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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고  퓌론주의는 몽테뉴 시기부터 서구 지성사의 지도에 지울 수 

없는 입지 을 확립하 다.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작의 재발견과 재흡수

가 근세 철학의 개에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몽테뉴의 수상록 은 이런 진

에 기폭제 역할을 하 다. 수상록 의 핵심 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

이몽 스 의 변호｣는 퓌론주의 논변의 진가(眞價)를 동시 인들이 자각하

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퓌론주의와 계를 설정할 것인가?”하는 피할 수 

없는 물음 앞에서 하나의 요한 방안을 제시하 다. 유서 깊은 신앙주의의 

통에 서 있었던 몽테뉴는 고  퓌론주의자들의 논변을 통해 신앙으로 나

아가는 철학  근거를 주제화한 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단순히 반지성

인 태도를 취하거나 철학  의견들의 가변성이나 상이성을 지 하는 데 그

치지 않고, 몽테뉴는 고  퓌론주의자들을 좇아 “왜 우리가 사물의 본성을 

원리 으로 알 수 없는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도 히 퓌론주의의 의심

을 돌 할 수 없음을 정면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나는 몽테뉴의 신앙주의

가 이 게 철학 인 회의  논변과 연계됨으로써 매우 요한 시사 을 던

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근세의 “소  ‘이성의 시 ’에 어떻게 (얼
핏 이성과는 립되는) ‘신앙의 시 ’가 버젓이 병존하고 각축을 벌일 수 있

었는가?”하는 물음이 퓌론주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온 히 해명될 수 없다는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58-A00026) 



논문244

것이다. 근세 철학은 한편으로는 퓌론주의를 논박하려고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퓌론주의를 옹호하려는 팽팽한 경쟁과 긴장의 이 주 속에서 

개되었다. 몽테뉴의 ｢ 이몽 스 의 변호｣는 퓌론주의를 반박하려는 시도가 

심의 이 되었던 “17세기 이후에도 어떻게 신앙주의가 근세 철학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는가?”에 한 형 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그것은 “어떻게 퓌론주의와 한 계를 맺을 것인가?”하는 난제의 해결

을 한 하나의 철학  응답을 암시하고 있다.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

어 그 지향 을 인식 안이 아니라 인식 바깥으로 돌리게 한 측면을 간과한 

채 몽테뉴가 갖는 철학사  의의를 논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Ⅰ. 퓌론주의의 재흡수와 신앙주의 

후기 르네상스에 들어서면서 고 의 퓌론주의가 헬 니즘 시 에서 

그것이 원래 렸던 것보다 더한 성기를 렸으며 더욱 커다란 향

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이미 몇몇 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1) 
특히 근세 철학이 개되는 가운데 퓌론주의가 담당했던 역할을 철학

사  에서 면 하게 추 한 포 킨에 의해 “어떻게 퓌론주의가 갑

자기 유럽의 지성사의 주류로 편입되고 흡수될 수 있었는가?”가 밝

졌다. 그에 따르면, 종교 개 을 둘러싼 갈등에서 “종교  지식의 

한 기 이 무엇인가?”가 요한 논란거리로 등장하 고 이것은 “도
체 진리의 기 이 무엇인가?” 하는 고 인 철학의 물음으로 확 되

었다. 그런데 이 게 진리에 한 회의  문제가 제기된 바로 그 때에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작들이 우연하게 발견되었고, 이 작들이 

인식론의 진리 문제를 본격 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섹스투

1) A. A. Long, 이경직 옮김, 헬 니즘 철학 , 서 사, 2000, pp.41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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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엠피리쿠스는 근세 사상을 형성하는 데 극 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

었다.2) 논쟁의 불은 퓌론주의의 재발견과 더불어 종교에서 철학으로 

옮겨 붙었다. 그리고 이 불은 르네상스의 시작부터 근세가 끝날 때까

지 꺼지지 않았다.
물론 15-6세기에 고  퓌론주의를 다룬 다른 작품이 발굴되고 소개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나 키 로의 작품

들도 읽 졌으나 어디까지나 철학 으로 가장 요한 고려의 상이 

된 것은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작품들이었다.3) 1562년과 1569년에 

앙리 에스티엔느 스테 스에 의해 라틴어로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작들이 번역되어 출 되기 까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회의주

의는 철학계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으며 몇몇 철학자의 탐구 상이 되

었을 뿐이다. “어 든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작품들이 출 되기 이

에는 회의주의에 한 매우 진지한 철학  고려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처럼 보인다.”4) 근세 에 회의주의가 요한 철학  운동으로 두하

게 된 결정 인 하나의 사건이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작품의 번역과 보

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종교 개 에 의해 발된 진리기 의 문제와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작의 재발견과 번역 이외에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일어난 퓌론주

의의 부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은 몽테뉴가 술한 수상록 에 있

었다.5) 수상록 의 심부에 놓여 있고 이 책의 가장 긴 분량을 차지

2) R. H. Popkin, The History of Scepticism from Savonarola to Bayl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3, p.18 참조.

3) 르네상스 기간 동안 퓌론주의에 한 정보를 알려주는 주요한 세 

작품들인 키 로의 아카데미카 ,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퓌론

의 일생 ,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작들이 어떻게 이탈리아와 북부 

유럽에서 수용되었는가에 해서는 C. B. Schmitt, “The Rediscovery 

of Ancient Skepticism in Modern Times,” in The Skeptical 
Tradition, ed. by M. Burnyeat(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p.225-51 참조. 

4) R. H. Popkin, The History of Scepticism from Savonarola to Bayle,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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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 이몽 스 의 변호｣에서 몽테뉴는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퓌론주의를 완 히 흡수해서 “얼마나 이 고 의 회의주의가 인간의 지

성으로는 풀 수 없는 인식론  난제들을 던져 주었는가?”를 설득력 있

게 개진하 다. 1580년에 첫 선을 보인 이 작품의 인기는 단하 다. 
｢ 이몽 스 의 변호｣의 향 하에서 샤롱이나 까뮈와 같은 일군(一
群)의 새로운 퓌론주의자들이 생겨났으며, 17세기 에는 이런 몽테뉴

의 제자들에 의해 소  ‘퓌론주의자의 기(la crise pyrrhonienne)’가 

조성되었다.6) 몽테뉴와 새로운 퓌론주의자들로 인해 고 의 퓌론주의

는 근세에 새로운 요한 지  운동의 원천이 되었고, 지식의 확실성

을 목표로 하는 철학자들에게는 간단히 빠져 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

다. ｢ 이몽 스 의 변호｣는 근세 반에 걸쳐 퓌론주의의 논변들을 

진지한 철학  심의 상으로 떠오르게 한 기(轉機)를 마련해 주

었다. “…진지한 철학  입장으로서 회의주의는 몽테뉴의 시 에 철학

의 주류로 다시 한 번 들어서게 되었다. 그때부터 회의주의는 서양의 

지 인 삶에 일반 으로 퍼지게 되었다.”7)

고  퓌론주의는 몽테뉴 시기부터 서구 지성사의 지도에 지울 수 없

는 입지 을 확립하 다. 이런 고  퓌론주의 논변의 부흥은 곧 고  

회의주의가 근세 철학의 태동이나 형성과 불가분의 계를 맺고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데카르트로부터 칸트와 헤겔에 이르는 근세 철학의 

개는 철학  회의주의로서의 퓌론주의의 도 에 응 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퓌론주의와 공존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

다.8) 그런가 하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몽테뉴로부터 샤롱을 거쳐 

5) 같은 책, p.26 참조.

6) 같은 책, p.43, p.63 참조.

7) C. B. Schmitt, “The Rediscovery of Ancient Skepticism in Modern 

Times”, p.242.

8) R. H. Popkin, “Scepticism and Modernity,” in The Rise of Modern 
Philosophy: The Tension between the New and Traditional Philosophies 
from Machiavelli to Leibniz, ed. by T. Sorell(Clarendon Press· 

Oxford, 1993), p.15 참조. 포 킨은 칸트까지만 언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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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과 베일로 이어지는 신앙주의자들은 믿음을 변호하기 해 퓌론

주의자들이 구사한 철학  의심의 기술을 극 으로 사용하 다. 철

학  지식의 정립 가능성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립 가능성의 물음과 

련해서도 근세 철학은 퓌론주의와 동 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  퓌론주의야말로 근세 철학의 개에 있어 ‘의심’의 드

라마를 이끌고 나간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16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근세 철학의 고유한 문제틀의 형성과 해결 방식은 퓌론주

의와의 투쟁의 유산이며,9) 그런 투쟁 속에서 퓌론주의를 인정하게 되

는 과정의 소산이다. 포 킨은 “고  회의주의가 부활하고 그것이 근

세 시 의 지 이며 종교 인 문제들에 용된 것이야말로 근세 철학

의 발흥에 결정 인 것이었다.”10)고 단정짓고 있다. 
일단 퓌론주의라는 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근세 철학은 그것의 

향권 밖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근세 철학은 어떤 식으로든 고  

퓌론주의자들이 제기한 (특히 인식론과 련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

다. 퓌론주의에 우호 이든 이든 간에 근세 철학의 화두 가운

데 하나는 “퓌론주의와 어떤 계를 설정할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퓌론주의의 도 에 한 응답과 태도가 바로 그 철학의 정체성을 드러

내 주는 지표가 되었다. 근세 철학의 개는 포 킨의 표 을 빌자면 

퓌론주의로 가는 신작로(新作路) 던 셈이다.11) 퓌론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근세 철학자들은 고  회의주의가 지니고 있는 력을 더

욱 실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것의 인력(引力) 안으로  빨려 

헤겔 철학 역시 퓌론주의의 지양과 불가분의 계를 맺고 있다. 이

와 련해서는 H. Röttges, Dialektik und Skeptizismus: Die Rolle des 
Skeptizismus für Genese, Selbstverständnis und Kritik der Dialektik  
(Athenäum Verlag, 1987), p.117 참조.

9) R. H. Popkin, “Scepticism and Modernity,” p.31 참조.

10) 같은 , p.32.

11) R. H. Popkin, “The High Road to Pyrrhonism,” in The High Road 
to Pyrrhonism, ed. by R. A. Watson & J. E. Force(Hackett Pub-

lishing Company, 1993), pp.1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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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다.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작의 재발견과 재흡수가 근세 철학의 진화

에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몽테뉴의 수상록 은 이런 진 에 기폭제 역

할을 했다. ｢ 이몽 스 의 변호｣는 퓌론주의 논변의 진가(眞價)를 동

시 인들이 자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지만 그에 못지않게 요

한 역할은 피할 수 없는 문젯거리로서 등장한 ‘퓌론주의와의 계 설

정’에서 ｢ 이몽 스 의 변호｣가 하나의 주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는 데에 있다. 그것이 바로 회의를 통해 믿음에 다다르는 신앙주의

(fideism)이다. 여기서 신앙주의란 인간이란 합리  수단에 의해서는 

어떤 지식도 획득할 수 없으며, 그래도 (혹은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실재에 한 지식을－즉 진리를－소유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신앙에 기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12) 기본 으로 신앙주의자들은 종교

 믿음이 합리  논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데에 신앙의 본질

이 놓여 있다고 여긴다. 아울러 그들은 신앙의 진리를 제외할 경우 철

학  의심이 철될 수 없는 지식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을 극 으로 용인한다. 그들에 의하면 신앙을 향한 환은 먼  우

리 인간이 사태의 본성과 련하여 얼마나 무지(無知)한가를 리게 

인지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신앙주의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

면 회의  신앙주의는 신앙주의의 ‘믿음’을 주된 심사로 삼는 가운

데 철학  회의주의의 ‘의심’과 결합한다.13) 신앙주의자들은 일견 믿음

과 립 인 것으로 보이는 회의  논변들을 이용하여 오히려 믿음을 

변호한다는 에서 퓌론주의자와, 특히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와 깊은 

12) “신앙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해서는 특히 R. H. Popkin, 

The History of Scepticism from Savonarola to Bayle, pp.ⅹⅺ-ⅹⅻ 참조. 

신앙주의에도 여러 버 이 있을 수 있다. 그 지만 신앙주의의 공

통된 핵심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궁극 으로 신앙을 

통해서 몇몇 기 인 진리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13) T. Penelhum, “Skepticism and Fideism,” in The Skeptical Tradition, 
ed. by M. Burnyeat(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p.287-2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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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를 맺고 있다. 
물론 이런 신앙주의의 통이 몽테뉴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

다. 슈미트가 언 하고 있듯이 “-믿음만이 진리를 향한 길을 제공하며 

철학  행 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신앙주의는 르네상스 회의주의자

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통상 인 태도 다.”14) (17-9세기와는 달리) 
15-6세기에 등장한 퓌론주의는 애 에 반종교 인 색채를 띠지 않았

다. 따라서 철학  의심을 반종교 인 태도와 직선 으로 연결하는 것

은 철학사  사실을 무시한 억측에 불과하다. 퓌론주의가 신앙주의와 

맺고 있는 긴 한 계는 이 의 철학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  

헬 니즘의 시 는 고  퓌론주의를 거쳐 기독교 세계로 이행해 갔는

데, 호쎈펠더에 의하면 사물의 본성을 알 수 없음을 보여주는 퓌론주

의의 논변을 통해 이제 인식에 기 서는 인간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

다는 이 밝 지면서 기독교 신앙의 교설을 한 여지가 생겨나게 되

었다.15) 신앙주의와 퓌론주의가 이 게 역사 으로 긴 히 결부되어 

온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는 그 이유가 자를 향한 믿음

이란 결국 유한한 인간 능력의 허약함에 한 통 한 자각의 필요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서 깊은 신앙주의의 통에 서 있었지만, 몽테뉴는 퓌론주

의의 논변을 통해, 말하자면 철 한 철학  의심의 기술(技術)을 통

해 신앙으로 나아가는 철학  근거를 주제화한 에서 특히 두드러졌

다. 단순히 반지성 인 태도를 취하거나 철학  의견들의 가변성이나 

상이성을 지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몽테뉴는 고  퓌론주의자들을 좇

아 “왜 우리가 사물의 본성을 원리 으로 알 수 없는가?”를 제시함으

14) C. B. Schmitt, “The Rediscovery of Ancient Skepticism in Modern 

Times,” p.229.

15) S. Empiricus, Grundriß der pyrrhonischen Skepsis, Eingeleitet und 
übersetzt von M. Hossenfelder(Suhrkamp, 1985) p.9 참조. 이런 

에서 고  퓌론주의는 고 에서 세로 넘어가는 이론  지평을 

열어주었다.



논문250

로써 우리가 도 히 퓌론주의의 의심을 돌 할 수 없음을 정면으로 보

여주었던 것이다. ｢ 이몽 스 의 변호｣에서 “나는 무엇을 아는가(Que 
sais Je)?”에 한 몽테뉴의 답변은 “[변하는 인간은 변하는 사물들을 

알 수 없다.]”16)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몽테뉴가 오했던 

것은 알 수 없는 것을 안다는 주장이었다.”17) 그가 볼 때, 독단주의자

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사물에 해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해

서는 안 된다.
나는 몽테뉴의 신앙주의가 이 게 철학 인 회의  논변과 연계됨으

로써 매우 요한 시사 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근세

의 “소  ‘이성의 시 ’에 어떻게 (얼핏 이성과는 립되는) ‘신앙의 

시 ’가 버젓이 병존하고 각축을 벌일 수 있었는가?”의 문제가 퓌론주

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온 히 해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앙주의는 

회의를 일방 으로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품 안에 맞아 들 다. 만약 

신앙주의가 철학  의심을 무조건 배타시하는 태도를 취했더라면, 그

것은 십 팔구 자기가 조롱한 바로 그 철학  의심에 의해 조롱거리로 

16) M. d. Montaigne, The Complete Essays of Montaigne, trans. by D. 
M. Frame(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p.455. 

17) K. R. Stunkel, “Montaigne, Bayle, and Hume: Historical Dynamics 

of Skepticism,” in European Legacy 3(4) (1998), p.55. 스툰 은 몽

테뉴, 베일, 흄의 철학을 비교하면서 회의주의를 이용하는 양상은 

각각의 철학자가 처했던 역사  상황이나 목표, 방법에 따라 다르

다는 을 강조한다. 개별 인 역사  조건이나 의도에 따라 회의

주의가 달리 원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하면 회의주의란 이성

과 지식의 한계에 한 철학  교설이 아니라 “삶을 억 르는 실

질 인 압박과 갈등에 처하려는 유연한 략(p.44)”으로 간주되

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회의주의와 계를 맺는 각 철학자의 특

수한 사정에 한 강조가 곧 퓌론주의 논변의 보편성을 부인하는 

데로까지 확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세의 철학자들이 

퓌론주의자들이 고안해 낸 추상 인 회의  논변형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철학자가 

처한 개별 인 경험  조건과, 이론의 보편 인 형식성은 구별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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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주의는 의심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신

앙의 성채를 바로 의심을 통해 구축했던 것이다. 근세 철학자들이 인

식에 있어서 아르키메데스의 을 찾으려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다. 이런 시도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을 확립함으로

써 퓌론주의를 물리치려는 근세의 지배 인 경향을 가리킨다. 그러나 

퓌론주의에 한 극복의 맥락에서만 근세 철학사를 바라 볼 경우 그것

은 일면 인 성과만을 낳을 뿐이다. 이에 못지않게 퓌론주의를 옹호하

고 그것에 의지하려는 철학  흐름도 도도했기 때문이다. 근세 철학은 

한편으로는 퓌론주의를 논박하려고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신
앙을 해) 퓌론주의를 옹호하려는 팽팽한 경쟁과 긴장의 이 주 속에

서 개되었다. 몽테뉴의 ｢ 이몽 스 의 변호｣는 (이 의 신앙주의와

는 달리) 퓌론주의를 반박하려는 시도가 심의 이 되었던 “17세

기 이후에도 어떻게 신앙주의가 근세 철학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

는가?”에 한 형 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Ⅱ. 고대 퓌론주의자의 신관(神觀)

회의주의자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회의주의자’가 

기 이면서도 무나 자주 오해되고 있는 철학  개념들 가운데 하

나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독단주의자에 한 

립항으로 종종 회의주의자는 “어떤 진리도 결코 알 수 없다.”고 단

언하는 철학자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회의주의자에 한 

형 인 오해에 해당된다. 만약 회의주의자가 “어떤 진리도 알 수 없

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라면, 그는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만

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 회의주의자가 자

기지시  모순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지 하는 것은 손쉬운 일일 것이

다. 고  퓌론주의자들 역시 이 을 잘 알고 있었다. 퓌론주의의 개

요 의 첫머리에서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 가 회의주의자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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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퓌론주의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도 회의주의자들

을 오해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일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

을 뿐만 아니라 “ 가 회의주의자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

는 회의주의에 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다.

사람들이 어떤 상을 탐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런 결론은 연구

자가 탐구의 상을 발견하거나, 혹은 그 상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

을 부정하면서 그것이 악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표하거나, 혹은 탐구

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철학  탐구의 상과 련해서 볼 때, 이것

이야말로 어떤 이들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혹은 어떤 이들은 

진리란 악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혹은 어떤 이들은 여 히 탐구를 

지속하는 이유일 것이다. 를 들어, 아리스토텔 스와 에피큐로스 학

들, 스토아 학  철학자들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발견했노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 단어의 특수한 의미에서 소

 ‘독단주의자들’이다. 클리토마코스와 카르네아데스와 그 외의 다른 

아카데미 학 의 철학자들은 진리를 악할 수 없는 것으로 취 한다. 
이에 반해 회의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탐구해 나간다. 따라서 철학의 가

장 기본 인 유형은 독단주의, 아카데미 학 , 회의주의의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듯하다.18)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이 진술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회의주의

자란 “진리를 발견하 다.”고 주장하는 독단주의자도 아니며, “진리란 

악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아카데미 학 의 철학자도 아니다. “진리

란 악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철학자는 (부정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진리를 내세운다는 에서  다른 형태의 독단주의자일 뿐이

다. 진리의 악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철학자는 부정  독단주의자이

고, 독단주의자와 생아이다. 회의주의자가 공격의 목표로 삼는 상

은 모든 종류의 독단주의자이다. 따라서 부정  독단주의자 역시 회의

주의자가 정조 하고 있는 반  진 에 속해 있는 인물이다. 부정  

18) S. Empiricus, Outlines of Pyrrhonism, trans. by R .G. Bury(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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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주의자는 회의주의자와 유사한 입장을 지니고 있기는커녕 회의주

의자의 (敵)인 것이다.19) 
독단주의자와 회의주의자를 구분짓는 지 은 회의주의자는 불분명한 

탐구 상에 해서 독단주의자처럼 성 하게 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회의주의자들은 탐구 인 어떠한 불분명한 사태에 해서

도 정하거나 부정하기를 삼간다.”20) 회의주의자는 사태의 진정한 본

성과 련해서 아직은 무엇이라 결정할 수 없으며, 그 기에 진상 

악을 해 앞으로 “계속해서 탐구를 수행해 나가는” 철학자이다. 그는 

불분명한 사태와 련하여 정과 부정을 포함하여 어떤 성 한 단

도 유보한다. 이것이 회의주의자가 말하는 단 지(epoche)이다.21) 신

의 존재 문제와 련해서도 회의주의자는 단을 보류한다. 그는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유신론자나 신의 비존재를 내세우는 무신론자와 자신

을 구별짓는다. 

신의 존재와 련하여 탐구를 하는 사람들 에 어떤 이들은 신이 존재

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어떤 

이들은 신이 존재하는 것만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이 존

재한다는 것은 부분의 독단주의자들이 취하는 견해이며 평범한 사람

들이 갖는 일반 인 선입 이다. 신이 존재하는 않는다는 것은 ‘무신론

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견해이다.22)

19) 이것은 회의주의자가 상 주의자와 척 인 계에 있는 것으로 

재진술될 수 있다. 상 주의자와 독단주의자는 동일한 수 에서 한 

을 이룬다. 그들은 ( 정 으로 주장하는가 혹은 부정 으로 주

장하는가에 있어서만 다를 뿐) 무엇인가를 진리로 주장한다는 에

서는 동일한 수 에 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J. Annas & J. 

Barnes, The Modes of Scepticism: Ancient Texts and Modern Inter-
pretation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98 참조. 

20) S. Empiricus, Outlines of Pyrrhonism, Ⅰ, p.201.

21) 같은 책, Ⅰ, p.10 참조.

22) S. Empiricus, Against the Physicists, trans. by R .G. Bury(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Ⅰ,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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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의주의자들은 서로 립되는 논변을 등치시킴으로써 신이 존

재하는 것만큼이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 다.23)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신의 존재 유무와 련한 불분명한 사태에 

직면해서 때 이른 결정을 내리고 그럼으로써 탐구를 종결하는 유신론

자와 무신론자 모두를 독단주의자로 간주하고 있다.24) 회의주의자는 

유신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다. 그는 유신론자에 해서는 동

등한 권리를 갖고 그와 맞서는 무신론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무신

론자에 해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그와 립하는 유신론자의 견해

를 보여 다. 회의주의자는 “왜 독단주의자의 의견이 독단 인가?”를 

이와 치하는 독단주의자의 의견을 동원함으로써 폭로한다. 회의주의

자는 독단주의자의 주장이 그가 자신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가 아니라 

단순히 일면 인 의견에 머무를 뿐이라는 것을 그와 립하고 있는 다

른 독단주의자의 입을 빌려 드러나도록 만든다. 회의주의자는 독단주

의자들에 기생하여 독단주의자를 물리치는 것이다. 이 게 회의주의자

는 립하는 철학  의견들이 우열을 가릴 수 없게끔 갈등하도록 만듦

으로써 단보류를 이끌어낸다.
고  퓌론주의자들이 이룩한 가장 커다란 성과 의 하나는 독단  

견해에 해 그것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독단  견해를 맞세우는 

‘등치의 방법(isostheneia)’을 착안한 데 있다. 이 방법을 통해 회의주의

자는 어떤 고정된 입지 도 갖지 않은 채 자유롭게 독단주의자를 물리

칠 수 있었다. 만약 이 방법을 고안해내지 못했다면, 회의주의자들은 

 다른 형태의 독단주의자라는 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

다.25) 회의주의자는 등치의 방법에 의해 비로소 그 스스로는 어떤 진

23) 같은 책, Ⅰ, p.59.

24) 같은 책, Ⅰ, p.191 참조.

25) 회의주의자가 고  퓌론주의자들이 고안해 낸 등치의 방법을 망각

하고 어떤 고정된 지 에서 독단주의를 비 하게 되면 필연 으로 

그 회의주의자는 독단주의자로 락하게 된다. 헤겔은 근세의 회

의주의가 이런 락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 다. 이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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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주장도 하지 않으면서 온갖 독단 인 진리 주장에 의심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명제에는 그것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명제가 립한다는 주장이야

말로 회의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기본 원리이다. 우리는 이 원리에 의

해 마침내 어떤 독단 인 믿음도 갖지 않게 된다고 생각한다.26) 

컨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에 의해 

곧바로 다음과 같은 반론에 부닥치게 된다. 만약 지 능한 신이 존재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악의 원인도 신이라고 선언하는 셈일 것이다. 
그 다고 해서 신이 지 능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신이 결함

이 있거나 악의가 있다는 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었든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고 정 으로 확언하는 사람들은 신에게 

불경죄를 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27)

여기서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무신론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

인다. 그 다고 해서 그를 무신론자로 취 해서는 안 된다. 개 평범

한 일반인이나 독단주의자들이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향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도 이런 주장의 일면성을 노출하기 해 개 무신론자의 

입장을 택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어떤 독단주의자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면, 그는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입장을 취했

을 것이다.) 신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공격한다고 해서 회의주의자가 신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한 신이 존재하

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한다고 해서 그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

하는 것도 아니다. 회의주의자는 독단주의자와 반 편에 서기 해 그

는 특히 M. N. Forster, “Hegel on the Superiority of Ancient over 

Modern Skepticism,” in Skeptizismus und spekulatives Denken in der 
Philosophie Hegels, hrsg. von H. F. Fulda & R-P. Hors-

tmann(Klett-Cotta, 1996), pp.65-69 참조.

26) S. Empiricus, Outlines of Pyrrhonism, Ⅰ, 12.

27) 같은 책, Ⅲ, 9-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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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립하는 독단주의자의 입장을 차용할 뿐이다. 할리는 신의 존재 

문제와 련하여 퓌론주의자의 략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리가 체 문제에 단을 지할 수 있도록 섹스투스는 반  

주장을 펼치며 그것을 변호한다. 그는 여기서 독단 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동등한 력을 갖는 갈등하는 논변들을 개하고 

있는 것이다.”28) 회의주의자는 서로 비정합 이며 양립 불가능한 신에 

한 이설들을 열거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신에 한 일종의 존재론  

증명과 우주론  증명을 논박하는 데서도 이런 략을 일 되게 용

하고 있다.29)

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신의 존재 문제를 포함

하여) 완 히 무지하며 따라서 어떤 지식도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가

리킨다. 그런데 만약 이런 완 한 무지가 삶에서도 그 로 이어진다면, 
흄이 우려했던 로 “모든 인간의 삶은 소멸될 것이라는 을 퓌론주

의자는 인정해야만 한다.”30) 완 한 무지 속에서 인간의 삶은 짐승의 

그것으로 떨어져버릴 것이다. 퓌론주의자들 역시 그 게 생각하 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규 을 마련하 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독단  믿음도 견지하지 않은 채, 상들에 유의하

면서 평범한 삶의 규칙들에 따라 산다.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삶의 규 은 네 가지 요소로 

28) S. Empiricus, Sextus Empiricus: selections from the major writings on 
scepticism, Man, & God, ed. by P. P. Hallie, trans. by S. G. Ethe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5), p.184.

29) 신에 한 다양한 의견들에 해서는 특히 S. Empiricus, Against the 
Physicists, Ⅰ, pp.13-48 참조. 신에 한 존재론  증명에 한 논박

으로 볼 수 있는 논변에 해서는 같은 책, Ⅰ, 133-6 참조. 우주론  

증명을 반박하는 논변에 해서는 S. Empiricus, Outlines of Pyrrhonism, 
Ⅲ, 6-9 참조.

30) D. Hume, Enquiries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 by L. A. Selby-Bigge(Clarendon 

Press, 1975),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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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의 안내, 강렬한 감정들의 속박, 법률들과 

습들의 통, 여러 문  기술들의 지도. 본성의 안내에 의해 우리는 

자연 으로 감각하고 사유할 수 있다. 강렬한 감정들의 속박에 의해 우

리는 배가 고 면 먹고 목이 마르면 마신다. 법률들과 습들의 통에 

의해 일상 인 삶에서 우리는 경애는 선이며 불경은 악이라고 간주한

다. 여러 종류의 문  기술의 지도에 의해 우리는 어떤 기술을 사용

할 때 무력하지 않다. 그 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비독단 으로 진

술하는 것이다.31) 

회의주의자는 사태의 본성에 한 인식과 련해서는 단을 지하

지만, 어 든 회의주의자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단 지를 삶의 

역에까지 확 하지 않는다. 삶이란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피

하는 과정이다. 단과 선택이 필수 이다. 그러나 이런 행 의 선택 

기 을 채택한 것은 회의주의자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 그 다면 회의주의자는 더 이상 회의주의자가 아닐 것이

다.) 그는 삶을 하기 해 그냥 상을 수동 으로 받아들이는 수

에서 이 기 을 ‘비독단 으로’32) 진술하는 것이다. 회의주의자는 

상에 따라 행 의 선택을 하는 것이지 어떤 행 의 참된 본성에 한 

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론 으로 철 한 의심을 수행하는 회의주

의자가 회의주의자로 남아 있기 해서는 실천 으로는 철 하게 의심

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회의주의자들이 제안한 비독단 인 삶의 가능성의 하나는 자기가 속

한 공동체의 통과 습에 따르는 데서 성립한다. 회의주의자는 그 스

스로 그의 행 를 결정하는 자유로운 주체로서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31) S. Empiricus, Outlines of Pyrrhonism, Ⅰ, 23-4.

32) 할리에 따르면 회의주의자는 ‘비독단 ’을 다음 세 가지 의미로 사

용한다. (1) 어떤 것을 만인에게 인 진리로 주장하지 않으며 

(2) 어떤 것을 진리라고 열정 으로 정하지 않으며 (3) 그와 반

되는 믿음을 열정 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S. Empiricus, Sextus 
Empiricus: selections from the major writings on scepticism, Man, & God, 
p.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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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나고 자라난 공동체의 통과 습이 그의 행 를 결정하는 지평

으로 작용한다. 회의주의자는 통의 바깥으로 발을 내디딜 수 없다. 
통은 그 자체 존재론  지 를 지닌다. 그래서 퓌론주의자들은 신을 믿

는 것이다. 그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신의 존재를 이론 으로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개 그 당시 퓌론주의자들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통이었기 때문이다.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다음 언

이 퓌론주의자들의 신 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회의주의자는 신들이 존재한다고 선언하고, 신들을 숭배하고 경의를 표

하기 해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행한다. 그러나 철학  탐구와 련

되는 한에서 그는 성 하게 처신하지 않는다.33)

고  퓌론주의자의 신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퓌론주의자

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그는 유신론자이다. 그러나 그가 신의 존재를 

믿는 이유는 그것이 인식론 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신

의 존재에 한 이론  탐구와 련해서는 단을 유보한다. 그가 신

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는 통과 습 속에서 그가 살

아 왔기 때문이다.

Ⅲ. 퓌론주의자로서의 몽테뉴의 신관(神觀)

몽테뉴의 수상록 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엄 하게 체계 인 이 아니

다. 수상록 에서 몽테뉴는 스토아 학 와 퓌론주의 그리고 에피큐로스 

학 의 철학들을 섭렵하고 있으며, 이야기를 해 나가는 에 필요하다면 

이 세 철학 사조를 자유롭게 끌어들인다. 그래서 수상록 은 크고 작고 

간에 후 모순되고 이율배반 인 말을 많이 담고 있다.34) 수상록 이 

33) S. Empiricus, Against the Physicists, Ⅰ, p.49. 

34) 손우경, ｢Montaigne의 思想과 그 源泉｣, 한국 랑스학 논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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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립 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스토아 학 와 퓌론주의 그리고 

에피큐로스 학 가 헬 니즘 시 부터 상호 경쟁하는 이론들이었다는 

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수상록  가운데 특히 퓌론주의와 신앙주의를 주제화하고 있는 곳이 

｢ 이몽 스 의 변호｣이다. 몽테뉴는 그의 부친의 부탁으로 스페인 태

생으로 직업이 의사인 것밖에 모르는 이몽 스 의 자연신학 을 랑

스 어로 번역하 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그 내용에 해 비

을 해 와서 몽테뉴는 이몽 스 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몽 스 의 변호를 계기로 몽테뉴가 여기서 집 으로 다루고 있는 

물음은 “나는 무엇을 아는가(Que sais Je)?” 다. 그리고 이런 물음 설

정이 이미 몽테뉴와 퓌론주의자와의 불가피한 만남을 고하고 있다. 
이몽 스 의 자연신학 에 한 독자들의 비 은 두 가지로 요약

된다. 먼  신앙심은 신에 한 특수한 감에 의해 품어지는 것인데, 
이몽 스 은 신앙을 무 인간의 이성에 의거해서 세우고 있다는 것

이다. 이런 제1 반론에 해 몽테뉴는 인간 인 도구인 이성을 신앙에 

용하는 일은 기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인간

인 도구에 바랄 수 있는 가장 스런 사용”35)이라고 답변하고 있

다. 그러면서 몽테뉴는 다음과 같은 유보조항을 달고 있다. “우리는 신

앙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성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

앙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노력과 

논증은 그 게도 자연 이며 신 인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유보

조항을 항상 달고 있어야 한다.”36) 몽테뉴는 이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신앙을 보조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성은 신앙 내에서만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왜 이성은 이런 유보조항을 

(한국 랑스 학회, 1979), p.19 참조. 손우경은 그 지만 이런 극에

서 극에 걸친 수상록 의 넓이가 오히려 이 책의 매력이라고 말하

고 있다. 

35) M. d. Montaigne, The Complete Essays of Montaigne, p.321.
36)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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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몽테뉴가 이몽 스 에 한 제2 반

론에 답변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몽 스 에 한 제2 반론은 이몽 스 이 제안하는 바를 입증

하기에는 그의 논증들이 무 빈약하고 부 당하다는 것이다. 몽테뉴

는 이에 해 ( 이몽 스 을 포함하여) 그 구도 이성을 수단으로 

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답한다. “이성은 무나 불완 하고 

맹목 이어서”37) 이성에 기 한 진리 주장은 허약할 수밖에 없다. 
이몽 스 의 논증이 빈약하고 부 당한 이유는 그의 능력 부족이 아니

라 이성 일반의 무력함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몽테뉴는 이몽 스 의 

논증을 공박하는 이들에게 인간의 이성 자체가 얼마나 무기력하며 나

아가 오류를 지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 한다. 이몽 스 을 비

하는 자들 역시 그들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려 할 경우에 ( 이몽 스

의 것보다 더) 빈약하고 부 당한 논증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
간이 어리석고 덧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

기 해”38) 몽테뉴가 택한 방법은 바로 퓌론주의자를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퓌론주의자들의 효과는 순수하고 완 하면서도 매우 완벽한 단의 유

보이며 정지이다. 그들이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탐구하고 논박하기 

해서이지 결론을 짓고 선택하기 해서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끊임

없이 무지를 고백하는 것을 마음 속에 그리는 자가 있다면…그는 퓌론

주의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이런 을 표

하고자 한다.39)

몽테뉴가 퓌론주의의 을 표 하고자 할 때, 그는 “회의주의자란 

구인가?”를 정확하게 간 하고 있었다. 몽테뉴의 다음 은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를 그 로 옮겨 은 듯하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면 구나 이런 지 에 다다른다: 그것을 찾아냈다고 말하거나, 그것은 

37) 같은 책, p.328.

38) 같은 책, p.327.

39) 같은 책, p.374.



퓌론주의와 근세의 신앙주의 261

찾을 수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그는 여 히 그것을 탐구하고 있는 

이라고 말한다. 모든 철학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 어진다.”40) 몽테

뉴는 이 게 철학을 독단주의와 아카데미 학  그리고 퓌론주의의 세 

유형으로 나 면서, 자신이 표 하고자 하는 것은 아카데미 학 라기보

다는 퓌론주의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아카데미 학 의 철학자들보다는 

퓌론주의자의 입장이 더 과감하며 동시에 더욱 그럴 듯하다.”41)고 보았

다. 그는 확실히 퓌론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42)

“인간이 어리석고 덧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근본 인 인간의 한

계를 보여주기 해 몽테뉴는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여러 논변들을 

빌려온다. 그 에서도 특히 아에네시데모스와 아그리 가 고안해낸 

것으로 알려진 논변형식(Tropen)들을 (비록 출처는 밝히고 있지 않지

40) 같은 책, p.371.

41) 같은 책, p.422.

42) 이와는 달리 ｢ 이몽 스 의 변호｣에서 나타난 회의주의를 형성하

는 데는 키 로와 신아카데미 학 가 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E. Limbrick, “Was Montaigne really a Pyrr-

honian?,” in Bibliotheque d'humanisme et Renaissance 39, (1977), 

pp.67-80 참조. 림 리크에 따르면, “비록 섹스투스 엠피리쿠스가 

몽테뉴의 기 회의 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향을 끼쳤

다는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몽테뉴를 퓌론주의  회의

주의의 엄격한 한계 내에 한정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p.68)” 퓌

론주의 이론의 발달사를 살펴보면 의의 의미에서 신아카데미 학

도 퓌론주의에 속한다. 신아카데미 학 와 퓌론주의는 방법과 내

용의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이뿐만 아니라 섹스투스 엠피리쿠스가 

그 까지 있었던 회의주의의 모든 교설을 집 성하 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 이몽 스 의 변호｣의 어떤 부분이 어떤 학 의 향

을 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지 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

된다. 다만 내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몽테뉴가 ｢ 이몽 스

의 변호｣에서 개하고 있는 내용이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텍

스트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한 몽테뉴 자신이 아

카데미 학 가 아니라 퓌론주의를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이

다(주 39) 참조). 퓌론주의 이론의 발달사와 련해서는 S. Empiricus, 

Outlines of Pyrrhonism, pp.xxx-xli에 있는 베리의 설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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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몽테뉴는 필요에 따라 반복하고 때로는 변주하기도 한다. 사실상 

나는 이 두 퓌론주의자의 회의  논변형식들이야말로 ｢ 이몽 스 의 

변호｣의 회의주의를 구성하는 정수(精髓)라고 생각한다. 섹스투스 엠피

리쿠스가 체계 으로 정리해 놓은 회의  논변의 씨를 몽테뉴는 체계

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흩뿌리고 있는 것이다.
몽테뉴가 이 두 퓌론주의자의 논변형식을 차용한 것은 우연한 일로 

볼 수 없다. 아나스와 반즈의 평가가 이를 명확히 보여 다. 아나스는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텍스트 가운데 아에네시데모스의 10가지 논변

형식을 소개한 부분이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향력 있는 쪽들로 간

주되어야 한다.”43)고 그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즈는 아그리 의 

5가지 논변형식이 “서양 철학의 통의 심장에 놓여 있어서…이 논변

과 같은 형식과 구조가 이후의 회의  탐구의 역사에 유례없는 향

을 끼쳐 왔다.”44)고 언 할 정도로 그것의 철학  진가(眞價)를 확신하

고 있다. 심지어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자신도 아그리 의 논변형식들

을 탐구 상에 그 로 용하고 있으며, 이런 반복  용이 그의 

작의 부분을 채우고 있다. 이런 심 한 향력은 이 논변형식들이 

매우 체계 이고 보편 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특히 

아그리 의 논변형식은 인간 지식의 본성과 범 의 탐구와 련하여 

가장 정치하고 추상 인 논변으로 평가받고 있다.45) 촘촘하게 짜인 논

변의 추상  형식성으로 인해 이 논변형식들은 시공을 월하여 범

한 용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에네스데모스와 아그

리  이후 회의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회의  논변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두 퓌론주의자에 의해 크게 축소되었다고 해도 과언

43) J. Annas & J. Barnes, The Modes of Scepticism: Ancient Texts and 
Modern Interpretations, p.2.

44) J. Barnes, The Toils of Scepticism(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ix.

45) 이 두 논변형식에 한 구체 인 비교 평가로는 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Ⅱ(Suhrkamp. 1986), 

pp.375-376, pp.386-3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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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먼  인간의 감각에 기 한 지식을 비 할 때 몽테뉴는 사실상 아에

네시데모스의 10가지 논변형식을 그 로 원용하고 있다.46) 아에네시데

모스의 제1 트로푸스는 동물들 간의 몸의 구조의 차이에 기반하여 

단 유보를 도출해내는 논변형식이다. “어떤 동물들은…노란 을 가졌

고, 다른 동물들은 충 이 된 벌건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 이런 동물들에게 상의 색깔은 아마도 우리와는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 다면 어느 편이 참된 단인가?”47) 우리는 상의 진짜 

색깔이 무엇인가에 해서는 단을 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몽테

뉴는 인간이 동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심지어 열등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흥미롭고 진기한 많은 들을 들고 있다.48) 아에데시데모스

의 제2 트로푸스는 동일한 인간 종이라 하더라도 인간들 간에는 커다

란 차이가 있다는 논변형식이다. “황달에 걸린 사람은 모든 것을 노랗

게 보며 우리보다 더 희미하게 본다. …의사들이 각막충 이라고 부르

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모든 것을 빨간 핏빛으로 본다.”49) 따라서 우

리는 우리가 보는 사물들의 진정한 본성에 해서는 무엇이라 결정할 

수 없다. 아에네시데모스의 제3 트로푸스는 동일한 인간의 감각이라 

하더라도 그 감각들은 서로 차이가 난다는 데에 기 한다. 동일한 사

람이라도 “사향 냄새를 맡으면 상쾌하나 맛을 보면 해롭다. 그러니 그

것은 유쾌한 것인가 불쾌한 것인가?”50) 아에네시데무스의 제4 트로푸

스는 동일한 감각에서조차 단하는 주체가 처한 상황에 의해 감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데에 의존한다. “지친 사람은 술이 맛이 없다고 탓

46) 아에네시데모스의 10가지 논변형식에 해서는 S. Empiricus, Outlines 
of Pyrrhonism, Ⅰ, pp.36-163 참조. 그리고 이 논변형식들의 고안자가 

아에네시데모스라는 데 해서는 S. Empiricus, Aganist the Logicians, 
trans. by R .G. Bury(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Ⅰ, p.345 참조. 

47) M. d. Montaigne, The Complete Essays of Montaigne, p.452. 
48) 같은 책, pp.330-58 참조.

49) 같은 책, p.451.

50) 같은 책, 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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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건강한 사람은 술이 풍미가 있다고 하며, 목이 마른 사람은 술이 

맛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의 상태는 사물을 자기에게 알맞게 조 하고 

자기에 따라 변형시키기 때문에 사물이 참으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이상 알지 못한다.”51) 단하는 주체의 상태나 심경 변화는 사물의 본

질이 정말로 무엇인가에 하여 성 하게 독단 인 주장을 하지 못하

도록 막는다. 
이 밖에도 몽테뉴는 아에네시데모스의 다른 논변형식들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물들이 얼마나 다르게 감각되는지를 서술한다. 사물의 본성과 

련해서 감각이 믿을 만한 지식을 제공해  수 없다 을 보이기 

해 몽테뉴가 얼마나 아에네시데모스와 긴 한 련을 맺고 있는지는 더 

이상 계속해서 열거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몽테뉴가 동원하고 있는 다

양한 들은 섹스투스 엠피리쿠스가 아에네시데모스의 10가지 논변형

식을 서술하는 곳에서 거의 다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며, 말하자면 퓌

론주의자들의 단골 메뉴이다. 몽테뉴가 도달한 결론은 우리의 감각을 

통한 있는 그 로의 사물의 표상은 오감을 가진 인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것도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형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52) 이 게 몽테뉴는 아에네시

데모스와 함께 사물에 한 우리의 감각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반되는 것으로까지 나타나는 일상 인 경험에 호소해서 지식의 정립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몽테뉴는 인간의 감각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도 

사물의 본성에 해서 단을 유보하지 않을 수 없음을 논증한다. 직

인 경험의 수 에서 회의  논변을 개하기 해 아에네시데모스

를 불러내었다면, 이제 몽테뉴는 추상 이고 개념 인 차원에서 독단

주의를 공격하기 해 아그리 에게 도움을 청한다. 아그리 의 5가지 

논변형식은 잡다한 일상 인 경험을 개념 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51) 같은 책, pp.453-454.

52) 같은 책,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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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네시데모스의 트로펜보다 더 성숙하고 심화된 회의주의 이론이라

고 볼 수 있다.53) 회의주의를 철학사 으로 면 히 검토한 헤겔은 아

그리 의 트로펜에 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이 회의주의

는…범주들에 한 의식으로서의 논변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에서 그것은 높은 의식이다.”54) 추상 인 범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아그리 의 5가지 논변형식은 보편 인 형식과 체계를 지니고 있

다. 이것은 곧 그것들이 감각의 상이성에 주목해서 독단주의를 공격하

는 것이 아니라, 독단주의 이론 자체가 (독단주의이기 때문에) 자체 내

에 지닐 수밖에 없는 이론  한계를 보여 으로써 독단주의를 물리치

려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나는 아그리 의 무동을 서고 나서야 몽테

뉴가 비로소 독단주의 이론의 일반 인 특질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믿는다.
아그리 의 제1 트로푸스는 철학  의견들의 상이성에 한 논변형

식이다. 각기 다른 학 에 속한 철학자는 탐구 상에 해 서로 상이

한 철학  의견들을 갖고 있고,  동일한 학  내에 속한 철학자들조

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단 유보가 뒤따라 나올 수밖

에 없다. 철학  의견들의 상이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  사실이다. 
그런 만큼 독단주의자들이 내세운 주장의 성을 무 뜨리고자 퓌론

주의자들은 이 트로푸스를 즐겨 애용하 다. 이와 련하여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방 한 역사  자료들을 모아 놓고 있는데, ｢ 이몽 스

의 변호｣에서의 몽테뉴도 그에 버 간다. 마치 가 더 많은 실례들

을 수집하는가 하고 내기를 건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몽테뉴는 혼

의 본성과 장소, 불멸성, 인간들의 최 의 생성에 하여 서로 불일치

53) 아그리 의 5가지 논변형식에 해서는 S. Empiricus, Outlines of 
Pyrrhonism, Ⅰ, pp.164-77 참조. 아그리 가 5가지 트로펜의 고안자

라는 데 해서는 D. Laertius,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 Vol. 

Ⅱ, trans. by R. D. Hicks(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Ⅸ, 

p.88 참조. 

54) 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Ⅱ, 

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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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철학  입장들을 길게 소개하고 있다.55)

철학  입장들이 이 게 상이하다면, 입장들의 우열이나 진 를 가릴 

수 있는 단 기 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논쟁에 단정을 내리

기 해서는 어떤 기 이 필요하다. 만약 확실한 기 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독단주의자는 그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독단의 멍에를 떼어

버릴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그것에 기 해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그리 가 보기에 이런 기획은 성공할 수가 없다. 독단

주의자가 어떤 단 기 을 마련할 경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단 기

에 한 근거를 무한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게 “독단주의자

의 단 기 을 기 으로 삼아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무한하게 

소 해서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아그리 의 제2 논변형식이다. 몽테뉴는 

아그리 의 제2 논변형식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표 하고 있다. “어떠

한 이유도 다른 이유 없이는 확립될 수 없다: 그 에서 우리는 무한하

게 뒤로 소 해간다.”56) 무한하게 뒤로 소 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우리는 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무한 소 의 논변형식을 벗어나기 해서 독단주의자는 어떤 간 

지 에서 단 기 에 한 논의를 끝마쳐야 한다. 단에 한 근거

를 제시하면 곧바로 무한 소 의 논변형식에 걸려들고 말기 때문에, 
독단주의자는 결코 근거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독단주의자는 

단 기 이 자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 불가능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  뿐이다. 모든 철학자는 자기가 제시한 최종

인 단 기 이 다 자명하다고 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게 되면 

모든 단 기 은 그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권 를 부여 받게 

될 것이다. 단 기 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면, 각각의 단 

기 은 독단주의자들에 의해 자의 으로 제될 것이며, 이런 자의성

55) M. d. Montaigne, The Complete Essays of Montaigne, pp.404-418 참조.

56) 같은 책,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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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근거를 묻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시되지 못할 것이다. 근거를 결

여함으로써 단 기 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결국 독단 인 

제 설정으로 귀결된다. 이것이 아그리 의 제4 논변형식이다. 몽테뉴

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신이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제1 
원칙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다. (······) 제에 기 어 싸움을 거는 사

람들에게 우리는 논쟁 인 동일한 공리와 정반 되는 공리를 제해

야 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인간의 제와 선언은 다른 것과 같은 권

를 지니기 때문이다.”57) 이 게 되면 상이한 철학  의견들은 떳떳

하게 존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견이 진리인가에 해 

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철학  의견의 상이성을 조정할 수 있고 계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단 기 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된다. 단 기 은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증명은 무한하게 근거를 찾아 소 해서는 안 되기 때

문에 유한 개수의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게 하기 해

서는 원리 으로 단 기 은 몇몇 근거들에 의해 증명되고, 이 근거

들은 (그 증명을 해 바로 이 근거들을 필요로 했던)  단 기 에 

의해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럴 경우 근거와 단 기  사이에는 

무한히 돌고 도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아그리 의 제5 트로푸스는 이

러한 악순환의 논변형식이다. 무한 소 의 논변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디에서 논의를 그쳐야 될지를 정할 수 없다. 그냥 무한

하게 돌고 돌 뿐, “왜 그 단 기 이 기 으로 설정될 수 있는가?”는 

 해명되고 있지 않다. 몽테뉴는 독단 인 이론이 갖는 악순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상들에게서 받는 상을 단

하기 해서 우리는 정을 내릴 수 있는 도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

다; 이 도구를 검증하기 해서 우리는 증명을 필요로 한다; 이 증명

을 검증하기 해서 [앞선] 도구를 필요로 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순환 

속에 있게 된다.”58) 순환 속에서는 어느 항이 인식 으로 우월한가를 

57) 같은 책, p.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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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없다. 비록 몽테뉴가 단속 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기실 아그

리 의 각각의 논변형식은 논리 으로 상호 긴 한 련을 맺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59) 
이 게 몽테뉴는 아에네시데모스와 아그리 의 회의의 그물망을 침

으로써 독단주의자를 꼼짝할 수 없게끔 옭아 넣는다. 인간이란 감각이

나 이성을 매개로 해서 있는 그 로의 사물을 결코 악할 수 없다. 
이리하여 지식의 정립 가능성은 원리 으로 완 히 쇄된다. 몽테뉴

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인간은 지식을 가질 수 없다.]60) 

인간이 사태의 본성과 련해서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다면, 신에 

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변하는 인간은 

불변하는 신을 알 수 없다.]”61) 그런데 몽테뉴의 이런 선언은 일종의 

부정 인 진리 주장에 해당한다. 퓌론주의의 논변의 이론 인 수미일

성이라는 에서 볼 때, 이런 몽테뉴의 주장은 아카데미 학 에 

속한 철학자들이 내세운 형 인 양식이고, 따라서 그것은 회의주의

가 아니라 (부정 인) 독단주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62) 아에네시데

모스와 아그리 는 그들의 트로펜을 통해 단 유보를 이끌어낸 반면, 
몽테뉴는 정작 그들의 트로펜을 통해 단을 내리고 있다. 이런 에

58) 같은 책, p.454.

59) 아그리 의 논변형식에 한 상호 연 성에 해서는 황설 , ｢회

의주의는 무제한 인 효력을 갖는가?｣, 헤겔연구  15호(동과서, 

2004), pp.97-100 참조.

60) M. d. Montaigne, The Complete Essays of Montaigne, p.420.
61) 같은 책, p.455.

62) 이런 회의주의의 형식에 한 변질은 근세 회의주의에 나타나는 일

반 인 특질이기도 하다. 퓌론주의와 근세 회의주의의 일반 인 차이

에 해서는 B. Mates, The Skeptic Way: Sextus Empiricus's Outlines 
of Pyrrhonism(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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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몽테뉴는 분명히 퓌론주의자로부터 일탈하 다. 그 지만 ｢ 이몽 

스 의 변호｣에서 몽테뉴가 강조하고 싶었던 요 은 인간은 철 하게 

무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테뉴에

게 있어 인간이 지르는 죄 의 죄는 있는 그 로의 실재를 알 수 

있다는 오만과 허 에 있다. “인간의 염병은 지식에 한 의견이다

.”63) 몽테뉴가 도출한 인간의 완 한 무지는 사태의 본성과 련해서 

실질 으로 퓌론주의자들의 단유보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런 무

지를 보여주기 해 ｢ 이몽 스 의 변호｣에서 개한 회의주의의 내

용으로 볼 때, 그는 형 인 퓌론주의자 다.64)

면 으로 단을 유보하는 퓌론주의자들은 삶의 기 을 정 할 수 

없었다. 그 기 때문에 삶을 하기 해서 그들은 통이나 습에 

그 로 순응하 다. 그들이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이론 인 증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는 통의 향 하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몽테뉴도 신을 믿는다. 그리고 그가 이 게 신을 믿

는 이유 역시 퓌론주의자의 그것과 같다. 이론 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가톨릭의 역사와 통이 살아 숨 쉬는 

곳에서 그가 태어나고 양육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부 랑스인이

63) M. d. Montaigne, The Complete Essays of Montaigne, p.360.
64)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퓌론주의의 개요 에서 한 장(章)을 할애해

서 “어떤 에서 회의주의는 아카데미 철학과 다른가?”를 본격 으

로 논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주의의 방법과 내용 인 측면에서 양자

는 공통 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고,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자신도 

그 을 인정하고 있다. “ 기 아카데미 학 의 창설자이며 장(長)이

기도 한 아르 실라오스의 사고 방식은 거의 우리와 동일하다.(S. 

Empiricus, Outlines of Pyrrhonism, Ⅰ, p.232)” 그런가 하면 헤겔은 양

자는 실질 인 차이보다는 표 의 형식에 있어서만 구분된다고 언

하고 있다. “신아카데미 학 와 회의주의 간의 구별은 단지 표 의 

형식에 있을 뿐이다.(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Ⅱ, p.367.)” 퓌론주의와 아카데미 학 의 차이를 무시

해서도 안 되겠지만, 퓌론주의로부터의 몽테뉴의 형식  일탈을 

무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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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인이라는 것과 같은 자격으로서 기독교인이다.”65) 몽테뉴의 신

앙은 (지 까지 내내 그가 역설하 던 바 인간이 신을 안다는 것은 원

리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식이 아니라 환경에 으로 의존한

다. 이런 몽테뉴의 신 은 결국 자신의 역사와 통의 힘으로부터 벗

어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와 맞닿아 있다. 신의 존재 문제와 

련하여 이론 으로 해명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에 한 자각은 자기

를 둘러쌓고 있는 종교  가르침에 한 일방 인 수용을 낳게 된다. 

 나는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하

느님이 나에게 마련하신 자리에 머무른다. 그 지 않다면 나는 끊임없

이 흘러 다니는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은혜로 나

는 양심의 동요나 흥분 없이 우리의 세기가 만들어 낸 수많은 종 와 

분열의 와 에서도 우리 종교의 옛 신앙을 온 히 지켜 왔던 것이다.66)

고  퓌론주의자들이 철 하게 보수 인 삶의 양식을 취했던 것은 

회의주의의 이론  수미일 성을 유지하려는 결과 다. 몽테뉴 역시 

그가 퓌론주의자인 한에 있어서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 그는 철 하게 

그 자신이 속한 사회의 통과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복종하면서 

살 것을 권유한다. 퓌론주의  보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몽테뉴는 당

시에 지배 이었던 가톨릭을 효과 으로 변호하 고, 이것은 랑스에

서 종교개 에 반 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67) ｢ 이몽 스 의 변호

｣는 퓌론주의의 세례를 받아 가톨릭의 변호서가 되었다. 몽테뉴의 퓌

론주의는 가톨릭 퓌론주의 다.

퓌론주의자로서의 몽테뉴의 신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몽

테뉴가 개한 회의주의는 고  퓌론주의자인 아에네시데모스와 아그

65) M. d. Montaigne, The Complete Essays of Montaigne, p.325.
66) 같은 책, p.428.

67) R. H. Popkin, The History of Scepticism from Savonarola to Bayle, 
p.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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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의 논변형식을 떼어 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가 형식  측면

에서 비록 부정  주장을 하고 있긴 있지만, 회의  논변 내용과 련

하여 그는 형 인 퓌론주의자이며, 신의 존재 문제와 련해서도 고

 퓌론주의자와 동일한 길을 걷는다. 그는 이론 인 증명을 통해서 

신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가톨릭을 수

용한다. 하느님을 믿는 것은 그가 단순히 가톨릭의 하느님을 믿는 

랑스의 통 속에서 살아 왔기 때문이다. 

Ⅳ. 신앙주의자로서의 몽테뉴의 신관(神觀)

몽테뉴가 퓌론주의자인 한에 있어서 그의 믿음은 어떤 열정이나 흥

분을 동반할 수 없는 것이다. 신앙에 한 그의 태도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며, 무엇을 추구하거나 피하고자 하는 동요로부터의 해

방과 연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포 킨은 “몽테뉴가 필경 온순하게 종

교 이었다.”68)고 평가하고 있다. ‘온순하게 종교 ’이라는 표 은 동

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신의 존재에 한 그 어떤 종류의 단을 보

류하면서도 신을 습 으로 믿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몽테뉴가 수용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미 지근한 퓌론주의  

신앙은 다른 한편으로 ｢ 이몽 스 의 변호｣에서 몽테뉴 자신이 보여

주고 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월성을 믿는 신앙의 태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퓌론주의자로서 몽테뉴는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

을 논증함으로써 주어진 통에 순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 다. 그

지만 몽테뉴는 단순히 마음의 평정(Ataraxia)을 리는 데에 안주하

지 않고 거룩하고 한 하느님이 나약하며 무지한 인간을 이끌어주

시길 간구한다. 인간 일반의 무지와 무능력에 한 인정은 퓌론주의자

인 몽테뉴에게는 습에의 불가피한 실천  귀속을 가리키는 것이었지

68) 같은 책,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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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오로지 믿음에 의존하려는 신앙주의자인 몽테뉴에게는 하느님을 

비하기 한 비 작업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신앙주의자에게 퓌론

주의는 월 인 하느님을 하기 해 우리가 가진 오만과 허 을 

비우게 하는 하제(下劑)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퓌론주의

는 종착 이 아니라 인 신앙으로 가기 한 경유지일 뿐이다.

인간의 발명 가운데 [이 퓌론주의만큼] 이 게 진실에 가깝고 유익한 

것은 없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 인 허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인간을 

나라하고 공허한 것으로 제시하여 에서 내려오는 어떤 외부 인 힘

을 받아들이기에 당한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을 벗어던

지게 하고 신앙의 여지를 마련해 주기 해 인간의 단을 없애 버리는 

까닭에, 그만큼 인간 안에 거룩한 지식이 쉽게 머물 수 있도록 한다. 
(······) 인간은 하느님의 손가락이 새길 수 있도록 비된 백지장이며, 이
것을 기쁘게 맞아들인다.69) 

신앙주의자로서 몽테뉴는 통에 자신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

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것을 우리에게 구한다. 그 지만 이런 신 은 

｢ 이몽 스 의 변호｣에서 몽테뉴 자신이 개한 퓌론주의자의 신 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서로 맞지 않는 이질 인 것의 혼란스러운 

혼합처럼 보인다.70) 퓌론주의자이건 신앙주의자이건 간에 몽테뉴가 퓌

론주의를 통해 하느님에게 다가간다는 에서는 공통 이다. 그 지만 

신앙주의자가 하는 하느님은 그냥 그 지역에 퍼져 있는 습으로

서 받아들이는 하느님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류의 신앙은 신앙주의자

가 볼 때 무신앙에 가까울 것이다. 반면에 퓌론주의자의 입장에서 보

자면 회의  논변들은 신앙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앙으로 귀의해서

는 안 된다. 불분명한 탐구 상에 해 진리를 언명하는 순간 회의주

의자는 회의주의자일 수 없으며 즉각 독단주의자로 퇴락하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퓌론주의자라면 신과 련해서 결코 진리를 들먹

69) M. d. Montaigne, The Complete Essays of Montaigne, p.375.
70) T. Penelhum, “Skepticism and Fideism”, p.2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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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몽테뉴는 그 게 하고 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만이 설복의 권리와 권 를 지닌다. 그것만

이 진리의 인증(認證)이다; 그것은 우리 으로 보지 못하며 우리 자신

의 도구로 받지 못한다. 이 하고 거룩한 상(像)은 신이 그 목 을 

해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한 신이 그의 특별하고 월 인 혜택과 

은혜로 그것을 선도하고 강화해 주지 않는다면, 이 게 비천한 거처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71)

｢ 이몽 스 의 변호｣에서 몽테뉴는 신앙을 통해서만 인간은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신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제1 원리를 제공해 으로써만 인간은 퓌론주의자의 

정처 없는 의심의 유랑을 멈출 수 있다. 신앙주의자로서의 몽테뉴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식을 정립할 수 없다는 에서는 여 히 퓌

론주의자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월 이며 무역사 인 진리의 인증

으로 떠받는다는 에서는 퓌론주의자의 지평과 완 히 결별한다. 
군가 으로 확실한 것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이 딛고 서 있는 통

과 습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할 경우, 그는 이미 이론 으로 도

히 퓌론주의자일 수가 없다. 월 인 진리에 한 신앙은 더 이상 포

킨이 평가한 로 ‘온순하게 종교 ’일 수 없다. 신앙주의자는 하느

님이 선물로서 주시는 진리를 간 히 바라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다. 퓌론주의자는 무지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목표로 하 고 그래서 

어떤 극 인 행복도 추구해서는 안 되었지만, 이와는 달리 신앙주의

자는 마음의 평정이 아니라 신앙과 신의 간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행복

을 궁극 인 목표로 삼는다. “행복이란 신이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만 

온다. (······) 행복의 비결은 신앙과 신에 의한 간택을 요구한다.”72) ｢

71) M. d. Montaigne, The Complete Essays of Montaigne, pp.423-424.
72) B. Silver, “Montaigne, An Apology for Raymond Sebond: Happiness 

and the Poverty of Reason,” in Renaissance and Early Modern 
Philosophy, ed. by P. A. French & H. K. Wettstein (Blackwell 

Publishing, 2002), p.108. 실버는 몽테뉴를 종교 으로 미 지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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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몽 스 의 변호｣의 마지막 문장들은 유한한 인간이란 그 유한함 때

문에 도 히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높은 곳으로 자신을 고

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하느님에 한 신앙뿐임을 고백하는 간증

(干證)과도 같다.

인간은 자신과 인간성 로 자신을 높이 끌어 올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으로밖에는 볼 수 없고 자신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신이 그에게 손을 내어 주실 경우에

만 그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도구들을 포기하고 단

념함으로써 올라갈 것이며, 순 히 천상의 수단들에 의해 그 자신이 고

양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이 거룩하고도 기 인 변신(變身)을 열망

하는 것은 스토아 학 의 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이다.73)

몽테뉴가 신앙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퓌론주의자로서 유지했

던 이론과 실천의 수미일 성을 그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뜻한

다. 몽테뉴가 별로 의식하지 못했는지 혹은 고의로 은폐하려 했었는지

는 모르지만, 그의 신 에는 합할 수 없는 균열이 있다. 그리고 이런 

균열은 몽테뉴의 신 을 퓌론주의자의 틀 내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공정

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 으로 말해 다. 내가 볼 때, ｢ 이몽 스 의 

입장으로 특징짓는 포 킨의 평가가 비록 정확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몽테뉴가 이성의 빈곤을 강조

하는 근원 인 이유는 인간은 지식을 통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는 것을 부각시키기 해서가 아니라, 신앙에 의해 인간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에 을 맞추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환의 작업

은 이런 해석과 립한다. 이환은 인본주의  측면에 주목해서 (

스칼의 신본주의와 극명하게 비되는 인물로) 시종일  몽테뉴를 

바라보고 있다. 이환, 몽테뉴와 스칼: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민음사, 2007), pp.74-76, pp.134-135 참조. 그 지만 몽테뉴를 철

하게 인본주의자로 간주하기 해서는 ｢ 이몽 스 의 변호｣에

서 분명하게 개진하고 있는 그의 신앙주의  진술들을 인본주의의 

맥락 내에서 정합 으로 해석해야 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73) M. d. Montaigne, The Complete Essays of Montaigne, p.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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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의 향력은 오히려 그가 퓌론주의자의 일 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말하자면 몽테뉴의 균열은 이후의 신앙주의자들에게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역설 으로 가리켜주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을 진리와 행복의 인증으로 모심은 퓌론주의의 논변의 

연속선상에서 숙고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인식론 인 차원을 떠나버릴 

때만이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몽테뉴는 신에 한 인식론

 탐구의 불임성(不姙性)이 바로 퓌론주의의 인식론  탐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퓌론주의의 논변을 통해 그가 도출한 인간의 무

지는 따라서 미 지근한 종교  태도를 유지하면서 신에 한 탐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로서가 아니라, 그 이론 인 탐구를 포기하는 과

정 속에서만 신앙의  진리와 만날 수 있다는 새로운 장(場)의 개

시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퓌론주의를 통해 하느님을 인 진리로서 

믿는 회야말로 몽테뉴가 남긴 신앙주의의 한 유산일 것이다. 이

런 환의 좀 더 구체 인 양상은 스칼과 베일에게서 발견되는데, 나

는 그것들의 자양분이 ｢ 이몽 스 의 변호｣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이라

고 말하고 싶다. 

신앙주의자로서의 몽테뉴의 신 의 요 은 다음과 같다: 몽테뉴는 

퓌론주의자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자로서의 하느님을 간구한다. 
요컨  그의 신앙은 단순히 냉담한 것이라기보다 불붙는 것이다. 그는 

신과 련하여 이론과 실천에서 일 된 퓌론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균열을 통해 몽테뉴는 오히려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신앙의 진리란 퓌론주의자들이 말하

는 인식론  진리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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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파스칼과 베일의 신앙주의

｢ 이몽 스 의 변호｣에서 몽테뉴는 퓌론주의의 논변을 사용하여 단

순히 퓌론주의  신 에 머무는 신 자로서의 하느님에 한 믿

음으로까지 나아갔다. 그는 신앙의 진리를 더 이상 지식의 역에서 

찾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존재란 인간의 감각과 이성에 

의존해서는 확증할 수 없음을 그가 퓌론주의자에게서 배웠기 때문이

다. 그는 퓌론주의의 논변을 통해 완 한 무지의 어둠으로부터 명의 

신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 다. 그리고 이것은 곧 퓌론주의의 논변들

에 기 어 퓌론주의를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게 퓌론주의는 

이제 그 자체가 목 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비하는 수단이 되었

다. 의심은 신앙과 결합하 는데, 이 결합을 해 의심은 신앙에게 주

역의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몽테뉴에게서 불투명하게 암시된 순수한 

신앙주의는 이제 스칼과 베일에 의해 본격 으로 개진된다. 신앙주

의자들은 이제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도 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

의 진리와 만나게 되는가?”에 해 답해야 한다. 이것은 신앙의 본

질과 연 하여 ｢ 이몽 스 의 변호｣가 그들에게 남긴 물음이기도 하

다. 
스칼은 퓌론주의의 정체를 정확히 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퓌

론주의가 지닌 강 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 이몽 스 의 변호｣로 

인해 몽테뉴 이후의 신앙주의자들은 퓌론주의의 력과 신앙을 한 

그것의 용도에 익숙하게 된 것이다. “얄 한 토 에 기 어서만 독단

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향을 끼치는 것들은 회의주의자의 

아주 가냘  입김에 의해서 뒤집히고 만다.”74) 스칼의 에서 볼 

74) B. Pascal, Pensees, trans. by W. F. Trotter(E. P. Dutton, 1958), 

p.1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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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독단주의자가 어떤 진리를 발견하려는 한 그런 시도는 퓌론주의의 

논변에 버텨낼 재간이 없다. 그 어떤 진리 주장도 퓌론주의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며, 그래서 진리의 장을 끝없이 유린하는 정복

자의 모든 “ 는 퓌론주의에”75) 돌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는 

과도한 것이다. 왜냐하면 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퓌론

의] 회의주의는 진실하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수 그리스도 이

에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한지 보잘 것 없는지

를 몰랐기 때문이다.”76) 스칼의 이런 언 은 퓌론주의의 의심이 지

식이나 신앙의 역을 막론하고 무제한 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뜻한다. 퓌론주의의 의심의 창은 지식을 자유자재로 꿸 수는 있지만 

하느님의 진리의 방패를 뚫을 수는 없다.

본능, 이성－우리는 증명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모든 독

단주의자들이 물리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의 념을 가지고 있

다. 이것은 모든 회의주의가 정복할 수 없는 것이다.77) 

퓌론주의자는 인간에게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도록 이끄는 한 안내

자이지만, 어떻게 이 비참함을 극복하고 마침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해서는 침묵한다. 퓌론주의자는 이 과 련해서는 오히려 신앙의 안내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무력한 이성이여. 입을 다물어라. (…) 신에

게 귀를 기울여라.”78)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월할 수 있는지는 우리들의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는 밝 지지 않는다. 그것은 신에게 복종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다. “복종이야말로 이성의 사용인데, 거기에서 참된 기독교가 

성립한다.”79) 이성이 이 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진리는 퓌론주의자들이 보여  것처럼 우리

75) 같은 책, p.105(§387).

76) 같은 책, p.119(§432).

77) 같은 책, p.106(§395)

78) 같은 책, p.121(§434).

79) 같은 책, p.7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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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각과 이성을 통해서는 논증될 수 없는 것이다. 스칼은 다른 경로를 

통해 하느님이 진리임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가 말하는 가슴으로 느끼는 하느님이다. 

신을 경험하는 것은 가슴이지 이성이 아니다. 이것이 곧 신앙이다. 신은 

이성이 아니라 가슴에 의해서 느껴진다.80)

스칼의 이런 서술은 신앙의 진리에 한 요체가 머리가 아니라 가

슴으로 이 되었음을 단 으로 드러낸다. 그것은 악의 문제가 아니

고 느낌의 문제이며, 지식의 상이 아니라 사랑의 상이다. 신앙의 

진리를 퓌론주의자들이 아무리 반박하려고 애써 보았자 그것은 부질없

는 짓이다. 사랑의 진실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논증을 통해 증

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슴으로 느끼는  원리들에 해 

이성이 논증하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요령 없는 짓이고, 마찬가지로 

이성에 의해 증명되는 명제들에 해 가슴이 느끼기를 요구한다면 그

것은 우스운 노릇일 것이다.81) 가슴과 머리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이 게 스칼은 퓌론주의자의 논변이 효력을 발하는 역과 신앙주의

자의 믿음이 철되는 역을 구분하고 각자의 역의 고유성을 인정

함으로써, (학문  의심을 신앙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신앙을 퓌론

주의의 면 인 의심으로부터 구출한다. 
퓌론주의의 논변을 이용하여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이 얼마나 결함이 

많은지를 보여주고 난 후, 이런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지

식의 차원을 떠나 신앙으로 도약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과

정은 신앙주의자들에게 정석(定石)과도 같은 것이 된다. 의심은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난 후에는 버려져야 할 사다리이다. 이런 신앙주의의 구

조는 베일에게서 매우 극명하게 나타난다. 아마도 베일의 서 역사 비

80) 같은 책, p.78(§278). 스칼은 때때로 ‘가슴’ 신에 ‘본능’과 ‘직 ’

이라는 표 을 사용한다. 같은 책, p.79(§282) 참조.

81) 같은 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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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은 퓌론주의와 련하여 가장 요한 근세의 작들 의 하나일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스칼과 마찬가지로 퓌론주의자의 의심이 무소불

의 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퓌론주의자들은 [10가지 

트로펜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간다. 그들은 소  순환의 논변형식을 손

에 넣고 그가 필요한 순간에는 가차 없이 그것을 휘두른다. 이 게 된 연

후에는 그 어떤 주제에 해서나 그들에게 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것은 아리아드네의 실이 어떤 도움도  수 없는 미로(迷路)이다.”82) 퓌

론주의자는 인간을 미로로 안내하여 방향을 상실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작업에서 그들은 언제나 승리를 구가한다. 
그러나 퓌론주의자의 이런 승리는 퓌론주의와 결별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 인 계기를 마련해 다. 퓌론주의자는 인간이 완 한 어둠과 방

향 상실에 놓여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런 사태를 감당할 수 없

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구원을 바라며 신앙을 향해 몸을 

돌리게 된다. “높은 곳으로부터 구원을 애원하며 신앙의 권 에 복종

하도록 인간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한다는 에서 퓌론주

의는 아마도 가치를 지닐 것이다.”83) 퓌론주의자의 가치는 철학이란 

불만족스러운 안내자이고 따라서 그것은 기껏해야 의심으로만 인도할 

뿐임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기꺼이 퓌론주의를 버리고 신앙으

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퓌론주의자가 맡은 역할은 여기

까지이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길을 잃도록 만드는 통로이다. (
……) 이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런 결론은 이 안내자를 단념해야 하며 

좀 더 나은 안내자를 우리에게  수 있는 만물의 원인을 간구해야 한

다는 것이다.”84) 
인간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퓌론주의자의 역할이 끝난 후에도 퓌론주

의자가 계속 퓌론주의자이고자 한다면, 퓌론주의자와 신앙주의자가 타

82) P. Bayle, Historical and Critical Dictionary Selections, trans. by R. H. 

Popkin(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1), p.423.

83) 같은 책, p.194.

84) 같은 책,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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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여지는 별로 없게 된다. 왜냐하면 신앙주의자가 받아들이는 신앙

은 하느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품고 있는데, 이 진리는 철학 인 의심

과는 극단 으로 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일의 용어로 표 하자

면, “한 마디로 복음이 확립되어 온 것은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다.”85) 
이제 인간은 “퓌론주의의 논변에 의존한 철학  무지로 되돌아갈 것인

가 아니면 퓌론주의가 힘겹게 열어젖힌 신앙으로 도약할 것인가?”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신앙주의의 믿음과 퓌론주의의 의심 사이에는 어떠

한 간 지 도 있을 수 없다. 베일의 다음 진술은 인간이 신 앞에서

의 결단에 직면했음을 단 으로 보여 다.

우리는 신앙의 정 인 복음과 철학 가운데 하나를 필연 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86)

이것이냐 것이냐의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베일은 기꺼이 신앙을 선

택한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신앙의 복종에 속시킨다.”87) 신앙 앞

에서의 지성의 굴복이나 복종이야말로 신앙주의자임을 알려주는 표식

과도 같다. 그 지만 복음의 이런 선택은 이론 인 증명 과정을 통해 

정당화될 수 없다. 만약 논증의 차원에서 신앙 선택의 정당화를 시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바로 퓌론주의자의 반론에 부딪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진리이며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 은 감각이나 이성에 의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스

칼이 가슴을 내세웠다면 이제 베일은 계시를 제시한다. 

이로부터 철학의 법정이란 기독교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을 단하

는 데에 무능하다는 결론이 뒤따라 나온다. 왜냐하면 이 논쟁들은 계시

의 법정으로 보내져야 하기 때문이다.88)

85) 같은 책, p.435 참조.

86) 같은 책, p.429.

87) 같은 책, p.206.

88) 같은 책, 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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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의하면, 진리의 기 으로서의 계시를 수용하지 않는 한 신앙

과 련해서 퓌론주의자의 논변만큼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도 없

다.89) 진리의 기 을 정하는 재 소가 계시라는 것은 컨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가 철학  논증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신

앙을 향한 결단과 도약을 통해 참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퓌론주의자들이 신앙의 진리를 계시의 법정에 세우지 않고 철학

의 법정에 세운다면, 그것은 월권의 행사이다. 모든 삶의 역에서 퓌

론주의가 무차별 으로 철될 수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퓌론주의자의 

맹신에 속하는 것이다. 철학의 법정과 계시의 법정을 구별하는 베일에 

의해서 이제 하느님과의 면의 통로가 이론이 아니라 결단을 통한 도

약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스칼과 베일의 신앙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 좀 더 명확해진

다: 몽테뉴의 뒤를 이은 근세의 신앙주의자들은 인간의 무능력과 나약함

을 폭로하기 해 퓌론주의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을 

벗어난 지 에서 신앙의 자리를 마련한다. 퓌론주의를 통한 신앙주의에

로의 이러한 환은 ｢ 이몽 스 의 변호｣에서 이미 시사된 것이며, 이

후의 근세의 신앙주의는 이것을 반복하거나 변형하여 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앙주의자들은 아그리 의 것은 아그리 에게, 수 그리

스도의 것은 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학  증명을 

통한 신의 입증은 이미 퓌론주의자들에 의해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퓌론주의가 효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신앙의 왕국을 건설한다.

89) 같은 책, p.4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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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퓌론주의와 반퓌론주의 사이에서 

몽테뉴의 ｢ 이몽 스 의 변호｣는 근세의 퓌론주의와 련해서 몇 가

지 매우 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강조

되던 시 에 “어떻게 해서 신앙이 유지되고 번성할 수 있었는가?”를 해

명해 다. 신앙주의자들은 신앙을 해 단순히 무조건 인 계시나 가슴

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정치한 퓌론주의의 논변을 통해서 신앙의 진리

를 피력하 다. 말하자면 그들은 반이성 인 태도를 취하기는커녕 이성

인 논변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셈이다. 신앙주의자들은 퓌론주의 이론

의 력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하 기 때문에 이성의 공격에 

수세 인 입장에 몰리지 않았다. 정작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찾으려는 철학자들이 퓌론주의자들의 공격을 걱

정해야 할 이었다. 신앙주의자들은 그들 자신의 신앙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퓌론주의를 흡수하 기 때문에 신앙에 한 이성 인 의심에 맞

설 수 있었고, 퇴조하지 않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신앙주의자들은 퓌론주의를 통해 “신앙이 어떤 역에 

치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소한 

인식론의 지평을 떠나 삶의 차원에서 신앙을 바라보는 일이었다. 그

게 하기 해서 그들은 퓌론주의자의 논변형식들이 삶의 체 역에

서 철될 수 없음을 보이고, 퓌론주의의 토를 지식에 한정시켰다. 
이런 에서 신앙과 지식은 분열되었고, 양립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

게 되었다. 인간의 감각이나 지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에는 무나 

무력하다는 을 회의주의의 논변을 통해 입증하고 따라서 우리들 유

한한 인간은 월 인 자를 향해 결단해야 한다는, 몽테뉴와 스

칼과 베일을 거치며 확립된 신앙주의의 구조는 이후의 신앙주의자들에

게 매우 유효한 통으로 상속되었다.
신앙의 여지는 지식을 떠남으로써만 발생한다는 신앙주의자들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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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거꾸로 퓌론주의를 이론 으로 물리치려는 시도가 얼마나 지난한

가를 변한다. 믿음을 기어이 참된 지식으로 입증하려는 한, 그 믿음

은 퓌론주의자들에 의해 낱낱이 해체될 것임을 구보다도 신앙주의자

들이 잘 알고 있었다. 사실상 퓌론주의자가 자리 잡고 있는 이론  수

과 동일한 수 에서 퓌론주의의 논변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헛수고라

는 반성  제가 신앙주의에는 깔려 있다.90) 지식의 왕국에서는 퓌론

주의자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앙주

의자들은 신앙에서 돌 구를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향한 결단은 퓌론주의로부터 우리가 빠져 나올 길이 

무(全無)하다는 이 인식론 으로 밝 질 경우에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퓌론주의의 공격에 견뎌낼 수 있는 최소한의 인

식론  방어망이 가능하다면 신앙으로의 이행은 가슴이나 계시에 호소

하지 않고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 이몽 스 의 

변호｣는 퓌론주의에 한 종결 이 아니라 오히려 “퓌론주의에 한 

이론  응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본격 인 인식론  물음의 

장(場)을 펼쳐 놓은 것이다. 데카르트를 필두로 몽테뉴 이후의 근세 철

학자들은 퓌론주의가 더 이상 향을 미칠 수 없는 최후의 궁극 인 

지 을 인식론에서 확보하려는 작업에 매달렸다. 거칠게 말해서 근세 

철학은 퓌론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반퓌론주의자와, 퓌론주의

를 빠져 나가려는 시도란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 퓌론주의자 간에 벌

어진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 이몽 스 의 변호｣는 이 갈등의 

한 축을 담당하 고, 근  사상을 형성하는 주요한 동인으로 기능하 다.
다른 한편으로 신앙주의자들이 순수한 이론의 역에서는 퓌론주의

를 논박할 수 없고, 따라서 철학  의심이 미칠 수 없는 삶의 역과 

90) 알버트에 의하면, 의심할 수 없는 최후의 근거를 찾아냄으로써 퓌론

주의를 물리치려는 모든 종류의 작업은 오히려 퓌론주의의 논변에 

의해 독단주의로 명되고 만다. H. Albert, Treatise on Critical 
Reason, trans. by M. V. Rorty(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p.16-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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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퓌론주의의 도 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요한 시사 을 

던져 주고 있다. 나는 신앙주의자들이 “어떻게 퓌론주의와 한 

계를 맺을 것인가?”하는 난제 앞에서 해결을 한 하나의 철학  태도

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더 이상 철학  의심이 철될 

수 없는 역을 인식론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밖에서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으로 확실한 인식의 지 을 찾으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아그리 의 논변형식들은 원리 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에서 

｢ 이몽 스 의 변호｣의 의의는 단순히 퓌론주의와 신앙주의 간의 (
월 혹은 긴장) 계를 모색하고 신앙주의를 변호하는 데 그치지 않는

다. 나는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 그 지향 을 인식 안이 아니라 

인식 바깥으로 돌리게 한 측면을 간과한 채 신앙주의가 갖는 철학사  

의의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황설  / 원 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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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yrrhonism and Modern Fideism 

Hwang, Sul-Joong

It is now apparent that ancient Pyrrhonism was established as a 
permanent feature on the intellectual map of modern Europe at the 
time of Montaigne. The rediscovery and reassimilation of the Sextus 
Empiricus writing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philosophy, particularly through The Essays of Montaigne. 
This book made modern thinkers recognize the power of Pyrrhonian 
argumentation. Among traditional fideists, Montaigne was remarkable 
in the topicalization of philosophical ground in fideism employing 
ancient Pyrrhonian thought. Entirely depending on earlier Pyrrhonists, 
he showed why mankind could not know the real nature of things 
and thus had to adopt a position of faith. The Essays suggested that 
the question of “how the age of faith was coexistent in the so-called 
the age of reason” could not be sufficiently explicated without 
referring to Pyrrhonism. Above all, it pointed the way to solving a 
difficult philosophical problem, What is an appropriate relation to 
Pyrrhonism and how can we overcome skepticism? I suggest we 
cannot appreciate the philosophical significance of Montaigne’s 
thought unless we consider how he prompted modern philosophers to 
pay attention to the externalsof knowledge in responding to skeptical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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