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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외부 대상extemal object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표싱Tepresent해주는 관념idea에 의해서만 간접적으 

로 알려질 뿐이라고 보았던 근대인식론에서 관념이 표상하는 대상， 

즉 실재reality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다시 말해 관념이 표상하는 대상이 무엇이며 그 대상은 관념을 통해 

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등의 문제는 근대철학자들 모두가 

넘어야만 할 과제였다. 흉D. Hume은 『인성론』에서 이 실재의 문제 

를 일상인의 시각과 철학자의 시각이라는 이중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로크J Locke와 버클리G. Berkeley 등 기존 철학자들의 

선례에서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의 끈을 발견하고，1) 이 긴장을 

해소하여 일상적 믿음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흉에게서 일상적 믿음과 철학적 반성 사이의 긴장은 “마음에는 지 

각들 이외의 어떤 것도 현전하지 않으며 외부 대상들은 우리에게 오 

직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지각들에 의해서만 알려진다"(T67)2l는 언 

1) 로크는 철학적 반성의 편에 선 대표적인 인물로 실체로서의 물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초경험적인 어떤 것의 존재를 인정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 없다는 로크의 초월적 실재론은 경 
험론자로서 그의 입지를 흔들리게 하는 결과는 낳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버클 
리는 상식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지각하는 관념이 바로 실재하는 사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버클리의 주장 역시 개별적인 지각들을 모두 분리되 

고 독립된 존재라고 봄으로써， 상식을 되찾고자 하였으면서도 결국 상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2) 이하에서 r인성론』을 인용할 경우 약어 T를 표기한 후 쪽수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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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틀인 

다면， 우리는 지각을 불러일으킨 외부 대상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 

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이는 근대철학자들의 이중존재론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철학적 반성을 극도로 밀고 나간다면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을 상정하는 이중존재론 나아가 회의론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위의 흉의 언급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지각하 

는 것이 곧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성을 결여한 일상인의 민음 

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인의 믿음은 지각이 지각되지 않을 때에 

도 존재한다는 모순적인 문제를 해명하지 못하는 결함을 갖는다. 이 

에 대해서 흉은 “자연은 완강하며， 이성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전 

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이성도 자연을 기만할 가능성 

이 없다는 점에서 결백하다"(T215)고 말하며 자연， 즉 일상적 믿음 

과 이성， 즉 철학적 반성 모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이들 모두를 고려한 한 차원 높은 반성을 결과로서 제시하고자 하였 

다. 이렇게 흉이 우리의 자연적인 믿음을 통해서 외부 대상의 실재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회의적 실재론3)과 

경험적 실재론의 두 입장으로 나쥔다. 이 글에서 필자는 회의적 설재 

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재에 대한 훔의 진정한 입장이 경험적 실 

재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 

H 

먼저 회의적 실재론sceptical realism에 대해서 살펴보자. 스트로 

3) 회의적 설재론이라는 용어는 라이트J P. Wright가 그의 저서The Sceptical 
Realism 에 David Hume (Minneaplo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4) 
에서 사용한 말로， 대상에 대한 인식론적 정당화는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 

서 대상이 존재론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인식론과 

존재론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라이트는 “흉의 회의주의는 객 

관적 세계의 인정을 요구한다”라고 말한다 J P. Wright, “Hume's 
academic Scepticism: A Reappraisal of his Philosophy of Human 
Understanding ," in Critical Assessment, vol. 2, ed. by S. Tweyman 
(London: Routledge, 1995),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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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G. Strawson, 크레이그E. Craig, 플라지D. E. Flage 등의 뉴흉주 

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흉의 언급을 바탕으로 흉이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의 존재를 인정한 실재론자였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대상과 인상 사이의 종적 차이 specific difference를 가 

정 suppose해볼 수는 있지만， 결코 개념화conceive할 수는 없다.4)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들의 연계와 모순에 관해 형성하는 결 

론이 대상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가 대상들에 관해 이런 종류의 어 

떤 결론들을 형성하든지간에 이 결론들은 아주 확실하게 인상들 

에게 적용 가능하다 (…) 그 까닭은 논증의 근거가 되는 대상의 

성질quality은 적어도 마음에 의해 생각되어야만 하며， 만약 대상 

의 성질이 인상과 공통적이지 않다면 그 성질은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T241-242). 

이들은 위의 인용문에서 흉이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을 개념 

회-conceive할 수는 없지만 가정suppose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 

한 점에 주목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각과 대상이 종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개 대상이 지각과 종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대 

상이 심적인 지각과는 다른 존재 위상을 갖고 있어서 결코 지각으로 

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5) 다시 말해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은 결코 우리 마음에 나타날 수 없으며， 우리 마음은 지각 

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다. 어떤 것에 대 

한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지각에 주어져 

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지각을 통해서만 

우리 밖에 있다고 여겨지는 외부 대상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4) conceive(개념을 갖다， 개념화하다): 외부 대상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을 어 

떤 식으로든 반영해 주는 인상이 있어서， 우리는 그 인상을 통해서 대상에 대 

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suppose(가정하다): 외부 대상이 우리 지각과 종적으로 달라서 대상을 반영 

해 주는 인상이 없더라도， 우리는 대상이 우리 지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 
재한다고 가정(상상)해볼 수 있다 

5) 양선숙 r흠의 회의주의 연구J ，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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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각에 나타나지 않은 종적으로 다른 대상에 대 

해서 우리는 어떤 인상도 가질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결코 개념화 

할수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흉은 우리가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을 가정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상이나 관념을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존재한 

다는 것을 가정해볼 수는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가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것으로 가정된 대상에 관하여 추론을 행할 경 

우 이 추론은 인상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대상이 

우리 지각과 종적으로 다르게 가정되더라도 우리는 추론을 행할 수 

있으며， 더구나 그 추론은 인상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흉은 대상의 성질이 우리에게 생각되기 위해서는 

인상의 형태로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어떤 대상에 

있는 성질에 관한 모든 관념은 각각 인상을 거치며， 따라서 연관이든 

불일치든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관계는 각각 대상틀과 인상들 모두에 

대해서 공통적이어야 한다."(T243) 여기서 우리는 종적으로 다른 대 

상에 관한 추론이 인상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의 의미가 대상틀 자 

체에 대한 추론이 아니라， 대상들의 성질에 관해 이루어지는 추론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에 대해서 직 

접적인 추론은 불가능하지만 그 대상에서 비롯된 어떤 성질은 인상 

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각과 종적으로 다르다고 가정된 어떤 대 

상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곧 그 

대상에 귀속될 하나 이상의 기술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 흉 

은 이를 외부 대상을 “관계헝relative 없는 하나의 관계"(T241)로서 

생각하는 경우로 표현한다. 이 경우 스트로슨과 플라지는 다음과 같 

은 흉의 언급을 바탕으로 우리가 대상에 대한 관계적 관념relative 

idea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6) Ibid.,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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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대상들이 우리의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것으로 가정되었 

을 때， 우리가 외부 대상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장된 개념은 

그 관계되는 대상들을 파악comprehend하노라고 주장하지는 않으 

면서 대상들에 대한 관계적 관념을 갖는 것이다(T68). 

플라지는 이렇게 관계적 관념을 통해서 설명되는 대상을 러셀B. 

Russell의 기술이론theory of description에 대입시켜 설명한다. 그 

에 따르면， 물질적 대상에 대한 관계적 관념은 하나의 알려진 지각a 

known perception을 불러일으키는 한 존재자， 다시 말해 그 자신은 

지각이 아년 한 존재자를 정확히 끄집어 내야만 한다.7) 이러한 존재 

자를 그는 다음과 같은 정관사 기술로 정의한다. 

a가 의식되는 지각얼 때 이 a의 원인이면서 그 자신은 지각이 

아닌 존재자entity8J 

이와 같이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이 관계적 관념을 통해서 이 

끌어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며 회의적 실재론자들은 이 관계적 관 

념이야말로 흉의 철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지하 

다시피 홈에 따르면 대응 인상이 없는 관념은 무의미하고 이해불가 

능한unintelligible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외부 대상에 대응하는 인 

상이 없음에도 대상에 대한 관념을 버리지 않고 대상의 존재를 믿고 

살아간다. 스트로슨은 대상에 대한 일상인들의 이 믿음이 바로 관계 

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응 인상이 없는 관념이 무 

의미하다고 할 때의 대응 인상이란 지각으로 나타나는 대상의 인상 

을 가리킨다. 대상은 지각과 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지각 

에 나타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대상에 대한 적극적 관념 

positive idea9l은 부정된다. 그렇지만 대상이 지각과 종적으로 다르 

다는 가정 하에 우리는 관계적 관념을 통해서 외부 대상에 대한 믿 

7) D. E. Flage, David Hums's Theory 01 Mind (London: Routledge, 
1990) , p.44. 

8) Ibid., p.45. 

9) Ibid.,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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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갖게 된다. 말하자면 관념이론의 부정적인 측면이 관계적 관념 

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로슨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어떤 것에 대한 진정한 개념genuine conception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그것은 관념이론적 의미에서의 기술적 내용을 가져야 한 

다. 즉 그것은 직접적으로 인상에 기초하고 인상을 복사하는 내용 

을 가져야 한다. 이와 달리，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가정은 이러한 

내용이 없어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외부 대 

상이 있다는 자연적 가정natural supposition은 이해가능하고， 또 
한 참이다 10) 

즉 스트로슨에 따르면，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을 가정함으로써 

우리는 대응 인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관념을 통해서 대상 

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이들의 주장은 타당한가? 관념이론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 

며 그것을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에 대한 가정가능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틀의 주장은 얼핏 보기에는 꽤 설득력 있어 보인 

다. 그렇지만 이들은 개념화와 가정의 구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홉 

의 진정한 의도를 놓치고 있다. 흉은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을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바로 다음 단락에서 “일반적으 

로 말해서 우리는 외부 대상들이 종적으로 다르다고 가정하지 않는 

다."(T68)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뒤의 맥락을 생각해서 다음 

과 같이 읽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을 설 

령 가정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개념화할 수 없다. 즉 여기서 

개념화와 가정의 구별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더욱이 우리는 일반 

적으로 외부 대상이 지각과 종적으로 다트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외부 대상이 유발하는 지각들을 통해서만 외부 대상에 대해 

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부 대상이 우리 지각과 닮았다 

10) G. Strawson “David Hume: Object and Power" in Reading Hume on 
Human Understanding - Essays on the 11π t Enquirγ ed. by P. 
Millican (Oxford: Oxford Univ. Press, 2000), p.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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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며， 지각과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대상을 가정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가정은 모두 우리에게 나타난 지각들에 국 

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결국 우리에 

게 주어진 지각들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우리와 종적으로 다른 것으로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을 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 

문에 그러한 가정 하에서는 우리가 관계적 관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얻어진 관계적 관념을 토대 

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믿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 점을 간과하고 스트로슨은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을 가정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외부 대상에 대 

한 우리의 믿음은 관념연합의 원리association of ideas를 따르는 상 

상력imagination의 자연스러운 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생겨난 대상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지각과 상당 부분 닮아 있 

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지각틀을 토대로 이 믿음 

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각들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믿음이 지각과 전 

혀 다른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상은 자신의 모 

든 관념을 선행하는 지각에서 빌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각을 제외 

한 어떤 것도 표상할 수 없으며 만물을 지각과 유사하도록 만들 수 

밖에 없다."(T216l 그러므로 관계적 관념을 통해서 인식되는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이란 결코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과 같은 것일 수 

없다. 또한 흉의 관념이론은 관념연합의 원리라는 신비한 힘 때문에 

결코 부정적인 논변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를 무시하고 믿음을 관계 

적 관념으로만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회의적 실재론자들은 부득이 

관념이론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관념이론이 적용되는 영 

역을 아주 좁게 제한하였다 11) 더욱이 이들이 주장하는 관계적 관념 

역시 흉의 체계 내에서는 성립하기 힘든 것이다.12) 홈은 지각의 원 

11) K. P. Winkler, “The New Hume," in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6, 
1991, p.552 참조. 

12) 양션숙， Op. cit. ,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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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서의 대상과 지각 사이에 적당한 인과추론이 있다는 것을 부 

정한다. 우리가 하나의 존재로부터 다른 것의 존재를 이끌어낼 수 있 

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인과관계인데，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지 

각들뿐이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지각틀 사이에서는 인과관계를 관 

찰할 수 있지만， 지각과 대상 사이에서는 그 관계를 관찰할 수 없기” 

(T212J 때문이다. 

또한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역시 의문스럽다. 대상이 지각과 종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로 

크의 초월적 실재론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회의적 실재론 

은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체 모순을 내포 

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은 우리 경험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는 결코 인식 

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관계적 관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초월적인 대상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서인지 종적으로 다른 대상이 

우리에게 직접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대상의 어떤 성질만 

을 인식할 수 있고， 이 성질로 미루어서 대상에 대한 관계적 관념을 

가지고， 이 관계적 관념을 통해서 대상이 인식된다고 돌려서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지각에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대상의 성질이 어 

떻게 지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 

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설명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m 

다음으로 경험적 실재론sceptical realism에 대해서 살펴보자. 흉 

은 로크에 대한 버클리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 개념을 부정한다. 즉 버클리와 마찬가지로 흉에게서도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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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일 뿐이다. 대신에 그는 지각과 대상의 수적 차이를 인정함으로 

써， 철학적 반성 역시 만족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지 

각과 종적으로는 같지만 수적으로 다른 대상의 실재를 인정함으로써， 

올튼은 흉의 입장이 칸트1. Kant가 말하는 경험적 실재론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13) 특히 용튼은 앞서 논의되었던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문제 

가 되었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지 

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을 설령 가정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가정 가능성이 아니라 개념화 불가능성이다. 이러한 해석 하 

에 용튼은 흉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4) 

@ 마음에는 지각들 이외에 어떤 것도 현전하지 않는다(T67). 

@ 외부 대상들은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지각들에 의해서만 

우리 에 게 알려 진다(T67). 

@ 우리의 관념이나 인상과 종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개념을 갖거나，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T67). 

흉은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자체로도 명확 

한 사실"(T67)인 @과 @로부터 자연스럽게 @의 결론을 도출해낸 

다. 용튼은 이것이 바로 흉이 외부 대상의 실재 문제에 접근하는 기 

본 틀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서 흉은 외부 대상이 

우리 지각과 종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여타 철학 체계들을 비판 

하는 것이다. 이 틀에 따르면， 흉이 비판하는 고대철학자들의 실체개 

13) 올튼은 흉뿐만 아니라 버클리 역시 칸트적 의미의 경험적 실재론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한다. 대상을 우리 관념과 떨어뜨리지 않고 관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버클리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펼자 역시 버클리의 시도가 홈에 
게 와서 좀더 분명해지고 칸트에 이르러서 더욱 체계화되었다는 용튼의 주장 
에 동의한다. 그러나 버클리의 실재론은 위에서 지적했듯이 상식과 철학의 긴 
장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칸트적 의미의 이중존재론， 즉 
경험적 실재론과 초월적 관념론으로 해석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다 

14) ]. W. Yolton, Perception and Reality: A Historγ from Descartes to 
Kant (New York: Comell Univ. Press, 1996),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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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근대의 이중존재론은 모두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을 가정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감각에 나타나는 우유적인 어 

떤 것의 원인으로서 변하지 않고 독립적인 실체 개념이나， 외부 대상 

틀 속에 실재하는 제1 성질과 대상들이 우리 감각기관에 영향을 주 

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 제2 성질을 구분하고，15) 불체matter를 감각 

되지 않는insensible 물질입자로 설명하는 로크의 이중존재론은， 모 

두 외부 대상을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가정하는 입장이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대철학자들의 실체나 로크의 물체 모 

두 우리 지각에 결코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각과 종적으로 다 

른 위상을 지난 존재자이다. 

물론 흉이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을 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 

지는 않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체와 물체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가정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대철학자들이나 로크는 이러 

한 가정을 바탕으로 그와 같이 가정된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 

장하는 초월적 실재론의 입장에 선다. 흉은 이 점을 비판하며， 우리 

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지각들을 토대로 해서만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각과 종적으로 다르다고 가정된 대상이 실제로 존 

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보았던 회의적 실재론 역시 이 틀에 의해서 부정된다. 즉 

회의적 실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융 

가정할 수 있다는 홉의 말에 너무 경도된 나머지 그 대상이 실재한 

다고 믿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이 가능 

15) 로크는 제1 성질과 제2 성질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물체들의 제 1성질들 

에 관한 관념들은 그 성질들과 유사한 것들로서 그 유형은 물체 자체에 정말 

로 존재한다 그러나 제2 성질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생긴 관념들은 그 성질들 

과 어떤 유사성도 갖지 않는다" (]. Locke, An Essay conceming H uman 
Understanding, ed. by P. H. Nidditch (Oxford: Oxford Univ. Press, 
1975), Book IT , ch, viii, S 15) 그런데 이렇게 제2 성질이 물체의 성질과 전 
혀 상관없는 지각에 불과하다면， 결국 우리는 실재적real이고 지속적 

continu’d이며 독립적인independent 폰재에 대한 어떤 개념도 가질 수 없다. 
제 1성질 역시 결국에는 제 2성질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홈은 
“근대철학은 우리에게 정당하지도 만족스럽지도 못한 견고함solidity의 관념， 
즉 물체matter의 관념을 남겨 두었다"(T229)고 비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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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 

는 대상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결코 알 수 없다. 흉의 말 

마따나 “우리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간주되는 외부 존 

재라는 견해notlOn는 불합리"(Tl88)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 대상 

은 보아지고 느껴지며 마음에 현전한다"(T207)라는 흉의 언급은 흉 

이 대상을 우리 지각에 나타나는 것 즉 지각과 종적으로 같은 것으 

로 보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 개념이 불합리하다고 

하면서도 용튼은 홈을 실재론자로 해석하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종적 차이의 부정이 수적 차이의 존재까지 배제하지는 않기 

때문에，l6) 다음과 같은 언급을 근거로， 흉이 지각과 종적으로는 같지 

만 수적으로 다른 대상의 실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외부 대상들이 종적으로 다르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대상들에 게 다른 관계들relations 

과 연관들conneXlOns과 지속들durations을 부여할 뿐이다(T68). 

인용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흉은 외부 대상이 우리 지각과 종 

적으로 같으며， 우리는 단지 지각과 대상에 서로 다른 관계， 연관， 지 

속 등을 부여할 뿐이라고 말한다. 용튼은 이 서로 다른 관계， 연관， 

지속 등이 바로 지각과 대상의 수적 차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지각과 대상은 종적으로 같아서 서로 유사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동일성， 지속성， 구별성 등의 측면에서 수적인 차이 

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종류이며， 관념과 대상 간에는 수적인 차이만이 존재한 

다 17) 이렇게 지각과 대상의 종적 동일성specific identity과 수적 차 

이성numerical difference을 드러냄으로써 흉은 한편으로는 지각과 

16)]. W. Yolton, Perceptual Acquaintance from Descartes to Reid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1984), p.149. 

17) ]. W. Yolton, Perception and Reality: A History from Descartes to 
Kant (New York: Comell Univ. Press, 1996),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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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다른 대상을 주장하는 철학자틀의 체계를 부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각과 대상이 아주 동일하다고 여기는 일상인들의 체계 

역시 부정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 체계와 관련하여 흉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지각 

뿐이라는 이유로 지각이 곧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소박한 실재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각과 대상 간에는 수적인 차이가 엄연히 존재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소박한 실재론은 우리 지각의 모든 활동 

에는 어떤 심적인 요소가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18)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각이 곧 대상이라는 일상인들의 

믿음이 오직 마음에 나타난 지각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유사한 지각들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그것만으 

로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여기에는 관념연합의 원리와 

상상력의 작용이 필요하다. 흉은 이 관념연합의 원리와 상상력을， 우 

리에게 주어진 지각에서 보이지 않는 대상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 즉 일종의 정념으로 보았다. 다시 말 

해， 지각은 지속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 

문에， 지각 그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 지각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동반하는accompany 어떤 느낌，19) 즉 지각에서 대상으로 넘 

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성향propensity， 이것이 바로 대상의 존 

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0) 그리고 이때 대상은 지속적이고 독립 

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상인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각하는 것이 곧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될 뿐이다. 

이와 같이 대상이 지각과 종적으로는 같지만 수적으로 다른 것으 

로서 실재한다는 용튼의 해석을 거울삼아 필자는 이것이 바로 일상 

18) Ibid., p.134. 
19) Ibid., p.162 
20)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흉의 언급은 눈여겨볼 만하다. 

(…) 외부 대상들은 보여지고 느껴지며 마음에 나타난다. 다시 말해 그 외부 

대상들은 연관된 지각들의 더미heap에 대해 어떤 관계를 획득하는데， 이 관계 
는 현재의 반성reflexions과 정념passions에 의해 지각들의 수를 증대시키고 
기억에 관념을 축적시킬 정도로 지각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T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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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자연적 믿음과 철학자들의 이성적 반성을 서로 조화시키고자 

흉이 제시한 참된 철학자의 체계임을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 통 

해서 일상인들의 견해가 근본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믿고， 이 견해를 

철학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한21) 흉의 의도가 비로소 실현되었다는 것 

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해석이 어떤 식으로 일상적 믿음과 철학적 

사고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자. 흉에 따르면， “현전하 

는 모든 대상은 필연적으로necessarily 존재해야 한다."(T67)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대상은 그 자체로 실제로 존 

재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얻게 된 지속적 대상이라 

는 믿음은， 흉의 표현대로 전적으로 허구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실 

재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에이어A. J. Ayer 

역시 존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존재하는 것으로 인 

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흉이 결과적인 대상을 허구라고 상 

정한 것을 문제 삼는다.22) 그러니까 자연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 

게 경험된 대상이 곧 홈에게서는 실재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대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곧 실재하는 대상이라는 견해 

는 칸트의 경험적 실재론을 떠오르게 한다. 믿음이 대상의 존재와 그 

것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순수감성형식과 순수지성형 

식이 대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칸트의 설명과 주관주의라는 측 

면에서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올튼 역시 이 점을 주목하고， 대 

상에 대한 흉의 분석이 매우 칸트적인 분석이라고 보고 있다.23) 다 

른 한편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 개념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보 

여준， 경험을 념어서지 말자는 흉의 의지는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과 

연결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홈의 실재론을 칸트의 실재론과 연결시 

킴으로써， 올튼은 실재 문제에 대한 칸트의 해결 방안이 흉에게서 이 

미 마련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칸트의 경험적 실재 

론과 초월적 관념론의 단초가 이미 흉에게서 발견되고 있었으며， 이 

21) ]. W. Yolton, Perception and Reality.’ A Historγ from Descartes to 
Kα1t (New York: Comell Univ. Press, 1996), p.63. 

22) A. ]. Ayer (서정선 옮김)， ~흉의 철학.1， 서울 서광사， p.74 참조. 

23) Ibid., p.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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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홈과 칸트가 기존의 철학자틀， 특히 로크와의 대결 속에서 이룩 

해낸 새로운 업적이라는 것이다. 이 업적은 물론 상식과 철학의 조화 

를 의미한다. 그러면 흉과 칸트의 실재론을 동일한 시도로 보고 있는 

용튼의 해석을 좀더 따라가 보자. 올튼에 따르면， 대상과 관련한 흉 

의 설명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이중존재론이 나타난다. 

하나는 칸트가 비판하는 초월적 실재론으로서， 경험의 세계와 

경험 너머의 세계를 구별하는 이중존재론이다. 다른 하나는 두 세 

계가 같은 종류이면서 수적으로 다르다는 이중존재론으로， 이것은 

칸트가 주장하는 경험적 실재론이다 24) 

경험의 세계와 경험 너머의 세계를 구별하는 첫 번째 이중존재론， 

즉 초월적 실재론은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의 존재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홈과 칸트 모두에게서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인성 

론』과 『탐구』의 많은 부분에서 궁극적 인 원인ultimate causes, 알 

수 없는 원천secret springs 등의 표현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흉이 

일걷는 초월적인 어떤 것으로 말하자면 칸트의 사물 자체Ding an 

sich를 가리킨다. 흉은 우리 밖에 어떤 것이 우리 관념의 원인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지각과 종적으로 다른 

대상에 대한 가정이 가능하다는 흉의 언급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 

렇지만， 지금까지 눈여겨보았듯이， 가정 가능성이 그것의 존재를 함 

축하지는 않는다. 우리 지각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것， 지각의 원인 

이라고 가정되는 어떤 것은 가정은 될지언정 그것이 정말 존재하는 

지， 어떤 모습인지 등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통찰 

하에 그는 감각인상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감 

관에서 유래하는 인상들의 궁극적 원인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완전 

히 해명될 수 없으며， 그 인상이 대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하는 

지 또는 정신의 창조력에 의해서 산출되는지 또는 우리의 조물주로 

부터 유래하는지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 

다."(T84) 흉이 이렇게 경험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 수 

24) Ibid., p.l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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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잘라 말한 점，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넘어가지 말자고 주장한 

점은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 즉 지각에 

대한 것일 뿐이다. 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흉과 칸트 

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각각 다음의 

인용문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대상들의 설재 본성과 작용에 관한 연구 없이 감각에 현상하는 

대상들에 고찰을 한정하는 한，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며 

결코 어떤 문제에도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가 감각에 나 

타나는 대상들을 멈어서 탐구해 가면， 나는 우리의 결론이 대부분 

회의주의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찰까봐 두렵다(T63Sl 

그러므로 초월적 관념론자는 경험적 실재론자이며， 그는 현상 

으로서 물질에， 추론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현실성을 

인정한다. 이에 반해 초월적 실재론은 필연적으로 곤경에 빠져 경 

험적 관념론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이 이론은 

외감의 대상들을 감관 자신과는 구별되는 어떤 것으로， 한낱 현상 

들은 우리의 밖에 있는 독자적인 존재자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두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묻틀에 대한 우리의 표상을 

제 아무리 잘 의식한다 해도， 표상이 현존한다 해서 그에 상응하 

는 대상도 현존한다는 것이 조금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체계에서는 이 외적인 사물들， 곧 물질은 그것의 일 

체의 형태와 변화들에서도 다름 아닌 한낱 현상들， 다시 말해 우 

리 안의 표상들이고， 그것들의 현실성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의식 
하는 바다 25) 

두 번째 이중존재론， 즉 종류는 같으면서 수적으로 다른 두 세계 

를 인정하는 이중존재론은 흉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 

로 유사하지만， 수적으로 다른 지각과 대상이라는 이중존재는 모두 

우리 감각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며， 지속성과 독립성 등 

25) 1. Kant, Kritik der reinen Vernu따. hrsg. von R. Schmidt (Hamburg: 
Felix Meiner, 1956), A36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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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에서 서로 수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지각과 대상이라는 두 

존재는 모두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종적으로 같은 존재， 말하자면 

관념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며 우리 안에 존재하는 현상 

Erscheinung이 바로 설재하는 객관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칸트의 

의견과 서로 통한다. 칸트의 대상 인식을 흉식으로 분석해본다면， 지 

각은 경험적인 직관， 즉 순수감성형식인 시 · 공간상에 주어진 현상을 

가리키며， 대상은 이 지각이 순수지성형식인 범주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에게 인식된 현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들 모두 우리 

마음속에 표상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종적으로 같은 존재이다. 이렇 

게 지각과 대상이 종적으로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견해는， 우리가 바라 

보고 있는 것이 곧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일상인들의 믿음을 옹호해 

준다. 일상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지각과 대상이 동일하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지각과 대상의 종적 동일성 때문이라 

는 것이다. 

그러나 지각과 대상은 엄밀히 말해서 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두 존재라는 철학자들의 이중존재론은 유지 

될 수 있다. 흉은 이렇게 엄밀히 수적으로 다른 지각과 대상이라는 

두 존재가 일상인들에게서 하나의 존재로 인식되는 과정을 관념연합 

의 원리와 상상력에 의해 생겨나는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각에 

서 대상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 즉 상상력이 이 수적인 

차이를 메우고，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대상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한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흉에게 있어서 대상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식주관자의 성향에 의해서 생겨난 자연적인 믿음이다. 

이처럼 믿음이 대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관주의적 설명은 칸트에게 

와서 더욱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난다. 칸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적인 직관， 즉 질료가 우리 안에 선험적으로 구비된 형식에 의해 

서 종합되고 통일됨으로써 대상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며， 이러한 인 

식의 과정이 또한 대상의 존재를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러 

니까 감성의 수용성에 의해서 주어진 감각이라는 질료는 시공간이라 

는 순수감성형식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질서 지워지며， 이것은 다시 

범주라는 순수지성형식에 의해서 종합되어 하나의 대상으로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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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인식되는 것이다. 칸트는 이 과정에서 선험적으로 주어진 시공 

간과 범주가 바로 경험적 인식， 곧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고， “동시에 경험의 대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다"26)라고 강조 

한다. 다시 말해 우리에 대한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그러그러하게 

인식하는 한에서만 그러그러하게 규정된 대상이며， 따라서 우리의 경 

험적 사물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재하는 세계의 사 

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인 것이다.27) 

흉과 칸트의 대상 인식에 관한 설명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공 

통점은 상상력과 초월적 주관transzendentales Subjekt의 작용이다. 

흉에게서 상상력은 관념연합의 작용 원리로서， 이를 통해서 단속적이 

고 불규칙하게 주어지는 지각들이 하나의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인식 

된다. 또한 칸트에게서 초월적 주관은 선험적인 형식들의 통일 원리 

로서， 이를 통해서 한갓 잡다로서 주어진 감각질료가 경험적인 대상 

으로 우리에게 인식된다. 결국 흉에게서는 상상력이， 칸트에게서는 

초월적 주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각으로부터 대상을 인식할 수 있 

게 해주는 궁극적 근거ultima ratio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흉에 게 

있어서 상상력에 의한 자연적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각으로부터 

대상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며， 칸트에게 있어서 초월적 주관은 대상 

의 인식 조건과 대상의 존재 조건의 필연적 일치를 보증함으로써 우 

리의 내적 현상[지각]으로부터 우리의 외적 현상[대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흉과 칸트에게 있어서 관념과 대상의 구별은 의식 

awareness 내에서의 구별이다.28) 이렇게 새로운 시각의 이중존재론 

에 의해서， 흉과 칸트는 모두 수적인 차원에서 서로 구별되는 관념과 

대상이라는 철학적 이중존재론을 유지하면서도， 그것들이 종적으로 

같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종류라고 봄으로써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보는 일상인의 믿음 역시 보존해준다 29) 그리하여 일상적 

26) Ibid., A158=B197. 
27) 백종현， Op. cit. , p.321. 

28) ]. W. Yolton, Perception and Reality: A Hist01γ from Descartes to 
Kant (New York: Cornell Univ. Press, 1996), p.182. 

29) Ibid.,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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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철학적 사고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30) 이것 

은 시각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 밖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의 관념 

으로부터 인식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kopernikanische Wendung에 의 한 값진 결과이 다. 

이렇게 믿음， 즉 인식이 대상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관주의 

적 측면에서 용튼은 흉과 칸트의 실재에 대한 입장을 통일한 입장으 

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펼자 역시 이와 같은 용튼의 해석에 동 

의하며， 흉과 칸트의 대상 인식에 대한 분석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이것이 자연적인 믿음과 철학적인 반성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 

운 철학자의 체계임을 보였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실재에 대한 흉 

과 칸트의 설명을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흉에게서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력의 작용은 수없이 반복되는 경험 

을 통해서 생겨난 일종의 습관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칸트에게서 대 

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인 순수감성형식과 순수지성형식은 

초월적 주관에 의해서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선험적인 근원을 

가진다. 즉 대상 인식의 과정이 홈에게서는 경험에 의해서， 칸트에게 

서는 선험적인 조건에 의해서 도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칸트는 우리 

에게 인식된 대상이 보편타당한 객관적 진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하지 

만， 흉에게서는 이 보편타당한 진리라는 개념이 성립되기가 힘들다. 

경험이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그것은 항상 예외의 가능성을 가지므로 

필연적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주목한 칸트는 흉의 

주관주의적 시각을 받아들이면서도 경험적 도출이 아닌 선험적 도출 

에 의존함으로써， 보편타당한 진리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다페 그러나 이와 같은 칸트의 진리개념은 결국 대상의 존재를 믿 

30) 이와 관련하여 흉은 『인성론』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 종속적인 우리 지각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가셜은 이성 

을 만족시킨다 동시에 대상이라는 다른 어떤 것에 지속적 존재를 귀속시킬 
때， 그 가설은 상상력에도 부합될 수 있다. (T215) 

31) 이러한 칸트의 입장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 ... ) 저 유명한 로크는 이 [선험적 개념만이 객체와 펼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을 간과해서 지성의 순수 개념들을 경험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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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설명한 흉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동시에 그 경험의 대상들 

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다"32)라는 말로 표현되는 칸트의 코페르 

니쿠스적 전환의 단초가 이미 흉에게서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W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일상인의 믿음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하 

고자 한 흉 설재론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것은 지각과 대상이 모두 

우리에게 인식된다는 점에서 종적으로 동일하지만 수적으로 다르다 

는 새로운 이중존재론으로서 칸트적 의미의 경험적 실재론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믿음으로 대상을 설명하는 흉의 주관주의적 입장이 인식 

론이 존재론이라고 말하는 칸트의 경험적 실재론과 동일한 시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흉은 경험에 의해서， 칸트는 

선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상 인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서， 엄밀히 말해서 이 둘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전통 

형이상학에서의 존재의 문제를 인식의 문제로 끌어내린 칸트의 엽적 

경험에서 이끌어냈고， 그럼에도 모든 경험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 인식들을 얻 
으려고 모험할 만큼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했다. 데이비드 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개념틀이 선험적인 근원을 가져야 함을 인정은 하였다. 
그러나 흉은， 지성이 그 자신 지성 안에 결합해 있지 않은 개념들을 대상 안에 
필연적으로 결합해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전혀 설명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어쩌면 지성이 이 개념들을 통해 그 자신， 

대상들과 만나는 경험의 창출자일 수도 있겠다는 착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개념들을 경험에서 도출하였고， (즉 경험에서의 빈번한 연합 

에 의해 생겨난 주관적인 것임에도， 마침내는 그릇되게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 
되는 필연성， 다시 말해 습관으로부터 도출하였고)， 그러나 그는 이로부터， 이 

개념들과 이 개념들이 제공하는 원칙틀을 가지고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다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착상했던 경험적 도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학문적 지식， 

곧 순수 수학과 보편 자연과학의 현실과 서로 맞지 않으며， 그러니까 사실에 
어긋난다. (B127) 

32) Ibid., Al58=B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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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국 홉에게서 시작된 시각의 전환 즉 일상인의 믿음을 철학적으 

로 체계화하고자한 시도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대 

상을 믿음으로 설명한 흉의 주관주의적 시도가 칸트 초월철학에서 

경험적 실재론으로 탄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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