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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와 기계적 철학

16-17세기 유럽: 지식의 위기
기존권위의추락과대안의부재
회의주의와신비주의적조류의확산

전통과의 결별이 필요!

“지금까지의철학은무가치하므로
더나은설계도로모든것을다시정립하고, 
올바른기초위에서과학, 기술, 인간의
모든지식에대한총체적인재건축을해야한다. 
… 단지그방법밖에는없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

데카르트(1596-1650)
확실한지식의존재재확립
기계적철학의비전제시

1. 회의주의 극복
체계적의심(방법론적회의주의)을통해!

의심할수없는것으로부터지식의체계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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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의심하고 남은 것
“나는생각한다. 그러므로나는존재한다.”

생각(의심)하는나의존재는의심할수없음!

의심하는나의존재로부터신과세계존재증명
신의 ‘완전성’으로부터세계의작동법칙유도

《방법서설및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 (1637)

2. 감각 경험 분석
감각과감각을일으키는대상의분리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사과가 ‘빨강’이라는속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아님!

감각적 특징이 제거된 대상
공간을차지하고있는무색무취의물질

그렇다면 열은? 3. 목적론과 신비주의 극복
물질에서목적과능동성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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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무겁다는게무슨뜻이냐고묻는다면, 그
들은지구의중심으로가려고하는노력이라고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사물이아래로내려가는원인은
내려가려고하는노력이라고말할것이다. 몸이내려
가고올라가는것은그러려고하기때문이라는것은
마치… 돌과쇠붙이가욕망을가지고있거나혹은사
람처럼그것들이있어야할자리를식별한다는얘기
와마찬가지이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자연≒거대한 자동시계

“나는물리적원인에대해많은연구를했다. 
그목적은우주라는기계가살아있는성스러운
존재가아니라시계와비슷한것임을보여주는
것이다.”

--케플러(Johannes Kepler, 1571-1630)

스트라스부르크대성당의거대한천문시계 (1574년완공)

시계 : 시계공 = 우주 : 신

시계의규칙적인작동 : 숨겨진메커니즘
||

자연의규칙적인작동 : 숨겨진메커니즘 기계 비유의 설득력
겉보기의생명력 vs. 사실상의인공물
복잡하지만완벽하게이해가능
자연역시마찬가지로이해가능!

Digesting Duck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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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마치 기계처럼 생각하라!
“시계, 그리고이런종류의다른기계들은비록
사람이만든것이기는해도그렇다고그것들이
각자의방식으로스스로움직이는힘이결여된
것은아니다.” 어째서인간의호흡과소화, 운동, 
감각에대해서는시계, 분수대, 제분기의운동을
설명하는것과같은방식으로설명하지않는가?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

기계적 철학의 기획
자연에서감각적특징과능동적속성제거
자연현상 = 수동적물질 + 기계적운동의결과

4. 대안적 세계 체계 구성
아리스토텔레스에버금가는포괄적이론체계추구
세계와인간의작동, 감각에대한일관된(?)설명

《세계》 (1633/1664)
기계적세계관철저하게적용
1부 –빛과우주 / 2부 –인간

물질로 가득 찬 공간
불의원소 / 공기의원소 / 흙의원소

세원소는크기와모양의차이만있을뿐!

뜨거움/차가움, 건조함/습함의성질없음.

원소마다선호하는장소가있는것도아님.

복잡한 현상은 어떻게?
물질입자들의운동과상호밀어냄에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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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자연에 부여한 세 가지 법칙

1. 모든물체는다른물체가충돌해서상태를변화
시키지않는한, 항상동일한상태를유지하려고
한다.

2. 한물체가다른물체를밀때자신의운동을잃지
않는한다른물체에운동을줄수없다. 또한자
신의운동이증가하지않는한, 다른물체에서운
동을빼앗을수도없다.

3. 물체가움직일때물체를구성하는각각의부분
들은직선으로운동하려는경향이있다.

소용돌이 우주
여러태양계의존재
제1원소 –태양(항성)

제2원소 –하늘(공기)

제3원소 –행성과혜성

빛은?
제1원소의격렬한회전이제2원소에의해전달된것

행성들은 왜 공전하는가?
행성 –제2원소의흐름을따라움직이는제3원소
무거운행성일수록바깥궤도를회전. 왜?

혜성 – 태양계를 넘나드는 행성
직선운동경향이매우큰무거운행성일경우가능

지구는 왜 자전하는가?
지구양편의제2원소의속도차이에의한지구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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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멩이는 왜 떨어지는가?
소용돌이운동을하는물질입자들중에서
상대적으로원심적효과가작은물질들에

미치는겉보기현상 – ‘Gravity’
조수는 왜 발생하는가?

달에의한압력으로바다가양옆으로밀려나는현상

빛이 프리즘이나 물방울을 통과하
면 색깔이 나타나는 이유는?
빛이매질을지나면서회전속도의차이발생
그회전속도의차이가색깔로나타나는것

자석은 왜 서로 잡아당기는가?
너트형구멍이있는자석과볼트형미립자들의운동

인체는 자동인형 인간 = 정신 + 육체(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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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 요약
회의주의극복

물질에서감각적특징, 목적론, 신비주의제거
물질+운동을통해수많은현상설명시도

많은경우조악한설명에그쳤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뛰어넘는자연철학의가능성제시

당시유럽사회에엄청난영향력행사
그가능성을진리로바꾸는일은뉴턴의몫

다음주 읽을거리와 질문

• 데카르트, 《세계》 1-2장, 4-8장.

– 감각과감각을일으키는대상사이에유사성이없다는
점을어떻게논증하는가? 데카르트가둘의차이를강조
한이유는무엇일까?

– 데카르트에게열이란무엇인가?
– 데카르트는자연법칙의존재및각각의법칙들을어떤
근거로정당화하는가? 

– 기적에대한데카르트의입장은무엇이며, 그런입장을
취하는이유는무엇일까?

– 직선관성의법칙이부여된물질들에의해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이유는무엇이며, 각원소마다위치의차이
가만들어지는이유는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