념
(notions primitives)으로 영혼의 관념, 물체의 관념, 영혼과 몸의 결합
관념을 제시한다.49) 이들 기본 관념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앎의
근거를 이루는 원천이다.50)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의 학문은 이들 기본
관념들을 잘 구별하고, 이렇게 구별된 관념에 따라 사물들을 잘 귀속시
킬 때에만 구성될 수 있다.51) 따라서 기본 관념의 분류를 통해 사유와
연장, 그리고 양자의 결합 각각에 할당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나아가
감각과 정념에 고유한 앎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52) 그렇다면
49) 1643년 5월 2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내는 편지; FA Ⅲ, 19. 1643년 6월 28일 엘리
자베스에게 보내는 편지; FA Ⅲ, 44-45. 세 가지 기본 관념의 구분은 『철학의 원
리』 1부 48항에서도 제시된다.
50) 1643년 5월 2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내는 편지, FA Ⅲ, 19.
51) 1643년 5월 2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내는 편지, FA Ⅲ, 20. 몸과 영혼의 결합 관
념에 고유한 것을 연장의 관념에 따라 파악하거나, 영혼의 본성을 인식할 때 상
상력을 사용한다면 인식에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주장이다. 그에 따
르면 감각과 정념은 몸을 가진 인간이 갖게 되는 사유의 일종이다. 그런데 우리
는 일반적으로 감각이나 정념을 외부 대상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성질로 여기고
이를 외부 대상에 귀속시켜 연장의 관념에 따라 파악하기 때문에 감각의 오류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감각의 오류는 뒤에서 감각의 단계를 설명할 때 다시 언급할
것이다.
52) 기본 관념의 분류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실체론이라는 기본 구조에 영혼과 몸
의 결합이라는 제3의 항을 덧붙인 것이다. 여기서 이 결합 관념이 사유 및 연장

- 19 -

세 가지 기본 관념들은 무엇이고, 또 이들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이란 무
엇인가?
“나는 이 세 가지 관념들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념은 순수 지성을 통해서만 이해됩니다. 물체, 즉 형태와
운동 등 연장[에 대한 관념] 또한 지성 단독에 의해서만, 아니 오히려 상
상력의 도움을 받는 지성에 의해서 더 잘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영혼과 몸의 결합(union de l’âme et du corps)에 속하는 것
들은 지성 단독이나 상상력의 도움을 받는 지성에 의해서는 모호하게 알
려질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과 몸의 결합에 속하는 것들은 감각에 의
해서 아주 명석하게 알려집니다.”53)

여기서 데카르트는 세 가지 기본 관념을 구별하면서 순수 지성, 지성
및 상상력, 감각이라는 능력에 영혼, 물체, 영혼과 몸의 결합이라는 관념
들을 대응시킨다. 이러한 분류와 할당은 앎과 학문의 영역을 구별하려는
목적에 따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데카르트적 학문 체계에 상응하여 논
의될 수 있다. 영혼 혹은 정신에 대한 기본관념은 순수 지성을 통해 사
유하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형이상학의 토대를 형성한
다. 나아가 물체에 대한 기본 관념은 지성 및 상상력을 통해 연장에 속
하는 모든 물체들에 적용되어 자연학의 토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영혼과
몸의 결합 관념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관념으로, 순수 지성이나 상상력
의 영역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 결합 관계에 따라
영혼은 몸을 움직이고 몸은 영혼을 동요시켜 감각과 정념이 야기된다.54)

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실체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데카르트는 영혼
과 몸의 결합을 실체라고 단언하지 않지만, 몸과 영혼의 ‘실체적 결합’을 언급한
다(데카르트(원석영 옮김), 『<성찰>에 대한 학자들의 반론과 데카르트의 답변』
(이하 『반박과 답변』) 1, 196쪽; AT Ⅶ, 228). 영혼과 몸의 결합을 ‘실체적’이라
고 수식함으로써, 그는 영혼과 몸의 결합 관념이 사유 실체나 연장 실체와 같은
독립적 ‘실체’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경험되는 사실임을 인정한다.
53) 1643년 6월 28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내는 편지, FA Ⅲ, 44-45. 강조는 필자.
54) FA Ⅲ,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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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한에서 영혼과 몸의 결합 관념은 형이상학이나 자연학과는 구별되
는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영혼과 몸의 결합 관념에 할당된 영역이란 무엇인가? 데카르
트는 일찍이 『방법서설』에서 ‘진정한 인간’이란 이성적 영혼이 몸과 긴
밀히 결합되고 합일되어 있다고 보았다.55) 오직 이 결합의 상태에서만
감각(sens)과 욕구(appétit)가 생겨난다. 엘리자베스 공주와의 서신 교환
을 계기로 데카르트가 사유와 연장의 이원론과는 구별되는 제3의 관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감각과 정념은 형이상학의 영역 바깥에서 ‘경
험’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는 세 번째 기본 관념이 사유의 본성에 대
한 성찰이나 사물에 대한 탐구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보존’하
는 데 사용된다고 말한다.56) 미리 말하자면, 감각과 정념은 우리에게 유
용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실천적 지혜의 영역과 관련된다. 따라서 그 실천적 영역은 철학의 나무
에서 열매 맺는 도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데카르트적 의미에서 감각과
정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각과 정념이 어떻게 삶의 보존에 기여하는지
차례로 살펴보자.
먼저 데카르트에게서 감각과 정념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일반적으로
감각은 외부 대상을 지각하는 감각 ‘능력’을 지칭한다. 또 데카르트는 감
각이라는 말을 감각 능력이라는 의미 외에, 외부 대상이 감각 기관에 작
용함으로써 영혼에 형성되는 ‘관념’이나 ‘사유’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
다. 데카르트가 정신의 본성인 사유를 정의하면서 사유의 한 양태로 감
각을 언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57) 이 경우 감각은 감각작용의 결과
55) AT Ⅵ, 59; 『방법서설』, 216쪽.
56) FA Ⅲ, 45.
57) 앞서 본 것처럼 데카르트적 사유 개념은 능동적 의지의 작용뿐만 아니라 지성,
나아가 감각과 정념 등의 수동적 지각도 포괄한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감각과
이성, 욕구와 의지는 모두 하나의 영혼이 수행하는 기능이다(“감각적인 것은 이
성적인 것과 같은 것이고, 모든 욕구는 의지이다.” 『정념론』 47항). 이는 감성
과 이성의 분할 구도에 근거하여 감각 지각 이후 지성에 의해 개념적 인식이 완
결된다고 보는 칸트적 이해와는 전적으로 구별된다. 데카르트에게서 감각과 정념
은 개념적 인식에 기여하지 않으며, 대신 삶을 보존하도록 해주는 그 자체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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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내용을 의미하는 ‘감각 내용(sentiment)’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나아
가 데카르트는 감각을 주요한 7개로 구분하는데,58) 5개의 외적 감각과 2
개의 내적 감각이 그것이다. 외적 감각은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의
오감을 말한다. 한편 내적 감각은 자연적 욕구와 영혼의 동요인 정념 두
가지로 세분된다. 자연적 욕구는 배고픔, 갈증 등으로 이 내적 감각들은
몸의 기관과 신경 운동에 의해 영혼 안에 생겨난다. 영혼의 동요로서의
내적 감각은 기쁨, 슬픔, 사랑, 분노 그리고 모든 다른 정념들을 말한다.
요컨대 데카르트에게서 감각이라는 말은 감각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자 그 감각의 내용을 지칭하며, 그러한 감각 지각 이후에 ‘정념
(passions)’이 생겨난다. Ⅱ장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정념은 사유의 한 종
류로서 감각 지각에 의해 수동적으로 형성된 감각 내용이 뇌의 송과체에
서 영혼과 접촉함으로써 형성되는 동요이자 감정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
에서 데카르트에게서 감각에 대한 설명이 순수하게 감각 작용을 지시하
는 자연학적 현상에 한정된다면, 정념에 대한 논의는 감각의 자연학적
차원을 넘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영혼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탐구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서 정념은 감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혼과 몸의 결합 관념을 증언한다. 앞서 말하자면 그는 정
념의 차원에서 영혼이 어떻게 몸을 움직이고 몸이 어떻게 영혼에 작용하
는지, 나아가 영혼과 몸의 구도에서 양자가 어떻게 불화하고 화해하는지
논의한다. 정념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정념이
감각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감각과 정념의 공통된 지평을 중심으로 논
의를 전개할 것이다.
우선 감각 지각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자. 데카르트는 『성찰』에 대한
학자들의 반론에 답하면서 감각의 단계를 구분하고 감각 지각의 확실성
을 논한다.59) 이들 단계 구분에서 감각 지각의 인과적 과정이 설명되는
유한 앎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지성과 감각, 상
상력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독립적 기능을 할당하지만, 데카르트에게서 인식
능력은 이처럼 구별되지 않으며 모두 하나의 단일한 영혼이 이해하고 감각하며
상상하는 것이다.
58) AT Ⅷ-1, 316-318; 『철학의 원리』, 431-4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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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여기서 감각은 사유이되 순수 사유가 아니라 외부 물체에 의해 형성
되는 관념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감각의 첫 단계는 신체 기관이 외부
대상에 의해 자극될 때를 지칭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
게 공통적인 뇌의 운동이 나타난다. 말하자면 이 단계는 외부 대상이 감
각 기관을 자극했을 때 유발되는 변화, 즉 감각 기관의 반응, 신경 전달,
뇌의 운동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 자극은 정신과의 직접적
인 연관 관계 없는 순전히 물질적인 운동과 변화만을 지시한다. 다음으
로 감각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단계에서 유발된 신체 기관의 운동에 뒤이
어 일어나는데, 자극 받은 신체 기관과 정신이 결합되어 생겨나는 모든
직접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즉 감각의 첫 단계에 상응하는 뇌의 물질적
운동이 영혼과 접촉하는 한에서 고통, 가려움, 목마름, 배고픔 및 색, 소
리, 맛, 냄새, 따뜻함과 차가움 등에 대한 지각이 생겨난다. 이러한 감각
지각들은 영혼과의 접촉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동물에게
는 해당하지 않고 인간에게서만 생겨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여기서 언
급된 두 단계까지가 엄밀한 의미에서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들 감각 지각에 근거하여 외부 대상에 대
해 익숙하게 내리는 모든 판단들까지 감각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막대기를 본다고 가정하고 이를 위에서 설명한 감각 지각의
과정으로 설명해보자. 우선 감각 지각의 첫 단계를 보자면, 막대기에서
반사된 빛은 내 망막을 자극하고 이 자극은 시신경을 매개로 뇌에 전달
된다. 뇌의 물질적 운동에 국한된 감각의 첫 단계는 두 번째 감각 단계
로 이행하는데, 우리는 이 때 막대기로부터 반사된 색을 지각한다. 여기
까지가 감각 지각의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각 내용을 근거로 외
부 물체가 색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막대기의 크기와 모양, 거리
를 ‘추론’하곤 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런 판단이나 추론은 지성의 역
할이다.60) 즉 물체의 크기나 형태는 감각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추론
과 연역을 통해 알려진다. 엄밀히 말해 외부 대상에 대한 감각 이후에
일어나는 추론이나 판단은 결코 감각 지각의 단계일 수 없지만, 데카르
59) AT Ⅶ, 436-440; 『반박과 답변』 1 , 433-436쪽.
60) AT Ⅶ, 437; 『반박과 답변』 1, 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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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이를 감각의 세 번째 단계라고 칭한다.61)
이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감각 내용이 외부 대상의 모양, 크기 등의 객
관적 성질에 대한 인식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외부 대상에 대한 개
념적 인식은 순전히 지성과 상상력에 의해 파악되는 자연학적 앎이기 때
문이다.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는 지성의 작용을 감각의 영역으로 포함시
킨다면 오류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62) 그러나 우리는 흔히 외부 대상
을 감각할 때 그 대상과 꼭 닮은 이미지가 내 머리 속에 형성된다고 생
각함으로써, 감각이 외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준다고 여긴다. 이러한 통
념은 당시 스콜라 철학자들의 감각론과 일치하는 바, 스콜라 철학자들은
61) 데카르트는 감각의 세 번째 단계가 지성의 개입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막대
기가 물에 반쯤 잠겨 있을 때 굴절되어 보이는 현상을 사례로 든다. 그에 따르면
‘막대기가 구부러져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은 길이, 넓이, 깊이로 구성되는 연
장의 관념을 지닌 ‘지성’에 의해서이다. 하나의 막대기가 구부러져 보이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막대기를 만져본 뒤 물에 의한 굴절 현상이라고 깨닫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시각적 현실을 의심하는 것, 그리고 이를 촉각적 사실에
의해 검증한 뒤 시각에 의해 알려진 것과 촉각에 의해 알려진 것 사이에서 무엇
이 참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성이다.
62) 따라서 데카르트가 보기에 감각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오류가 생겨날
수 없다. 오류는 지성이 감각에 대해 월권을 행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생겨난다.
이런 맥락에서 『성찰』에서 제기되는 그의 감각 비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감각과 관련한 두 가지 오류를 언급하고 비판한다. 우선 현존하는 사물로부
터 오는 관념, 즉 외래 관념이 외부 사물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형상적 오류가
있다(AT Ⅶ, 38-40; 『성찰』, 61-63쪽). 형상적 오류에 대한 비판은 영혼에 형
성된 감각 내용이 외부 대상에 그대로 내재해 있다고 여긴 스콜라적 감각론에 대
한 비판이다. 다음으로 질료적 오류는 관념이 사물 아닌 것을 사물로 나타내는
경우에 생긴다. 여기서 사물 아닌 것이 사물로 나타난다는 것은 빛, 색깔, 소리,
냄새, 맛, 뜨거움, 차가움 등의 감각 관념을 사물에 귀속시키는 사태를 말한다. 예
컨대 뜨거움과 차가움에 대한 관념은 지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명석 판명하지 않
아서 차가움이 뜨거움의 결여인지 혹은 뜨거움이 차가움의 결여인지 알 수 없는
것임에도(AT, Ⅶ, 43-44; 『성찰』, 68쪽), 우리는 어떤 사물이 뜨거움이나 차가
움을 본질적 속성으로 지닌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데카르트의 감각 비
판은 감각 지각을 통해 생겨난 관념이 물체의 본질에 관한 지식을 준다고 본 스
콜라 자연학을 비판하는 것이자, 감각에 의해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지성에 의해
판단되고 추론되는 사태에 대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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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물체가 감각 기관을 향해 물체와 닮은 작은 이미지들을 보낸다고
주장했다.63) 그러나 데카르트는 감각 내용이 외부 대상의 성질과 닮아
있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감각은 감각 내용을 갖게 만드는 외부적 원인
이 있다는 것을 지시(signifier)할 뿐이다.64)
그렇다면 감각 내용이 갖는 고유한 가치는 무엇인가? 감각과 정념은
내 몸에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줌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하는 선한 본성을 지닌다.65) 생의 보존이라는 목적성(finalité)이야
말로 감각과 정념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이 목적성을 고려할 때에만 감
각과 정념이 형이상학 너머의 ‘삶’의 영역과 관련된다는 점이 해명될 수
있다.
2) 감각과 정념의 목적성: 영혼과 긴밀히 결합된 내 몸의 보존
감각과 정념이 나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려는 목적을 갖는다면, 이는
데카르트의 철학 체계에서 감각적 성질이 지니는 유용성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에 의해 의심에 부쳐졌던 감각의
확실성을 여섯 번째 성찰에서 구제하고, 감각과 정념의 실천적 유용성을
언급한다.66)
63)

AT

Ⅶ,

437;

『반박과

답변』

1,

434쪽.

Frédéric

de

Buzon,

Denis

Kambouchner, Le Vocabulaire de Descartes, Paris: Ellipses, 2011, 110-111쪽.
64)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에게서 감각 내용은 외부 대상과 유사 관계에 있는 이미지
(image)가 아니라 임의적 기호(signe)라고 할 수 있다. 정대훈, 「데카르트의 감
각론」, 『哲學論究』, 서울대학교 철학과, vol.27(187-212쪽), 1999, 204쪽.
65) AT Ⅶ, 87, 『성찰』, 120쪽. “경험이 보여주듯이,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감각
들은 모두 이런[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감각들 속
에는 신의 능력과 선성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외에도 그는 “신
체에 이로운 것에 대해 모든 감각은 거짓된 것보다는 참된 것을 지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언급한다(AT Ⅶ, 89, 『성찰』, 121쪽). 참고로 데카르트는 몸과
영혼의 결합이 분리되면 생물학적 인간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죽음이란 몸의 기능이 중단됨으로써 사유하는 영혼 역시 그 기능을 잃는
생명 현상이다. 따라서 감각과 정념을 통해 내 몸을 보존한다는 것은 몸과 결합
해 있는 영혼에도 좋은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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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지각이란 본래 정신을 한 부분으로 갖고 있는 결합체에게 무
엇이 이롭고 이롭지 않은지를 정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연이 나에게
준 것일 뿐이며, 단지 이런 한에서만 감각적 지각들은 충분히 명석 판명
한 것이다.”67)

감각 내용들은 영혼과 몸의 결합체인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감각 내용들은 물체의 본성을 명석 판명
하게 알려주는 인식적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건강 유
지”68)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감각이 갖는
고유한 목적성이다. 또한 『정념론』에서도 데카르트는 정념이 갖는 자
연적 용도에 대해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영혼의 정념들은 모두 몸과 연
관되어 있고 영혼이 몸과 결합된 한에서 영혼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
에, 정념의 유용성이란 몸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를 영혼이 하
도록 만드는 것이다.69) 무엇보다도 물체의 본성을 파악하는 지성과 혼동
되지 않는 한, 감각 내용과 정념은 그 자체로 내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생명의 보존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본다
면 그 자체로 명석하다. 데카르트는 감각과 정념이 건강과 생명을 보존
하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험’된다고 말한다.70) 그에게 있어
감각적 지각과 정념이 갖는 생의 보존이라는 목적성은 자연이 나에게 준
것이기에 인간 이성으로는 그 근거를 더 이상 캐물을 수 없는 근본적인
경험이다.
66) 감각의 확실성은 인식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험과 삶의 차원에서 구제된다. 데
카르트는 『철학의 원리』 2부 3항에서 감각 지각이 사물의 실제적 성질을 인식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인간에게 무엇이 도움
이 되고 해로운지 알려줄 뿐이라고 언급한다. 즉 감각은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가끔씩 그리고 우연히 도움이 될 뿐이다. 그러나 나의 삶을 건강하
게 유지하는
67) AT Ⅶ, 83.
68) AT Ⅶ, 87,
69) 137항; AT
70) AT Ⅶ, 87,

데 있어 감각이 표상하는 것은 명석할 뿐만 아니라 유용하다.
『성찰』, 114쪽(번역어 수정). 강조는 필자.
『성찰』, 119쪽.
Ⅺ, 430; 『정념론』, 126쪽.
『성찰』,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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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감각과 정념이 보존하고자 하는 몸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몸’이다. 다음 인용문에 따르면 내 영혼과 결합한 몸은 다른 연장
적인 물체보다 더 긴밀하게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몸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또 내가 어떤 특수한 권리로 내 것이라고 부른 이 몸은 다른 물체
보다 더 밀접하게 나에게 속해 있다고 믿은 것도 그리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몸으로부터는 그 밖의 물체에서처럼 결코 분
리될 수 없고, 또 모든 욕망이나 정념을 몸에서 그리고 몸을 위해 감각
했으며, 끝으로 고통과 쾌감을 몸 밖의 다른 물체에서가 아니라 몸의 각
지체에서 감지하기 때문이다.”71)

이로부터 감각하고 정념을 느끼는 ‘나의 몸’은 지성과 상상력에 의해
파악되는 순수 연장의 영역, 즉 기계론적 원리에 따르는 물체로 온전히
환원될 수 없는 독자성과 개별성을 획득한다.72) 실제로 데카르트는 물체
와 몸 모두를 의미하는 ‘corps’라는 단어가 다의적(équivoque)이라고 말
한다.73) 이러한 맥락에서 감각과 정념이 증언하는 개별적 몸에 대해 논
71) AT Ⅶ, 75-76; 『성찰』, 107쪽(번역어 수정). 강조는 필자.
72)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자연학과 단절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자연학인 근
대적 기계론을 구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봄으로써 물체가 스스로 운동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데카르트적
기계론은 자연 현상으로부터 목적 개념을 배제하고 순수한 자연 법칙에 따르는
물체가 외부적 힘에 의해서만 운동한다고 본다. 이러한 그의 자연학은 정신과 물
체의 이원론이라는 형이상학적 원리를 토대로 삼는다. 정신은 ‘사유하는 것(res
cogitans)’이라는 능동형 분사가 보여주듯 활동성을 지닌 반면, 물체는 ‘연장된 것
(res extensa)’이라는 수동형 분사로 나타나듯 비활성을 지닌다. 물체가 비활성적
이라는 것은 물체 속에 스스로 운동하는 자기 원인이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데
카르트적 의미에서 물체는 수동적이다(김성환, 『17세기 자연 철학: 운동학 기계
론에서 동력학 기계론으로』, 서울: 그린비, 2008, 18쪽, 24쪽, 28쪽 참고). 그러나
순수 물체나 자동 기계와 달리, 영혼과 결합한 인간 몸에서는 능동과 수동, 영혼
의 의지와 몸의 정기 운동이 몸의 송과체를 매개로 상호 소통이 일어난다. 그런
맥락에서 인간이란 능동성과 수동성을 모두 갖는 이중적 존재로 간주된다.
73) AT Ⅳ, 166; FA Ⅲ, 547; 1645년 2월 9일 메랑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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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데카르트가 ‘corps’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세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74) 게낭시아에 따르면 corps에는 세 가지
구별되는 층위가 있다.75) 첫째로 연장을 속성으로 가지며 분할 가능한
물체 일반의 범주로서, 기계론적 법칙을 따르는 자연적 대상들 및 각각
의 몸-부분들이 있다. 몸-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팔이나 다리, 심장 등 특
정한 몸의 부위들을 말한다. 이들 각각의 부분들은 몸 전체에 대한 고려
없이도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 가능한 연장으로 다루어진다. 두
번째로 그러한 몸-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배치된 기관 전체로서의 몸이
있다. 전체로서의 몸은 각각의 몸-부분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기능적 통합성과 동일성(identité)을 갖는다. 두 번째 의미의 몸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지닐 수 있는 기계로서의 몸이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기관인 몸 전체와 영혼이 긴밀히 결합해 있는 인간에게 고유한
몸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단순히 기계적인 몸을 지니기만 한 것
이라는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몸은 ‘내’가 ‘나의 것’이라고 동일시
하는 것이자 나의 실존을 지시하는 ‘나의 몸(mon corps)’이다. 이 몸은
“분할 불가능한”76) 전체로 의식된다.77) 이 몸은 나로 하여금 정념을 겪
74) Guenancia, op.cit., 93-110쪽. 불어 ‘corps’는 영미권에서 ‘body’로 번역되는데, 게
낭시아와 마찬가지로 코팅엄도 데카르트가 사용하는 ‘body’라는 용어가 섬세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데카르트가 사유 실체와 구별되는 연장 실체로
서의 물체와 몸을 언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몸(body in general)에 대해 말할 뿐,
인간의 개별적 몸(this particular human body)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다. Descartes Dictionary, 23쪽.
75) Guenancia, op.cit., 109-110쪽.
76) 30항; AT Ⅺ, 351; 『정념론』, 44쪽.
77) ‘corps’ 개념의 세 가지 층위는 실제로 『정념론』의 논의에 반영되어 있다. 데
카르트는 정념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영혼의 사유와 구별되는 연장으로서
의 인간 몸의 기능들을 개괄한다(7-16항). 몸의 부분을 나열하고 이들 각 부분이
수행하는 몸 전체의 기능을 언급할 때에는 몸을 분할 가능한 부분들로 파악하는
관점과 기능적 통합성을 지닌 자동기계로 파악하는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
나 이후 그는 영혼과 몸이 뇌의 깊숙한 부분인 송과체에서 내밀하게 결합한다는
기본 관념을 도입함으로써 몸의 함축을 다원화한다. 송과체를 매개로 영혼과 결
합하는 몸은 개인의 역사를 구성하는 기억과 상상들이 기입된 몸이고, 그로 인해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정념을 느낄 수 있는 개별적 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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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pâtir), 또한 영혼이 의지하는 대로 행위하는(agir) 것을 가능
하게 하는 무대가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인간은 사유하는 정신과 감각하는 몸
을 동시에 지닌 존재자이다. 따라서 인간은 사유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
고 감각하기만 하는 것도 아닌, 양자의 긴밀한 통일체(unité)로서 삶을
영위한다.78) 이런 존재론적 조건 때문에 인간은 정념을 느낀다. 나아가
데카르트는 인간의 감각과 정념이 내 영혼과 결합해 있는 ‘내 몸’을 보존
하려는 유용성을 지닌다고 주장함으로써, 삶을 건강히 이어나가려는 실
천적인 관점에서 인간 본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데카르트에게서 정
념은 감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몸과 영혼의 결합을 보여준다고 간주되기
에, 몸과 영혼의 결합체인 인간에 대한 탐구는 정념에 대한 탐구를 경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탐구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념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념론』은 『성찰』에서 정식화된 사유하는 정신으
로서의 인간 이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경험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논하
려는 데카르트의 의도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념을 겪는 인
간에 대한 논의는 사유하는 인간에 대한 논의와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완 관계를 이룬다. 이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데카르트의 『정념론』을
읽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를 도출해볼 수 있다. 그것은 데카르트 철학
‘영혼과 몸의 결합’이라는 관념에 고유한 인간은 기계적 원리에 따라 맹목적으로
운동하는 연장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나에
게 좋은 것을 영혼의 의지와 조화시키면서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개별 인간이다.
78) 데카르트에 따르면, 선원이 배 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인간 몸에 단순히 거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영혼과 몸이 단순히 결합해 있다면 영혼은 몸을 움직이는
데 그칠 것이지만, 경험적으로 영혼은 몸을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쁨과 슬
픔, 고통과 쾌감 등 정념이라는 특수한 감정과 연루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그는 영혼과 몸의 결합을 밀접하고 긴밀하다는 말로 수식한 것이다.
AT Ⅵ, 59; 『방법서설』, 216쪽. 『성찰』에서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 발견된다.
“나아가 자연은 고통, 허기, 갈증 등과 같은 감각을 통해 내가 선원이 배 안에 있
는 것처럼 그저 내가 내 신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와 아주 밀접
하게 결합되어 있고 거의 혼합되어 있어서 오히려 신체와 일체를 이루고 있음도
가르쳐주고 있다.” AT Ⅶ, 81; 『성찰』,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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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미처 조명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그의 통찰을 살
필 수 있다는 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사
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시사해
줄 것이라는 점에 있다. 데카르트는 정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
존적 조건이 어떻게 삶의 지복과 연관되는지 탐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데카르트는 정념에 마주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
한 한 가지 답을 정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으로부터 이끌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정념 개념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
념 분석 속에서 인간의 행위가 설명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인간 존재에
대한 데카르트적 이해가 도출될 수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고대 철학
자들의 정념 이해와 단절하면서 감각 지각과 정념의 발생을 개념화한
『정념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간 영혼에 어떻게 정념들이 야기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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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데카르트 정념 개념의 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정념론』의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정념의 정의와 종
류, 발생과정을 해명하고 정념이 어떻게 영혼과 몸의 긴밀한 결합 관계
를 드러내는지 살펴보자. 데카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649년 출
간된 이 저작은 심신 이원론이 마주한 난점, 즉 인간에게서 영혼과 몸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해 쓰였다. 『정념론』이 데
카르트의 이원적 실체론을 보완하려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은
데카르트가 내다보았듯79) 『방법서설』이나 『성찰』과 같이 철학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 다른 저작들에 비해 주목받
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정념론』이 본래 일반 대중을 위해서가 아
니라,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영혼과 몸의 결합 관
념을 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던 엘리자베스 공주를 위해 저술되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데카르트는 지적 능력이 남달랐던 단 한 명의 독
자를 위해서 이 소론을 구상했기에, 이전 저작들에서 충분히 논의된 코
기토 주체나 실체 이원론에 대한 상세한 논증 없이 즉각적으로 영혼과
몸의 결합이라는 문제를 다룬다.80) 이 때문에 『정념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들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적 저작을 독
79) AT Ⅺ, 325; 『정념론』 서문 두 번째 편지, 12쪽 참고.
80) 샤피로는 『철학의 원리』(1644)와 『정념론』(1649)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에서 모든 것의 제일원인인 코기토 주체를
언급하고(1부), 사유하는 주체와 명백히 구별되는 연장의 본성과 운동 법칙에 대
한 기본 진리들을 제시한다(2부). 3부와 4부에서는 몸의 기본 원리와 자연 현상
들을 기술하면서 자연 현상이 연장의 본성과 운동 법칙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특
히 4부 말미에서 그는 영혼의 감각 지각을 논하는데, 감각에 대한 논의로부터 곧
바로 인간이 단순 자연 법칙에 따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몸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라는 결론으로 넘어간다. 이처럼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에서 어떻게 영
혼이 몸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지, 또 그 결합 관계를 증명하는 감각의 정신적
측면과 그러한 정신 상태를 가져오는 몸의 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샤피로는 『철학의 원리』의 논의가 끝나는 지점에서 『정
념론』의 논의가 시작된다고 본다. Shapiro, op.cit., 3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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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 내는 일은 그의 철학을 통일성있게 이해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81)
이런 맥락에서 본 장의 핵심 목표는 『정념론』의 논의 지평을 통일적
으로 분석하고 그의 정념 개념을 체계적으로 논하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고유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정념을 탐구한다. 그 방법론이란 자연학자의
관점을 말한다. 데카르트는 정념을 자연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전의 철학자들과 근본적으로 단절한다. 그는 정념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과정에 따라 일어난다고 보고, 몸과 영혼의 영향 관
계에 따라 정념을 정의하고 분류한다. 또한 정념의 발생 과정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설명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1절에서는 데카르트가 정념
에 접근하는 방식을 고대 철학자들과 비교해보고, 2절과 3절에서는 각각
정념의 정의와 분류, 정념의 발생 과정과 그 수정 가능성을 살펴봄으로
써 『정념론』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것이다.

1. 정념론의 고유한 방법: 전통 철학의 정념 이해에 대한
데카르트의 비판
데카르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철학 및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의 영향 아래 있었던 스콜라 철학의 정념 개념에 대한 거부를
출발점으로 삼아 자신의 독자적인 정념론을 개진한다(1항). 이 절에서는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81) 본고는 『정념론』의 구조에 대한 샤피로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데카르트가
『성찰』과 『철학의 원리』에서 도출했던 기본 원리들에 근거하여 그 연장선상
에서 『정념론』을 서술하고 있다고 본다. 데카르트가 『성찰』에서는 코기토 주
체라는 철학의 제일 원리로부터 영혼과 몸의 구별이라는 원리를 도출했다면,
『철학의 원리』에서는 인간이 다른 물체들과는 달리 영혼과 몸의 결합 관념에
의해 접근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정념론』의 1부 논의는 몸과 영혼의 기능 구
분이라는 형이상학적 원리에서 출발하여(7-29항), 인간의 경우 몸이 영혼과 결합
해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설명하고(30-43항), 몸과 영혼의 결합 원리가 무엇
인가(44, 50항)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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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념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토
대 위에 있다고 본다. 그 토대란 두 고대 철학자가 지니고 있었던 영혼
과 몸에 대한 관점이다. 달리 말해, 데카르트 『정념론』의 독창성은 고
대의 영혼관과 신체관을 극복하고 영혼과 몸에 대한 근대적 논의를 발전
시킴으로써 획득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데카르트는 한편으로 고대
적 영혼 개념이 지니고 있던 신비로운 함축을 벗겨내고 근대적 영혼관에
근거하여 정념을 논의하며, 다른 한편으로 몸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념이
야기하는 감정적 동요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리학적 현상
으로 파악하고 ‘자연학자’로서 정념을 다룬다. 데카르트의 작업은 이처럼
정념의 근본 토대를 재구축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선 영혼관의 차이를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플라톤은 정념을 인간 몸
과 연관된 것이라 보고, 정념이 영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여겼다. 플
라톤은 『국가』 4권에서 영혼(psyche)을 이성적(logistikon) 부분, 기개
적(thymoeides) 부분, 욕구적(epithymetikon) 부분으로 삼분한다.82) 이들
부분은 서로 다른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영혼의 기관들이다.83) 이
성적 부분은 계산하고 추론하는 능력에, 기개적 부분은 분노와 용기, 전
사의 기개를 갖추도록 하는 능력에, 마지막으로 욕구적 부분은 만족이나
쾌락 등 다양한 신체적 욕구를 갖는 능력에 상응한다. 특히 영혼의 욕구
적 부분은 비이성적이어서 영혼의 이성적 부분과 대립하며, 기개적 부분
은 이성의 지시를 따르면서 욕구들과 대항하여 다투기도 한다.84)
82) 플라톤(박종현 옮김), 『국가』, 서울: 서광사, 1997(2005), 439d-441a; 300-303
쪽.
83)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서양편 상』, 서울: 서울대학
교 출판문화원, 2012에 수록된 논문, 강성훈, 「플라톤: 영혼의 세 부분」, 9쪽.
84) 플라톤은 영혼의 이성적 부분, 기개적 부분, 욕구적 부분이 국가를 구성하는 각
부류, 즉 숙의 결정하는 통치자, 통치자를 보조하는 군인 계급, 돈벌이를 하는 생
산자에 상응하는 것으로 유비한다(op.cit., 441a; 302-303쪽). 이 점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각 부류와 그 부분에 상응하는 고유한 역할이 지켜질 때 얻어지는 플라
톤의 정치적 이상은 영혼의 각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 간의 조화에 따르고 있음이
짐작된다. 따라서 플라톤은 정념 현상을 비롯한 감정적 동요의 문제를 사회적, 국
가적 차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그 본성상 무절제한 정념에 의해 영혼의
조화가 깨진다면 궁극적으로 국가를 이루는 각 부분 간의 균형도 무너질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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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영혼 내에서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 사멸하지 않는
부분과 사멸하는 부분 간의85)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 사멸하지 않는 것
이 영혼의 이성적 부분이라면, 그 외에 기개적이고 욕구적인 부분은 비
이성적이고 사멸하는 부분이자 신체적 욕구를 갖는 부분으로 취급된다.
영혼 내 이성과 비이성 간의 충돌과 대립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를 불
가능하게 하는 부조화의 상태, 무절제의 상태로 지칭되며86) 결과적으로
잘못된 의견(doxa)에 근거한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귀결된다. 그런데 플
라톤이 보기에 무섭고 불가피한 정념들이 생겨나는 것은 영혼의 사멸하
는 부분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정념 현상이란 영혼의 상부를 이
루는 이성적 부분과 영혼 하부의 욕구적 부분이 충돌하고 대립할 때 생
겨나는 영혼의 혼란이자 허약함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념은 이성이 상징
하는 질서, 조화, 균형과 대립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연스럽고 조화로
운 운동을 교란하는 일체의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게 된다.87) 이처럼 플
라톤에게서 정념은 타락한 이성, 즉 사멸하는 영혼이 지닌 신체적 욕구
가 야기하는 영혼의 질병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이후에 전개될 데카르
트의 정념 이해와는 구별된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영혼론, 즉 불멸하는 영혼이 사멸하
는 몸과 전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영혼 내에서도 불사인 부분과 사
멸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입장을 거부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영혼과 몸의 결합체라는 근본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하며, 영혼이 각각의
부분들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88) 대신 영혼은 고유한 기능 혹은
능력(dynamis)을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고유한 기능이 생명
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본다.89) 그에 따르면 영혼의 능력은 영양 섭취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에게서 영혼의 건강함과 허약함은 좋음과 나쁨의
문제로 치환된다(444e; 311쪽).
85) 플라톤(박종현, 김영균 옮김), 『티마이오스』, 서울: 서광사, 2000, 69c-d; 195쪽.
86) 플라톤, op.cit., 443d-444a; 308-309쪽.
87) 박인철, 「정념의 근원」, 『탈경계 인문학』, 제3권 3호, 2010, 125쪽.
88) 아리스토텔레스(유원기 옮김), 『영혼에 관하여』, 서울: 궁리출판, 2001, 413b;
135쪽.
89) Ibid., 413a;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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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는 식물적 기능, 동물이라면 지니고 있는 감각 기능, 인간에게만
고유한 지성적 기능 세 가지가 있다.90)
우선 생명체가 영양을 섭취하고 번식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은 영혼의 식물적 기능에 근거한다. 다음으로 식물과 달리
동물은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로 가지며, 감각 기능을 통해 색깔이
나 소리와 같은 초보적 형태의 앎을 얻을 수 있다. 달리 말해 이 능력은
감각 지각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해 준다. 외부 세
계로부터 오는 감각은 영혼에 쾌나 고통을 주며,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괴로운 것을 피하려는 충동이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91) 마지막으로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된 지성적 사유 기능이 있다. 지성적 사유는 초보적인
감각 인식 너머 앎의 최종적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론하고 이해
하는 영혼의 활동을 통해 인간은 세계에 대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하는 영혼의 기능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포함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플라톤적 영혼의 부분들과 차별화된다. 특히 아
리스토텔레스는 영혼 자체를 생명의 유지 원리로 본다는 점에서 데카르
트와 다르다. 데카르트는 생명의 원리를 전적으로 몸에 부여하기 때문이
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정념(pathos)은 식물을 제외하고 감각적 영혼을
지닌 동물과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는 정념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사랑과 미움, 분노, 온순함, 공포감, 동정
심, 용기, 그리고 즐거움 등과 같은 영혼의 모든 영향받음은 몸과 관련된
것”92)이다. 이에 따르면 정념은 우선 ‘영혼의 영향받음’이라는 수동적 사
90) 영혼의 식물적 기능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자에게 공통적이다. 식물보다 고차
적인 동물은 식물적 기능에 더하여 감각하고 운동할 수 있다. 인간은 식물적 기
능, 감각 기능뿐만 아니라 상위의 지성적 기능을 지닌다. 즉 가장 상위에 있는 존
재자는 하위의 기능들을 필수적으로 지닌다. Ibid., 414b; 139-143쪽.
91) 이태수, 「형상으로서의 영혼」, 『마음과 철학: 서양편 상』, 54쪽.
92) 아리스토텔레스, op.cit., 403a; 74-75쪽.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념을
“욕망, 분노, 두려움, 대단함, 시기, 기쁨, 친애, 미움, 갈망, 시샘, 연민, 일반적으
로 즐거움이나 고통이 동반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강
상진, 김재홍, 이창우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도서출판 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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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며, 나아가 영혼과 결합해 있는 몸과도 관련된다.93) 따라서 플라톤
이 정념을 영혼의 타락이나 질병이라고 보고 경계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
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념을 영혼의 변화와 상응하는 몸의 반응이
라고 보았다는 점에서94) 플라톤이 정념에 부여했던 퇴락의 계기를 상대
적으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정념은
수동적으로 겪게 되는 모든 일을 지칭할 뿐이기에 비교적 중립적인 논조
로 다루어진다. 특히 『수사학』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념을 다루
는 방식이 플라톤적 입장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저작에서
정념은 수사학자가 청중에게 일으키는 감정적 반응으로 다루어지면서 듣
는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로 도입된다. 그에
따르면 “정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원인들”95)
이기 때문에 연설자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그들을 감정적으로 동요시
켜야 한다. 따라서 정념 그 자체는 플라톤에게서처럼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다.96)
1105b 20-24; 61쪽.
93) 영혼에 야기되는 영향이 몸과 관련된다는 점은 질료형상설로 알려져 있는 아리
스토텔레스적 심신 구도에 따르면 당연한 것이다. 질료형상설은 영혼이 몸의 형
상이고 몸은 영혼의 질료라고 보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영혼이 지니고 있는 잠재
적 가능성을 몸이 물질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영혼과 몸 양자는 불
가분한 결합 관계로 얽혀 들어간다.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414a;
137-138쪽. 이태수, op.cit., 44쪽. 이러한 결합 관계에 따라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
는 얼굴이 붉어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는 창백해지듯,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념이
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즉 영혼의 상태인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은 신체의 차
원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28b 13-15; 157쪽.
94) 박인철, op.cit., 125-126쪽.
95) 아리스토텔레스(이종오 옮김), 『수사학』 Ⅱ권, 서울: 리젬, 2007, 14쪽.
96)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05b 25-29; 61쪽. “예를 들어 [정념
중 하나인] 분노와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느슨하다면 우리는 나쁘게 태
도를 취하는 것이며, 중용적이라면 제대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
스는 정념이 너무 약하거나 과도해져 중용(mesotēs)의 덕을 잃을 때 문제가 된다
고 본다. 즉 플라톤에 비해 정념 개념을 중립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
스 역시 정념을 이성적 영혼에 반대되는 비이성적인 것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몸까지도 변화시키는 분노–이를테면 분노가 ‘피를 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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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 이해는 데
카르트의 영혼 개념과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우선 플라톤은 영혼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며 그것들 간의 위계가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데카르
트와 다르다. 나아가 플라톤이 영혼의 상부와 하부 간의 투쟁으로 인해
정념이 생겨난다고 본 것과 달리, 데카르트는 정념이 몸과 영혼 간의 상
호작용에서 생겨난다고 본다. 다른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영
혼은 생명의 유지 원리이다. 반면 17세기 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
리스토텔레스가 나누었던 영혼의 기능들을 통합하여97) 근대의 자연과학
적 패러다임에 걸맞는 영혼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었다. 특히 데카르트
에게 영혼이란 사유하는 정신을 가리킬 뿐이기에 영혼(âme)은 정신
(esprit)이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된다.98) 즉 데카르트에게서 영혼은
하는 상황처럼 특정한 감정 상태가 몸의 특정한 상태와 상응하는 경우에서처럼
(Ibid., 1116b 28; 108쪽)-, 성적 욕망들, 심지어는 광기로 치닫는 사태를 정념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보면서 정념의 과도함을 자제력 없음(akrasia)의 문제로 다룬
다. Ibid., 1147a 14-19; 242쪽.
97) James, op.cit., 86-87쪽.
98)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연원을 둔 스콜라적 영혼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정
한다. 스콜라 철학에서 영혼은 아리스토텔레스적 규정에 따라 질료인 몸이 제 기
능을 하도록 규정을 부여하는 몸의 실체적 형상(forme substantielle)이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 영혼은 몸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영혼을 생명의 유지 원리로 보기를 거부한다. 이전에 영혼의
감각적 부분으로 여겨졌던 것들, 이를테면 감각, 상상력, 정념, 욕구, 의지적 운동
등은 데카르트에 이르러 지성과 의지의 영역, 즉 이성적 영혼 혹은 사유 실체로
귀속된다. 즉 영혼은 다양한 기능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 본질상 온전히 “사유
하는 전체”(AT Ⅶ, 356; 『반박과 답변』 1, 358쪽)이다. 이는 영혼을 “바람, 불
꽃, 혹은 섬세한 공기처럼 아주 드물고 미묘한 것”(AT Ⅵ, 26; 『성찰』, 45쪽)으
로 여겨왔던 고대적 지평에서 벗어나 영혼을 이성적 정신으로서 정립하는 근대
적 전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혼(anima)이라는 말은 『성찰』의 라틴
어 판본에서 사라지고 정신(mens; esprit)이라는 말로 대체된다(AT Ⅵ, 27). 그럼
에도 영혼이라는 말은 『방법서설』의 4부(AT Ⅵ, 33)와 프랑스어판 『성찰』 6
부(AT Ⅸ, 62), 『철학의 원리』, 『정념론』에서 여전히 발견된다. 영혼과 정신
이라는 두 용어에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정신’은 순전히 지성의 기능을, ‘영혼’
은 감각 작용(sensation)과 감정 현상(affectivité)을 포괄하는 감각과 의지의 기능
을 강조하는 것이다. Le Vocabulaire de Descartes, 7-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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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과 번식을 담당하는 몸의 원리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사유 실체이다.
또한 Ⅰ장에서 보았듯 사유 실체의 특성은 분할 불가능성에 있다.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에게서 영혼은 여러 부분을 갖지 않고,99) 또한 단일한
정신 속에 내재한 긍정과 부정, 의지, 감각, 상상 등의 양태들 간에 위계
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계의 부정이야말로 데카르트적 영혼 개념이 이전
철학 전통과 급진적으로 단절하는 지점이라고 게낭시아는 언급한다.100)
그렇다면 고대의 영혼관 비판으로부터 형성되는 데카르트의 정념에 대한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
정념에 대한 데카르트의 근대적 이해는 “정념을 수사학자나 도덕 철학
자로서가 아니라 단지 자연학자로서 설명하고자 했다.”101)는 언급에서
드러난다. 데카르트는 자연학자의 입장을 취하여 정념을 인간 몸에서 일
어나는 생리학적인 자연 현상으로 파악한다. 수사학자로서 정념을 탐구
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정념을 논의한 맥락을 지
칭하며, 도덕철학자로서 정념을 탐구한다는 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
스를 비롯한 고대 철학자들의 윤리학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앞서 보았듯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념이 연설을 들을 때 생겨나는 자연
스러운 감정이라고 보고 『수사학』 2권의 상당 부분을 감정 연구에 할
애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차원에서 청중을 감동시키고 그로부
터 행위를 이끌어 내려는 웅변가로서 정념을 다루기 때문에, 정념은 특
정한 입장을 지지하고 타인을 설득하려는 정치 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데카르트는 마치 해부학자처럼 정념과 관련된 몸의 현상들을
상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몸의 현상들이 어떻게 영혼과 연루
되어 행동을 이끌 수 있는지를 자연학적 운동 과정으로 설명한다는 점에
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구별된다.

99) 따라서 데카르트에게서 감각하는 영혼과 이성적인 영혼, 욕구하는 영혼과 의지
하는 영혼은 모두 같은 영혼이다. “감각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과 같은 것이고, 모
든 욕구는 의지이다.” 『정념론』 47항.
100) Pierre Guenancia, L’intelligence du

sensible:

cartésien, Paris: Gallimard, 1998, 206쪽.
101) AT Ⅺ, 325; 『정념론』 서문 두 번째 편지,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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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덕 철학자의 관점에서 정념을 설명하는 것 역시 데카르트가 보
기에 과학적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고대 철학자들의 도덕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모래와 진흙 위에 세워진 궁전”102)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영혼의 질병인 정념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
건으로서 덕을 강조한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보기에 고대인들은 그러한
덕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다. 데카르트에게서
정념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덕의 문제는 정념에 대한 자연학적 인
식, 즉 정념의 원인과 정념의 발생 과정, 효과 등에 대한 앎을 전제로 할
때에만 유의미해질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정념의 본성에 대한 자연
학적 앎 없이는 정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없고, 따라서
행복하고 덕스러운 상태에 도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데카르
트의 비판은 보편학으로서의 철학이라는 비전에 근거한다. 학문의 나무
유비에서 보았듯 도덕이 확실한 인식에 근거한 형이상학과 자연학으로부
터 형성된다면, 그 도덕은 확실하고 완벽한 지식에 근거하여 실천적 차
원으로 확장된 인간적 지식의 완성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적
의미의 도덕은 정념에 대한 자연학적 인식뿐만 아니라 정념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덕으로서의 실천적 지혜도 포함한다. 이런 맥락에서 데
카르트가 비판하는 고대인들의 도덕과 데카르트 철학 체계에서 완성되는
도덕은 구분된다. 즉 『정념론』의 도덕적 지평103)은 데카르트가 사상누
102) AT Ⅵ, 7-8; 『방법서설』, 154쪽.
103) 『정념론』에서 도출되는 도덕의 가능성은 샤피로 또한 지적한다. 『정념론』
의 거시구조를 보면 각 부가 도덕에 대한 언급으로 끝난다고 샤피로는 분석한다.
1부에서는 강하고 약한 영혼을 관찰하고(47-48항), 정념의 규제 가능성(49-50항)
이 언급된다. 2부는 욕망의 규제와 덕의 훈련, 정념의 규제(144-148항)로 마무리
되며, 3부는 특수한 정념에 근거한 규제로 논의를 시작(152-161항)하고 정념에
대한 일반적 구제책이 언급되면서 끝난다(211항). 데카르트는 서문 편지에서 도
덕 철학자로서 정념론을 저술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념론』은 그 구조상
정념에 대한 자연학적 논의에서 도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순간에 있다는 것
이다(Shapiro, op.cit., 33쪽). 본고는 『정념론』의 논의가 도덕으로 이행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데카르트가 도덕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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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라고 평했던 고대 철학자들의 도덕이 아니라, 앞서 Ⅰ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궁극적으로 ‘보편학’이라는 이름 아래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데카
르트적 도덕이다. 도덕 철학자로서 정념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카
르트의 말은 한편으로 고대인들이 정념을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것에 대
한 비판이자, 다른 한편으로 정념에 대한 근대의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
로 새로운 도덕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104)
그렇다면 수사학자나 도덕 철학자의 입장과는 다른 자연학자의 관점이
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학자가 자연현상을 다루는 것처럼, 정념의 본
성과 법칙을 탐구한다는 것이다.105) 이는 달리 말해 “원인으로부터 결과
에 대한 설명을 연역해”106) 내는 것을 뜻한다. 자연학자의 방법이 정념
에 적용된다면, 정념의 생리학적 차원에 대해 설명하고 정념이 일어나는
원인들, 정념의 발생 과정, 정념의 효과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념을 생리학적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데카르트의 방법론이다.
따라서 인과 관계에 따라 정념을 분석하는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전적
으로 새로운 함축을 갖는다. 지속적으로 강조된 바, 정념들에 대한 부정
적 가치 평가가 보류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자연학자는, 수많은 정
념들 가운데 특정한 정념들은 갈고 닦아야 하는 반면 그 외의 특정한 정
념들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식의 가치 평가에서 자유롭다. 오히려 데카르
트는 모든 정념들은 그 자체로 좋은 것(211항)이라고 보면서, 정념을 무
조건적으로 단죄하기를 명백히 거부한다. 요컨대 자연학자의 관점은 정
적 논의로 이행한다고 보는 샤피로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언급
했듯, 데카르트가 거부하는 도덕이 그가 『정념론』의 각 부 말미에서 언급하는
도덕은 아니기 때문이다.
104) 도덕 철학자는 인간 본성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로써 인간 삶
에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만족을 얻으려 한다. 그런데 데카
르트가 보기에 도덕 철학자가 이해해야 하는 인간 본성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우
리 몸이 야기한 영혼의 동요, 즉 영혼의 정념을 생리학적 토대에 따라 이해하고
그것이 만들어낸 심리학적 효과를 따져보는 것과 관련된다. 이것이 데카르트가
『정념론』에서 다루려는 주제이다. A Descartes Dictionary, 131쪽 참고.
105) 박기순, 「스피노자의 자유로운 인간: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
으로」, 『인문학연구』, 제41권, 2008, 59쪽.
106) AT Ⅷ-1, 82; 『철학의 원리』,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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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영혼의 질병’, 심지어는 ‘원죄’로 보는 플라톤적 관점이나 스콜라적
관점과 다르다. 데카르트는 정념이 몸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
는 동요라고 봄으로써 고대 이래 철학사에서 정념이 지녀왔던 부정적 함
의를 벗겨내고, 인간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 현상으로 정념을 탐구하는
태도로 전회한다.

2. 정념의 정의와 분류
1) 정념의 정의
이제 본격적으로 데카르트의 정념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Ⅰ장 3
절에서 보았듯 데카르트에게서 정념은 영혼과 몸이 결합한 인간, 즉 몸
과 결합해 있는 한에서 영혼에 발생하는 수동적 사유이자 관념이다. 이
런 맥락에서 데카르트는 정념을 정의함에 있어 능동(action)과 수동
(passion)의 대립구도를 도입한다. 정념이라는 하나의 현상은 몸의 관점
에서 보자면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몸의
작용에 의해 수동적으로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에게 수동인 것은
보통 몸 안에서는 능동이라 할 수 있다(3항). 그런 의미에서 정념은 몸과
영혼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달리 포착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107)
Ⅰ장에서 보았듯 데카르트에게서 일반적 의미의 ‘몸’이란 생명을 유지
시키기 위해 감각하고 운동하는 기계와 같은 것이다. 데카르트는 오늘날
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108) 피의
107) 서술상으로도 데카르트는 『정념론』 1부에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몸에 고
유한 것(7-16항)과 영혼에 고유한 것(17-29항)을 구별하고, 그러한 구별 이후에야
정념에 고유한 것으로서 영혼과 몸의 결합이라는 문제를 다룬다. 이처럼 능동과
수동을 각각 영혼과 몸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논의 구조
는 명백히 사유와 연장의 이원론에 근거한 것이다.
108) A Descartes Dictionary, 13-15쪽, 146쪽 참고. 동물 정기의 정의와 역할 등으
로 미루어 볼 때 동물 정기는 신경 체계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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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섬세하고 생기있는 부분인 ‘동물 정기(esprits animaux)’109)라는 요
소를 도입하여(10항), 몸의 운동이 영혼의 작용 없이도 순전히 피와 정기
의 운동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로부터 동물과 인간의 신
체는 영혼 없이도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교한 자동 장치로 묘사
된다.110) 이처럼 데카르트는 전통적으로 영혼에 귀속되었던 생명 원리를
몸에 부여함으로써 근대적 신체관을 정초한다.
반면 기계로서의 몸과 구별되는 사유는 순전히 영혼에 귀속된다. 데카
르트는 영혼을 고찰할 때에도 능동과 수동의 대립 구도를 적용하여 사유
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17항).111) 하나는 영혼의 작용이자 능
동으로서 우리의 모든 의지(volonté)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수동으로
서 정념이다. 전자는 영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고 영혼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경험된다. 그런 점에서 의지는 영혼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능
동적인 것이다. 반대로 후자는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종류의 지각
(perception)과 앎(connaissance)을 포괄한다.112) 이들 지각과 앎은 영혼
혼자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로부터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념’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정념론』에서 논하려는 것은 광의의 정념이 아니고, 그로부터 갈라져
나온 협의의 정념이다.
광의의 정념이 몸의 신경 매개를 통해 영혼에 생겨날 때, 이 지각은
(neuro-electrical impulse)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109) 아리스토텔레스 및 갈레노스, 심장의 원리를 설명한 윌리엄 하비 역시 동물 정
기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들은 동물 정기가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신비한 성질
을 지닌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동물 정기를 영혼의 작용 없이도
일어나는 몸의 기계적 기능에 한정시킴으로써(10항), 동물 정기는 신비한 성질을
벗고 철저하게 물체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탈바꿈한다. 김성환, op.cit., 156쪽.
110) 16항; AT Ⅺ, 341-342; FA Ⅲ, 965; 『정념론』, 33쪽.
111) 사유는 17항에서 25항에 걸쳐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을 참고할 것.
112) 이처럼 데카르트는 모든 인식을 수동적 계기로 포착한다. 이러한 분류법을 통
해 데카르트적 사유 개념은 외부 세계와 차단된 순수 사유로 한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신의 순수주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선영, 「데카르트
에게서 영혼과 몸의 결합과 그 현상으로서의 정념: 지각, 감정, 동요」,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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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세 가지로 구분된다(22항). 우선 외부 대상과 연관된 지각이 있다
(23항). 외부 대상이 감각기관에 빛, 소리, 냄새 등의 자극을 주면 이 자
극은 신경을 매개로 뇌 안에 정기운동을 일으키고, 영혼은 외부 대상에
대한 감각 내용(sentiments)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몸에 연관된 지각들
이 있다(24항). 몸과 연관된 지각들은 배고픔이나 갈증 같은 자연적 욕
구(appétits naturels)에 대한 지각, 고통, 차가움과 뜨거움 같이 내 몸 안
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기 감응적 정서(affections)를 말한다. 마지막
으로 외부 대상이나 몸보다도 영혼에 직접 연관되는 지각이 있다(25항).
영혼에 연관된 지각은 기쁨, 화 등의 느낌으로서, 외부 대상이나 몸보다
도 ‘영혼’에 더 강력한 효과를 끼친다는 점에서 감각 내용 및 자기 감응
적 정서와 구별된다.
영혼에

연관된

지각이야말로

데카르트가

고유한

의미에서

‘정념

(passions)’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지각은 영혼의 관
점에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정념론』의 논의 대상은 몸에서 일어나는 정기 운동
이 영혼과의 상호작용 속에 들어가는 지각들로서 협의의 정념이다. 그런
맥락에서 『영혼의 정념들』이라는 원제의 함의는 몸과 영혼, 능동과 수
동, 정념과 의지 작용이 불가분하게 얽혀있는 상호작용 구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의 논의는 이러한 협의의 정념에 한정될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데카르트적 의미에서 영혼의 정념을 정의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영혼의 정념을 ‘또한(et)’이라는 등위접속사를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27항).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념은 영혼의 지각이나 감각 내용, 동요(émotions)113)라고 할 수 있으
113) émotion은 흔히 ‘감정’, ‘정서’ 등으로 번역되지만, 데카르트가 협의의 정념을 정
의하는 맥락에서는 ‘동요’라고 번역하였다. 그 이유는 데카르트가 협의의 정념을
정의할 때 영혼이 겪는 감정을 몸의 변화와 연루시키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정념
에 사로잡힌 인간이 흔히 자신의 내부에서 격렬한 피 끓음이나 열기, 격정 등을
느끼는 이유는, 데카르트가 보기에 몸에서 일어나는 정기운동 때문이다. 이런 맥
락에서 정념을 느낄 때 갖게 되는 자기 내부의 격렬한 변화나 자극을 강조하고자
‘동요’라는 번역어를 선택하였다. 이와 달리 데카르트는 몸과 영혼의 결합에 의해
생기는 협의의 정념과는 구별되는 ‘émotion intérieure’가 있다고 언급한다(14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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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정념이란

영혼에

특별히

연관되어

있으면서

정기

운동

(mouvement des esprits)에 의해 야기되고, 유지되며,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앞서 데카르트가 수동과 능동의 관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유를 구분한 과정과 상응한다. 우선 28항에서 부연되는 정념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살펴보자.
“정념은 지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혼의 작용(action)이
나 의지가 아닌 모든 사유를 지시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는 한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명백한 인식만을 지시할 때는 지각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 정념은 영혼과 몸 사이의 긴밀한 결합에 의해
애매해지고 모호해진 지각들 중 하나라는 것을 경험이 알려주기 때문이
다. 또한 정념은 감각 내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념이 영혼 안에서 외
적 감각 대상과 같은 방식으로 수용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념은 영혼의 동요라고 부르는 편이 더 낫다. 이 명칭
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다시 말해 영혼에 오는 모든 다양한
사유에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는 영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유 가운데 정념만큼 아주 강하게 영혼을 흔들고 자
극하는 다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114)

위 인용문에서 정념은 ‘지각’, ‘감각 내용’, ‘영혼의 동요’라는 세 단계
규정을 통해 정의된다. 데카르트는 각 단계의 규정을 통해 협의의 정념
이 지닌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로 지각으로서의 정념은 영혼의 작용이나
의지와는 달리 몸과 영혼이 결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동적 사유
를 의미한다. 둘째로 정념이 감각 내용이라고 규정될 때에는 정념이 감
각 기관을 통해 외부 대상을 지각할 때 생겨나는 영혼의 표상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데카르트는 정념의 가장 정확한 의미가 영혼의
동요라고 덧붙인다. 이러한 규정은 외부 대상을 수동적으로 감각할 때
특별히 영혼에 생겨나는 동요를 명시함으로써 정념이 영혼과 연루되는
영혼 단독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것은 발생상 몸의 정기 운동이라는 차원
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 동요’ 대신 ‘내적 정서’라고 번역하였다.
114) 28항; AT Ⅺ, 349-350; FA Ⅲ, 974; 『정념론』, 42-43쪽.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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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정념이 몸에서 유발하는 강한 정기 운동의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의 정념은 몸과 영혼의 결합에 고
유한 것으로서, “특별히 영혼과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몸에 속하는 “정
기 운동을 통해 일어나고 유지되며 강화되는” 것으로 재정의된다(29항).
이러한 규정은 정념이 존재론적으로 영혼과 몸 양자와 연루되는 이중성
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마디로 정념은 외부 대상에 의해 촉발
된 영혼의 사유이자, 동시에 몸과도 관련되어 있어 정기 운동에 의해 수
동적으로 형성되는 관념이다. 데카르트는 이처럼 사유이자 관념인 정념
이 몸과 연루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몸과 영혼이 결합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결합이 정념에서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은 ‘경험’이 알려주
며, 이 경험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115) 그에 따르면 몸과 영혼이 구별되
는 것은 순전히 형이상학적 차원의 논의이고, 몸과 영혼이 결합한다는
것은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관찰되고 경험되는 사실이다.116) 달리 말하
자면 데카르트가 능동과 수동의 대립 구도에 따라 몸과 영혼을 명백히
구별하고 그에 따라 정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적어도 몸과 영혼이 결합
해 있는 인간의 관점을 취한다면 정념 현상은 능동과 수동으로 나뉠 수
없는 단일한 경험이라는 것이다. 즉 영혼과 몸이 분리불가능하게 얽혀
있는 인간의 경우에는 작용하는 영혼과 작용받는 몸이 동일한 하나의 주
체이기 때문에, 능동과 수동의 구도는 인간에게 있어 동일한 하나의 현
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
는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몸보다 더 즉각적으로 영혼에 작용하는 주체
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2항). 따라서 정념을 겪는 인간은 사유만 하는
존재나 몸만 가진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몸과 사유가 함께 있는 단 하
나의 인격(une seule personne)’117)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데카르트에게

115) 1648년 4월 16일 뷔르만과의 대담; AT Ⅴ, 164; CSMK Ⅲ, 346.
116) “상상력에 관련하는 것들을 성찰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삼가고 오직 삶에 있어
서나 일상적 대화에만 적용한다면 영혼과 몸의 결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
다.” 1643년 6월 28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내는 편지; AT Ⅲ, 692; FA Ⅲ, 45.
117) 1643년 6월 28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내는 편지; AT Ⅲ, 694; FA Ⅲ,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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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념은 그 정의상 인간이 능동과 수동의 계기를 모두 지니고 있는 존
재자이자 사유와 연장의 통합체라는 것을 증명한다.
다음에서는 단일한 인격으로서의 인간이 외부 대상을 마주하여 갖게
되는 다양한 정념들의 종류를 살펴볼 것이다. 데카르트의 정념 분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외부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고 특정한 행위를 하
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여섯 가지 기본 정념
데카르트는 정념을 분류하기 전에 우선 정념의 원인을 외부 대상으로
지목한다(51항).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정념이 단순히 외부 대상 그
자체가 갖는 속성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감각을 움직이는 대상에 의해서 불러 일으켜진 정념은 대상 안에 있
는 다양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대상이 우리에게 얼
마나 해롭거나 이로운가에 따라서, 혹은 일반적으로 말해 [그 대상이 나
에게] 중요한가에 따라 다양한 것이다. 또한 모든 정념의 용도는 정념이
영혼으로 하여금 자연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으로 규정한 사물들을 원
하게 하고, 이 의지를 유지하는 데 있다. 마치 정념을 일으키도록 하곤
하는 정기의 동요가 이 사물들을 추구하는 데 복무하는 운동에 몸을 배
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 때문에 정념들을 열거하기 위해서
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감각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대상에
의해 자극되는지 오직 순서대로 검토해야만 한다.”118)

외부 대상이 나의 감각 기관을 자극하여 정념이 일어난다고 할 때, 외
부 대상 자체에 내재된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감각되느냐, 아니면 나쁜 것으로 감각되느냐에 따라 정념도 달리
발생한다. 정념은 나에게 유용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용도를 지닌다. 유
용한 것의 추구는 이중의 차원에서, 즉 한편으로는 몸에 의해서, 다른 한
118) 52항; AT Ⅺ, 372; FA, Ⅲ, 998; 『정념론』, 68쪽.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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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그러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영혼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 이처럼 몸과 영혼의 이중적 매커니즘은 나에게 이로운 것을 추
구하도록 함으로써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것이 영혼과
몸이 결합해 있는 단일한 인격으로서의 인간이 외부 세계를 경험하는 방
식이다.
따라서 정념의 종류를 분류하고 열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대상의 현존과 그에 대한 고려가 요청된다. 데카르트는 외부 대상
을 감각할 때 갖게 되는 표상이 달라짐에 따라 온갖 다양한 정념이 야기
된다고 본다. 이들 다양한 정념을 열거하기 위해서는 외부 대상을 마주
하고 그로부터 특정한 정념이 생겨나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순서에 따라
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데카르트는 온갖 복잡한 정념들로부터 단순 정념들을
분리해낸다.119) 그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다양한 정념들이 여섯 개의
기본 정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경이(admiration), 사
랑(amour), 미움(haîne), 욕망(désir), 기쁨(joie), 슬픔(tristesse)이 그 여
섯 정념이다. 이들 기본 정념들이 결합되고 변형됨에 따라 다른 모든 특
수한 정념들이 파생된다(69항). 여섯 개 기본 정념이 순차적으로 열거될
때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작동한다.120) 그 기준은 각각 새로움, (나에게)
좋은 것(le bien)과 나쁜 것(le mal), 시간(temps)의 도입이다.
이 가운데 제일 먼저 다루어지는 정념은 경이다. 경이는 드물고 비일
상적인(extraordinaire) 대상을 마주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다. 경이가
모든 정념 가운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 정념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과의 만남, 즉 새로움의 지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
이감은 대상에 대한 인식 판단 이전에, 심지어는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119) 정념을 분류하고 열거할 때 데카르트는 『규칙』에서 제시했던 사유의 방법을
적용한다. 우선 그는 복잡한 것을 단순한 것으로 분해하는 분석의 규칙을 적용한
뒤, 차례로 온갖 정념들 사이의 순서를 상정하여 나가는 종합의 규칙, 분석과 종
합을 통하여 모든 정념을 나열하는 열거의 규칙에 따른다.
120) Jean-Marie Beyssade, “La classification cartésienne des passions”, Études
sur Descartes: l’Histoire d’un Esprit, Paris: Seuil, 2001, 327-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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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전에 오는(53항) 놀라움이다. 그런 맥락에서 경이의 정념은 무
엇보다도 내가 마주한 새로운 대상에 대한 인식을 얻게 만드는(75항) 촉
매제로 기능한다. 달리 말하자면 경이감은 내 외부에 있는 ‘타자에 대한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일차적 조건’이자, 나의 의식이 외부 대상과 만남
으로써 시작되는 진리 탐구의 가능조건이다.121)
새로움이 정념 분류의 첫 번째 기준이었다면, 두 번째 기준은 좋은 것
과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이다. 새로운 대상을 보고 경이의 정념이 야기되
었을 때 그 사물이 나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사랑의 정념이, 반대
로 무용하다고 판단된다면 미움의 정념이 생겨난다(56항). 경이, 사랑, 미
움이라는 세 가지 기본 정념이 비시간적(intemporel)인 차원에서 다루어
졌다면, 나머지 세 가지 정념들의 열거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고려에 덧붙여 시간의 차원이 도입된다.
욕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겨냥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욕망
은 아직 소유하지 못한 좋은 것을 추구하거나 지금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보존하려고 할 때, 그리고 갑자기 닥칠지도 모르는 나쁜 것을 피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정념이다(57항). 이처럼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을
추구하는 것은 행위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욕망의 정념은 인간 행위와
밀접히 관련된다.122) 이런 맥락에서 데카르트는 『정념론』의 2부 말미
121) 김상환, 「데카르트: 이원론과 정념론」, 『마음과 철학: 서양편 상』, 166-167
쪽. 김상환은 또한 경이감에 찬 의식은 나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지 판단하는 손
익 평가 이전에, 그리고 인식과 관련된 모든 진리 판단 이전에 대상을 순수하게
만나는 무사심(無私心)의 의식, 즉 칸트의 『판단력비판』에서 다루어지는 ‘무관
심한’ 주체를 가리킨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지적은 경이의 독특한 위치를 잘 보여
준다. 달리 말해 외부 대상을 순수하게 마주할 때 생겨나는 정념이 바로 경이라
면, 우리는 경이감 이후에야 이 외부 대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슬픔을 주는
지 느낀다.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는 경이가 모든 다른 정념들보다 먼저 다루어져
야 한다고 본 것이다(53항). 최초의 마주침 이후에야 나에게 이롭고 해로운 것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데카르트는 정념을 이로움과 해로움의 구도에 따라 설명하
는 이후의 논의에서는 경이의 정념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정념들만을 다룬다.
122) 데카르트는 143항에서도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의 네 가지 정념들이 우리
안에서 욕망을 일으키고 이 욕망으로 인해 이들 네 정념들이 우리의 품행
(moeurs)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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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랑과 기쁨, 미움과 슬픔 등의 정념이 욕망의 매개를 통해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정념을 규제하는 일이 곧 욕망에 대한 규제라고
언급하는 것이다(144항). 달리 말해 경이의 정념이 자아의 사유를 촉발
시키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인식의 문제와 관련된다면, 욕망은 내가 무엇
을 할 것인가의 문제, 즉 행위와 밀접히 관련된 정념이라고 할 수 있
다.123)
또한 사랑과 미움이 경이와의 연관성 속에서 개별화된다면, 기쁨과 슬
픔은 욕망과의 관련 속에서 개별화된다.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으
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은 반비례 관계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전자와
후자는 동일한 하나의 정념, 즉 동일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것
과 나쁜 것에 대한 욕망이 ‘현재’와 관련될 때 기쁨과 슬픔의 정념이 야
기된다. 즉 현재 좋은 것을 향유하고 있다면 기쁨이, 현재 나쁜 것을 가
졌거나 좋은 것을 결여하고 있다면 슬픔이 느껴진다(61항).
데카르트는 여섯 개 기본 정념들을 이처럼 정의하고 분류한 후, 경이
를 제외한124) 나머지 다섯 가지 정념들에게서 나타나는 피와 정기의 운
동(96-106항), 이 운동들의 원인(107-111항), 각 정념들의 외적 징후
(112-135항) 등을 차례로 서술한다. 이는 영혼의 정념들이 함축하는 몸
의 계기들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그런 점에서 정념 자체는 영혼이 몸
과 결합된 한에서만 영혼에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내 몸에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137항). 그러나 우리가 몸과 영혼을
123) 따라서 경이와 욕망은 기본 여섯 정념 가운데서도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이들
두 정념은 슬픔이나 기쁨, 사랑과 미움과 같이 짝을 이루는 반대 정념을 지니지
않는다.
124) 기본 정념에서 관찰되는 몸의 운동과 외적 징후들을 서술할 때 경이가 제외되
는 이유는 ‘경이’라는 정념이 갖는 생리학적 특이성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경이의
정념이 심장이나 피 안에서 어떤 변화도 동반하지 않는다고 서술한다(71항). 앞
서 보았듯 경이는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와 관련한 유용성의 판단 이전에 오는 원
초적 감정이다. 경이의 정념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외부 대상이 이전에 본 적 없
었던 것이라는 사실만을 알려준다. 따라서 경이를 야기하는 외부 대상의 표상은
내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려주는 심장이나 피의 운동과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대상의 표상을 형성하는 뇌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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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닌 존재인 한, 진정한 의미에서 나에게 좋은 것은 몸과 영혼
모두에 좋은 것이어야 한다(139항). 이처럼 데카르트가 정념을 분류할
때 도입하는 ‘나에게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에서125) 각자의 고유한 개별성을 가질 뿐 아니라, 몸과
영혼의 결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무엇보다도 데카르트는 영혼이 몸의 모든 부분에 “공동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30항)을 지적함으로써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단일성 혹은 통합
성의 차원을 시사한다. 영혼이 몸 전체와 결합된다고 할 때, 여기서 몸은
단일한 하나이고 분할 불가능한 전체로 상정된다. 따라서 몸의 각 기관
들은 기능상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어느 한 부분이 제거되거나 손
상되면 몸 전체는 결함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맥락에서 영혼은
몸의 어느 한 부분에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 기관 전체와 연
관되는 본성을 갖는다. 정념이 능동과 수동, 영혼과 몸이라는 각각의 관
점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 있으면서도 또한 영혼과 몸이 결합한 인간에
게는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경험인 한, 데카르트는 작용하는 영혼과 작
용받는 몸, 작용하는 몸과 작용받는 영혼이 상호 매개되는 공통의 장소
를 설정해야만 한다.

3. 정념의 발생과 그 수정 가능성
데카르트는 몸 전체와 결합된 영혼이 자신의 기능을 특별히 수행하는
몸의 한 부분을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솔방울 모양의 작은 샘, 즉 송과
체(glande pinéale)라고 본다(31항). 송과체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첫
125) 데카르트는 136항에서 장미나 고양이 같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 갖게 되는 정념
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테면 누군가 장미향을 맡고 고통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그 이후로 장미를 자신에게 해로운 것으로 판단하게 되거나,
고양이로 인해 겁을 먹은 기억이 있다면 그 이후로 고양이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
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대상을 나에게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
하는 기준은 개별적 경험과 기억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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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송과체는 뇌 한가운데 위치하고, 좌뇌와 우뇌 사이에 잘 걸려 있어
서 이전에 생겨난 적 있었던 정기와 이후에 생겨날 정기 간의 상호소통
을 가능하게 한다. 송과체에서 생겨나는 운동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정기 운동의 흐름을 바꾸고, 상호적으로 사지에서 일어나는 정기 운동이
변화함에 따라 송과체에서 일어나는 정기 운동도 변화한다. 둘째로 송과
체는 쌍으로 이루어진 감각 기관들에 들어온 감각 지각들을 종합하여 하
나의 이미지, 즉 ‘공통 감각(sens commun)’을 형성한다(32항). 이렇게 종
합된 이미지는 송과체에서 정기 운동을 통해 영혼과 접촉하여 우리에게
특정 정념을 야기한다.126)
이처럼 송과체는 몸과 영혼 모두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으므로(34항)
몸과 영혼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송과체
를 매개로 영혼은 몸에 영향을 주고, 몸 역시 영혼에 영향을 줌으로써
양자는 상호 작용 관계를 맺는다.127) 따라서 영혼이 일방적으로 몸을 지
배하고 통제한다고 말할 수 없고, 영혼이 몸을 변화시키는 만큼 몸 역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 송과체의 개입을 기준으로 ‘감각’과 ‘운동’ 단
계에 따라 정념의 발생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126) 혹자는 오늘날의 과학적 이해에 비추어보았을 때 근대의 과학적 이해에 근거하
여 정념을 설명하려는 데카르트의 방식이 그 내용상 이론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송과체가 몸과 영혼이 상호 교류
하는 장소라고 주장하고, 피 속에 있는 섬세한 기체인 동물 정기 등을 언급한다
는 점이 이러한 비판의 주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세부 내용의 참·거짓과는 별개
로, 우리는 당시의 가장 진보한 과학적 실험과 추론에 근거하여 정념을 설명하는
데카르트의 ‘관점’과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관점과 방법에 의
해 인간 감정에 대한 체계적인 철학적 논의가 최초로 본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잘 사용하여 정념을 겪는 인간이 도달해야 할 지복의 상태를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의 통찰은 오늘날의 감정 이론에 그 근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27) 송과체는 몸과 영혼이 교류하는 특권적 장소이자 때때로 몸과 영혼이 충돌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념에 사로잡힌 인간이 흔히 처하게
되는 심리적 갈등 상태는 정기가 야기한 몸의 상태와 이를 제지하려는 영혼의 의
지가 송과체에서 동시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4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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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념의 발생 과정
먼저 감각의 단계를 살펴보자. 감각 단계는 몸이 영혼을 자극하는 과
정을 해명한다. 일반적으로 정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부 대상이 있어
서 그로부터 어떤 감각 자극이 몸으로 전달되어야 한다.128) 외부 대상으
로부터 오는 자극은 감각 기관을 통해 수용되고, 이렇게 수용된 감각 인
상들이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뇌의 송과체에서 이 인상들을 종합
하여 외부 대상에 대한 감각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념이 발생한다. 데카
르트는 이를 시각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부연한다(35항). 어떤 동물(외부
대상)이 우리를 향해 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동물에게서 반사된 빛은
우리 두 눈(감각 기관)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들
이미지는 시신경의 매개를 통해 뇌의 표면에 각각 맺히고, 이 이미지들
은 뇌의 공동을 채우고 있는 정기의 매개를 통해 송과체로 전달된다. 두
개의 이미지가 서로 동일한 부분들끼리 끌어당겨 종합됨으로써 송과체에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면, 이 최종적인 이미지가 영혼에 직접 작용하여
동물의 모습을 감각하게 한다(감각 지각). 만약 시각적으로 감각된 것이
128) 데카르트는 정념의 원인을 다양하게 제시하는데, 외부 대상, 몸, 영혼이 그것이
다. 그는 1부에서는 정념의 궁극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영혼으로, 2부에서
는 정념의 첫 번째 원인들로 외부 감각 대상을 지목한다. 그리고 몸의 기질이나
우연히 떠올린 인상 역시 정념의 원인이 된다고 덧붙인다(51항). 외부 대상이 감
각 기관을 자극하여 정기 운동을 일으키고 이로써 정념이 발생할 때, 외부 대상
은 정념을 일으키는 최초의 원인이고 정기 운동은 정념 발생의 마지막 원인이라
고 칭해진다. 또한 정념은 궁극적으로 영혼의 사유라는 점에서, 영혼은 정념의 가
장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1부에서 정념의 원인이 영혼으로 지목되는
것은 정념이라는 생리학적 현상이 단순히 몸의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
라 영혼과 접촉하여 특정한 의지의 작용을 수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
다. 또한 2부에서 외부 대상이 정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정념의 발생 과정
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인간이 외부 세계와 만나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서이다. 또한 정념이 몸의 기질이나 우연히 떠올린 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은, 정념이 각자가 지닌 몸의 차이 – 이를테면 누군가는 더 쉽게 화를 내
는 몸의 기질을 지녔다거나 하는 등 - 에 따라서 같은 외부 대상을 보더라도 다
른 정념을 느낄 수 있음(39항)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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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의 모습이라면, 이 이미지는 영혼 안에 두려움의 정념을 일으킨다.
순전히 몸에 의존하는 감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념은 이제 영혼에
작용함으로써 영혼에 의해 몸이 움직이는 운동 과정으로 연장된다. 바꾸
어 말하면, 정념의 가장 주요한 효과는 정념이 야기된 몸의 상태를 그
몸과 결합해 있는 영혼 또한 의지하도록 영혼을 자극하고 배치하는 것이
다(40항). 이를테면 두려움의 정념은 도망가려는 의지를 갖도록 영혼을
자극하여 도망가도록 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대담함의 정념은 맞서 싸우
는 의지를 갖도록 영혼을 자극하여 방어 자세를 취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정념에 의해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의지’가 작동해야
한다.129) 그러나 의지란 절대적으로 영혼에 속하는 것이기에 몸과 영혼
의 구별을 주장하는 데카르트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몸에 의해서는 직접
적으로 영혼의 상태가 바뀔 수 없고(41항), 몸 역시 영혼에 의해서 직접
적으로 바뀔 수 없다. 따라서 의지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양자의 상
호작용을 매개하는 송과체에 의해 영혼의 작용이 정기로 변환되어야 한
다. 즉 정념에 의해 자극받은 영혼이 어떤 것을 의지(vouloir)하게 되면
송과체를 자극하고, 송과체는 이 영혼의 작용을 정기 운동으로 변환하여
영혼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
그런데 정념이 일어난 몸에 영혼이 작용하는 과정에서는 ‘기억’과 ‘상
상’이 개입한다(42-43항). 시각적으로 감각된 맹수의 표상이 나에게 두려
움의 정념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와 같은 표상이 과거에 몸에 해로운 것
이었다고 내 영혼이 기억하기 때문이다(36항). 이처럼 영혼이 어떤 것을
기억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이 의지는 이전에 발생한 적 있었던 정기
129) 데카르트에게 의지(volonté)란 인식능력인 지성(entendement)과 더불어 영혼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이룬다. 의지는 첫째로 선택 능력이고 둘째로 선택한 것을
추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발적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의지는 판
단의 문제와 직결된다. 판단(jugement)은 우선 수동적으로 수용된 감각 내용이나
인식 내용이 지성에 의해 의지에 표상되면, 뒤이어 의지가 지성이 제공하는 표상
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내려진다. 이전에는 사물의 관념
(notions)을 구성하는 지성의 작업으로 이해되었던 판단은, 데카르트에게서는 지
성이 의지에 표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의지의 작용이 된
다. Le Vocabulaire de Descartes,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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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흔적을 찾아낼 때까지 뇌의 다양한 장소로 정기를 밀어낸다(42
항). 그럼으로써 뇌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정기 운동의 흔적을 찾아낸 영
혼은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만들어낸 정기 운동과 과거에 일
어났던 정기 운동이 동일하다고 표상한다. 또한 이전에 본 적 없던 것을
상상하고자 할 때에도 의지는 뇌에 정기 운동을 일으켜 특정한 방향으로
송과체를 배치하여 원하는 표상을 형성한다(43항). 여기서 데카르트가
정념에 기억과 상상이라는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왜냐
하면 기억과 상상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경험에 따르는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억 및 상상이 개입되는 한 정념은 주체의 개별성과
긴밀히 연관된다.130)
정념이 주체의 개별성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것은 동일한 정념이 경우
에 따라 다른 영혼의 의지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데카
르트는 동일한 정념이라 해도 몸의 기질이나 뇌의 배치 방식에 따라 서
로 다른 의지와 결합할 수도 있다고 본다(39항). 예컨대 두려움을 일으
키는 인상은 누군가에게는 도망치라는 의지와 결합하지만, 다른 누군가
에게는 위협과 맞서 싸움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라는 의지와 결합하기도
한다. 즉 몸의 상태와 영혼의 상태는 언제나 동일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주관적인 개별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정념이
인간의 개별적 경험과 특이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
가 된다.
기억과 상상, 몸의 기질과 뇌의 배치 방식이 중층적으로 개입하여 송
과체에서 영혼의 의지가 정기로 변환되면, 정기 운동은 신경 전달 및 피
의 순환을 통해 영혼의 의지를 몸의 운동으로 연장한다(34항).131) 이로써
130) 데카르트는 인간의 몸 중에서도 특히 뇌를 기억의 장소로 본다(42항). 김선영
은 「데카르트에서 무의식: 몸과 기억을 중심으로」 (2014)에서 데카르트가 몸을
기억의 주체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몸의 기억을 습관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지적
한다(284쪽). 물론 데카르트에게서 기억은 몸의 층위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의 층
위에서도 다루어진다. 그럼에도 인간이 영혼과 몸의 결합체인 한, 기억은 몸의 기
억이기도 하며 몸의 기억은 개별적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간 정체성을 결정
한다(287쪽).
131) 베이사드는 정념에서 나타나는 정기 운동을 세 단계로 정리한다. 첫 단계는 감

- 54 -

운동 단계가 구성된다. 앞서 제시된 사례에 따라 영혼이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설명하자면(36항), 뇌에서 만들어진 맹수의 이미지가 뇌의 정기를
동요시킬 때 그 정기의 일부는 도망치도록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으로
전달되고, 정기의 다른 일부는 심장의 입구를 축소시키거나 확장하는 신
경으로, 혹은 피를 심장으로 전달하는 몸의 다른 부분을 동요시킬 수 있
는 신경으로 전달된다. 그 결과 몸은 맹수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동시에,
심장에서는 평상시와 다른 피의 흐름이 생겨나 뇌로 전달되고 그에 따라
생겨난 뇌의 정기 운동은 앞서 생겨난 두려움의 정념을 유지시키고 강화
한다. 이러한 언급은 앞서 정념을 정의할 때 영혼의 정념이 정기 운동에
의해 야기되고 유지되며 강화된다고 한 것과 연관된다. 즉 정념은 단순
히 일시적인 감정의 일어남이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효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132)
지금까지 정념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혼에 속하는 의지는 직접적으
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연장할 수 없고, 몸에 속하는 정기 운
동을 매개로 해서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처
럼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다는 기본 관념에 의해 정념의 발생 과정과
효과가 설명되기는 하지만, 몸과 영혼이 왜 그런 방식으로 결합하는가에
각 단계로서, 외부 사물에 의해 촉발된 자극이 정기 운동을 통해 송과체에서 하
나의 이미지가 되고 영혼은 이를 지각한다. 다음 단계는 감각 후의 운동 단계로
서 이원적으로 구성된다. 송과체에서 종합되어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한 정기는
한편으로 근육 운동을 좌우하는 신경으로 가고, 다른 한편으로 심장의 입구를 넓
히거나 좁히는 신경으로 간다. 마지막 단계는 운동 단계에 대한 재반응으로서, 심
장의 입구와 연결된 신경으로 간 정기로 인해 형성되며 정념의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한다. Jean-Marie Beyssade, “On Sensory-Motor Mechanisms in Descartes:
Wonder versus Reflex”, Passion and Virtue in Descartes, 136-137쪽.
132) 지금까지 설명한 정념의 발생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대상 →

<몸에 속하는 단계 1>
신경 – 뇌 - 송과체: 정념 발생 →

<영혼에 속하는 단계>
영혼의 의지 →

<몸에 속하는 단계 2>
정기운동→ 신경: 근육운동
↘ 피: 정념 유지, 강화

기억 및 상상 개입
자연의 설정(institution de la nature), 습관(habitude)

감각 단계

운동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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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의문은 남는다. 그렇다면 특정한 몸의 상태와 특정한 영혼의 상태
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정념을 발
생시키는 몸의 상태와 그에 상응하는 영혼의 상태 간에는 어떤 특정한
결정론이 존재하는 것일까? 데카르트의 설명에 따른다면 두려움과 같은
특정 정념이 발생했을 때 그 정념은 도망가려는 의지나 맞서 싸우려는
의지와 결합하는데, 여기서 특정한 정기 운동에 의존하는 정념은 ‘어떤
규칙’에 따라 특정한 의지의 작용과 결합하는지 해명될 필요가 있다. 다
음 절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자.
2) 자연의 설정과 습관
데카르트는 특정한 몸의 상태와 영혼의 상태를 결합시키는 결정 원리
로 ‘자연의 설정(institution de la nature)’을 지목한다(36항). 정기가 송과
체에서 특별한 운동을 일으켜 영혼이 정념을 느끼거나, 역으로 영혼이
특정 정기 운동과 결합한다고 할 때, 이 결합 관계는 자연의 설정에 따
른다. 데카르트는 특정한 몸의 상태를 특정한 사유와 결합시키는 자연의
역할을 여섯째 성찰에서 언급한 바 있다.
“예컨대 발에 있는 신경들이 격렬하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척수
를 거쳐 뇌의 깊은 부분에 도달한 이 운동은 여기에서 정신에게 어떤 것
을, 즉 고통 및 이것이 발에 있다는 감각을 느끼도록 신호를 주는데, 이
고통 감각에 의해 정신은 발에 해로운 그 원인을 가능한 한 제거하도
록 자극을 받는다. 물론 신은 뇌 속에 있는 이 운동이 정신에게 이와는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도록, 가령 이 운동 자체가 뇌 속이나 발에 있는
것으로 혹은 이 양자의 중간 어떤 곳에 있는 것으로 보여주도록 인간 본
성을 설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이 운동이 정신에게 그 밖의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도록 인간 본성을 설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발에 고통을 느끼는 것만큼 신체의 보존에 기여하지 못
했을 것이다.”133)

133) AT Ⅶ, 88; FA Ⅱ, 501-502; 『성찰』, 120쪽.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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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용문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 몸과 영혼의 인과 관계
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의 인과 관계가 내 몸을 보존하려는 목적을
위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특정한 몸의 감각을 영혼의 의지
와 연결시키는 자연의 설정은 ‘신(Dieu)’의 설정으로 간주된다.134) 신이
몸의 특정한 생리적 상태를 특정한 영혼의 상태와 연결해 둔 것은 무엇
보다도 내 몸의 보존을 위해서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연의 설정은 삶을
보존하려는 인간 본성이자 자연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의 역할은 『정념론』 곳곳에서 발견된다. 데카르트는 영
혼과 몸이 너무도 밀접히 결합해 있는 나머지 특정한 몸의 상태가 어떤
특정한 사유와 결합하기만 한다면, 이후에 그와 같은 몸의 상태가 되었
을 때 반드시 그와 결합한 특정한 사유가 일어나며, 역으로 특정한 사유
가 일어났을 때 그와 상응하는 특정한 몸의 상태가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136항). 그런 점에서 자연의 설정은 정념의 여러 효과나 원인을 지배하
는 ‘원리’라고 칭해진다(같은 곳). 구체적으로 데카르트는 영혼이 몸과 결
합하기 시작했을 때 영혼이 갖는 최초의 정념들을 묘사함으로써, 6개 기
본 정념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특정한 몸의 상태와 결합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107항-111항).135) 이들 묘사는 몸이 특정한 생리학적 상태에 있
을 때 정념이 생겨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과 결합된 몸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을 기피하는 목적에 정념이 봉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134) 그렇다면 인간이 습관을 통해 자연의 설정을 바꾼다는 것은 신의 뜻을 거스르
는 것은 아닌가? 데카르트는 자연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봄으로써 정념이
과도해져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 의지적 노력을 통해 자연의 설정을 바꾸어야 한
다고 본다. 나아가 인간이 그에게 주어진 의지를 자유롭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야말로 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이기에, 의지를 통해 잘못된 자연의 설정을 바
꾸는 것은 신의 뜻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Shapiro,
op.cit., 59쪽을 참고하라.
135) 이를테면 사랑의 정념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좋은 영양분들이 심장 안으로 들
어갈 때 생겨난 정기 운동에 의해 생겨나며, 기쁨의 정념은 더 이상 좋은 영양소
를 보충할 필요가 없을 때, 욕망의 정념은 몸에 적절한 것을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을 피하고자 할 때 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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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의해 설정된 정념의 발생은 습관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136) 즉 자연은 특정한 정기 운동을 특정한 사유와 결합
시켜 놓았지만, 습관을 통해 특정한 정기 운동은 기존에 설정된 것과는
다른 정념을 일으킬 수도 있고, 특정한 정념은 원래의 설정과는 다른 사
유와 결합할 수도 있다(44항, 50항). 습관의 역할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드러난다.
“영혼에 대상을 표상하는 정기 운동, 즉 뇌와 송과체의 운동은 영혼 안
에 생겨나는 특정 정념과 자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습관
(habitude)을 통해 분리될 수도 있고 아주 다른 정념과 결합할 수도 있
다는 것을 아는 것 역시 유용하다.”137)

위 인용문은 정념이 발생하고 수정되는 두 가지 층위를 보여준다. 첫
째로 영혼이 갖는 특정한 표상은 특정한 몸의 운동과 자연적으로 결합되
어 있다. 몸의 운동은 영혼이 정념을 느끼도록 자연이 설정한 것이다(36
항). 둘째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몸과 영혼의 인과 관계는
습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습관을 명확히 개념화하지 않
지만, 그럼에도 『정념론』의 몇몇 언급들을 고려한다면138) 습관은 어떤
136) 샤피로는 자연의 설정과 습관이야말로 『정념론』의 근본 원리라고 주장하면
서, 이를 ‘Principle of Nature and Habituation(PNH)’으로 칭한다. 그리고 이 원
리에 따라 『정념론』의 논의가 내재적 연관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한다. 1부에서
는 생리학적 몸의 상태와 정신적 상태가 우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설정과 습관이라는 요소에 따라 일종의 규칙처럼 인과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이 제시된다. 2부에서는 6개 기본 정념들 각각이 최초로 형성되는 몸의 원인들
을 묘사함으로써(107-111항), 이 몸의 원인들이 어떻게 특정한 영혼의 정념과 연
결되는지 논한다. 3부에서는 이러한 자연의 설정이 어떻게 습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샤피로는 자연적 설정의 수정 가능성이 데카르트적 도덕으
로 이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본다. Shapiro, op.cit., 42쪽, 58쪽.
137) 50항; AT Ⅺ, 369; FA Ⅲ, 995; 『정념론』, 62쪽. 강조는 필자.
138) 습관은 44항, 50항, 54항, 78항, 161항, 171항, 190항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된다.
이들 언급에서 첫째로 습관이 자연의 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둘째로 습관이
덕(vertu)과의 관련 속에서 언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데카르트는 지속적으로
덕을 따르는 이들이 갖게 되는 만족을 영혼의 습관이라고 말함으로써(190항),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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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도록 설정되어 있던 정념 대신 다른
정념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연상 체계의 형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습관은 자연의 설정을 대체하는 ‘제2의 자연’과도 같
다.139) 습관의 정확한 정의는 내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데카르트가 ‘습관’
을 어떤 의도에서 도입한 것인지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자연에 의해
설정된 몸과 영혼의 결합 관계가 습관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은 데
카르트가 과도한 정념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설탕의 단 맛이 기쁨의 정념을 주지만 이 말초적 기쁨으로 인해 단
것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에 해롭듯, 자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정념이
삶을 보존하는 데 위협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되어야 한
다.
데카르트는 무절제해진 정념이 영혼의 작용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고
본다(49항). 그러나 그가 말하는 정념의 규제는 영혼이 정념을 일방적으
로 억압하여 무정념(apatheia)140) 상태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과도한 정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정념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자 인간적 삶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212
항). 뿐만 아니라 그는 특수 정념들 중 하나이자 모든 정념들 가운데 특
권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관대함(générosité)141)의 상태에서 정념이 과도
관이 덕을 완성하는 영혼의 노력임을 강조한다. 요컨대 습관은 정념의 해로움으
로부터 벗어나 내적 평정과 기쁨을 누리는 관대한 인간의 덕목으로 간주된다.
139) Shapiro, op.cit., 63쪽.
140) 무정념, 즉 아파테이아(apatheia)란 정념 자체에서 해방된 평정의 상태이자 이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스토아적 덕이다. 스토아 철학자들
에게서 정념은 이성을 현혹하여 가치 없는 일이나 악한 일을 추구하게 만드는 충
동이다. 따라서 정념을 극복함으로써 인간은 현자(賢者)이자 자유인이 될 수 있
다. 한스 요아힘 슈퇴리히(박민수 옮김), 『세계 철학사』, 서울: 자음과 모음,
2008, 291-292쪽.
141) générosité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genus’는

혈통(race),

가족(family)을,

‘generosus’는 귀족적 품성(noble-minded), 도량이 넓음(magnanimous)을 뜻한다
(A

Descartes

Dictionary,

67쪽).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

철학

전통에서

générosité는 ‘타고난 고귀함’, 즉 ‘출생의 고귀함’에서 연원하는 영혼의 도량을 뜻
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관대함의 덕을 ‘좋은 가르침’에 의해 교정될 수 있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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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지 않고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말한다(156항). 그런 한
에서 관대함의 정념은 데카르트에게서 덕(vertu)이기도 하다(153항). 정
념의 자연적 본성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형성되는 과도한 정
념에 대한 규제와 관대함의 문제는 Ⅲ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Ⅱ장에서는 『정념론』의 논의 지평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데
카르트 철학에서 협의의 정념, 즉 영혼의 정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
지 살폈다. 간략하게 되짚어보자면, 우선 데카르트는 자연학자의 관점에
서 정념에 접근한다. 자연학자의 관점은 정념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
식을 바꾸어 놓았다. 첫째로 정념은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
로 파악되며, 이로써 고대 이래로 정념이 지녔던 부정적 함의가 벗겨진
다. 둘째로 데카르트는 정념의 발생 원인과 발생 과정, 그 효과를 차례로
논의함으로써 정념을 자연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정념이 몸과 영혼의
상호적인 인과 연쇄 속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즉 몸이 원인이 되어 영혼
을 자극하는 정념이 발생하고, 영혼에 야기된 이 정념은 다시금 몸에 작
용한다. 이러한 몸과 영혼의 상호 관계는 정념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념론』의 근본 전제였다. 이로부터 정념은 몸에서 일어나는 정
기 운동의 효과인 동시에, 그 정기 운동이 영혼에 끼치는 동요로 정의된
다. 나아가 정념은 몸과 영혼의 결합을 보존한다는 목적에 봉사하는 실
천적 유용성을 지닌다. 정념의 유용성은 자연에 의해 설정된 정념의 선
한 본성이지만, 종종 정념이 과도해지거나 무절제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몸에서 일어나는 정념은 영혼의 작용, 즉 의지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념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몸과 영혼을 조율할 때 적절
한 행위가 수행될 수 있다고 보았던 데카르트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몸과 영혼의 이러한 조율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다.

천적 노력의 산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철학 전통과 차별화된다(161항;
AT Ⅺ 454; 『정념론』, 151쪽 참고).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générosité를 스콜라
적 ‘고결함’의 의미를 연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기존의 번역어를 따라 ‘관
대함’이라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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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도한 정념의 규제에서 관대함의 덕으로:
미적 경험의 매개
이 장에서는 과도한 정념의 규제를 중심으로, 정념을 겪는 인간이 자
신에게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
다. 인간이 자신의 과도한 정념을 규제한다는 사실은, 그 본성상 수동적
으로 경험되는 정념을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
동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사유의 분류에서 나타나듯 데카르트에게서 능
동성은 영혼의 작용, 즉 ‘의지’의 사용과 직결된다. 따라서 과도한 정념은
영혼의 의지를 통해 규제된다. 영혼의 의지는 현재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념이 과도해진다고 판단하고 정념에 의해 잘못된 행위가 일어나
지 않도록 몸의 운동을 유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판단은 현재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정념에 대한 거리두기를 전제로 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인간이 과도한 정념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유용함만을 취하기 위해서
는 정념으로부터 거리를 둔 채 반성할 수 있는 특정한 영혼의 상태가 필
요하다. 데카르트에게서 이러한 영혼의 상태는 곧 관대함을 의미한다
(156항).
데카르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대함의 본성을 지적한다. 온갖 정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정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관대한 인간이 되려
면 한편으로 고귀한 영혼을 타고나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타고난 조건
과는 별개로 좋은 가르침에 따라 훈련받아야 한다(161항). 특히 데카르
트는 후자의 측면, 즉 관대함의 ‘획득’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어떻게 관대함을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Ⅲ장 후반부에서는 비극 감상에 대한 데카
르트의 언급을 근거로, ‘미적 경험’142)이 정념의 지나친 과도함 없이 관
142) 일반적으로 미적 경험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이후 사용된다. 즉 미가 예술에 의
해 추구되는 가치이자 목적이라는 이해가 보편화되고, 미 개념이 예술미뿐 아니
라 자연미로 확장되어 숭고의 경험과 픽쳐레스크, 심지어는 추까지도 포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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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함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미적 경험은
관대함에 이르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는 정념적 인간과 미적 경험, 도덕의 관계를 통해 『정념론』을 재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인간이 아름다움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
가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경험되는 쾌의 정념이라는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미적 경험을 통해 어떤 긍정적 가치를 실
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관대함을 향한 도야의 길, 즉 관대함의 훈련이
라는 차원에서 답할 수 있다.

1. 과도한 정념의 규제: 관대함의 덕을 향하여
1) 정념에 대한 영혼의 작용: 판단
앞서 보았듯 데카르트가 자연학자의 관점에 따라 정념을 탐구할 때 정
념은 학문 탐구의 대상으로 중립화된다. 그러나 정념을 빠짐없이 검토한

되면서 이 모두를 논할 수 있는 기초로서 이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렇다
면 ‘미적 경험’이라는 범주를 17세기 데카르트의 사유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데
카르트는 당대의 시학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타타르키비츠, 『타타르키
비츠 미학사 3: 근대미학』, 서울: 미술문화, 2014, 709쪽) 여러 글에서 예술에 대
한 자신의 의견을 내비친다. 또한 그는 신의 작품인 이 세계가 매우 광대하고 ‘아
름답다’고 말함으로써(AT Ⅷ-1, 80; 『철학의 원리』 3부 1항, 125쪽) 미가 자연
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가 예술과 자연에 대한 미
적 경험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특히 데카르트가 메르센에
게 보낸 여러 서한들에서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개별 주관에게 ‘쾌’가 야기된다면
그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한다는 언급과 『정념론』에 나타난 비극 감상의 사
례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들 논의를 구체화했을 때 미적 경험이라 불릴 만한 것
이 데카르트에게서도 발견된다고 간주한다. 즉 본고에서 사용하는 ‘미적 경험’이
라는 용어는 데카르트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하게 맥락화된 것이다. 본고의 논
의와

유사한

의미에서

바슈

역시

데카르트에게서

‘미적

경험(l’expérience

esthétique)’이라 불릴만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말한다(Basch, op.cit.,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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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데카르트는 정념이 생명과 내 몸의 보존이라는 목적에 기여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모든 정념은 본성상 좋은 것(211항)이라고 결론 내린다.
다만 정념이 지나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념이 문제
시되는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데카르트는 정념이 과도해져 몸의 충동에 의해서만 행위가 일어나거나
정념이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영혼의 작용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고 강조한다. 먼저 정념의 과도함이란 다음의 두 가지 사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첫째로 한 순간에 한 가지 종류의 정념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상
태이다. 이를테면 경이의 정념은 처음 마주한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놀
라움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놀라움이 과도해지면 경악(étonnement)의
상태가 된다고 데카르트는 지적한다(73항). 경악은 조각상처럼 온몸을
부동 상태로 만들고, 대상의 첫인상에 강력하게 사로잡히게 하여 그로부
터 추가적인 인식을 얻을 수 없게 하는 경이의 지나침이다. 둘째로 한
순간에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정념이 차례로 발생하여 확고하고 단호한
선택을 내리기 힘든 경우이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혼란 상태를 몸에서
일어나는 정기 운동의 혼란함이자 몸의 정기 운동에 대해 영혼이 이러지
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상태라고 본다.143) 따라서 정념의 과도
함은 정기 운동이 일어나는 몸, 그리고 몸의 상태를 의식하는 영혼의 투
쟁 상태로 귀결된다(47항).
다음으로 정념의 오류는 138항에서 언급된다. 종종 정념은 그 본성과
달리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정념의 오류이다. 이를테면 몸에 해로운 어떤 것들이 처음부터 슬픔을
일으키지 않고 기쁨을 만들어 내는 경우나, 처음에는 거북스럽게 느껴지
는 것이 실제로는 몸에 유용한 경우가 그러하다. 먹는 즐거움을 주는 설
탕의 단 맛이 사실은 몸에 해롭다거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써서 먹지
않으려 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이 경우,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지나치
게 추구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무조건 피하게 되면 더
큰 해로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정념의 오류나 과도
143) 170항; AT Ⅺ, 459-460; 『정념론』, 157-158쪽.

- 63 -

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이성을 사용하여 정념이 나에게 알려준
좋은 것과 나쁜 것 각각의 정확한 가치를 따져보아야 한다.144)
그런데 앞서 보았듯 정념은 전적으로 몸의 정기 운동에 의존해 일어나
기 때문에 영혼에 속하는 의지의 작용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라질 수 없다(45항). 그렇다면 정념에 대하여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정념 현상에 있어 영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념이 과도해질 때 영혼이 어느 정
도로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는 영혼이
간접적으로나마 정기 운동의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과도한 정
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정념에 대한 영혼의 규제는 한편으로 영혼이 현재 일어나는 정념의 격
렬한

동요를

희석시킬

수

있는

이유(raison)나

대상(objet),

선례

(exemple)를 표상하여 새로운 정기 운동을 만들어 내거나(45항), 다른 한
편으로 이 동요가 멈출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그 정념에 따라
섣불리 판단하고 행위하지 않도록 몸의 운동을 유보시킴으로서 가능해진
다(46항). 첫째로 영혼이 다른 표상을 떠올려 몸에 새로운 정기 운동을
불러올 수 있다면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과도한 정념을 약화시킬 수 있
다. 이를테면 맹수를 마주했을 때 대담함의 정념을 갖기 위해서는 두려
움을 없애려는 의지로는 불충분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안전하며 심지어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영혼
은 새로운 정기 운동을 일으켜 간접적으로 정념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설명이다.
둘째로 정념을 일으키는 정기 운동은 영혼의 동요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동요가 멈추기 전까지 정념은 사라지지 않는다.145) 즉 영혼은 몸에서
일어나는 정념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피와 정기의 격렬한 동요가
진정되기 전까지 영혼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이러한 동요의 효과
에 휩쓸리지 않고 이 동요가 몸을 마음대로 배치시켜 발생하는 몸 단독
의 운동을 제지하는 것이다(46항). 이를테면 두려움의 정념이 나도 모르
144) 138항; AT Ⅺ, 431; 『정념론』, 127쪽.
145) 45-46항; AT Ⅺ, 363-364; 『정념론』,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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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리를 움직여 도망가도록 우리 몸을 배치할 때, 의지는 다리의 운동
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결국 여기서 제시되는 두 가지 규제 방식은 몸과
영혼을 조율하려는 ‘의지’, 즉 영혼의 작용을 요구한다.
이처럼 데카르트는 몸과 영혼의 투쟁 구도에서 영혼이 과도한 정념에
따르는 몸의 운동을 멈추려 할 때 정념이 적절히 규제될 수 있다고 본
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과도한 정념을 규제할 수 있는 이들을 강한 영혼
의 소유자라고 칭한다(48항). 강한 영혼의 소유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을 인식하는 ‘단호하고 확고한 판단(jugements fermes et déterminés)’을
‘자신의 고유한 무기’로 삼아 과도한 정념을 규제한다.146) 즉 정념이 나
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못 알려준다면, 나의 영혼은 좋은 것과 나
쁜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에 근거하여 정념이 오류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다. 그리고 이런 판단에 근거하여 해당 정념을 가라앉히려 한다. 반면 약
한 영혼의 소유자는 단호하고 확고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현재 발생
하는 정념에 이리저리 끌려간다. 이는 영혼의 고유한 무기인 의지와 정
념이 싸우게 하지 못한 채, 다만 어떤 정념이 야기되면 그 정념에 따르
고 다른 정념이 야기되면 그 정념에 따를 뿐인 우유부단함의 상태를 지
시한다. 이 상태는 의지와 정념의 투쟁 상태가 아닌 정념들 간의 대립이
고, 나아가 각각의 정념을 이끄는 의지들 간의 대립으로 이어진다. 이 경
우 그 어떤 행위도 확고하게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데카르트에게서 의
지들 간의 대립 상태는 영혼의 가장 비참한 상태이자 자유를 결여한 상
태를 의미한다.147)
따라서 과도해진 정념에 마주하여 단호하고 확고한 ‘판단’을 내리는 것
은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앞서 보았듯 데카르트에게서 정념이란
146) 48항; AT Ⅺ, 367; 『정념론』, 60쪽.
147) 데카르트에게 자유란 의지의 자유, 곧 자유의지(libre volontaire, libre arbitre)
다. 자유의지는 선택 능력이고 또한 이렇게 선택한 것을 자발적으로 추구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선택이란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하나를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표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선택 능력인 의지가
판단력인 이유이다. 따라서 가장 자유로운 상태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올
바르게 선택하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확고하게 행위하는 것이다. Le Vocabulaire
de Descartes, 122-12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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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부대상에 의해 촉발되기는 하나, 기쁨이나 슬픔 등 정념의
다양성은 그 대상의 객관적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나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해로운지에 좌우된다(52항). 따라서 영혼은 정념이 발
생하고 난 뒤 그 정념을 야기한 외부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또 뒤이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데카르트는 이 판단이야말로 영혼의 의지가 자기 삶의 행동들을 지도하
는 원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148)
또한 과도한 정념을 규제하는 영혼은 진리(vérité)를 인식할 때 더 올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49항). 데카르트에게서 본래 판단은 지성과
의지의 협업을 통해 일어난다.149) 지성은 대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내
안에 그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인식 능력이다.150) 그래서 지성은 언제
나 대상을 가지며, 그 대상으로부터 감각 자극을 받는 수동적 능력이다.
따라서 지성만으로는 주체의 능동적 작업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성의 작업 이후에 활동하는 의지이다. 이 경우, 지
성이 대상을 잘못 인식하더라도 의지는 그에 대해 단호하고 확고하게 판
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판단에서 ‘단호하고 확고함’이라는
규정과 ‘올바름’이라는 규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지성에 의해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졌더라도 의지는 단호하고 확고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지성이 올바른 인식을 산출하지 못했더라도 의지가 단호하고 확고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데카르트는 정념을 규제하는 ‘확고하고 단호한 판
단’에 더하여 ‘진리 인식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임으로써,
정념에 대한 ‘올바르고 단호하며 확고한 판단’이 완성되도록 한다. 따라
148) 48항; AT Ⅺ, 367; 『정념론』, 60쪽.
149) 그에 따르면 지성이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고,
지성이 아는 것을 참이나 거짓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지 또한 필요하다. FA
Ⅲ, 111; 『철학의 원리』 1부 34항, 32쪽.
150) AT Ⅶ, 56; 『성찰』, 83-84쪽. “내 안에 있는 인식 능력과 선택 능력, 즉 자유
의지, 다시 말해 지성과 의지에 근거하고 있음[...] 지성에 의해 나는 관념을 지각
할 뿐이며, 그런 다음에 이 관념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인
식 능력과 선택 능력, 지성과 의지를 구별한다. 인식 능력인 지성은 대상에 대한
지각을 담당하며, 지각 이후 그 이후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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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호하고 확고한 판단에 진리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그 판단은 올바른
방향으로 정념을 규제할 수 있다.
요컨대 과도한 정념을 규제하는 의지의 작용은 진리 인식에 근거한 단
호하고 확고한 판단이고, 이 판단은 한편으로는 다른 표상을 떠올려 새
로운 정기 운동을 일으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정념이 이끄는 몸의
운동을 유보한다. 자연은 특정한 정기 운동에 특정한 사유가 결합하도록
설정해 두었지만 이 정기 운동이 과도해지는 한, 몸과 영혼을 조화시키
는 의지의 작용은 필수적이다. 의지가 작용함으로써 동일한 정기 운동은
다른 사유와 결합하고, 이로 인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도한 정기 운동
을 가라앉힐 수 있을만한 새로운 정기 운동이 형성된다. 결국 정념에 대
한 영혼의 작용은 일관성 있고 올바른 판단의 기술(technique)이자 의지
의 노력(industrie)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자연의 설정을 바꿀 수 있다고 언급된 습관은 의
지의 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Ⅱ장 말미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습관
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도록 설정되어 있던 정념 대신 다른 정념을 일으키
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혼의 의지는 특정한
정념이 과도해진다고 판단하여 정념적 충동에 의한 행위를 자제하고 새
로운 정기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상을 떠올리려는 노력을 한다. 그런
점에서 의지는 습관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연상 체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적 본성을 바꾸는 습관이란 과도한 정념을 규제하려는
영혼의 의지적 노력으로 획득되는 후천적 본성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의 몸과 영혼이 충돌하고 불화할 때 영혼은 올바르고 확
고한 판단에 의해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정념을 적절한 수준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 정념을 일으키는 외부 사물과 정기 운동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정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151) 이처럼 우리가 정
념의 자연적 충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영혼의 의지는 그 본
성상 제약이 없고 자유롭기 때문에(41항) 적어도 우리는 의지를 통해 정
념이 야기하는 몸의 운동을 제지하고 유보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151) 46항; AT Ⅺ, 364; 『정념론』,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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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몸에 대한 영혼의 일방적인 통제와 억압이라기보다, 몸의 정념과
영혼의 의지가 충돌하면서 나에게 이로운 것을 취할 수 있도록 몸의 계
기와 영혼의 계기를 조율해가는 역동적 과정이다.
데카르트에게서 이러한 몸과 영혼의 조율은 ‘관대함’의 상태에서 최고
조에 이른다. 과도한 정념의 규제가 그 자체로 하나의 정념인 관대함으
로 귀결된다는 사실은 정념에 대한 데카르트의 긍정적 접근 방식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즉 그는 정념이 올바르게 사용되기만 한다면 ‘인간적인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제’152) 아래 정념과 도덕
적 삶의 연관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153) 이제 다음 절에서는 『정념론』
의 모든 논의가 귀결되는 지점, 즉 ‘관대함’이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2) 정념이자 덕인 관대함
데카르트에게서 관대함은 의지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자기 자신이 최
선이라고 판단한 모든 것을 시도하고 실행할 때(153항) 형성되는 ‘정념’
이자 ‘덕’이다.154) 이처럼 관대함은 의지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
지, 나아가 영혼의 의지가 판단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의 문제이
기 때문에 과도해진 정념을 바로잡으려는 영혼의 노력이 도달해야 할 최
종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우선 정념으로서의 관대함이 무엇
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런 뒤 관대함과 의지의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관대함이 어떻게 ‘모든 정념의 무절제에 대한 일반적 구체책’155)이자 데
카르트적 덕이 되는지 생각해볼 것이다.
152) 김상환, op.cit., 179쪽.
153) 1648년 3월 혹은 4월 실옹에게 보낸 편지, FA Ⅲ, 846. “내가 일구어내려는 철
학은 정념의 쓸모를 거부할만큼 미개하고 야만적이지 않다. 오히려 삶의 모든 기
쁨과 지복은 바로 정념의 사용에 있다.”
154) 그런 맥락에서 캉부슈네는 관대함을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크게 염려하고 뒤이어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
한다. Denis Kambouchner, “La subjectivité morale dans Les Passions de
l’âme”, Descartes et la question du sujet, 112쪽.
155) 156항; AT Ⅺ, 447-448; 『정념론』,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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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대함은 기본 정념에서 파생된 특수 정념이다. 데카르트에 따르
면 관대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존경(estime)의 감정이다(54항,
153항). 그런데 존경은 경이라는 기본 정념에서 파생된 특수 정념의 하
나로서, 경이감을 느끼는 대상이 ‘크다’고 생각할 때 존경의 감정이 생기
는 반면 그 대상이 ‘작다’고 생각할 때는 무시(mépris)의 감정이 생긴
다.156) 그 중에서도 존경이 자기 자신과 관련될 때, 즉 자기 자신을 존경
하는 감정이 생겨날 때 그것은 관대함의 정념이 된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은 정당한 이유에 근거해야 한다. 데카
르트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부당한 이유에 근거해 존경하게 되면 관대함
과 반대되는 오만(orgueil)의 정념이 생겨난다(157항). 즉 자기 자신에 대
한 존경이 과도해질 때 우리는 오만해진다. 반면 자기 자신을 존경하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릇된 자기 비하(humilité vicieuse)나 비열함
(bassesse)의 정념이 생겨난다(159항).
뿐만 아니라 관대함과 고결한 겸손은 일종의 덕인 반면 오만과 그릇된
자기 비하에서 나오는 비열함은 악덕에 속한다.157) 그렇다면 동일한 기
본 정념에서 파생된 이들 정념들이 덕과 악덕으로 구별되는 기준은 무엇
인가? 덕과 악덕을 가름하는 것은 정념의 과도함이다. 악덕인 오만과 비
열함은 이들 정념의 정기 운동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경이의 정념이
과도해질 때 발생한다. 달리 말해 데카르트에게서 오만과 비열함은 경이
의 정념이 과도해짐에 따라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는 무지
한 인간이 겪는 정념이다.158) 반면 관대함과 고결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할 때 생겨나는 정념이기에 그 어떤 과도함도 지니지 않으
며 자기를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인간에게 고유한 덕이다.
이처럼 정념으로서의 관대함이 덕이 될 수 있는 것은, 관대함의 정념
이 그 자체로 과도함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주관의 내적
평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내적 평정은 데카르트에 의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자기를
156) 149항-150항; AT Ⅺ, 443-444; 『정념론』, 141-142쪽.
157) 160항; AT Ⅺ, 451; 『정념론』, 149쪽.
158) 160항; AT Ⅺ, 452; 『정념론』,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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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할 때 유지된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따르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은 우리가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사실에
서 온다.159) 자유의지의 사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존경의 감정을
야기하고 그로부터 관대함이 획득되는 것이라면, 관대함 역시 자유의지
의 사용에 달려 있다.160) 데카르트는 진정한 관대함이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라고 보면서, 두 가지 점이
충족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관대한 인간이 된다고 말한다(153항).
“진정한 관대함은 [...]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속하는 것이 의
지의 자유로운 배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이 의지를 올바르게 혹
은 그릇되게 사용한다는 사실이 아니고서는 칭찬받거나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성립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지를 올바르
게 사용할 것이라는, 다시 말해 자신이 가장 훌륭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시도하고 실행하기 위해 결코 의지를 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자기 안에서 느낄 때 성립한다.”161)

이에 따르면 우선 진정으로 관대한 인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순전히
자신에게만 속해 있는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행위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된다. 또한
진정으로 관대하다는 평가에는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두 번째
159) 152항; AT Ⅺ, 445; 『정념론』, 143쪽. “나는 자기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정
당한 이유로 오직 단 하나만을 주목할 뿐이다. 즉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 의지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행
위에 대해서만 우리는 칭찬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고, 자유의지는 [...] 우리 안에
서 우리를 스스로의 주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160) 이런 맥락에서 그리말디는 관대함의 정념이 곧 자유의 정념이라고 본다.
Nicolas Grimaldi, “La Générosité chez Descartes: Passion et Liberté”, Six
Etudes sur la Volonté et la Liberté chez Descartes, Paris: J. Vrin, 2013,
145-177쪽. 캉부슈네 역시 “La subjectivité morale dans Les Passions de l’âme”
에서 관대함을 자유의 정념으로 파악한다.
161) 153항; AT Ⅺ, 445-446; 『정념론』,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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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요청된다. 이는 앞서 영혼의 의지가 진리 인식에 근거해 과도한
정념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맥락과 일치한다. 정리하자면 자유의지
의 올바른 사용이란 우선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고려함에 있어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단호하고 확
고하게 실천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대함의 조건은 과도한 정념을 규제할 수 있는 ‘강한 영혼’의
특성과 완전히 일치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강한 영혼의 소유자는 정
념이 과도해져 혼란을 일으킬 때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판단을 단호하고 확고하게 따른다. 그런데 데카르트에게서
과도한 정념이 일으키는 온갖 혼란상에 대한 단호하고 확고한 판단은 의
지의 작용, 즉 자유의지의 문제였다. 요컨대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해
야 한다는 영혼의 결단은 과도한 정념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과 진정으
로 관대한 인간이 되는 길 양자의 공통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는 정념의 유용함만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자 진정으로 관대한 사람이 된다.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는 이러한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이야말로 ‘완
벽하게 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162) 여기서 덕이란 특정한 사유들
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영혼의 습관’을 말한다.163) 앞서 본 것처럼 습
관은 자연의 설정을 변화시켜 과도한 정념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관대함이 덕으로, 덕이 과도한 정념을 규제하는 영혼의 습관으로
재규정됨에 따라 관대함은 다른 모든 덕의 열쇠인 동시에 ‘정념의 모든
무절제에 반하는 일반적 구제책’으로 간주된다(161항).164)
162) 153항; AT Ⅺ, 446; 『정념론』, 144쪽.
163) 161항; AT Ⅺ 453; 『정념론』, 151쪽. “우리가 일반적으로 덕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한 사유들을 일으키는 영혼 안의 습관이고, 그래서 이 덕은 [...] 사
유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상호적으로 이들 사유에 의해 덕이 생겨날 수도
있다[...]. 또한 [...] 이들 사유는 영혼 단독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으나 자주 이
사유를 강화시키는 정기의 몇몇 운동에 의해 일어나며, 그런 경우 이 사유는 덕
의 행위이며 동시에 영혼의 정념이다.”(강조는 필자)
164)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정념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 정념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쳐 삶의 만족을 주는 것은 바로 지혜(sagesse)다(212항). 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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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관대함의 상태에서는 내가 그 모든 정념들을 겪는다는 사
실을 한 발짝 떨어져 관조함으로써 독특한 기쁨과 만족이 생겨난다. 이
기쁨과 만족은 두 가지 층위에서 생겨난다. 한편으로 기쁨과 슬픔, 미움
과 사랑 등의 모든 정념들을 겪는 나 자신을 반성적으로 의식한다는 사
실에 의해서이다(147항). 다른 한편으로 이들 정념들이 야기하는 모든
혼란에도 나의 영혼이 정념의 해로움으로부터 위협받지 않으리라는 안도
감에서 영혼에 고유한 기쁨과 만족이 생겨난다(148항). 이러한 두 차원
이 정념을 겪는 관대한 인간의 독특한 정서를 구성한다. 데카르트는 관
대함에서 오는 이러한 기쁨과 만족을 ‘내적 정서(émotion intérieure)’라
칭하는데,165)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미적 경험에서 오는 쾌와 연관
지어 다시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정념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모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쓰는 인간, 즉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관대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은 일차적으로 『정념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기되는 것
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처해있는 인간적 조건과 맞닿아 있는 고민이기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물음이다. 달리 말하자면 어떻게 관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정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 존재가
어떻게 삶의 질곡에서 오는 온갖 기쁨과 슬픔 가운데서 정념이 주는 유
용함만을 취하고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166) 실존적 고
민과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관대함을 통해 자기 자신과 마
찬가지로 타인 역시도 그렇게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라고 여긴다. 즉 그
러한 자기의식은 타자에 대한 의식으로 확장된다(154항).167) 이처럼 데카
나무로 구체화된 데카르트적 철학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혜는 형이상학과
자연학을 근간으로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도덕의 산물이다. 관대함이 정념을
규제하는 열쇠이고 정념의 규제는 지혜의 일이라면, 관대함이란 지혜의 획득이자
철학의 모든 유용함이 집약된 도덕의 실현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165) 147-148항; AT Ⅺ, 440-442; 『정념론』, 136-138쪽.
166) 212항; AT Ⅺ, 448; 『정념론』, 186쪽.
167) 타인에 대한 의식은 데카르트적 주체 개념의 맥락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지점
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듯 『성찰』에서 정식화되는 데카르트적 주체는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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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트적 관대함은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의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세계 속에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말하는 관
대함의 덕은 우리가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얻을 수 있
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본래 데카르트 이전의 철학 전통에서 관대함이란 이 용어의 어원인 라
틴어 형용사 ‘게네로수스(generosus)’가 함축하는바 그대로 ‘타고난 고귀
함’, 즉 ‘출생의 고귀함’을 의미했다.168) 이로부터 관대함이란 귀족적이고
고귀한 영혼의 도량을 뜻했다. 따라서 그 어원상 관대함의 덕은 본래 타
고난 것, 즉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데카르트에 따
르면 관대함의 덕은 물론 좋은 출생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출생
의 결함은 ‘좋은 가르침(bonne institution)’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169)
이처럼 관대함의 덕이 타고난 조건보다 학습과 훈련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는 점에 데카르트의 고유성이 있다. 과도한 정념의 치료책이 되는
관대함의 덕이 학습되고 훈련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념의 규제 역시도
영혼이 정념의 무절제에 이끌리지 않는 습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위에 정초된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덕의 훈련이 정념의 무절제에 대한
최상의 구제책(148항)이라고 언급하고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당
부하면서 『정념론』의 논의를 마무리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
법을 통해 관대함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상세히 논하지 않는다.
아마도 데카르트는 영혼이 정념의 과도함을 인지하고 이것이 규제되어
정상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된 채로도 현존할 수 있는 사유하는 자아, 즉 코기토
주체다. 코기토는 내부로 침잠하는 순수 정신의 사유, 즉 유아론적 사유의 극단화
속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관대함의 덕 속에서 완성되는 『정념론』의 자아는 타
자와 공존하는 주체의 면모 역시 포괄하는 것이다.
168) 코팅엄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4권 3장에서 ‘포부
가 큰 것(megalopsychia)’을 타고난 영혼의 도량으로 다룬다. 또한 데카르트 스스
로 언급하듯(161항) 관대함은 스콜라 철학의 ‘고결함(magnanimité)’과 유사해 보
이기도 한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관대함을 얻는 데 있어 후천적 노력을 강조했다
는 점에서 이들과 차별화된다. A Descartes Dictionary, 67쪽.
169) 161항; AT Ⅺ 454; 『정념론』,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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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순간 정념의 규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
라 곧바로 관대함의 내적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왜냐하
면 그에게 있어 실천이란 올바른 인식과 판단이 선행된다면 자연스레 따
라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170) 그런 의미에서 무절제한 정념의 규제 역
시 정념의 본성을 파악하고 모든 정념을 그려볼 수 있게 된다면 즉각적
으로 실천 가능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Ⅰ장과 Ⅱ장에서 정념
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을 충실하게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
험이 증명하듯 흔히 충동과 욕구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의 정념은 중간적
매개물 없이는 그 어떤 과도함도 없는 내적 평정의 상태로 머무를 수 없
다. 데카르트가 지적하듯 정념은 충분한 경험과 이성에 의해 조율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념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한 관대함의 획득은 어떻게 이루
어질 수 있는가? 즉 정념적 인간은 ‘어떻게’ 관대함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가? 이런 물음을 탐구하는 데 있어, 본고는 데카르트가 『정념론』에서
관대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길을 예술 감상의 사례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앞의 물음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자연적 상태의 정념으로부터 도덕의 완성, 즉 관대함의 길로 들어서고자
할 때 예술을 통한 미적 경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2. 미적 경험의 매개적 역할
이 절에서는 정념을 겪는 인간이 관대함의 덕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미
적 경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데
170) 데카르트는 올바른 실천이 올바른 판단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우리 의지는
지성이 선하거나 악하다고 나타내 주는 것에 따라 추구하거나 기피하기 때문에,
잘 행하기 위해서는 잘 판단하면 충분하고, 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즉 모든 덕을
획득함과 동시에 가능한 다른 모든 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힘껏 잘 판단하면 족
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만족감을 갖게 된
다.” AT Ⅵ, 28; 『방법서설』,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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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트에게서 구성될 수 있는 ‘미적 경험’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것이
다. 그런 뒤 미적 경험에서 발생하는 쾌가 관대함의 상태에서 경험되는
내적 만족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미적 경험이
관대함의 덕을 획득하게 해주는 한 가지 가능성이라는 점을 탐구해보고
자 한다.
1) 미적 경험의 의미: 개별적 쾌의 경험
데카르트는 미적 경험이라는 말을 정의하거나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념론』에서 문학과 비극 등 예술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경
험하고 그로부터 독특한 정신적 기쁨을 얻는 사례를 언급한다. 이런 점
에서 그 역시 예술이 감상자에게 주는 정서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데카르트에게서 구성될 수 있는 미적
경험이란 무엇인지, 그러한 미적 경험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 1618년 『음악개론』에서 표명된 데카르트의
미학적 입장은 음악의 객관적 완전성이 무조건적으로 음악적 쾌를 야기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대상의 객관적 완전성을 통해 파악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630년대 이후 데카르트의 미학적 입장은 변화를
겪는다. 이제 데카르트에게서 아름다움은 대상의 객관성과 별개로 주관
의 개별적 쾌를 통해 경험되는 것이다.
“저는 더 즐겁다(plus agréable)가 아니라 더 단순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협화음이 가장 단순한지 - 혹은 가장 조화를 이루고(plus
douce)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도 있을텐데 –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계산법이 사용될 뿐이지, 어떤 협화음이 가장 즐거운지 보여주기 위해서
는 아니기 때문입니다.”171)
171) 1630년 1월 메르센에게 보내는 편지; AT Ⅰ, 108. 여기서 형용사 ‘agréable’은
‘쾌를 주는’, ‘즐거운’으로, 이 형용사의 명사형인 ‘l’agréable’은 ‘쾌를 주는 것’, ‘즐
거운 것’으로 번역한다. 또한 형용사 ‘douce’의 경우, 음의 객관적 속성을 언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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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대상이 지닌 객관성과 대상이 주관에 주는
쾌를 구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협화음의 단순함, 조화, 완벽함이
라는 속성은 음의 객관적 측면이고, 협화음이 주는 즐거움은 음악을 통
해 쾌를 느끼는 주관의 측면이다. 이는 데카르트가 ‘단순하고 조화로운
것’과 ‘청각에 가장 쾌를 주는 것’ 양자를 구별함으로써172) “어떤 협화음
이 다른 어떤 협화음보다 더 조화롭다고 말하는 것이나, 어떤 협화음이
더 즐겁다고 말하는 것은 별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더욱 명백
해진다.173) 이런 맥락에서 그는 자신이 ‘정념들에 상응하는 협화음의 성
질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이다.174) 이러한 언급은 앞서 느린
박자의 음악이 슬픔의 정념을, 빠른 박자의 음악이 기쁨의 정념을 발생
시킨다고 보았던 『음악 개론』의 입장과 상충한다.175) 말하자면 데카르
트는 『음악 개론』 시기에 특정 정념이 음악의 객관적 속성에 상응하여
발생한다고 보았지만, 1630년대 이후로는 그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유보
적 태도를 취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객관의 차원에 있는 대상의 속성을
주관의 차원에 있는 정념과 구별한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입장 변화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객관적 대상인 ‘예술 작품’보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주관의 상
태’이다. 여기서 대상의 객관적 속성보다 주관의 경험이 강조되는 것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데카르트가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규정 불가능한
주관의 ‘쾌’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즉 그에게 있어
때에는 ‘조화로운’, ‘어우러지는’ 등으로 번역하고, 특히 미각과 관련된 주관의 취
향을 논하는 맥락에서는 ‘달콤한’으로 번역한다.
172) 1631년 10월 메르센에게 보낸 편지; AT Ⅰ, 223.
173) 1630년 3월 4일 메르센에게 보내는 편지; AT Ⅰ, 126. 이를 근거로 알키에는
데카르트가 개별적 취미판단에 관여하는 미학의 영역과 음악의 객관적 속성을
연구하는 자연학의 영역을 완전히 분리했다고 본다. FA Ⅰ, 246.
174) 1630년 3월 4일 메르센에게 보내는 편지; AT Ⅰ, 126. 이어지는 언급: “당신께
서 한 협화음이 다른 협화음보다 얼마나 더 즐거운지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생
선을 먹는 것보다는 과일을 먹는 것이 얼마나 더 즐거운지를 나에게 물어보는 것
과 마찬가지로 나를 난처하게 하는군요.”
175) Abrégé de musique,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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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은 특정 예술 장르나 예술적 대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대
상이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그 대상은 아름답다고 칭해질 수
있고, 따라서 아름다움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쾌의 감정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는 주관의 쾌란 무엇인가? 데카르트는 아름다
운 것을 보고 갖는 사랑을 ‘쾌(agrément)’의 정념으로 간주한다(85항). 그
에 따르면 사랑의 정념에는 두 종류가 있다. 좋은 것(le bien)에 대한 사
랑과 아름다운 것(les belles)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다. 전자와 후자를 구
별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을 쾌라고 부른다. 뿐
만 아니라 사랑이 미움이라는 정념과 짝을 이루듯이, 미움 역시 나쁜 것
(le mal)에 대한 미움과 추한 것(les laides)에 대한 미움이 있다. 데카르
트는 추한 것에 대한 미움을 혐오(horreur)와 반감(aversion)이라고 부르
면서 쾌에 반대되는 정념으로 간주한다. 그가 보기에 쾌와 불쾌의 감정
들은 감각에 의해 영혼에 오는 것, 즉 외부 대상을 시각적으로나 청각적
으로 감각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정념이고, 외적 감각을 통하기 때문에 순
전히 영혼과만 관련되는 정념에 비해 더 강력하게 영혼을 동요시킨다.
데카르트는 시각과 청각 등의 외적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적절하다고 표
상되는 것은 ‘아름답다’고, 반면 우리 본성에 반대라고 표상되는 것은 ‘추
하다’고 부를 수 있다고 언급한다.176) 이를 통해 우리는 데카르트가 미와
추를 주관에 생겨나는 쾌와 불쾌의 감정을 통해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가 쾌의 정념을 통해 알려진다는 점은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름다움의 근거를 밝힐 수 있는가와 관련한 당신의 물음은, 이전에
당신이 어떻게 한 소리가 다른 소리보다 훨씬 더 쾌를 주는지 물었던 것
과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특히 시각과 관련된다는 점
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것(le beau)이나
쾌를 주는 것(l’agréable)은 우리의 판단과 대상이 맺는 관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판단은 너무도
176) 85항; AT Ⅺ 391-392; 『정념론』,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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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까닭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나 쾌를 주는 것이 어떤 규정된
척도를 지니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많은 사람들에게
쾌를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간단히 불릴 수 있겠으나, 이는
결코 규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177)

이에 따르면 데카르트에게 미란 대상이 지닌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주관의 판단이 그 대상과 맺는 ‘관계’일 뿐이다. 달리
말해 어떤 대상이 나에게 쾌를 준다고 판단할 때 미가 경험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서 아름다움은 예술이라 칭해지는 특정 대상의
속성보다는 쾌의 정념에 근거한다. 이런 점에서 미의 본질적이고 결정적
인 기준은 개별 주관의 쾌감이라 할 수 있으며,178) 쾌의 경험이야말로
데카르트적 의미의 미적 경험이라는 영역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의 인용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한다면, 미의 객관성과 보
편성에 관한 데카르트의 입장을 구체화할 수 있다. 우선 객관성과 관련
하여, 데카르트는 아름다움의 객관적 근거를 확정짓는 것이 불가능함을
언급한다.179)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 – 여기서는 음악의 소리
– 이 다른 대상보다 더 쾌를 준다는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사실에 의해
서는 아름다움의 객관적 근거를 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쾌의 정념은
177) 1630년 3월 18일 메르센에게 보낸 편지; AT Ⅰ, 132-133. 강조는 필자.
178) Wymeersch, op.cit., 283쪽. 1630년 3월 18일 메르센에게 보낸 편지에 근거하여
비미어쉬는 미와 예술에 대한 데카르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명석
한 관념들이 진리에 속하는 것처럼 쾌는 아름다움에 속한다. 이것이 명증성의 원
리이다. 관념의 명석함이 그 진리의 명증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의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쾌감을 통해 명백해진
다. 예술의 목적은 외부적 성질로 파악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를 동요시키
는 것이다.”
179)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데카르트는 어떤 음을 즐겁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들이
사용되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가장 즐거운 것에 대해 말하
자면, 이는 그것들이 사용되는 장소에 달려있습니다. [...] [심지어는] 불협화음이
협화음보다 더 즐겁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협화음이 다른 협화음보다 더 즐겁다고 절대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협화음이 더 단순하고 조화로운지는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1631년 10월 메르센에게 보낸 편지; AT Ⅰ,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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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밖에 현존하는 그 대상이 지닌 객관적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상의 객관적 속성에 대한 고찰로부터는 아름다움의 근거가 형성될 수
없고, 따라서 아름다움의 규범이나 이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데카르트에게서는 오직 그 대상이 나에게 쾌와 불쾌의 감
정을 준다는 구체적 사실만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 보편성의 문제는 아주 간략하게 언급될 뿐이다. 그에 따르
면 아름다운 대상의 속성은 질적으로 보편화될 수 없고, 다만 우리는 경
험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을 즐겁게 하는지 수적인 일치
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규정 불가능한 미적 경험은 보편적이
고 초역사적인 주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미적 대상을 향유
하는 개별 주체에 의해서만 알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데카
르트는 미적 경험에서 산출되는 쾌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곧 각자
의 취향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다.
“가장 즐거운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의 능력(capacité)
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 능력은 마치 취향(goût)과도 같아서 각각의
사람에 따라 변합니다. 이처럼 몇몇 사람은 오직 목소리만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연주회를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는 달콤한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누군가는 날카로운 것이나 씁쓸한 것
을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180)

이에 따르면 음악을 들을 때 생겨나는 쾌는 청각과 같은 감각 능력의
숙련성181)과 듣는 사람의 취향, 즉 ‘취미’에 좌우되는 것이다.182) 따라서
180) 1630년 1월 메르센에게 보내는 편지. AT Ⅰ, 108. 강조는 필자.
181) 데카르트는 1629년 12월 18일 메르센에게 보낸 편지에서 협화음들의 좋음
(bont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성(raison)으로 불충분하고, 언제나 청각 능력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 귀 없이는 협화음의 어떤 좋음도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 [협화음들의 좋음을] 판단할 때, 이러한 이성은 언제나 청각
능력을 전제해야만 한다.” AT Ⅰ, 88. 비미어쉬는 이 구절을 근거로 데카르트에
게서 감각과 이성의 보완 관계가 긍정된다고 주장한다. Wymeersch, op.cit.,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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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대상이 주는 쾌의 조건은 전적으로 ‘나’, 즉 주관에 달려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데카르트의 논의는 미의 주관주의 혹은
상대성이라는 입장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어떤
근거에서 아름다움의 규정 불가능성과 쾌의 개별성을 주장했던 것일까?
그것은 데카르트가 미적 경험에서 산출되는 쾌를 정념으로 간주했기 때
문이고, 앞서 보았듯 정념은 자연적 설정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쾌가 사람마다 달리 경험된
다는 점은 다음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누군가에게는 춤추려는 욕구를 만들어내는 동일한 대상이 다른 누
군가에게는 눈물 흘리려는 욕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기억 안에 있는 관념들이 자극받는 데서 올 뿐이기 때문입니
다. 이처럼 예전에 춤추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던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곡을 연주한다면 곧 [그 곡을] 듣고서는 그와 비슷한 춤추려는 욕구
가 되돌아옵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누군가가 가야르드(gaillardes) 춤곡
이 연주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에
게 어떤 비탄의 감정이 생겨난다면, 다음번에 이 춤곡을 들었을 때에 그
는 반드시 슬퍼할 것입니다.”183)

이에 따르면 동일한 대상도 사람에 따라 다른 정념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기억을 갖기 때문이다. 이
기억에 따라 동일한 음악을 듣고서도 누군가는 슬픔과 미움, 불쾌를 느
낄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기쁨과 사랑, 쾌를 느낄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데카르트는 예술작품을 포함하는 아름
다운 대상 그 자체의 객관적 속성을 다루지는 않지만, 그러한 대상이 주
쪽.
182) 데카르트가 미적 쾌를 취미(趣味)의 문제로 본다는 점은 다양한 언급들에서 지
속적으로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인간론』(AT Ⅺ, 151), 1630년 3월 4일 메르센
에게 보낸 편지(AT Ⅰ, 126) 등에서 미적 쾌가 음식에 대한 취향과 동일시된다
는 점에서 알 수 있다.
183) 1630년 3월 18일 메르센에게 보내는 편지, AT Ⅰ, 133-134.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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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불러일으키는 독특하고도 강력한 감정, 즉 쾌와 불쾌의 정념에 대
해

논함으로써

감각적

소여들에

대한

미(감)적

평가(qualification

esthétique)184)를 허락하고 있다. 여기서 미(감)적 평가란, 감각적으로 주
어진 대상이 나에게 쾌와 불쾌의 정념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대상을 아름답다거나 아름답지 않다고 판단 혹은 자격 규정(qualifier)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급된 아름다움의 객관적 규정 불가능
성의 맥락과 상통한다.
정리하자면 감각적으로 지각된 것들에 대한 미적 향유에는 정량화되거
나 규정 가능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고, 아름다움
은 오직 쾌의 정념에 의해서만 알려진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달리 경험될 수 있는 개별적인 쾌에 근거한다. 이러한 귀결은 정념이 그
누구의 몸도 아닌 ‘내 몸’을 매개로 일어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현상
이기 때문이다. Ⅱ장에서 보았듯, 송과체를 매개로 영혼과 결합한 이 몸
은 개인의 역사를 구성하는 개별적 기억과 상상들이 기입된 몸이고, 그
러한 기억과 상상들에 의해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정념을
느낄 수 있는 개별적 몸인 것이다.185) 이렇듯 정념은 개인사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대상을 향유할 때 생겨나는
즐거움의 정념 역시 기억 속에 있는 관념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미적 경험 역시 각 개인의 역사에 따라, 사람마다 달리 체험되는 개별성
의 영역에 있다. 예컨대 데카르트는 누군가 기쁨을 일으킬 법한 향기로
운 장미 냄새를 맡고서도 개별적 경험이나 기억에 의해 혐오의 정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186) 데카르트는 이런 사례를 통해 정념이
사람마다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184) FA Ⅲ, 1018. 『정념론』 85항에 대한 알키에의 주석 1.
185) 이런 맥락에서 나의 정신은 필연적으로 내 몸을 매개로 외부 세계와 만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몸을 매개로 한 경험은 각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내용
이 되며, 나의 몸은 영혼이 실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매개물(le seul milieu
d’existence)이 된다. Guido Canziani, “La métaphysique et la vie”, Descartes et
la question du sujet (67-91쪽), 79-82쪽.
186) 136항; AT Ⅺ, 428-429; 『정념론』, 12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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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적 경험의 역할: 관대함의 획득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데카르트에게서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달리 느껴지는 개별적 쾌, 즉 정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개별성에 근거한 미적 경험이 어떻게 데카르트적 관대함
의 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가?
Ⅲ장 1절에서 논의한 대로 덕은 정념의 유용성만을 취하여 삶의 기쁨
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도달한 내적 만족의 상태, 즉 관대함에 의해 성
취된다. 따라서 관대함의 덕을 얻기 위해서는 정념의 과도함이나 오류를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정념에 대하여 영혼의 판단이 개입해야 한다. 이는 정념에 대한 영혼의
일방적인 억압이 아니라, 정념이 지닌 몸의 계기와 판단이 지닌 영혼의
계기 간의 조율이자 조화임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관대함이란 몸과
영혼의 조율을 통해 정념의 유용함을 취한 인간적 만족과 기쁨의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덕으로 향하는 이 관대함의 길은 데카르트에게서 문학과 비극
감상의 맥락에서 다소 불충분하게 예화된다. 그러나 이 예시를 상세히
분석해보면 정념들의 과도함을 경계하게 해주는 관대함의 습득은 미적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체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정념
론』에서 언급되는 예술을 통한 미적 경험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관대함
의 길이 열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데카르트는 우리가 문학이나 비극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정념들을 경험한다고 말한다(147항).
“책에서 기묘한 탐험을 읽을 때나 혹은 연극에서 그러한 끔찍한 운명
(aventures étranges)187)이 재현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때로
187) 직역하면 ‘기묘한 탐험, 모험’ 정도가 될 ‘aventures étranges’라는 말은, 형용사
‘étrange’가 ‘끔찍한, 무시무시한’ 등의 옛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명사 ‘aventure’
역시 ‘미래에 닥칠 일(avenir), 운명(destin)’이라는 옛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극 감상의 맥락과 어울리게끔 ‘끔찍한 운명’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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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슬픔을 일으키고 때로는 기쁨이나 사랑, 혹은 미움을 일으킨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이 모든 정념들은 우리의 상상력에 제공되는 대상들의 다
양성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188)

문학 작품이나 연극이 제공하는 일련의 서사 속에서 우리는 슬픔과 기
쁨, 사랑과 미움 등의 다양한 정념을 느낀다.189) 이들 정념들은 나의 외
부에 존재하는 가상의 사건들로부터 촉발되며, 따라서 외부적 원인에 의
해 발생하는 협의의 정념, 즉 몸과 영혼이 결합한 한에서 생겨나는 영혼
의 정념이라 할 수 있다. 외부적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다양한 표상을
주느냐에 따라, 즉 문학이나 연극의 서사가 얼마나 나의 상상력을 풍부
하게 자극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이 사건들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슬

픔과 미움을 느낄 수도 있고 기쁨과 사랑의 정념을 느낄 수도 있다. 따
라서 데카르트가 일찍이 『음악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과 연극 등의 예술은 우리가 모든 인간적 정념을 다양하게
겪을 수 있도록 해준다.190)
그러나 예술에서 경험되는 모든 인간적 정념들은 가상의 사건으로부터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과도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미적 경험
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191) 이를테면 우리는 무대 위에서 재현되는
오이디푸스의 운명을 함께 겪음으로써, 예언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버
린 오이디푸스의 부모에 대해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188) 147항; AT Ⅺ, 441; 『정념론』, 137쪽.
189) 예술을 통해 다양한 정념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음악개론』에서부터 나타난
입장이다. Abrégé de Musique, 62쪽.
190) Abrégé de Musique, 54쪽.
191) 여기서 미적 경험의 특수성은 정념이 너무 과도해져서 나에게 어떤 실제적인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는 점, 즉 그 정념이 가상의 서사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
서 성립한다. 달리 말해 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정념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
큼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와 유사하게 『음악개론』에서 데카르트는 어떤 소리
가 귀에 자극을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거나 반대로 너무 자극이 커서 고통
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우리는 그로부터 쾌를 느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미적
경험에서 오는 자극은 우선 ‘감관에 적절’해야 쾌로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Abrégé de Musique, 62쪽; Basch, op.cit.,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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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오이디푸스가 양아버지를 만나 목숨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안도하
는 동시에 비극적 예언이 실현되리라는 직감에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이들 분노와 안도감, 불안 등은 비극의 감상자를 정념의 과도함과 무
절제로 이끌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상자는 이들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오
이디푸스의 운명이 ‘무대’ 위에 재현된 ‘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무대는 온갖 정념들이 공존하는 장소인 동시에, 이들 정념이
과도해지지 않는 한에서 다양한 정념을 경험하게 해주는 안전장치로 기
능한다. 따라서 예술을 감상할 때나 미적 대상을 마주하여 영혼은 정념
이 과도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 판단은 앞서 살펴본, 과도한
정념을 규제할 때 작용했던 바로 그 영혼의 판단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는 이 판단으로부터 어떤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 안에 야기되는 이들 정념들을 느끼
는 것에서 즐거움을 갖게 된다. 이 즐거움은 정신적 기쁨으로서, 다른
모든 정념들뿐만 아니라 슬픔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192)

이에 따르면 내 영혼은 내 몸에서 정기운동을 동반하는 협의의 정념들
을 느낀다고 판단함으로써 고유한 즐거움을 갖는다. 데카르트는 이 즐거
움을 ‘정신적 기쁨(joie intellectuelle)’이라고 부른다. 이 즐거움은 무엇이
며, 또 왜 ‘정신적’이라는 수식어를 갖는가? 이를테면 오이디푸스가 마지
막 순간 자신의 패륜적 행위를 모두 깨닫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그 가
상의 사건으로부터 슬픔과 연민, 분노 등의 부정적 정념을 갖게 된다. 그
러나 이들 정념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 영
혼은 한편으로 내가 지닌 감응 능력을 깨달음으로써 즐거움과 기쁨, 즉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야기되는 정념이 기쁨이 아
니더라도 영혼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협의의 정
념에 속하는 기쁨이나 즐거움과는 구별된다. 이 정서는 일차적으로 일어
난 정념들에 거리를 둔 채, 정념들이 야기할지 모르는 해로움으로부터

192) 147항; AT Ⅺ, 441; 『정념론』, 137쪽.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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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있다고 판단할 때 생겨나는 안도감이자 기쁨이다. 따라서 이 기
쁨은 나에게 정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성적으로 바라볼 때 생겨나는,
즉 나의 정신이 갖게 되는 쾌이다. 그래서 이 기쁨이 ‘정신적’이라는 수
식어를 갖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적 기쁨은 영혼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에서 몸과 영혼의 결
합에서 오는 협의의 정념과 구별되지만, 데카르트가 지적하듯 영혼과 몸
이 결합해 있는 동안에는 이 정신적 기쁨이 정념으로서의 기쁨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91항).193) 협의의 정념과 정신적 기쁨이 발생상 구별되면서
도 실제로는 서로를 동반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데카르트의 언급에서
도 발견된다.
“연극에서 재현되는, 파국을 향한 행위(actions funestes)가 야기하는
슬픔은 영혼의 내부보다는 감각(sens)과 외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고통을 겪는 이에게 연민을 느낌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만족을 갖게 된다.”194)

여기서 언급되는 슬픔과 연민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감각과 외부에서
오는 협의의 정념이다. 그러나 비극의 감상자는 주인공이 겪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에 대해 연민을 갖는다는 것, 즉 자신이 감각적 수용 능
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판단함으로써 영혼 내면의 만족을 갖는다.
이 만족이 바로 정신적 기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적 의미의 미적 경험에는 두 가지 층위의 감정이 있
다.195) 첫째로는 즉각적이고 일차적인 정념의 생성으로서, 이 정념은 내
193) 정신적 기쁨과 마찬가지로, 내적 정서는 정기 운동에 의존해 발생하는 협의의
정념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적 정서가 발생하면 몸의 정기운동을 동반한 영혼의
정념이 생길 수밖에 없다(147항). 영혼의 내적 정서가 협의의 정념과 어떻게 연
루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철학의 원리』 4부 190항을 참고할 것.
194) 187항; AT Ⅺ, 470; 『정념론』, 168쪽.
195) 바슈 역시 데카르트에게서 미적 쾌는 이중의 층위에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층위는 감관을 통해 외부 대상을 지각할 때 생겨나는 감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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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서 일어나는 정기 운동을 동반할 때 생겨난다. 두 번째로는 나의 영
혼이 이들 협의의 정념을 이차적으로 의식할 때 생겨나는 즐거움과 기쁨
이다. 전자의 정념은 외부적 대상, 즉 눈앞에서 재현되는 비극적 사건을
마주함으로써 생겨난다. 영혼에 고유한 후자의 정서는,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재현된 비극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정념을 의식하는 영혼의 판단에서 온다. 뿐만
아니라 몸의 정기 운동을 동반하는 협의의 정념이 영혼에만 고유한 기쁨
으로 전화됨으로써, 미적 경험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층위의 감정은 서
로 맞물려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된다.196) 이렇게 두 가지 층위의 감정을
구별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데카르트의 다음 언급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종류의 정념들, 심지어는 슬픔과 미움까지도 포함하는 모
든 종류의 정념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동요를 느낄 때 자연적으로
즐거움(plaisir)을 갖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연극에서 재현되는 끔찍
한 운명을 볼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나의 영혼을
건드리면서 가볍게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비슷한 주제들에 의해
서 이들 정념들이 야기될 뿐이라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이유에서이다.”197)

이를 풀어 말하자면, 우선 외부 대상이 촉발하는 특정한 자극을 느끼
(sensuelle) 쾌이고, 두 번째 층위는 이렇게 감각된 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지성
고유의 작용(activité proprement intellectuelle)에 의해 생겨나는 만족이다. 이로
부터 바슈는 데카르트가 미적 쾌를 감각과 지성의 두 계기로 구별한다고 본다.
나아가 감각과 지성의 이러한 구별된 작용은 감각이 유희하고, 이러한 감각의 유
희를 지성이 파악함으로써 그러한 유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주장했던
18-19세기 독일 미학자들의 입장을 선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asch, op.cit.,
73-74쪽. 그러나 엄밀히 말해 데카르트는 감각과 지성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바슈의 주장은 보다 섬세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196) 미적 경험의 정서는 논리적인 차원에서 발생 순서상 이중적 단계로 나누어 파
악될 뿐, 실제 우리가 미적 경험을 할 때에는 일차적 정념과 정신적 기쁨이 엄밀
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97) 94항; AT Ⅺ, 399; 『정념론』, 96쪽.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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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 자신에 대한 감각, 그러한 감각이 즐거움을 산출한다. 따라서 비극
에서 경험되는 쾌는 외부 대상 자체가 쾌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가 아
니라, 외부 대상을 감각하고 향유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이차적 의식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정념에 대한 의식이 영혼에 고유한
쾌를 주는 것은 현재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정념이 과도해지지 않으리라는
안도감, 즉 이 즉각적인 정념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해할 수 없다’
는 판단에서 온다. 이 안도감은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실제 상황이 아니고 무대 위에서 재현되는 비극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지된다. 따라서 온갖 정념들의 과도함과 무절제는 예술이
제공하는 미적 경험의 특수성을 통해서 방지된다. 즉 예술을 감상할 때
나의 영혼은 정념의 과도함으로 직접 치닫지 않고 가볍게 자극받을 뿐이
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자극에서 오는 영혼의 기쁨을 정신적 기쁨이라
언급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카르트가 미적 경험에서 제공되는 정신적 기쁨
을 관대함의 내적 정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94
항, 147항). 정신적 기쁨과 내적 정서는 두 가지 이유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내적 정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념의 무절제로부터
나의 영혼이 해를 입지 않는다는 자기의식에서 오는 만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적 정서는 가상으로서의 비극을 감상할 때 산출되는 정신적 기
쁨과 동일한 지평을 갖는다는 것이 확인된다. 둘째로 내적 정서는 일차
적 차원의 정념을 전혀 다른 정념으로 바꿀 수 있다(147항).198) 데카르트
에 따르면, 외부 대상을 감각함으로써 생겨난 슬픔 등의 다양한 정념은
궁극적으로 영혼의 판단을 통해 기쁨의 정념으로 바뀔 수 있다. 즉 내적
정서는 자신이 온갖 이질적인 정념들을 겪는다는 것을 반성적으로 의식
함으로서 갖게 되는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기에, 관대한 인간은 그 어떤
일차적인 정념들도 기쁨과 만족의 정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난 감정의 전환은 비극 감상에서 나타난 정서 변화의 궤적,
198) 147항; AT Ⅺ, 440-441; 『정념론』, 136-137쪽. “영혼의 이러한 동요[내적 정
서]는 종종 그와 비슷한 정념들과 결합하지만, 또한 그것은 전혀 다른 정념들과
만날 수도 있으며 자신과 반대되는 정념들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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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온갖 일차적 정념이 정신적 기쁨으로 전화되는 과정과 일치한다.199)
이처럼 정신적 기쁨과 내적 정서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
러내려는 이유는, 앞서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데카르트가 내적 정서를
관대함에서 오는 내적인 만족과 기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미적 경험
에서 산출되는 정신적 기쁨이 관대함에서 경험되는 내적 정서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미적 경험을 통해 관대함의 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대함의 내적 정서는 자유의지의 사용을 통해서
획득될 수도 있지만, 예술 감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험될 수도 있다. 이
러한 해석은 관대한 인간이 자기 안에서 협의의 정념들을 느끼면서도 동
시에 정념의 과도함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내적 평정을 느끼는
것처럼, 미적 경험에서도 그러한 감정의 이중적 차원이 동일하게 생겨난
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인간은 미적 경험을 통해 온갖 일차적인
정념들뿐만 아니라 관대함의 내적 정서도 느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데카르트는 『정념론』에서 정념의 과도함과 무절제에서
벗어나 정념의 유용성만을 취할 수 있는 관대함의 덕을 획득할 것을 강
조한다. 그런데 그는 관대함의 덕이 자유의지의 사용 이외에 어떻게 다
른 방식으로 획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하
지만 데카르트가 언급한 비극 감상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관대함의 덕은
미적 경험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적 경험에
서 제공되는 감정의 이중적 층위는 모든 정념의 무절제로부터 벗어나 기
쁨과 만족을 누리는 관대한 인간의 정서적 상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미적 경험은 관대함의 내적 정서에서 발견되는 정서적 변화의 궤적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예술을 통한 미적 경험에서 우리의
정서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예술의 가상적 성격 때문이다. 미적 경
험은 가상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과도함의 위험 없이 다양한 정념들을
경험하게 해준다. 이로부터 나의 영혼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정념을 의식
하고 그 정념들로부터 내가 위협받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정신적 기

199) 김상환은 이를 두고 “비극의 무대는 영혼의 자기 자극운동, 영혼의 상승적 자
기 함량운동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지적한다. 김상환, op.cit.,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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쁨을 느낀다. 미적 경험을 통해 인간이 도달하게 되는 이러한 만족과 기
쁨은 데카르트적 관대함에서 발견되는 내적 만족의 정서와 일치한다. 그
런 의미에서 미적 경험은 관대한 인간으로 향하는 길을 유비적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개별 인간은 미적 경험을 매개로 관대함의
덕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적 경험을 통해 정념을
겪는 자연 상태의 인간으로부터 관대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 89 -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데카르트의 정념 개념을 분석하고, 이
로부터 데카르트에게서 과도한 정념을 규제하는 것이 관대함의 덕과 직
접적으로 연결됨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고는 정념을 겪는 인간이 관대
함의 덕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미적 경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
구해보고자 했다. 미적 경험은 관대한 인간이 온갖 정념을 겪는 것으로
부터 내적 평정의 상태로 이행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심리적 과정을 제
공한다는 점에서, 관대함의 덕을 습득하게 해주는 한 가지 방식으로 간
주될 수 있다. 이제 결론을 대신하여 본론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본 뒤 데카르트의 미학적 사유에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Ⅰ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형이상학과 자연학, 도덕을 포괄
하는 ‘보편학으로서의 철학’이라는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이들 개별 학문은 모든 인간적 앎의 원천이 되는 세 가지 기본 관념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영혼에 대한 관념은 사유 실체에 대한 앎을 준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의 토대를 이루며, 물체에 대한 관념은 연장 실체에 대
한 앎을 제공하여 자연학의 토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영혼과 몸의 결합
관념은 사유와 연장의 결합체인 인간에 대한 앎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에
게 고유한 도덕을 정초한다. 영혼과 몸의 결합 관념은 특히 정념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험된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데카르트적 도덕
의 영역을 그려 보이기 위해서는 정념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혼과 몸의 결합으로부터 경험된다는 점에서 정
념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체계 속에서 사유와 연장의 상호작용 관계를
해명해 주는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요컨대 정념에 대한 탐구는 데카르
트 철학의 도덕적 지평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에 흔히 제기되
는 심신 문제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마련해주려는 시도였다.
이런 배경에서 Ⅱ장에서는 기존 전통 철학과 구분되는 데카르트 고유
의 정념 정의와 분류를 살펴보고 『정념론』을 구성하는 원리를 해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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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데카르트는 자연학자의 관점에서 정념을 자연적 현상으로 규정
하고 정념의 원인과 발생 과정, 종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이러한 자연학적 접근은 당대 철학의 주류였던 스콜라 철학은 물론, 스
콜라 철학에 근간을 제공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정념 이해와도 상반된
것이었다. 그들이 정념을 영혼의 질병으로 간주했던 것과 달리, 데카르트
는 정념을 몸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영혼의 동요라고 보고
정념의 부정적 함의를 벗겨낸다. 이를 통해 데카르트는 정념을 학문의
객관적 대상으로 중립화한다.
전통적인 정념 이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데카르트는 몸과 영혼의
결합 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의 고유한 정념 개념을 정의하고 분류한다.
정념이란 일반적으로 말해 감각 지각에 의해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영혼
의 관념인데, 데카르트는 이를 지각, 감각 내용, 영혼의 동요라고 정의한
다(27항). 이러한 정의는 정념의 발생 과정에 비추어 이해된다. 외부 대
상을 지각할 때 형성된 감각 내용들이 뇌의 송과체에서 영혼과 상호작용
하고, 이것이 영혼을 동요시키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정념이 영
혼의 동요로 경험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념이 영혼 단독의 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정기 운동을 동반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정념은 영혼과 특별히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정기 운동에
의해 야기되고 유지되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념을 겪는 인간은 사유
만 하는 존재도 아니고 몸만 가진 존재도 아닌, 영혼과 몸이 긴밀히 결
합해 있는 단 하나의 인격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인간에게 고유한 영혼과 몸의 결합 관념을 증언하는 정념은 나
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여 삶을 보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념의 효과는 내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려주어 영혼의 의
지 또한 정념이 알려주는 바대로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을 피하도
록 하는 데 있다. 이처럼 특정한 몸의 상태와 특정한 영혼의 의지가 결
합하여 나에게 좋은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은 데카르트에게 있어 자연
의 설정에 따르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정념이 지닌 이런 유용성을 지적
함으로써, 정념이 그 본성상 선한 것이라고 규정한다(2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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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념이 과도해지거나 오류를 일으켜 정념적 충동에 의해서만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규제 대상이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념에 대한 영혼의 규제는 의지가 몸의 정기 운동을 무조건적으로 억압
하여 인간을 무정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
히려 영혼의 개입은 몸의 정기운동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정념의
선한 본성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념의 본성에 대한 자
연학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정념의 무절제에 대한 규제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념론』을 데카르트적 도덕을 예비하
는 텍스트로 독해할 수 있다. 영혼의 의지를 통해 정념의 무절제를 규제
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지복을 누리는 인간은 데카르트에게서 ‘관대함의
덕’을 획득한 인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관대함의 상태에서 나의 영혼은 독특한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 데카르
트는 이 기쁨과 만족을 영혼의 내적 정서라 칭한다. 내적 정서는 한편으
로 기쁨과 슬픔 등의 모든 정념들이 자기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의식
함으로써 자신의 감성적 수용능력을 자각하는 데서 오며, 다른 한편 관
대함의 상태에서 이 모든 정념들이 과도해지지 않은 채로 정념의 유용함
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데카르트가 관대함을 좋은 가르침에 의해 후
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본고
는 관대함이 예술을 통한 미적 경험에서 획득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했다. 데카르트는 미적 경험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정의하지 않지만
1630년대의 서한 및 『정념론』의 몇몇 구절을 고려한다면, 그에게 있어
아름다움은 주관의 개별적 쾌로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대상이 나에게 즐거움이나 쾌의 정념을 준다면, 그것은 아름답다고 칭해
진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객관적 대상의 속성을 통해 규정되기보다는, 즐
거움과 쾌의 정념을 통해 개별적이고도 주관적인 차원에서 경험된다. 이
런 맥락에서 본고는 데카르트에게 ‘미적 경험’의 가능성을 탐구해보고,
이를 주관이 느끼는 정념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데카르트에게서 과도한 정념에 대한 규제가 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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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온갖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미적 경험이 관대함의
획득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이 글의 최종 물음이었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문학과 비극 감상의 사례를 들어 온갖 정념들을 경험하는 것
으로부터 관대한 인간의 기쁨과 만족으로 향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미적 경험이 관대함의 덕을 획득할 수 있는 한 가지 길
을 보여준다고 생각함으로써 어떻게 미적 경험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적 경험이 관대함의 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미적 경험
의 특수성에 의해 감정의 이중적 층위가 구성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비극 감상과 같은 미적 경험을 통해 일차적으로 온갖 이질적인 정념을
느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적 경험에서 생겨나는 정념이 가상의 사
건을 통해 촉발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해지거나 무절제해지지 않는다
는 사실이다. 여기에 바로 미적 경험의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
적 경험을 통해 온갖 정념들을 겪을 수 있으면서도, 이들 정념이 과도해
지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정신의 독특한 만족, 즉 정신적 기쁨을 느
낀다. 이 정신적 기쁨이 미적 경험에서 제공되는 두 번째 층위의 감정이
다. 요컨대 미적 경험의 가상적 성격 덕분에 우리는 일차적으로 온갖 정
념들을 느끼는 동시에 그 정념들에 과도하게 휩쓸리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로부터 정신적 기쁨을 느낀다.
이러한 감정의 이중적 층위는 모든 정념의 무절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관대한 인간의 심리 상태와 유사하다. 즉 미적 경험에서 나타나는 정서
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정념을 감각하면서도 이들 정념의
해로움에서 벗어나 유용함만을 취함으로써 고유한 만족과 기쁨을 갖는
내적 정서의 상태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적 경험은 관대
함의 내적 정서에서 발견되는 정서적 변화의 궤적을 거의 동일한 방식으
로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적 경험은 관대한 인간으로 향하는 길을
유비적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적 경험은 관대
함의 덕을 획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미를 정리해보도록 하자. 서론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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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듯, 데카르트 『정념론』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
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성찰』을 중심으로 한 데카
르트의 형이상학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면, 1950년대 들어 프랑스
에서 데카르트 철학의 발전 과정이 추적됨에 따라 그의 자연학과 도덕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데카르트 후기 사유의 산물인
정념은 그 중에서도 특히 도덕의 영역을 해명해주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
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정념론』 연구는 데카르트에게서도 도
덕과 실천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념 개념 자체를 미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카르트의 『음악 개론』에 주목하여 그
의 미학적 입장을 구성하고자 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는
『정념론』과 그의 철학적 서한들을 근거로 삼아 데카르트적 의미의 미
적 경험에 관한 논의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의 철학에 대한 미학
적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의 시도를 통해 『정념
론』은 ‘미의 주관화’라는 미학적 맥락에서 독해될 수 있다.
데카르트의 정념 개념은 18세기에 본격화되는 미의 주관화 경향을 예
고한다. 데카르트는 정념을 논하는 과정에서 개별 인간의 감각적 지각을
다룰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이 쾌의 정념을 통해 경험된다고 본다. 따라
서 그에게 아름다움은 미적 경험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무엇보
다도 이 미적 경험이 개별적 정념에 의해 야기되는 한, 아름다움의 근거
는 객관적으로 규정 불가능한 상대주의적 취향 혹은 취미의 영역으로 간
주된다. 데카르트 이후의 미학사적 전개에 비추어보면, 미에 대한 데카르
트의 입장은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을 종합하여 독자적인 취미
판단 이론을 정립했다고 평가받는 칸트의 『판단력비판』(1790)의 주요
한 논의지평을 예비한다. 달리 말해 미에 대한 데카르트의 상대주의적
고찰은 칸트의 취미판단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마감된다고
할 수 있다.200) 데카르트가 미의 주관성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면, 칸트는
이 저작에서 미의 주관성이라는 지평에서 더 나아가 주관적 보편성을 담
200) 지메네즈, op.cit., 4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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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는 취미판단의 문제로 확장시킨다. 『정념론』과 서한들에서
나타난 미적 경험의 문제는 칸트가 정교화한 취미판단의 맥락에 비해 다
소 소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데카르트가 미적인 것이 주는 쾌의
정념을 순수 인식의 차원과 구별하고 나아가 개별 주체의 감정이라는 차
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정념에 관한 데카르트
의 사유는 근대적 주체의 개별적 미의식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근대 미학
의 탄생 이후 취미판단의 문제가 발전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에게서 미적 경험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
고자 한 본고의 시도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본고는 데카르트
철학 내에서 지금까지 탐구된 바 없는 미적 경험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러한 데카르트의 미적 사유를 형성시킨
조건이나 그가 후대의 미학적 사유에 제공한 통찰 등 데카르트의 사유를
둘러싼 미학사적 영향 관계를 풍부하게 고찰하지는 못했다. 이를테면 근
대 미학의 중요한 문제의식인 미의 주관성이 데카르트에게서 어느 정도
로 예감되고 있는지, 또 미에 대한 데카르트의 입장이 칸트 식의 논의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201)
무엇보다도 정념 개념을 통해 미적 경험과 관대함의 관계를 규정함으로
써 데카르트의 미학적 사유를 탐구해보려는 본고의 시도는, 미와 도덕의
관계에 대한 데카르트 자신의 명시적 언급이 없는 만큼 순전히 해석의
문제로 남겨져 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202)
201) 이를테면 칸트는 취미판단에 관여하는 반성적 판단력에 현상계와 예지계를 매
개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칸트는 자신의 철학 체계에서 취미
판단의 능력을 자연으로부터 자유로 이행하는 능력으로 격상시킨다(칸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창환, 「독일 근대미학의 전반적 성격」, 미학대계간행회, 『미
학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277-298쪽, 그중에서도 280-292쪽을 참고).
그러나 데카르트의 논의에서 이러한 본격적인 문제의식과 구도를 찾아내기란 쉽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2) 그럼에도 아당은 데카르트의 정념 개념이 그의 미학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라
고 본다. 그에 따르면 데카르트에게서 미학의 영역은 연장과 물체의 세계에도, 사
유와 영혼의 세계에도 귀속되지 않으며 오직 이들 양자의 결합에서 생겨난 감각
과 정념의 세계, 즉 “제3의 세계”에 의해서만 구성될 수 있다. AT Ⅻ, 495쪽.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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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제기되었던 데카르트의 미학적 입장 변화
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재고하고 이로부터 이후의 데카르트 미학 연구
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봄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서 보
았듯 그의 미학적 입장은 크게 두 시기로 구별된다. 1618년의 『음악개
론』시기, 1630년대 이후의 서한들 및 『정념론』까지 이어지는 시기가
그것이다. 이를 편의상 각각 전기 음악론과 후기 정념론이라 칭할 수 있
을 것이다. 전기 음악론에 따르면, 수학적 비례에 근거한 음악의 객관적
완전성은 쾌를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대상의 완전성에 의해 미의 근거도
규정될 수 있다. 반면 후기 정념론에서는 음악의 객관적 완전성과는 별
개로 개별 주관의 쾌가 경험된다는 것이 강조된다. 이 경우 쾌는 개별
주관마다 다른 취향에 근거하며, 따라서 미는 수학적 비례와 같은 객관
적 척도로 규정될 수 없다.
이로부터, 데카르트의 미학적 입장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물
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데카르트는 전기 음악론에서 후
기 정념론으로 전회하면서 전기의 입장을 폐기한 것인가? 아니면 양자는
통일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 데카르트 스스로는 이를 직접 언
급하지 않지만, 메르센에게 보낸 서한을 전거 삼아 그의 입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데카르트가 전기 음악론에서 강조했던 음악의 객관적 완전
성 문제는 후기에 이르러 전적으로 폐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630년
1월 메르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협화음의 단순성과 감미로
움, 완벽함 등은 여전히 객관적인 수학적 비례로 규정된다고 말한다. 그
러나 그는 객관적 비례의 완전성이 언제나 쾌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데카르트에게서 대상의 속성과 그
대상이 주관에 주는 정념이 각기 분리됨으로써 양자를 서로 다른 차원에
서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전기
음악론의 논의를 폐기하면서 후기 정념론의 논의로 이행했다기보다, 정
념의 문제를 통해 전기 음악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제를 보완하려 했다

슈 역시 이에 동의하여 데카르트에게서는 미와 예술이 감각계와 지성계 모두에
참여함으로써 양자의 매개적 영역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Basch, op.cit., 76쪽.

- 97 -

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데카르트가 『정념론』을 통해 이전의 형이상
학적 성찰에서 도출한 코기토적 주체의 경험적이고도 개별적인 측면을
보완하려 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념을 겪는 인
간에 대한 논의가 사유하는 인간에 대한 논의와 상보 관계를 이루듯, 그
의 후기 미학적 사유는 전기 미학적 사유와 보완 관계를 이룬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차후의 연구에 맡겨진 과제로서, 보다 심화된 논의
를 통해 객관의 속성과 주관의 쾌 사이의 관계가 해명되고 데카르트의
미학적 입장 변화와 맞닿아있는 철학적 배경이 구체화된다면 ‘데카르트
적 미학’에 관한 논의도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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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ossibility of Aesthetic Experience
in Descartes’ Les passions de l’âme

SEUL AH CHOI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plores

a

possibility

of

“aesthetic

experience”

in

Descartes’ philosophy. In his last work, The Passions of the Soul (Les
passions de l’âme) published in 1649, Descartes attempts to analyze a
concept

of

“passion”.

Moreover,

he

emphasizes

the

virtue

of

“generosity” which is acquired when we regulate excess of passion. In
this respect, Descartes brings the hint of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moral in his philosophical structure. However, he does not give a full
and detailed explanation how could we get the virtue of generosity.
Descartes just suggests a mental and physiological state of the
generous by illustrating how generous man reacts to his passion while
he appreciates literature and tragedy. Considered in thi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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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 try to do in this thesis is not only to make explicit Descartes’
concept of passion which is not discuss thoroughly, but also to
provide a perspective that aesthetic experience serves to acquire
generosity by regulating excessive impulse of passion.
In our discussion, first of all, we shall consider concept of cartesian
passion by clarifying status of passion in his philosophical view. For
Descartes, passion is proper to human being as a union of soul and
body. Unlike ancient philosophers, Plato and Aristotle, Descartes
understands human passion as a good one, because he thinks that
passions inform a good thing and bad thing to me and contribute to
maintaining of human life. Although passion’s good nature, it should
be regulated by volition if it becomes excessive and out of control.
He considers the man who can regulate excessive passions and use its
good nature the generous.
Secondly, this thesis examines that the virtue of generosity has
direct relevance to regulate excessive passion. The generous man has
a unique joy and satisfaction due to the fact that he can be free to
immoderation of passion and has inner peace, Descartes calls it as
“internal emotion (émotion intérieur).” It is important that the virtue
of generosity is considered as acquired character, so that could be
cultivated. Then a man who is guided by passion how to be the
generous? In this thesis I focus on the issue of generosity which is
exemplified with aesthetic experience that means particular situation
when we appreciate art such as literature and tragedy.
Unfortunately, Descartes never mentions the exact word “aesthetic
experience”, but throughout his philosophical writings he repea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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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s to emotions that occur when we appreciate music, literature and
tragedy. According to Descartes, we have not only diverse passions
when we enjoy art, but also have unique pleasure called “intellectual
joy.” Diverse passions are never excessive because art is not real, but
virtual. Therefore we never lose our mind from harmfulness of
passions, then intellectual joy comes out. From these feelings we
judge this artwork is “beautiful.” Especially interesting from out point
of view is the fact that Descartes identifies internal emotion of the
generous

with

intellectual

joy

of

aesthetic

experience.

As

a

consequence, by appreciating art, we could experience the virtue of
generosity analogically. That is, aesthetic experience would provide a
chance to be generous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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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Intellectual joy, Aesthetic experience, Union of
soul an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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