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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정신병리론과 철학상담의 가능성 모색
권오상 (건국대)

Ⅰ. 서론
칸트의 철학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한 경우는 많지 않다. 1990년 키쳐(Kitcher)가 『칸트의 선
험심리학』(Kant's transcendental psychology)을 출간한 것이 최초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
런데 최근 영국에서 『칸트의 경험심리학』이 출간되었다. 그것은 칸트의 철학을 경험심리학적
으로, 그리고 정신병리학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칸트 철학의 이해 범위를 상당히 넓힌 저작
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것은 칸트의 철학을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칸트의 철학은 심리학의 분류에 따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지심리학에 가깝다고 생각된
다.

지각, 범주, 개념적 사고, 형태재인, 지식표상, 기억, 추론, 판단 등 인지심리학1) 에서 다

루어지는 학문적 내용들은 칸트의 철학에서 발견되는 개념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 물론 현대
의 인지심리학은 경험과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칸트의 철학적 개념들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 근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통분모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칸트의 철학은 현대의 인지치료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인지
적 정서치료를 개발한 엘리스(A. Ellis)는 그의 저서에서 칸트 저작의 인식과 관념작용의 힘에
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다.2) 또한 현대의 인지치료를 개발한 아론 벡(A. Beck)의 이론
을 살펴보면,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견해에 칸트의 철학이 기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인지도식(schema)이나 인지적 구조(cognitive structure)등의 개
념에서도 칸트 철학적 요인을 발견해 볼 수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 정서치료나 인지치료는 정신장애가 드러나는 심리학적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론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인지적 정신장
애가 발생하는 정신병리학적 설명은 미흡한 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그러한 인지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심리학적이고 정신병리학적 측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논자는 그것을 특히 최근 연구된 프라이어슨의『칸트의 경험심리학』4)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저작은 인간 행동과 인간 인식에 대한 칸트의 경험적 설명과 인간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칸트의 경험적 설명을 다루고 있으며, 인간의 편견과 정신장애에 대한 인지적 결
함과 정서 및 의지에 관한 자유의지의 결함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편견과 정신장애에 대한 인지적 결함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정서적 의지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다음 논문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칸트가 정신병리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의 §45-53의 내

1)이 정모 외 저, 『인지심리학』, 학지사, 2009, 15-21 ; 존 로버트 앤더슨 지음, 이영애 옮김, 『인지심리
학과 그 응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10-14
2) Albert Ellis, W. Dryden, The Practice of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97, 2. 엘리스가 칸트 철학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서 감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3) 권석만 저,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학지사, 2012, 239~243
4) Patrick. R. Freierson, Kant's Empiric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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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에 대한 고찰에서 칸트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은 현대의 정신병리학에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논자는 그 개념들을 최대한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적 개념에 가깝게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Ⅱ. 편견에 대하여
1) 편견의 개념
우리는 칸트의 편견 개념을 몇 가지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우선 그 하나는
편견이 일종의 유예와 관련된 것으로서 임시적 판단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칸트는 편견(Präjudicium)이라는 말이 다음과 같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첫째, 잠정적인 판단(vorläufiges Urtheil)은 아직 실제적인 편견(wirckliches Vorurtheil)
은 아니다. 둘째, 다음의 예는 실제적인 편견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
나기 이전에 그 사람의 글을 높이 평가한다면, 이것은 아직 본래적인 편견(eigentliches
Vorurtheil이 아니나, 이성이 잘 알려진 근거에서 어떤 것을 추론한 것으로서 다만 잠정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5)
그런데 이 문장이 갖는 의미는 매우 불명료해 보인다. 그래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
하므로써 편견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편견은 어떤 것에 대해서 참되게 판단하는 것
이 아니고, 단지 어떤 사실(Sache)에 관한 얼마 안되는 적은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표상하는 것이다.”6)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아직 독단(Dogmatisch)이 아니며, 일종의 유예(지
체;Aufschub)와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거짓 판단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일반적 원리로서 받
아들여질 수 있는 임시적 판단이다.

7)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칸트의 편견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인식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서, 혹은 인식의 주관적 근거가 되는 주관적 성질들
(Eigenschaften)에 대한 인식으로서 우리에게 발생한다. 모든 숙고 앞에 놓인 진리를 선취하
는 주관적 근거(Ein Subjectiver Grund des Vorwahrhaltens)는 오성의 필연적 작용을 위한
것이자, 유용한 작용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그것을 편견(선입견, VorUrtheil)이라 부를 수
있다.”8)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편견이 인식의 주관적 근거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편견은 원칙적
으로 이성의 메카니즘(심리과정)이며, 그것은 객관적으로 간주되나 주관적 원인에 기인하는 판

5) Kant's Vorlesung über Logik, BandⅠ, (Kant's gesammelte Schriften Band XXIV,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1966), 161 (이하 Logik으로 표기)
6) Logik, 161
7) Patrick. R. Freierson, Kant's Empiric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2014), 190
8) Logik,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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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위한 원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 근거는 오성에 놓여 있고, 주관적 원인은 모두 감
성에 놓여 있는 것으로 편견의 원천은 주관적 원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견은 거짓된
객관적 근거를 유지하며 원리의 자리에서 작용하고, 그래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9) 여
기에서 그러한 편견의 기능은 잘못된 판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추론을 만드는

원리(principles)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10)
이와 같이 편견은 주관적 근거에서 나온 판단의 원칙으로서 그 모든 근거는 주관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판단은 어떤 것이 나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지 대상(Gegenstand)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모든 판단의 근거는 반드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객관적 근거는 주
관적 원인과는 대립되는 것이며, 나는 그 근거에 의해 어떤 보편적인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
런데 주관적인 원인에 의한 판단은 사람의 특정한 상태에 작용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다.11) 그러므로 편견의 근원은 주관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는 것
으로 잘 못 간주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오성은 잘못 안내되며, 주관적 근거를 갖는 것을 객관
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성의 간섭에 의한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12)

2) 편견의 원인
그렇다면 인간의 인식에서 그러한 편견이 나타나는 원인이자 원천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칸
트는 그러한 편견의 세 가지 원천으로 모방, 습관, 그리고 경향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원천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편견에 의해서
진리(Wahrheit)는 매우 자주 거추장스러운 어떤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13) 그러한 편견의
원인에 대하여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모방(Nachahmung)은 인간 오성의 확장적 탐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것은 다른 본보
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방하여 확장된다. 그래서 모방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한
어떤 것을 진리로서 선취하는 근거가 된다.14)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는 그의 감수성에 생긴

첫 인상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알다가 나중에는 보다 크고 중요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전부터 그러한 것으로 간직하게 된다. 여기서는 숙고(Überlegung)하는 것
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장된 어떤 것을 분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를 정말 숙고함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유약한 어린시절에 잘못
된 개념과 상(像, Bilder)을 표상하도록 가르쳐지게 되며, 나중에 이러한 것은 그 아이의 상상
력이나 구상력에서 전혀 제거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갖게 된다.15)
9) Logik, 863-865
10) Freierson, 191
11) Logik, 864
12) Logik, 866
13) Logik, 167
14) Logik, 864, 칸트는 이러한 모방이 무지한 사람, 어린아이, 그리고 비천한 사람에게 많이 발견된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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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습관(Gewohnheit)은 편견의 두 번째 근원으로서 모방이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
는 것과 같이 습관은 나이든 사람들이 더 강하다. 습관의 편견은 시간의 길이만큼 간직될 수
있다.16) 습관은 많은 해로운 편견의 매우 풍부한 원천이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의 행동
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시행하게 되면, 보다 잘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한번 습관화되면, 결국
연속된 시간과 함께 필연적인 방법을 알게 된다. 칸트는 습관을 유행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유행이 갖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은 칭찬할만하고
좋은 것이나, 그것은 언제나 이전에 하던 대로 참고 견디며 하는 것이어서 내적으로는 바보가
되지만 외적으로는 유행이 된다. 그래서 유행에 따라 다시 판단하고, 결론짓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전혀 사려가 없다는 증거다.”17)
셋째, 경향성(Neigung) 혹은 편벽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조사하기 이전에 이익이 되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다.18) 경향성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 마음의 성향(Disposition)이며, 아주
매혹적인 것으로서 이런 저런 사실(사태)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며, 사람들의 특수한 이해관계나
특별한 관심과 얽혀 있다.19) 경향성은 사람들의 판단의 원인이자 근거가 되며,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은 것, 만족스러운 것, 온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경향성은 어
떤 것이 우리에게 만족스럽고 우리의 취향에 맞는 것이라고 우리를 자극한다.
경향성이 유발되면 우리는 항상 어느 한쪽 측면에서 증거를 찾고 고찰하게 된다. 그리고 우
리는 단지 그 측면에서만 그것이 그러한 것이기를,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래
서 다른 측면, 즉 반대편에 주어질 수 있는 가능한 충분한 근거를 전혀 조사해 보지 않게 한
다. 여기에는 오성과 마찬가지로 이성의 법칙이 부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는 어
떤 숙고도 있을 수 없으며 단지 감각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다.20)

3) 편견의 형태들
칸트는 그의 논리학 강의에서 거짓된 믿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여러 가지 편견의 역할을 기술
하고 있다. 그의 편견의 목록들에는 과도한 신뢰와 불신을 일으키는 편견, 군중의 위신에 의
한 편견, 전통의 위신에 의한 편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21) 그리고 거기에는 논리적 이기주의
(logical egoism)22)가 포함된다. 이제 이러한 칸트의 편견의 목록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신장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이기주
의의 편견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과도한 신뢰와 불신의 편견을 살펴보자. 과도한 신뢰의 편견은 어떤 진실된 판단이 없
이 인식의 욕구를 넓히려는 데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인식의 욕구를 확충하려고 하며, 그래서
열심히 발언하거나 메모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
15)
16)
17)
18)
19)
20)
21)
22)

Logik, 166
Logik, 864
Logik, 167
Logik, 864
Logik, 162
Logik, 167
Logik, 174-179
Freierson, 192, 특히 논리적 이기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신장애의 문제와 밀접한 관
련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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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다. 이와 반대로 나이든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하였으며, 많은 인식을 하였고, 많은
현혹을 참고 견뎠으므로 그런 인식의 확충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큰
불신의 편견에서는 일종의 장점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총명함과 학식을
과연 진실된 것인지 판단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23)
둘째는 군중의 편견이다.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을 보다 잘 받아
들인다. 두 세 사람이 말하는 것에는 놀라지 않으나, 수천사람이 말한다면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의 동의에 의해서 발견된 것을 옳다고 하며 실제로 객관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 될 수가 있다.24)
셋째는 전통의 편견으로서 그것은 옛것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다. 옛날로부터 우리가 살아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언제나 그 자체로서 가상(Schein)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결론짓는다.
넷째, 칸트는 논리적 이기주의를 그의 논리학 강의와 인간학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 그것은
칸트가 논리적 이기주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본 논문이 다루고
자 하는 정신장애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4) 논리적 이기주의
칸트는 그의 논리학 강의에서 논리적 이기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논리적인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보다 잘 이
해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
른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인식과의 일치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 그의 판단이 다른 사람의 판단과 조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오성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올바로 판단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인식이 나의 사적인(privat) 오성에만 일치하고,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인식은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공유하고자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는 경향성을
갖는다.25) 그런데 논리적 이기주의는 그러한 장점을 촉진시킬 수 있는 오성의 풍요로움과 개
선 가능성을 박탁해 버린다.
이러한 칸트의 논의는 논리적 이기주의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칸트는 그의 인간학에서 이러한 논리적 이기주의를 보다 구
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칸트는 이기주의가 논리적, 미학적, 실천적인 것의 세 가지
전제를 갖는다고 말한다.
우선 논리적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의 이성에 의한 판단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거기에는 사고를 위한 어떤 시금석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26) 칸트는 이 문제를
수학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만약 한 사람의 수학자가 만들어낸 기하학적 판단이 다
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인정받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 수학자의 판단은 오류에 빠질 위

23)
24)
25)
26)

Logik, 174
Logik, 175
Logik, 187
Anthropologie,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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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이 있다.27)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고를 정립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호
소해야 한다.
미학적 이기주의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비판하거나, 그의 시(verse)나, 그림이
나, 음악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그 자신과 그
자신의 판단에서 고립될 때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을 박탈시킨다. 오히려 그는 그
자신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며, 오직 그 자신 안에서만 아름다움의 시금석을 찾는다.28)
도덕적 이기주의자는 모든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제한하는 사람이다. 마치 행복주의자와 같
이 그는 의지의 최고 모티브를 그 자신의 행복에 두고 의무의 개념 위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보편 타당한
원리가 되어야만 하는 진정한 의무의 개념에 대한 시금석이 없기 때문에 그를 이기주의자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모든 행복주의자들은 이기주의자들이다.29) 이와 같이 이기주의는 마음의
틀을 자기 자신 안에 가둔다. 그는 그 자신을 둘러 싸고 있는 것이 마치 전체 세계인양 생각
하며 동시에 그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서 이해하고 행동한다.

Ⅲ. 정신병리 현상
1) 편견과 정신장애의 관계
프라이어슨은 칸트의 편견에 대한 논의가 다음과 같이 정신장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다.
“정신이상에서는 사고의 기능이 사물의 참된 인식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정신장애에 대한 그의 논의를 관통하는 태도는 광기(madness)에 대한 후기 중세의 개념 -“광
기는 (지식을 구성하는) 어렵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배움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과
는 거리가 멀다.“30)
칸트의 제 1 비판은 객관주의적 실재론을 배제한다. 즉, 세계가 우리의 인식구조와 독립적으
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배제한다. 그런데 정신장애에 대한 그의 설명은 주관주의를 배
제한다. 주관주의는 우리의 인지구조를 통하여 여과된 세계에 관한 개인적 지각에 근거하여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는 광기와 진실 사이의 상이함에 대한 주장과 함께 인지구
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광기는 상식적 판단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논리적 이기주의(logical egoism)”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논리적 이기주의는 진리에 대해
정반대로 드러난다.
“논리적 이기주의는 아무도 어떤 것을 판단할 위치에 놓여있지 않거나 그것에 대한 보다 더
낳은 통찰을 할 위치에 놓여있지 않을 때, 자기 혼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27)
28)
29)
30)

Anthropologie, 129
Anthropologie, 129
Anthropologie, 130
Freierson,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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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그가 그의 판단을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교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의 판단을 다
른 사람의 오성으로 시험해 볼 수 없다면, 그는 그가 옳게 혹은 그르게 판단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하나의 인식이 나의 개인적인 오성과 일치할 때는 옳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의 오성의 보편법칙과 일치할 때는 옳은 것이다.”

31)

오성의 시금석은 어떤 개인의 판단을 다른 사람의 통찰과 비교할 때 명확하게 된다. 상호주관
적인 비교(intersubjective comparison)의 필요성은 왜 편견이 문제가 되는지를 잘 보여준
다. 그것은 편견의 근본 원천이 주관적인 동기에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에 대하여 그릇되게 생
각하기 때문이다.32)
2) 정신장애와 인지장애
실용적 인간학 §45~53, “인식능력과 관련한 영혼의 약함과 질병에 관하여”를 살펴보면 칸
트는 인간의 정신장애(mental disorder)33) 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정신장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그의 설명은
인간의 정신 능력을 경험적으로 탐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34)
칸트는 정신장애에 대한 그의 이론을 능력심리학(faculty psychology)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있다. 마음은 인지, 감정, 욕구의 세 가지의 근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서로 영향
을 미침으로써 서로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 각각의 능력에 대해 특수한
정신장애들을 포함시킨다.35)
칸트는 서로 작용하는 각각의 심리적 기능(인지, 감정, 욕구)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
장애들를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신장애들은 결과적으로 인지기능(the faculty of
cognition)과

관련이

있으며,

거기에서

칸트는

인지적

“결함”(weaknesses)과

“질병

(illnesses)”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결함은 인지능력의 부족이거나 그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질병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작용하는 것과는 다른 인과법칙에 따라 작용하
는 어떤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6)
또한 칸트는 상상력과 감각, 위트, 판단, 오성, 그리고 이성 등과 같이 서로 다르게 구분되는
31) Logik, 187
32) Logik, 864
33) 정신장애는 정신지체(mental deficiencies)와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신
의학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또한 정신신경증(psychoneurosis)과 정신병(psysis)로 나뉜다. 정신병은
망상, 환각, 착란, 기억장애 등 사회적, 개인적 기능장애가 심하여 사회생활로부터 철퇴된 상태로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간주된다. 정신병에는 기질적 정신장애(뇌증후군),
정신분열병, 정동장애, 망상장애등이 있다. 정신신경증은 정상상태와 정신병적 상태의 중간에 해당되
며, 정신병에서 보이는 망상이나 환각, 비합리적인 현실왜곡 등 괴상한 행동장애는 보이지 않는다. 그
증상은 현실검증능력이 손상되지 않아 미친상태는 아니다. 그것은 대개 심인성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
며, 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건강염려증, 해리성 장애 등이 있다. Freierson, 198 / 민성길
외, 『최신 정신의학』, 일조각, 2006, 167
34) Frierson, 198. 프라이어슨은 칸트가 사용한 전문용어들은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더 이
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mental illness)에 대한 칸트의 설명을 현대의 독자층에게 적용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칸트는 정신장애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크리스토프 클라비우스
(Cristoph Clavius ; 16세기의 수학자)의 예를 들고 있다. 칸트는 그가 위트에 문제가 있어 시를 짓
지는 못하지만, 오성에는 전혀 결함이 없어 위대한 수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35) Frierson, 199 / Anthropologie, 214-217
36) Frierso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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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인지장애를 분류하고 있다. 우리는 칸트적
관점의 인지장애 분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인지능력이 구분되는 기능들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인지능력에서 ‘지체’(deficient)나 ‘착란’(derange)이 생기는지
를 이해해야 한다.37)
우선 정신지체와 관련하여 칸트는 판단력을 좁은 의미로 세분하고 있다. “보편을 위해 특수를
발견하는 기능, 그리고 우리가 ‘위트’(wit)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특수를 위해 보편을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38) 그런데 이러한 능력들의 결함은 적절한 인지능력의 부재(우둔함)이거나, 그 능
력과 기능들의 감소(바보)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습능력의 부재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
한다.39)
다음으로 정신착란과 관련한 칸트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정신착란의 기원
에 관해서 칸트는 우선 생물학적 근거에 초점을 둔다. 착란의 병원균이 복제된 병원균과 함께
발생하며 그것이 유전된다. 그런데 그러한 착란은 생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특수한 것으로
자리 잡는다. 칸트는 정신착란의 근거가 환경적인 사실들이 작용함과 동시에 생물학적인 것이
더 우세하게 작용한다고 본 것 같다. 그래서 칸트는 의사들이 병리학적 발생에 근거하여 발견
할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정신착란에서 제외시켰다. 그것은 신체적인 병이며, 의학적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칸트는 특수한 장애들이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
다. ”나는 치매(demantia)와 같은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본적이 없다. 그리고 정신이상과 같은
병도 치료될 수 없다.“40)
그런데 동시에 칸트는 비생물학적 유인(誘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정신착란의 맥락
안에서 인간학이야말로 (간접적으로) 실용적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정신착란이 인간성
의 가장 뿌리 깊은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칸트는 미친병의 일반적인
특징이 상식의 상실(the loss of common sense), 그리고 개인의 논리적 감각의 교체
(replacement)에 있다고 지적한다. 정신장애에 대한 설명과 논리적 이기주의(logical egoism)
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칸트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의 제약이 상식의 결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의 것에 의해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의 논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논의는 하나의 경고로 보인다. 그것은 개인들이 그들의 판단에 대한 시험을 막는 중요한 요인
이 되기 때문이다. 정신착란의 원인은 “이 세상에서 그가 보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과 관련
된 사고의 작용을 내던져 버린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의 시금석에 전혀 주의를 기
울이지 않는다.”41) 정신착란의 생물학적 근거가 아무리 강조된다 할지라도, 칸트는 사회적, 정
치적 요인들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개인의 결정이 정신착란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을 제안하고 있다.42)
3) 인지장애의 분류
37) Metaphysics, 890.
38) Anthropologie, 201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들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오성
(understanding)은 특수한 것들로부터 일반적인 것을 만들고..... 이성(reason)은 일반적인 것으로부
터 특수한 것들을 만든다..... 판단력(the power of judgment)은 다른 것들 아래에 있는 한 개념의
포섭이다.(하나의 개념 아래 다른 특수한 것들을 포섭한다.)”
39) Anthropologie, 209
40) Anthropologie, 215
41) Anthropologie, 219
42) Frierson, 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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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정신착란과

관련된

정신질환을

정신박약(amentia),

치매(dementia),

정신이상

(insania), 광기(vesania)로 구분한다. 그리고 정신박약은 착란된 오성, 치매는 착란된 상상,
정신이상은 착란된 판단, 광기는 착란된 이성으로 구분 짓는다.43) 그런데 프라이어슨은 이러
한 구분을 높은 인지기능에 의한 질병과 낮은 인지기능에 의한 질병으로 구분하고 높은 인지
기능에 의한 질병에 정신이상, 정신박약, 광기를, 낮은 인지기능에 의한 질병에 치매와 우울증
을 배정하고 있다.44)
우선 높은 인지기능은 우리의 판단력이나 개념, 그리고 이성과 관련된 것들을 의미한다. 칸
트는 인간학에서 그러한 높은 인지기능에 의한 질병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신이
상(insanity, Wahnwitz)은 착란된 판단력이다.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비유를 만드는 능력과
같은 일반적인 판단능력이 개념 아래에 특수한 것들을 통일시키는 오성의 판단능력과 혼돈된
다. 정신이상은 편견의 극단적인 형태 중 하나로서 정신기능들의 착란에 의해서 하나의 능력
이 다른 능력에 대해 잘못 작용된 경우에 발생한다.
정신박약(amentia,Unsinnigkeit)은 오직 하나의 개념만을 작용시키고 하나의 원인만을 생각
하는 경우로서 오성능력의 곡해가 낳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경험 가능성을
위해 그들의 표상들을 정합적 필연성에로 가져올 능력이 없다. 그리고 광기(craziness,
Aberwitz; vesania)는 착란된 이성의 질병으로서 그런 정신질환자는 경험의 지도 위를 날라
다니며, 시금석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될 수 있는 원리들의 뒤를 따른다. 예를 들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상상을 하며, 원적법(squaring of the circle)과

삼위일체의 비밀에 관

한 이해가 그들의 능력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45)
다음으로 낮은 인지기능과 관련하여 칸트는 지체(deficiencies)와 착란(derangement)을 거
론하고 있다.46) 낮은 인지기능은 다섯 가지의 외감과 내감 그리고 상상력과 관계된 것이다.
지체와 미혹의 지배를 받게 될 경우, 외감(outer senses)은 정신질환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지 못한다. 그와는 반대로 내감(inner senses)은 칸트의 정신질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엿듣는 것과 같은 내감에 대한 잘못된 집
중은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내적 상태를 관찰
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혹에 사로잡혀 이러한 내적 상태를 잘못 해석하
는 경향에서 나타난다.47)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내감 그 자체는 지체나 질환을 겪지 않는다. 비록 내감이 환각에 빠진
다할지라도 이러한 환각은 내감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감의 현상들을 외
적 현상들로 잘못 생각해서 그것들을 영감(inspiration ; 계시적 착상)으로 간주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내감조차도 위험천만한 종교적 열정과 광신에 빠질 수 있다.48)
또한 상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지적 결함은 마음의 부재(absent-mindedness)라
부르는 재생적 상상력의 부재를 포함한다. 마음의 부재는 그가 떼어낼 수 없는 상상력의 재생
에 의한 무의식적인 정신착란이다. 그러한 정신착란은 만약 그것이 습관적인 것이라면 치매
(dementia)로 전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치매는 상상력의 정신착란이다. 그것은 잘못된
43)
44)
45)
46)
47)
48)

Frierson, 204
Frierson, 201-204
Anthropologie, 215-216
Frierson, 202
Anthropologie, 132-134
Anthropologie, 161

- 9 -

상상력의 창의적 힘에 기인하며 스스로 만들어낸 표상을 지각(perception)으로 간주한다. 치
매는 광기와는 달리 내감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해 외적으로 유도된
지시를 따른다. 따라서 치매는 객관적인 상상력의 표상을 외감으로부터 온 지각으로 볼 수 있
다.49)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상상력의 장애는 지체나 착란이 아니라, 우울증
(melancholia) 이나 심기증(hypochondria)과 같은 정신장애의 독특한 범주다. 우울증은 기분
의 갑작스런 변화를 포함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의 고통 망상이다. 그런데 칸트는 심기
증에 더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심기증은 어떤 신체적 느낌이 신체에 현존하는 실제의 고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에
관한 염려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본성은 어떤 특수한 성격에 의해서, 그리고 어
떤 국지적 인상에 주의함으로써, 어떤 느낌을 강하게 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다......이러한 방법으로 심기
증은 신체적 질병을 상상하는 원인이 된다. 그 고통은 상상으로 알려지게 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억제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심기증은 가장 비참한 종류의 우울증이다. 그
의 이미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완고함과 무모하게 신체에로 달려가는 것, 그에게는 어려움의 끝이 없
으며, 다만 그를 어린아이와 같이 다룸으로써 그를 진정시킬 수 있을 뿐이다.”50)

비록 심기증이 우울증의 “가장 비참한” 형태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정신착란보다
는 덜 심각한 것이다. 칸트는 우울증을 정신착란의 다른 쪽 경계면에 있다고 지적하고

우울

한 자기 괴롭힘은 아직 정신착란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기증은 적어도 두 가
지 이유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정신장애다. 첫째로, 그것은 영혼에 관한 철학적 의사
에게 특별히 잘 맞추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히 정신적 자기훈련에 의해서 예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51) 둘째로, 칸트 자신이 심기증에 대해 특별히 민감하게 느꼈다. “마음의 힘에
관하여”(Von der Macht des Gemüths)에서 칸트는 그 자신의 평면적이고 좁은 가슴에 대한
심기증의 자연적 경향성을 기술하고 있다.52)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심기증에 몰두해 있었

다. 그는 그 자신의 기분 나쁜 정신장애와 싸우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53)

Ⅳ.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견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편견의 여러 형태들 중에서
도 특히 논리적 이기주의가 정신장애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논리적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이성에 의한 판단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거기에는 사고를 위한 어떤 시
금석도 존재할 수 없다.
프라이어슨의

견해에

따르면

인지장애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에서의 객관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의 제 1 비판이 가능한 조건으로 제시하
는 “경험”은 고립된 개인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칸트는 제 1 비판에서 1인칭을 “복

49)
50)
51)
52)
53)

Frierson, 202-203
Anthropologie, 212-213
Anthropologie, 212-213
Anthropologie, 104
Frierson,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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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사용하고 있다.54) "대상들이 우리의 인식(unserem Erkenntis)에 따라야 한다"55) 혹은
“대상들은 우리의 표상 방식(unserer Vorstellungsart)에 따라야 한다.”56) 혹은 “모든 우리
의 인식(unsere Erkenntis)은 경험과 함께 시작한다.”57) 와 같은 문장들은 그러한 사회적 차
원의 객관세계를 잘 말해준다.
논자는 이러한 프라이어슨의 지적을 넘어서 칸트의 철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치료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칸트의 선험적 연역
의 문제를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논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칸트가 어
떻게 선험적 연역의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는 왜 선험적 연역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칸트가 그의 연역의 문제에서 말하고자 했
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논자는 사회적 차원의 객관성 문제와 관련하여 칸트가 선험적 연역에서 설명하는 객관적 타
당성(objektive Gültigkeit)의 개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칸트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를 주관
적 타당성과 객관적 타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관적 타당성은 통각의 경험적 통일에 의해
서 나타나는 것이고 객관적 타당성은 의식의 근원적 통일인 선험적 통일성에서 나타난다. 그
런데 여기에서 경험적 의식의 통일은 필연적,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통각의 경험적 통일은...구체적으로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주관적 타당성만
을 갖는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언어의 표상을 그의 사태(Sache)에 연결하고 다른 사람은 다
른 사태에 연결한다. 의식의 경험적 통일은 보편필연적으로 타당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58)

기존의 칸트 해석자들은 이 문제를 자연과학적 인식에만 국한시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
다. 즉 칸트의 인식론은 자연과학적 인식을 어떻게 보편타당하게 정립하느냐 하는 문제에 국
한시켜 보았다. 그러나 논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은 자연 대상만 있는 것이 아
니다. 그 대상에는 사회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자연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프라이어슨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차원의
대상과 객관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칸트의 인식의 보편타당성 문제를 사회적
차원의 세계에서 고찰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를 철학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다. 논리적 이기주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주관적 타당성을 지닌 판단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보
편타당한 판단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철학상담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참고문헌】
권석만 저,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학지사, 2012

54)
55)
56)
57)
58)

Frierson, 213
Bxvi
Bxx
B1 / Frierson, 213
B 140 / 권 오상, 「칸트의 자아의식과 연역적 상담방법에 관한 고찰」,『통일 인문학』제 59집, 건국대
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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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정신병리론과 철학상담의 가능성
모색”에 대한 논평
이 진 오 (경희대)

논평자가 파악하기에 필자의 논문 “칸트의 정신병리론과 철학상담의 가능성 모색”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지닌다. 그 중 하나는 칸트 철학 안에 병리적 정신 현상에 대한 의미 있는 연
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칸트의 정신병리론이 철학
상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본 논문은 최근 출판된 프리어슨(Patrick Frierson)의
Kant's Empirical Psychology의 전개방식을 쫓아서 칸트의 <논리학>와 <실용적 관점에서의
인간학>을 중심으로 칸트가 기술한 병리적 정신 현상들을 정리해주고 있다.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y)이라는 학문은 정신병, 신경증, 정신병질 등 정신병리적 현
상들의 원인과 유형, 증상, 경과 등을 관찰하고 기술(記述)하거나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파악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의학의 한 분야다. 본 논문은 “II. 편견에 대하여”(2쪽) 이하에서
칸트가 행한 편견의 다양한 형태분류와 원인분석들을 보여주고, “정신장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이기주의”(5쪽)에 대한 칸트의 설명들을 “정신병리 현상”(6쪽)으로 파악하여
정리해주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칸트가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 45~53절에서 정신지
체(mental deficiencies)와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포괄하는 정신장애(mental disorder)
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칸트가 이러한 정신

장애에 대한 그의 이론을 인지, 감정, 욕구 등 마음의 능력에 대한 능력심리학(faculty
psychology)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이상 7쪽 이하) 이런 점에서 볼
때 칸트는 20 세기 초

E. 크레펠린(1856∼1926)이 정신병리학을 체계화시켜 전개한 것과 동

일한 수준의 작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본 논문이 확인시켜
준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칸트에게 현대적 의미의 정신병리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
라도 그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정신병리론”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본 논문이 주
로 의지하고 있는 프리어슨(Patrick Frierson)의

Kant's Empirical Psychology이나 칸트의

<논리학>와 <실용적 관점에서의 인간학> 어디에도 ‘정신병리학(론)’이라는 표현이나 관점이 명
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힌 것은 순전히 본 연구
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철학적 연구는 철학자가 서술한 내용을 특정한 주제에 맞추어 찾아내 정리하는 것
을 넘어서 그 철학사적 의의와 영향을 밝히는 적극적 작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본 연구가 정리한 칸트의 정신병리론은 이후 정신병리학이 체계화되는 데 어떻게 기여했으며,
현대적 정신병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칸트의 정신병리론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언급
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본 연구가 다룬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절대 부족
한 상황에서 논평자의 이러한 요구는 지나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기획에 의해 편찬된 최초
의 정신병리학 교과서인 <정신병리학 총론>에서 야스퍼스는 칸트의 시간론과 공간론을 실재
성 의식을 상실한 망상증 환자들의 시간과 공간의 왜곡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상세히

기술한다.1)

Counselling

철학상담가인

하워드(Alex

Howard)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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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for

&

Psychotherapy에서 칸트가 선험적 연역을 통해 밝힌 인식론적 사실들이 정신건강을 진단하
는 기준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2)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칸트 철학이 현
대적 정신병리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본 논문의 성과를 정리하는 부분에서 잠정적으로 간략
하게나마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본 논문의 또 다른 목표는 칸트의 정신병리론이 철학상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아마도 본 논문의 필자는 칸트의 정신병리론이 인지치료에서 어떤 식으로 건 응
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이런 의도에서 필자는 본 논문의 서두에서 엘
리스(A. Ellis)와 백(A. Beck) 등 대표적 인지치료가들이 칸트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 같다. 본 논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칸트의 편견론과 그 한 유형인 “논리적 이
기주의(logical egoism)"(4쪽)에 대한 언급은 인지치료가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신념체계나 인
지적 오류와 관련된 언급을 연상시키며 필자의 이상과 같은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현
대의 인지치료는 <지금 나는 고민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중이다(The Dutiful Worrier ,2011)>
를 저술한 엘리엇 D. 코헨 등 인지철학자들에게서 수용되어 철학상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의 필자도 코헨의 이러한 작업을 염두에 두고 가령 칸트의 편견론이 인지치료에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철학상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본 논문을 통해 보여주려 한 것 같다. 그
러나 칸트의 편견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상담의 대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필자는 본 논문 서두에서 “칸트의 철학은 현대의 인지치료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1쪽)고 말한다. 필자의 주장처럼 칸트의 철학이 현대의 인지치료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시해
야할 것이다. 가령 필자가 상당히 상세히 정리해준 칸트의 편견론이 편견을 지닌 사람의 상태
를 진단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는 데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편견에서 벗어나 건전한 지성으
로 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마도 필자는 논평자가 아쉽게 생각한 이상과 같은 미완의 작업을 본 논문의 결론부에서
수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부에서는 그러한 작업이 완수되지 못하고 작업의 방향
만을 불분명하게 예시하는 것으로 멈추고 말았다. 필자가 수행하려고한 작업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해지려면, 필자가 결론부에서 말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설
명되어야 할 것이다.
1) “논자는 이러한 프라이어슨의 지적을 넘어서 칸트의 철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치료
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칸트의 선험
적 연역의 문제를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논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칸
트가 어떻게 선험적 연역의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는 왜 선험적 연역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칸트가 그의 연역의 문제에서 말하
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11쪽, 밑줄은 논평자가 확정함)
2) “기존의 칸트 해석자들은 이 문제를 자연과학적 인식에만 국한시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
하였다. 즉 칸트의 인식론은 자연과학적 인식을 어떻게 보편타당하게 정립하느냐 하는 문제에

1) 이상 K. Jaspers, Allgemeine Psychopathologie, Springer Verlag 7. Auf., 1946, 67쪽 이하 참
조.
2) 이상 Alex Howard, Philosophy for Counselling & Psychotherapy, palgrave, N. Y. 1988, 197~
2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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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시켜 보았다. 그러나 논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은 자연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에는 사회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자연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프라이어슨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차원의
대상과 객관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칸트의 인식의 보편타당성 문제를 사회적
차원의 세계에서 고찰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12쪽, 밑줄은 논평자가 확정함)
끝으로 참고문헌에서 “Freierson Patrick., Kant's Empiric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2014”은 “Frierson Patrick., Kant's Empiric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2014”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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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윤리학에서 덕 의무의 필요성: 이성적 행위자의
목적수립능력과 덕 의무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지영 (서울대)

1. 칸트 윤리학에서 목적에 대한 고려: "공허한 형식주의"?
칸트의 윤리학에서 도덕의 최상명령은 "네가 동시에 보편법칙이 되기를 의욕할 수 있는 준
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라."(GMS1) IV: 421)라는 정언명령으로 표현된다2). 도덕의 최상원리를
준칙의 보편법칙적 형식만으로 형식화했다는 점에서 칸트 윤리학은 "(공허한)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비판에 따르면 정언명령은 준칙의 보편법칙적 형식만을 문제삼고 행위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이며 가변적인 행위의 상황에서 무엇
을 해야 하는지 적절한 지침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칸트의 윤리학을 "형식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맞서서, 정언명령이 행위의 목
적을 도외시하지 않음을 지적해야 한다. <윤리형이상학 정초>(이하 <정초>)에서 "목적 자체인
인간성의 정식"(GMS IV: 429)은 행위의 보편타당한 법칙을 근거지울 수 있는 목적을 규명하
면서 도출된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설령 도덕법칙이 그저 보편법칙이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었
다고 하더라도 모든 행위는 목적을 가지기 떄문에, 도덕법칙 또한 행위를 이끄는 법칙인 이상
어떤 목적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도덕법칙의 근거에 놓여있을 수 있는 목적은 실현될 수
있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 현존하는 것이자 그 현존 자체가 그 자체로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
는 것, 그래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절대적으로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
야 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목적이 칸트에 따르면 "목적 자체인 인간성"이다. 그
결과 정언명령의 정식들 가운데 하나인 "목적 자체인 인간성의 정식"은 이성적 존재자들이 도
덕적 행위에서 고려할 목적을 형식화한다.
그런데 정언명령의 규정에 "목적 자체(인 인간성)"에 대한 고려가 이미 들어있다는 점을 지
적하는 것으로는 칸트 윤리학에 대한 형식주의-비판에 맞서는 데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인간

1) 본문에서 칸트의 원전은 약호로 제시하며, 베를린 학술원판의 <칸트 전집>의 권수를 숫자로 표기한
뒤 페이지 수를 기재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된 칸트 원전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GMS: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KpV: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RGV: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MS: Metaphysik der Sitten
2) <정초>에는 정언명령에 대한 상이한 정식들이 있으며, 각 정식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페이튼H.J.Paton에 따르면 정언명령의 정식들은 다음과 같
이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Paton 1962: p. 152 이하), 이 분류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편법칙의 정식(GMS IV: 421), 자연법칙의 정식("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GMS IV: 421)) , 목적 자체인 인간성의 정
식("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우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GMS IV: 429)), 자율의 정식(GMS IV: 434), 목적의 왕국
의 정식("한낱 가능한 목적들의 나라를 위한 보편적으로 법칙수립하는 성원의 준칙들에 따라 행동하
라." (GMS IV: 439)). 연구자들 간에 정언명령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논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 법칙의 정식은 다음과 같다. "보편법칙이 되기를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
서만 행동하라."(GMS IV: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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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목적은 개별 행위에서 따라야 할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저 다른 목적을 세
울 때 개별적인 목적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 행위자가 그에 반해 행동해서는 안되는
목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형식주의-비판에 맞서 칸트의 도덕원리를 내용적으로 규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
인가? 그런데 칸트의 저술들에는 목적 개념을 구체적인 의무들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초>에서 칸트는 "불완전한 의무" 개념을 제시하면서 행위자의 주관적
행위원리가 목적 자체인 인간성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봄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불완전한 의
무"와 "타인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를 제시한다. 다른 한편 <윤리형이상학>의 <덕론>에서 칸트
는 덕의 개념을 규명하고, 덕의무를 "동시에 의무인 목적", "그것을 가지는 것이 의무인 목적"
이라고 규정한 뒤 이 개념을 토대로 다양한 덕의무들을 제시한다. 우리가 이 덕의무, 즉 <가
져야만 하는 목적>이 어떤 이유에서 칸트 윤리학에 도입되어야 했는지 대답할 수 있다면, 준
칙의 보편법칙적 형식에 의해서 규정된 정언명령을 내용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덕 의무 혹은 "동시에 의무인 목적(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칸트
윤리학에 도입되어야 했는지 <윤리형이상학>의 논증들을 검토하며 대답하고자 한다. <윤리형
이상학>에는 왜 덕의무가 윤리학에 도입되어야만 하는지 네 개의 논증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각 논증을 검토함으로써 필자는 덕 의무가 이성적 행위자의 목적 수립 능력을 개별주체의 측
면뿐만 아니라 상호주관적 측면에서 보존하고 촉진시키라는 요구에 다름아님을 보이고자 한
다. 나아가 "동시에 의무인 목적(가져야만 하는 목적)"이란 덕 의무 개념이 칸트 윤리학의 형
식주의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언명령을 내용의 측면에서 규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2.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란 개념을 윤리학에 도입할 필요성
<윤리형이상학>에서는 모든 행동은 목적을 가진다는 행위이론적 전제 하에서 행위의 목적
이 주제적으로 검토된다. <법론>에서는 어떤 목적이 "보편 법칙에 따라 다른 모든 사람의 자
유와 공존하는지"(MS VI: 231)만 문제되기 떄문에, 법의무에서는 형식적인 목적 개념만이 고
려된다. 다시 말해 개별 행위자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덕의무는 어떤 목적을 세워야 하는지를 언명하는 법칙에 근거
하며, 덕 의무가 문제될 경우 그저 형식적인 목적 개념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한 칸트의 주장을 거칠게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덕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의의 강력함"(MS VI: 390)을 뜻하는데, 인간은 본성적 자질
에 의해 의무에 반하도록 행동하도록 쉬이 이끌린다. 따라서 덕이 문제되는 맥락에서는 인간
이 이 본성적 자질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되고, 그 결과 도덕법칙이 요구하는 바인 준
칙이 객관적 법칙의 형식을 갖는 것 이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의욕은 준칙을 선
택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목적을 세우는 측면도 포함하므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어떤 목
적을 세워야만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목적을 세울 경우
도덕법칙에 반해 행동하도록 이끄는 본성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규정하여
그 목적을 세우라는 명령을 세운다면 바로 그 명령에 덕의무가 기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덕론>의 서문은 어떻게 이러한 목적 - 덕 의무일 수 있는 목적-이 가능
한지(MS VI: 382)를 다룬다. 덕의무라는 개념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측면에서 <덕론>
의 서문 전체는 덕의무 개념에 대한 "연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3). 덕의무라는 개념의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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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칸트는 우선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란 개념을 생각할 타당한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덕론>의 서론에는 덕의무란 개념의 "연역"을 위한 네 개의 논증(MS VI:
381, 385, 388, 395)이 있다.
논증방식의 측면에서 네 논증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우선 각 논증들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다른 것으로 소급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만
약 우리가 논증에서 증명하고자 한 테제("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있다)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
우, 처음의 논란없는 가정이 더 이상 뒷받침될 수 없음을 보인다. 각 논증들은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만약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없다면, 정언명령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보편타당한 책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그런데 정언명령과 보편타
당한 책무라는 개념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있어야만 한다.
우선 <덕론>에서 덕의무를 윤리학에 도입되어야 함을 보이기 위해 제시된 첫 논증은 다음
과 같다.
법이론은 한낱 [...] 외적 자유의 형식적 조건, 다시 말해 법만을 다루었다. 반면에
윤리학은 질료 (즉 자유로운 의사의 대상), 즉 동시에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목적
으로서, 다시 말해 인간에게 의무로 표상되는, 순수이성의 목적을 제시한다. - 왜
냐하면 감성적 경향성들은 의무에 어긋날 수 있는 [...] 목적들로 유혹하므로, 법칙
수립적인 이성은 그것들의 영향력을 다름 아니라 그에 맞서는, 다시 말해 경향성에
독립해서 선험적으로 주어져야만 하는 도덕적 목적을 통해 다시금 제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MS VI: 381)
칸트에 따르면 법론은 외적인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을 규제하는 원리를, 덕론은 내적인 법
칙수립을 이끄는 원리를 다룬다. 위 인용문의 세 번째 문장은, 왜 인간에게는 준칙의 보편법
칙적 형식이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데 충분한 기준일 수 없는지 설명하고 있다. 칸트에 따르
면 인간이 내적인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법칙수립적 이성이 지정해주는 목적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성적 본성 때문에 의무에 거슬러서 감성적 목적을
추구하도록 쉬이 이끌리기 때문이다. 만약 감성적 자질에 독립된 목적을 세울 수 있다면, 이
목적은 의무에 반해 행동하도록 이끄는 목적들에 맞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증은 순수하게 법칙수립적인 이성이 있고, 이 이성이 근거하는 원리가 실제로 있다
는 가정에 근거한다. 만약 이 가정이 의심스러운 것이라면 논증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그런
데 최소한 칸트의 윤리학에서 이 가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법칙수립적 이성과 그
이성이 따르는 원리의 실재성은 이미 <실천이성비판>에서 "이성의 사실"이라는 테제에 의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논증은 얼핏 보기에 칸트 윤리학의 기본 생각, 순수실천이
성이 그 자체로 의지를 결정하는데 충분하다는 생각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위
3) 일반적으로 "연역"은 추론규칙에 따라 보편적인 명제들에서 특수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이해
된다. 그러나 칸트에게 "연역"은 기본적으로 권리 증명을 뜻하는 법률 용어를 의미하며(KrV A84=
B116), 경험적 증거에 문의하여 해당 사태가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요구된
다(KrV A85=B117) 이 경우 정당화는 해당 사태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
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범주는 선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방식으로는 범주의 객
관적 타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 범주를 경험대상에 적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순
수이성비판>에서는 이 순수지성개념이 대상인식과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전제(인간은 사고 및
경험에서 자기 자신을 언제나 단일한 주체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임
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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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증은 순수실천이성이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를 결정하는 데 충분치 못해 다른 도움책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들린다.
칸트 윤리학의 기본 생각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위의 논증은 그저 일인칭의 관점에서 행위
의 의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행위자는 자기 행동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자기의 의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 행위자는 동시에 의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경향성의 목적들을 따르고픈 욕구를 스스로에게 느낀다. 바로 이런 이유에
서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인간이란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의 도덕적 의지를 행사하는 데 필
요하다. 하지만 이 논증은 "가져야만 하는 목적"을 윤리학에 도입할 이유를 그저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보다 더 적극적인 근거는 <덕론> 서문의 세번째 항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가져야만 하는 목적]과 그러한 목적에 대응하는 정언명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 자유로운 행위들이 있으므로, 그 행위들이 지향하
는 대상으로서의 목적들도 있을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이런 목적
들 가운데는 동시에 (다시 말해 그것의 개념상) 의무인 목적들이 몇몇 있음이 틀림
없다. -- (3) 왜냐하면 만약 그와 같은 목적이 없다면, 어떤 행위도 목적 없이 있
을 수 없으므로, 실천이성을 위한 모든 목적들은 언제나 단지 다른 목적들을 위한
수단으로 유효할 터이고 (4) 정언 명령이란 불가능할 터이기 때문이다. (MS VI:
385, 번호는 필자)
얼핏 보기에 위의 논증은 그리 설득력을 갖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자유로운 행동
들은 어떤 목적을 가진다는 논란의 여지없는 전제인 명제 (1)로부터, 어떤 객관적이고 필연적
인 목적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명제 (2)가 필연적으로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4). 그런데 주
의할 것은, 위의 논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은 바로 명제 3)과 명제 4)라는 점
이다. 명제 3)과 4)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그 개념상, 가져야만 하는
목적인 것이 없다면, 그리고 만약 모든 목적들이 그저 다른 목적들의 수단으로만 작용한다면,
정언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정언명령의 사고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 논증은 그저, 만약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의지를 생각할 수 있
으려면, "가져야만 하는 목적" 혹은 덕의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논증은,
실천이성의 역할은 기술적-실천적인 숙고로 완벽하게 환원될 수 없다는 가정도 함축하고 있
다. 다시 말해 만약 실천이성이 그저 목적-수단의 관계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결과 숙고의
내용이 인과적-경험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들로 완벽하게 환원된다면, 순수실천이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정언명령도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앨리슨H.E.Allison에 따르면 위의 논증은 정언명령의 근거를 이루는 어떤 무조건적
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증명하지만, 칸트가 덕의무라 밝힌 자기 자신의 완전성이

4) 이러한 이유로 포터N. Potter는 이 논증이 문제적이라고 진단하고 위의 논증이 "의무로부터" 일어난
행위에 국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otter 1985). 포터의 재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무로부
터" 일어난 행동도 일단 행동인 이상 어떤 목적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이 행동은 순수이성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의 목적 또한 순수이성에 의해 주어야만 하며 이 목적은 결코 다른 목
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근거에서, 만약 "의무로부터" 일어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동시에 의무인 목적"을 포함한다(Potter 1985: p. 81). 그러나 해당 텍스트는 그저 엄격한
의미에서 도덕적인 행동에서 목적을 세우는 일 뿐만 아니라, 목적을 세우는 일 일반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포터의 해석은 뒷받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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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인의 행복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뒷받
침하지 못한다(Allison 1996). 앨리슨의 비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의 논증을 보다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위의 논증이 앞선 다른 논의에 뒤이어
제시되었다는 사실이다. 위의 논증이 제시되기 전 문단에서는 목적을 세우는 일이 어떤 것인
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모든 행위는 각기 목적을 가지며 누구도 자신의 의사Willkür의 대상을 스스로 목
적으로 삼지 않고선 어떠한 목적도 가질 수 없으므로, 어떤 행위의 목적을 가지는
것은 행위하는 주체의 자유의 활동Akt der Freiheit이지, 자연의 작용결과
Wirkung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의 목적을 규정하는 이 활동은 수단이 아니라 (그

러니까 조건적으로가 아니라) 목적 자체를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지시명령하는 실
천원리이므로, 그것은 순수실천이성의 정언명령, 다시 말해 의무 개념을 목적 일반
의 개념과 결합시키는 그런 명령이다. (MS VI: 385,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칸트는 목적 수립 일반에 대해 설명한 뒤, 목적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
인지 묻고 그 조건이 "의무 개념을 목적 일반의 개념과 결합시키는 [...] 명령"임을 밝힌다. 논
증에서 핵심적인 논거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의사Willkür 혹은 실천이성이 목적을 수립하는
능력이라는 칸트의 생각이다. 위 논증의 핵심 단계는 위의 인용문에서 강조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강조된 부분에 함축된 생각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자유로운 목
적 수립은 정언명령이라는 특수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함축은 다음과 같은 질문
을 불러일으킨다. 정언명령은 도덕의 최상원리인데, 정언명령이 실제로 도덕적인 행위의 경우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지 않거나 도덕과 무관한 행동에서도 목적을 세우는 활동을 근거지우는
가? 예를 들어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경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실현시킨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그의 준칙은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을 택하길 요구하는 가언명령에 근거한 것일 터이고, 이 때 문제되는 실천이성
은 순수한 실천이성이 아니라 도구적인 실천이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서도 행위자의
목적을 수립하는 행위는 정언명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기서 칸트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인용문의 강조된 부분에서 목적
을 실현하는 일이 아니라 목적을 세우는 일 자체가 문제되고 있따는 점이다. 경향성을 충족시
키는 행동에서 목적을 실현하는 일은 물론 가언명령에 기반한 준칙에 따라 일어난다. 그러나
행위자가 경향성을 충족시키는 일이 충분한 이유를 가지는 행동임을 인정하고 그 경향성을 충
족시키는 것을 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때, 목적을 세우는 일은 궁극적으로 그의 목적 수립 능
력에 근거한다. 그리고 칸트에 따르면 자유롭게 목적을 세우는 일, 어떤 목적에 근거를 부여
함으로써 그 목적을 따르도록 동기화되는 일은 이성적 행위자가 "목적 자체인 인간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목적 자체인 인간성"에 근거한 정언명령이 바로 "목적 자체
인 인간성의 정식"이다.
바꿔 표현하면, 이성적 행위자의 자유로운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즉
각적인 충동이나 경향성은행위자를 행위하도록 하는 동기로 작동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자가
단 것을 먹으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 경향성은 그에게 어떤 목적(예: 케이크 먹
기)를 제시한다. 그는 이성적 규범에 비춰 이 목적이 실현할만한 것인지 따져본 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따를 준칙을 세울 것이다. 이 경우 행위자가 가지고 있던, 단 것을 먹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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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상태는 그 자체로 케이크를 먹는 행동의 충분한 근거가 아니다. 행위자가 특정 상황에
서 케이크를 먹는 것을 허용하는 준칙을 세울 수 있을 때, 그의 단 것을 먹으려는 경향성이
케이크를 먹는 행동의 근거가 된다. 요약하면 이성적 행위자에게 욕구나 경향성은 그 자체로
는 행동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것들을 충족하는 것에 근거를 주는 규칙을
세울 수 있을 때만 행위의 이유가 된다. 그런데 어떤 행위의 규칙을 세우는 행위는 예지적인
것이자 행위자의 순수한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다. 바로 이 생각이 위의 인용문에서 표현된,
모든 목적 수립이 정언명령이라는 원리에 근거한 "자유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아이디어가 "덕론의 최상의 원리"를 형식화하고 증명하는 부분(MS VI: 395)에
서도 발견된다.
덕론의 최상의 원리는, <그러한 목적을 갖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보편적인 법칙
일 수 있는 목적들의 준칙들에 따라 행위하라>는 것이다. [...] 덕이론의 이 원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으로서 어떠한 증명도 허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순수실천이성으로
부터의 연역은 허용한다. -- 인간의 자기 자신과 타인들의 관계에서 목적일 수 있
는 것, 그것은 순수실천이성을 위한 목적이다. 왜냐하면 순수실천이성은 목적들 일
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적들에 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목적들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심도 갖지 않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왜냐하면 그렇
게 되면 순수이성은 (항상 하나의 목적을 포함하는) 행위들을 위한 준칙들을 규정
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실천이성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MS VI: 395, 강조
는 원문)
인용문의 가운뎃줄 이하에서는 "덕론의 최상의 원리"에 대한 "연역"이 제시되고 있다. 이성
적 행위자에게 덕론의 최상원리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칸트는 이성
적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에서 순수실천이성의 사용을 근거지우는 목
적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런데 밑줄친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 밑줄 친 문장에서는 "인간의 자기 자신과 타인들의
관계에서 목적일 수 있는 것"과 "순수이성을 위한 목적인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칸트 자신
에 의해 "목적일 수 있는 것"과 "목적인 것"이란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 "목적일 수 있는 것"이
란 표현은, 문제가 되는 사태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실제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 결과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적 본성에 의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목적"
인 "행복"이 제외된다(MS VI:385; GMS IV: 428). 또한 "목적일 수 있는 것"을 논하며 칸트는
인간의 자신과 다른 인간과 맺는 관계"를 문제삼고, 인간이 사물들과 맺는 관계나 사물과 사
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이제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인간의 자기 자신과 타
인들의 관계에서 목적일 수 있는 것"을 해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목적은 오직 인간만이 세울
수 있는 것이며 인간들이 실제로 자신의 본성에 의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문제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목적은 다음 아닌 "목적 자
체인 인간성" 즉 인간이 가진 "목적 수립의 능력"이다.
이제 인용문의 밑줄 친 문장은, 이성적 행위자의 목적 수립 능력이 순수실천이성의 목적이
라고 바꿔 쓸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순수한 실천이성을 가진 존재자와 인간이라는 유한한
실천이성을 가진 존재자를 대비시키면, 위의 밑줄친 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
다: 순수한 실천이성을 가진 존재자에게 목적 수립 능력으로서의 "목적 자체인 인간성"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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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목적이지만, 유한한 실천이성을 가진 존재자인 인간의 경우에 "목
적 자체인 인간성"은 그 존재자가 순수한 실천이성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에서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다. "덕론의 최상 원리"에 따를 때 행위자는 자기 준칙에 표현된 목적이 보편화가능한
것인지를 테스트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덕론의 최상 원리"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수립해야
만 하는지 일러준다. 소극적으로 표현할 경우 덕론의 최상원리는, 내 준칙에 표현된 목적이
보편화가능한지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해석을 토대로 글을 열면서 제기했던 질문 가운데 하나인, "가져야만 하는 목적
" 혹은 "보편화가능한 목적"에 대한 고려가 도덕법칙의 형식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
해 대답할 수 있다. 덕론의 최상원리는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 수립 능력을 발휘할 때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하는 일반적인 조건들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다
른 구체적인 행위 목적들보다 상위의 차원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 행위의 구체적인 목적들은
"가져야만 하는 목적"에 포섭되어야만 한다.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기 전에, "동시에 의무인 목적" 즉 덕
의무가 윤리학에 도입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칸트의 논증을 하나 더 검토하겠다. 이 논증
은 이전에 검토한 논증들과는 다른 지위를 가지나 연구자들에게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이
논증은 <덕론>의 서론의 제 6절에 위치하며, 여기서 칸트는 윤리학의 독특성을 설명하면서 윤
리학은 행위자 자신의 의지가 문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 덕론과 법론의 최상원
리를 모두 포괄하는 "윤리의 최상원리"(MS VI: 225, 389)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판정하
는 기준으로 해당 준칙이 보편법칙의 형식을 가지는지만을 문제삼는다. 이 때 문제되는 의지
는 의지 일반일 뿐인데, 덕론의 최상원리는 행위자 "자신의 의지"를 문제삼는다(MS VI: 389).
"윤리학에서는 이것[-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
위하라"]이 너 자신의 의지의 법칙으로 생각되는 것이지, 의지 일반 즉 타인의 의

지일 수도 있을 터인 의지 일반의 법칙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다." (MS VI: 389)
덕론의 최상원리가 개별 행위자에게 "의지 일반"을 위한 법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
를 위한 법칙으로 생각된다는 칸트의 주장은 덕 의무가 행위자의 자기 구성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이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한 행
위자는 무조건적인 목적, "가져야만 하는 목적"을 수립할 수 있을 때에야 진정한 의미에서 주
체 혹은 자기 자신일 수 있다. 만약 내가 그 자체로 목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인 목적을 세운다면, 이 목적을 세울 때 나는 엄격한 의미에서 내 의지에 의해서만 목적
을 세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술적-실천적인(technisch-praktisch) 목적-수단 관
계로 포섭가능한 목적 혹은 자연의 인과법칙적 연쇄 하에 있는 어떤 목적을 세울 때, 이 목적
은 엄격한 의미에서 "주관에 속한" 목적이 아니라 "객관에 속한" 목적이다. 하지만 주체가 무
조건적으로 유효한 목적, 어떠한 기술적-실천적인 목적-수단의 관계로도 환원될 수 없으며 인
과적으로 결정된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목적을 세운다면, 이 목적은 "주체 자신"의 것이자 엄
격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인 것이다.
덕론의 <서문> 6절에 위치한 이 논증에서 룀프G. Römpp는 "주체의 주관성"이 발현되는 칸
트식의 모델을 도출했다. 룀프에 따르면 칸트에서 "주관의 주관성"은 두 가지 의미에서 실천적
으로 이해될 수 있다 (Römpp 2006: p. 180). 첫째로 주관의 주관성은 자유로운 목적 수립
능력의 발휘를 통해 "사물을 통제하는 인과법칙에 의해 결정된 목적- 수단의 관계를 깨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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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에서 실천적이다. 그리고 주관의 주관성은 "가져야만 하는 목적"을 세우는 능력에 의
해서 자신의 엄격한 의미의 자유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실천적이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 주관
의 주관성은 목적 수립 능력의 발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일종의 성과물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목적을 세우는 능력은 주체가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에 다름아니다. 목적 수립 능력을 통
해 주체는 특수한 권리와 의무들을 가진 존재로 자기 자신을 정립한다.

3.
이제까지의 논증을 바탕으로, 왜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칸트 윤리학에 도입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자기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이 칸트의 윤리학에서 최상의
덕 의무로 규정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행위자가 목적 수립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기본 조건들을 표현하고, "가져야
만 하는 목적"을 따름으로써

행위자는 자신의 자유를 발휘하며 자기 자신의 동일성을 구성해

갈 수 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
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따르는 것이 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이 목
적은 각 행위자의 자기 규정의 능력에 관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을 돌보
라는 의무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완전성을 추구하라는 의무를 뜻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자
기 규정 능력을 돌보라는 의무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의무에 다름 아니다. 자기
자신의 완전성을 추구하라는 덕 의무는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 수립 능력에 대해 취해야 할 태
도를,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덕 의무는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목적 수립 능력에 대해 취
해야 할 태도에 대한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왜 덕 의무 혹은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칸트의 윤리학에 도
입되어야 했는지 대답하겠다. 이 질문은 두 개의 상이한 관점에서 답변될 수 있다. 우선 관찰
자의 관점에서, "가져야만 하는 목적"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칸트의 윤리학에 상호주관적인 차
원을 마련해준다.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덕 의무는 다른 사람의 목적 수립 능력을 존중함
으로써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주관들의 상호주관적 관계망을 열어준다. 한편 행위자 자
신의 관점에서, 행위자는 "가져야만 하는 목적"에 대해 고려함으로써 도덕법칙에 맞게 자신의
의지를 결정하는 힘을 강화시킨다.
덕의무는 우리에게 덕이 있는 인격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속성과 참여 그리고 사고 방식
을 지시해준다. 덕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행위자가 도덕적으로 선한 신조를 가지
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자가 자신의 자기-지배를 강화하고 발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자기 자신의 완전성 및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일관적이며 고유한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덕의
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위자는 자신의 삶에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통합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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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지영 박사의 「칸트 윤리학에서 덕 의무의 필요성:
이성적 행위자의 목적수립능력과 덕 의무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정성관 (영남대)

칸트의 <덕론>은 형이상학적 원리 외에 ‘덕행의 지침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에
서 부딪치는 윤리적 사안들에 대한 준칙을 담고 있고, 사례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까지 포함하
고 있어서 칸트의 도덕이론을 실감할 수 있는 내용적인 면을 갖고 있다.
강지영 박사(이하: 논자)는 이 논문에서 왜 <덕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덕의무가 칸트의 윤리
학에 도입되어야 했는지 논구하고, 덕의무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
다. 필자(논평자)는 자세한 논의를 위해 이 논문의 골격과 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몇 가지
질문을 끌어내 보고자 한다.

논자는 먼저 칸트 윤리학의 정언명령이 갖는 소위 ‘형식주의 비판’, 즉 ‘준칙의 보편법칙적
형식만을 문제 삼고 행위의 구체적 목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이며 가변
적인 행위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절한 지침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주목한다.
또 그는 목적 자체에 대한 고려가 들어있는 “목적 자체인 인간성의 정식”(“너 자신의 인격에
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우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도 형식주의 비판에 맞서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성이라는 목적은 개별 행위에서 따라야 할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저 다른 목적
을 세울 때 개별적인 목적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 행위자가 그에 반해 행동해서는
안 되는 목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논자에 따르면 칸트는 저술들에서 목적개념을 구체적인 의무들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데, 특히 <윤리 형이상학>의 <덕론>에서는 덕의무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 개념을 토대로 다양
한 덕의무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가 덕의무 혹은 “동시에 의무인 목적(가져야만 하는 목
적)”이 어떤 이유에서 칸트 윤리학에 도입되어야 했는지 대답할 수 있다면, 정언명령을 내용
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논자는 주장한다. 즉 “가겨야만 하는 목적” 이란 덕의무 개념이 칸
트 윤리학의 형식주의 측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언명령을 내용의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
게 한다는 것이다.
논자는 먼저 왜 덕의무가 윤리학에 도입되어야만 하는지 <덕론>에 나타난 “네 개의 논증”을
검토한다. 덕의무가 윤리학에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칸트에게

“‘동시에 의무인 목적’이 어

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즉 덕의무 개념의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증명인 “연역”으로
나타난다.
덕의무 개념의 연역을 위한 네 개의 논증의 공통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동시에 의무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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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없다면, 정언명령이라는 개념도, 보편타당한 책무라는 개념도 존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언명령과 보편타당한 책무라는 개념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있어야만 한다.

네 논증의 구체적인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MS VI 381)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인간이란 이성행위자가 자신의 도덕적 의지를 행사
하는데 필요하다. 도덕적 목적이 없으면 경향성의 목적에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2. (MS VI385)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의지를 생각할 수 있으려면,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있
어야 한다. "가져야만 하는 목적"은 정언명령의 사고가능성을 위한 조건이다.
모든 종류의 자유로운 목적 수립은 정언명령이라는 특수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즉각적인 충동이나 경향성은 행위자를 행위하도록 하는 동기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목적을 세우는 일, 어떤 목적에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그 목적을 따르도록 동기화되
는 일은 이성적 행위자가 “목적 자체인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목
적 자체인 인간성”에 근거한 정언명령이 바로 “목적 자체인 인간성의 정식”이다.
3. (MS VI 395) 이성적 행위자의 목적수립 능력인 '목적자체인 인간성'은 순수실천이성의 목
적이다.
순수실천이성을 가진 존재자의 경우 목적수립능력으로서의 '목적 자체인 인간성'은 이미 가지
고 있는 목적이지만, 유한한 실천이성을 가진 존재자(인간)의 경우 그것은 순수실천이성의 영
향력 하에 있는 한 가져야만 하는 목적이다.
덕론의 최상의 원리“그러한 목적을 갖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보편적인 법칙일 수 있는 목적
들의 준칙들에 따라 행위하라”는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수립능력을 발휘할 때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하는 일반적인 조건들을 표현한다.
4. (MS VI 389) 덕론의 최상원리에는 덕의무가 행위자의 자기 구성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한 행위자는 무조건적인 목적, “가져야만 하는 목적”을 수립할 수 있을 때에야 진정한 의미의
주체 혹은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주체가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목적, 목적-수단의 관계로 환원될 수 없으며 인과적으로 결정된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목적을 세운다면, 이 목적은 주체 자신의 것이자 엄격한 의미에서 객
관적인인 것이 아닌 주관적인 것이다.
"주체의 주관성"은 목적수립능력의 발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일종의 성과물이다. 이러한 의
미에서 목적을 세우는 능력은 주체가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에 다름 아니다.
목적수립능력을 통해 주체는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로 자신을 정립한다.

위 논증을 토대로 논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동시에 의무인 목적(가져야만 하는 목적)이 칸트 윤리학에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져야
만 하는 목적’은 행위자가 목적 수립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기본 조건들을 표
현하고, “가져야만 하는 목적”을 따름으로써 행위자는 자신의 자유를 발휘하며 자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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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구성해 갈 수 있다.
‘가져야만 하는 목적’에 대한 숙고는, 한편으로 관찰자의 관점에서 보면, 칸트 윤리학에 상호
주관적인 차원을 마련해준다.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덕의무는 타인의 목적 수립능력을 존
중함으로써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주관들의 상호주관적 관계망을 열어준다. 또 다른 한편으로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법칙에 맞게 자신의 의지를 결정하는 힘을 강화시킨다.
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따르는 것이 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이 목적은 각 행위자의 자기규정의 능력에
관련되어야 한다.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을 돌보라는 의무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완전성을 추
구하라는 의무를, 타인의 자기 규정능력을 돌보라는 의무는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의무에
다름 아니다. 전자는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 수립능력에, 후자는 행위자가 타인의 목적 수립능
력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것이다.

논자에 주장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궁금증은 다음과 같다.
1. 칸트가 덕의무를 윤리학에 도입되어야 했던 이유가 자신의 정언명령이 가진 형식주의에 내
용적 측면을 규정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가?
칸트는 <덕론>에서 “자기의 완전함”이나 “타인의 행복”을 위한 일련의 덕의무들 직접 또는
반대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의 형식적 규정 근거 외에 실질적 규정
근거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점에서 얼핏 보기에 칸트의 <덕론>은 자신의 윤리학에 대한
형식주의 비판에 대응한 조처로 보인다.

그러나 칸트는 자신의 비판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정

언명령을 내용이 없는 형식으로만 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칸트의 정언명령은 모든 도덕법칙
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형식으로서 모든 도덕의 내용을 규정한다.

왜냐하면 칸트에게 ‘실

천이성의 원칙’이라는 정언명령은 모든 실천행위들이 준수해야 할 도덕법칙의 형식일 뿐만 아
니라, 선의 개념이 “도덕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도덕법칙에 의해서”(KpV, V6)" 규정되는 한,
실천이성의 원칙은 선의 개념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에게 덕의무에 대한 고
려는 형식주의 비판을 피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의도된 기획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다.
2. 헤겔이 “칸트의 실천이성은 우리에게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법
칙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나 율법을 줄뿐이다” (GPR §124)고 지적하듯이, 칸트가
덕의무를 윤리학에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윤리학은 어떤 주어진 구체적 상황이나 조건에
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형식주의가
아닌가?
3. 과연 행위자가 덕의무(동시에 의무인 목적)에 대해 고려하면 “도덕법칙에 맞게 자신의 의지
를 결정하는 힘”이 강화되겠는가? 혹은 덕의무를 따르면 “도덕법칙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이끄
는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의무를 따르면 ”자살“은 막을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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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천이성, 즉 “목적수립능력”의 강화로 ‘악에의 성향(der Hang zum Bösen)’이 극복될 수
있는가? 칸트에 따르면

‘악에의 성향’은 인간이 자연적 존재로서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는 도덕명령을 위반해도 된다는 준칙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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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최고선의 이념과 반성적 판단력
-『판단력비판』의 정치철학적 독해의 시도
박지용 (경희대)

1. 들어가며
켄 로치의 영화 <빵과 장미>(2002년 상영)는 미국에서 라틴계 노동자들이 빵만을 원하는
것이아니라, 장미도 원한다고 말한다. 빵으로 상징된 최소한의 생계를 넘어, 인간적인 권리를
사회적으로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 장미로 표현된다. 사회의 바닥에서 천대받는 이주민 노동
자들도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며, 존중되어야 할 삶이 있다는 상식적인
가치를 그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도덕적 이념과 현실과의 괴리는 언제나 있어
왔고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현실과
이념의 간극을 해결하려는 것은 정치의 문제다. 이때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가 해결해야 할 직
업적인 책무를 가진 것이지만, 정치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혹은 정치가와 정치가 사이에서 정
치의 문제를 원론적 입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철학자에게 허용된 전통적인 권한에 속한다. 좋
은 정치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는 철학의 전통에서 형성된 고유한
물음 대상이라는 것이다. 현대 정치이론에서 칸트가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한 원류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판단력비판』이 칸트의 정치철학의 핵심적 저술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사실 이
물음은 이미 1970년 한나 아렌트의 칸트 해석에서 이미 주장된 바이다. 아렌트는 칸트의 정
치이론이 도덕 및 실천이성과의 관련성으로부터 해명된다는 주류적인 해석에 반대하여, 말년
의 칸트가 도덕을 경유하지 않는 판단에서 정치이론을 모색했다고 진단한다.1) 아렌트 사후 아
렌트의 해석이 가히 폭발적인 수용됨으로써 칸트의 정치이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인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한 과정은 아렌트의 해석이 칸트의 본래적인 정치이론과
는 다른 것으로 차별화되어 ‘아렌트주의’가 생겨나는 배경이 되었다. 정치이론가로서 아렌트는
현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판단들이 어떻게 형성되며, 하나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보고 정치의 논리를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취미판단을 정치적
으로 독해한 것이다. 그러나 아렌트의 칸트 해석과 재구성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지만, 칸
트에 있어서는 실천이성의 이념과 정치이론과의 연관성은 간과될 수 없다. 실천이성을 배제함
으로써 정치이론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아렌트의 주요전략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경우 칸트의 본래적인 의도는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렌트의 해석인
『판단력비판』의 정치적 독해를 수용하면서도 실천이성과의 연관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면, 아렌트주의와 칸트의 정치철학은 공유될 수 있게 된다.
이 물음은 칸트의 『판단력비판』에서 도덕적 목적론이 어떻게 새롭게 설정되고 있는가를 살
펴보는 것으로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 까닭은 마지막 비판 저술에서, 도덕과 현상세계
1) “말년에 칸트가 가졌던 문제는 어떻게 국가 조직의 문제를 도덕철학, 즉 실천이성의 명령과 화해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도덕철학이 여기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도덕화 작업에 거리를 두었다.”(칸트 정치철학
강의(김선욱 옮김,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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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대한 칸트의 최종적인 입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나타난 칸트
의 입장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 저술 외에도 칸트의 말년기 저작의 기본적
인 토대를 이룬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칸트의 『판단력비판』이 나오기까지의 전체 체계화의
과정은 칸트가 도덕이론의 확립 이후에 남겨진 과제를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헨리히는
“세계의 도덕적 상(Moral Image of the World)”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볼 때 칸트의 체계
는 많은 균열을 보였으며, 그 균열을 극복하는 과정이 『판단력비판』을 저술한 동기가 되었다
고 말한다.
아래에서 나는 헨리히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최고선의 탈형이상학적 세속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세계와 도덕적 이념이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칸트의 주장은 ‘최고선의 실
현’이라는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칸트는 최고선의 실현이 도덕으로부터 부과된 의무이지만
동시에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 했다. 경계를 넘은 최고선은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할
이념으로서 현실과 관계한다. 『판단력비판』이 정치철학적으로 독해되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이념과 그 이념을 위해서 존재하는 현상의 세계는 상호적으
로 제약된 조건에 놓여 있다. 이념을 부정하거나 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확신에 차
열망하지도 않고, 이념을 희망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의연함에서 칸트의 현재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언젠가 이념이 실현되어야 할 장이어야 하며, 이념 또한 세계와 무관심
해서도 안 된다. 세계가 도덕적으로 진보해야 한다는 실천이성의 요구는 의무만을 말하지만,
판단력은 세계와 인간의 합목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념이 긍정될 수 있는 토대, 세계를 신뢰
할 기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결론을 논하기 위해서 최고선의 이념이 칸트의 철학 전반에서 어
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최고선 이념과 신의 실존
‘최고선(bonum summum)’은 고대에서는 윤리학적 개념(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에피큐로
스)이자, 중세에서는 신 존재를 지칭하는 신학적 개념으로 전용되고, 근대에 들어 철학적인 세
계관(라이프니츠)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다양한 맥락과 전통을 가진 개념이다. 기존 철
학사에서 드러난 다양한 맥락만큼이나 최고선은 칸트의 철학 내에서도 변천을 겪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대강의 윤곽을 그려보자면, 비판기 이전에는 도덕신학적 신존재 증명에서, 『순수
이성비판』에서는 최고선의 이상으로, 『실천이성비판』에서는 행복과의 관계에서, 『판단력비판』
에서는 도덕적 목적론으로, 또한『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모든
연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분명하고 일관된 관점은 사변신학과 도덕신학의 엄격한 경계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경험의 지반을 떠나 이성의 사변적인 사용 속에서는 신학에 대한 어떠한
정초도 마련할 수 없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짧은 글이 당대의 스피노자 논
쟁에 대한 입장 표명을 담은 「사유에서의 정향이란 무엇인가?」(1786. 이하 「정향」)이다. 여기
서 칸트는 멘델스존의 사변적 이성신앙 논증이 멘델스존의 탁월한 이론인 ‘건전한 인간이성’
의 논의마저도 광신(Schwaermerei)을 낳을 수 있으며 이성의 몰락을 낳게 할 것이라는 우려
를 표명한다.
칸트는 멘델스존이 제안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자기 정향하는(sich zu orientieren) 이성(혹
은 공통감, 평균적인 인간오성)’의 개념이 철학적으로 더 확장될 수 있음을 보인다. 칸트가 설
정한 자기정향의 상승적인 확장은 감성적인 사물들과의 관련된 지리적인(geographisch) 정향
에서 출발하여, 논리적 수학적 정향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이성 자신만이 남겨지는 사유의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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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간으로 향한다. 이 텅빈 사유공간에서조차 이성은 신의 실존을 곧바로 전제하지 않은 채
이성 자체로부터 주관적인 사용을 발견한다. 어떤 직관의 대상도 남겨지지 않은 공간에서도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이성은 여전히 사유를 작용시켜야 하며, 그것이 이성에 주어진 고유한
용무인 것이다. “사유에서 정향이란 이성이 다만 자신의 믿음 속에서 주관적인 원리에 따라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다.”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주관적인 수단은 이성 자신의 욕구의 감
정일 따름이다”. 또한 이성이 스스로 갖는 주관적인 자기 준칙은 이성이 만족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기 정향의 확장되고 정확하게 규정된 개념은 초감성적인 대상들의 인식을 다루
는 데 있어서 건전한 이성의 준칙을 분명하게 제시한다.”(정향, A 306) 칸트가 보기에, 멘델스
존이 제시한 것은 이성의 사변적인 사용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연성의 준칙”이지만, 이
를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요구했다는 점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칸트의 이 비판은 멘델스존에 대한 강한 비판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칸
트와 멘델스존은 20년 동안이나 오랜 서신교환을 하면서 평생의 철학적인 동료애를 나눈 관
계로 알려져 있다. 「정향」이 나오게 된 계기도 멘델스존의 죽음에 보내는 칸트의 헌정논문이
라는 점에서 둘 사이의 각별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칸트가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멘델스존의 철학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의 업적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멘델스존이 죽기 직전 칸트에게 보낸 편지(1785년10월15일자)에는 그가 야코비와 스
피노자 논쟁에 휩싸여 괴로운 처지에 있음을 하소연한다. 야코비가 멘델스존과 주고받은 서신
교환을 멘델스존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출판하였고, 무엇보다도 멘델스존은 30년간 친밀한
교우관계를 가졌던 레싱이 ‘나는 스피노자주의자다’라는 말을 야코비에게 전했고, 야코비는 이
를 부당한 논쟁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큰 상심을 겪었다는 것이다.
야코비로부터 시작된 스피노자 논쟁은 멘델스존이 생존했던 당시에도 철학계의 추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칸트 사후에도 독일 철학계에서 지속적인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 칸트는 당시
출간된 야코비의 두 저작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멘델스존 사후 익명의 저자로 출간된 논쟁사
(『die Resultate』) 또한 읽었다는 점을 「정향」에서 밝히고 있다. 여기서 칸트는 이 논쟁에 대
해 두 사람 모두가 그처럼 타락한 사유방식을 전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
만, 야코비를 인신공격을 한 부당한 사람이라는 평을 내리고 있다. 「정향」에서 야코비가 언급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철학의 비판적인 정신이 광신과 결부될 수 없다는 칸트의 단호한 입장때
문이라 볼 수 있다. 칸트에게 야코비는 그저 광신자(Schwaermerei)로 비쳤다는 것이다. 사망
한 학문적 동료에게 남겨진 모독적인 처사에 대해 칸트는 마치 멘델스존이 레싱을 대신해 전
개했던 논쟁처럼, 멘델스존의 명예회손을 위한 글을 계획한 것이다. 이처럼 멘델스존과 칸트
는 서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말할 정도로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칸
트는 멘델스존 사후 『순수이성비판』 재판에서 멘델스존의 주요이론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비판
도 주저하지 않았다. 멘델스존 또한 『모르겐슈툰덴』에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 라이프니츠
볼프의 형이상학적 전통을 폐기하고 있어 ‘모든 것을 갈아버린 칸트(alles zermalmender
Kant)’라 표현한 바 있다. 이론적으로는 서로의 분명한 차이를 자각하면서 상호경쟁적인 관계
였지만, 그 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동료애가 깊이 배겨 있다. 이런 배경에서 칸트는 멘델스존
이 제안한 사유에서 정향이라는 단초를 발전시킬 의무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필요’가 이론적인 사용에서 마치도 이성의 통찰 내용인 것처럼
사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멘델스존에 대한 칸트의 핵심적인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칸트는 「정향」에서 이론적인 사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며, 이성의
주관적인 원칙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특정한 사회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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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습에 의존하지도 않고 신학적인 경전에도 의존하지 않은 채, ‘신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
는가?’라는 단순한 물음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성만을 도구로 사유를 전개하는 것이
철학자나 일반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다. 이성만을 가지고 신의 실존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칸트의 주장은 무신론의 태도라기보다는 ‘실제 사실이 그러하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
는 바’라 할 수 있다. 성서와 종교적 관습이 참조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이성 안에서 신의
실존을 요구하는 이성의 필요의 감정은 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성 자신이 만족
될 수 있기 위해 하나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세계 내에 설정된 목적들의 질서 속에서, 모든 우연적인 것들의 최초 원인들에 대해 다만
판단하고자 할 경우에서만, 신의 실존을 가정해야 한다.”(316) 그러나 이러한 이성의 가정 또
한 온전히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다. 이 가정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그 불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상태의 것이 아닌
것, 다만 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태인 것(Fuerwahrhalten), 주관적으로만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이 점에서 “모든 신앙은 지식에 대립된다.” 신의 실존을 수용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이성의

이론적인

사용은

지식(Wissen)이

될

수

없는

이성의

이론적인

전제

(Vernunfthypothese)이자 하나의 의견(Meinung)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판단하고자 할
경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야만 하기 때문에 신의 실존을 정립하는 것이 강제된다.
왜냐하면 이성의 순수 실천적인 사용은 도덕법칙의 지침에 존립하기 때문이다.” 이성의 곤란
한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성의 또다른 사용능력으로서 실천적인 사용에 있다. 칸
트는 이를 이성의 요청(Postulate)이라 하고, 이성의 이론적인 전제와 구별한다. 요청으로서의
신 존재는 칸트가 제시한 정향의 최종적인 목표지점이 된다. 이성이 방향을 잡아야 할 하나의
이정표(Wegweiser, Kompass)로서 실천적인 이성신앙은 종류에 따라서는 지식과 다르지만,
정도에 있어서는 지식에 뒤지지 않는다.(321) 그렇다면 왜 이성은 신의 존재를 실천적인 사용
에서 지식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전제해야 하는가?
이 물음은 1786년 출간된「정향」에서는 다소 빈약하게 설명되고 있다. 짧은 논문이라는 분
량상의 제한을 이유로 들 수도 있겠지만, 칸트 자신이 최고선의 이념과 신 존재와의 연관성에
대해 아직 최종적인 입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2) 우선 「정향」에서 제시된
양자(신존재와 최고선)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신을 전제할 것이 필
요하다고 느끼는 이성은 ‘도덕법칙이 세계 내에서 가능한 최고선의 이념으로 이끈다’는 점에
서 신 존재로 나아간다. 도덕의 가능성은 신의 존재와 전혀 무관하게 이성 자체에서 자립적으
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세계 내에서 가능한 최고선을 위해서 이성이 그
자체로 자립적인 최고선(신의 실존)을 가정할 것이 필요하다. 칸트는 이미 『순수이성비판』에서
최고선의 이상(Ideal)을 행복과 도덕의 일치관계로서 파악했고, 「정향」에서도 칸트의 이 주장
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저작에서 공통점은 덕이 행복할 자격을 갖추는
것(Glückseligkeit würdig zu sein)이며, 덕의 비례에 따라 할당된 행복이 가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최고선의 이상(Ideal) 혹은 자립적 최고선이다.
그런데 『실천이성비판』이후에는 ‘최고선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무가 강조되면서, ‘덕에 비례
하는 행복’으로서의 최고선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자연의 나라와 도덕
의 나라 사이의 엄밀한 일치를, 최고선의 가능 조건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방식이 나타난다.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 이성에 대해서 가능하고, 동시에 도덕성에 대해서도 유용한 것이다.
2) 이 물음은 다음 장에서 『판단력비판』의 「목적론적 판단력의 방법론」과의 비교를 통해 정리될 수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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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즈음에 우리의 판단을 결정하는 원리는, 요구로서는 물론 주관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객관적(실천적)으로 필연인 것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는 도덕적 관점에서 승인하는 준칙의 근
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순수한 실천적 이성 신앙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헨리히는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덕에 비례하는
행복’을 칸트가 폐기한 것이라 제안한다.3) 헨리히가 해석하는 ‘세계의 도덕적인 상(image)’은
칸트의 도덕신학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신학과 형이상학적인 맥락을 배제하여 도덕
적 행위자와 행위자가 투사하는 세계에 대한 이미지의 관계로 재구성된 현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헨리히는 칸트가 도덕적 질서를 최고선의 질서와 동일시했다는 그 점에서 ‘칸트는 잘
못된 충고를 받아들였다(kant was indeed ill-advised)’(헨리히, 28쪽)고 판단한다. 헨리히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칸트에게 그러한 충고의 제공한 자는 루소이다. 헨리히가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실천이성비판』을 통해 칸트는 새로운 도덕적 세계질서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해
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헨리히는 칸트의 도덕적 세계질서를 최고선의 질서와 은총의 질
서라고 해석하여, 차라리 “인간의 도덕적 자각의 발전 내에서 도덕적 행위와 층위들의 다양한
유형들을 구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지적함으로써 헨리히는 칸트의 도
덕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변했다는 점을 잘못 해석하거나 곡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설명한 ‘최고선의 실현’의 의미를 ‘좁은 의미의’ 도덕적인 영역에 한정시
키고 마치 형이상학적 전제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칸트의 도덕적 세계상은 신학적 세계나 은총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
로 세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반대하고 정치적인 이해로 향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
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정향」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이성에 대한 계몽적인 낙관은 신학적인 신비화에 대한 경계로
나타난다. 이처럼 이성의 실천적인 신앙은 칸트의 사상 전체를 가장 잘 대변한다. 신의 존재
를 철학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일견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기초한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논의의 핵심은 오히려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이자, 철학이 제기하는 종교에 대한
현실 비판이기도 하다. 칸트를 통해 당시 현실적인 기독교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
고 있으며, 이 시도는 칸트가 생의 마지막까지 밀고간 이데올로기 투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다.4)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광신과 미신을 경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무신론을 경
계해야 한다는 칸트의 주장은 계몽적인 신념에 근거한다. 이때 칸트가 생각한 계몽이란, 다만
철학의 자기정체 혹은 철학적 사유를 강조하는 것이다. 신 존재에 관한 철학의 문제에서나,
종교적인 현실의 문제에 접근하고 또 어떠한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금석으로서
3) 헨리히는 칸트가 『도덕형이상학기초』의 불충분성을 느끼고 『실천이성비판』을 통해서야 도덕의 원리를
이성의 사실과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해명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칸트가 가졌던
도덕적 세계에 대한 상 또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도덕에 비례하는 행
복으로서의 '최대치의 이념(idea of maximum)'이 최고선의 실현이라는 실천적인 이념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도덕에 비례하는 행복의 폐기를 낳았다고 말한다. “실천이성비판으로 이끌었
던 칸트 사유의 혁명이 있기 전에는 판단력비판이 철학적인 체계의 구성부분으로 가능할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도덕적 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행복의 자격있음이라는
이론’을 폐기했을 때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Aesthetic Jugement and Moral Image of the
World, 24쪽) 헨리히는 『순수이성비판』에서 『판단력비판』으로 이르는 칸트의 사유의 도정을 체계의
합리성을 갖추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그 결정적인 균열의 지점이 『실천이성비판』에서 확립된 ‘도덕법
칙에 대한 존경’과 ‘이성의 사실’이라 설명한다.
4) 종교적인 광신은 칸트의 시대에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정상적인 인간의 삶과 사유를 교란시키는 골
칫거리다.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웨덴보리에 대한 경계는 비판기 저술 이전이었으며, 칸트는 말
년에 이르기까지 검열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종교 비판에 큰 열정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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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은 철학적인 사유가 곧 계몽이라는 말과 같다.5)

3. 최고선과 실천적인 확장
신의 실존을 실천적인 의도에서 수용한다는 칸트의 주장은 결과적으로는 형이상학의 수용과
현실적 종교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로 비칠 수도 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철학의 비판정신이
보일 수 있는 용기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칸트는 기독교
종교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성서신학마저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도덕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
을 경우에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친다. 계시종교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을
통해 도출된 중요한 내용들은 칸트의 정치사상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다. 비판저술에서 항상
마지막 부분에 모호한 채로 남아있었던 최고선의 이념과 도덕과 종교의 관계는 마치 형이상학
적인 세계를 은연 중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남겼지만, 정작 종교론을 통
해서 칸트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요된 종교적인 신비마저도 이성의 빛 아래 조망한다. “현세
에서 가능한 최고선을 너의 궁극목적으로 삼으라는 명제는 선천적인 종합명제로서 도덕법칙
자체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실천이성은 도덕법칙을 넘어서 자신을 확장한다.”(종
교론 B. XII)
여기서 확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도덕과 종교는 이론적인 학제에서도 구분되지만, 현실적인
사회적 삶과 관련해서도 구분된 영역이다. 철학자와 신학자는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갖지만,
칸트는 철학적인 사유의 경계를 현실적인 종교로 확장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과도해

보일 수 있는 철학의 확장이 현실적인 대립을 낳게 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의 대립은 칸트가 의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계몽된 사회는 비판적 사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낳은 결과인 것이다. 더 낳은 세계를 위해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덕
적인 당위는 때로는 현실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힘이되어야 한다.
칸트가 약속한 바대로 최고선의 이념을 통해서 확장의 필요성을 느낀 철학은 현실적인 교리
가 통용되는 종교로 진입함으로써 합리화를 시도한다. 광신, 미신, 사변적 이성을 철학 내부에
서 비판적으로 극복한 칸트는 현실적인 힘의 관계에서도 비판의 자유를 요구한다. 종교론에서
제시된 최고선의 이념은 도덕을 통해 또한 합리적으로 현세화된다. 실천이성의 궁극목적으로
서 최고선의 실현은 도덕에서 종교로의 이행을 필연적으로 낳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이 타진
된다. 그러나 덕과 행복이라는 이종적인 원칙을 결합할 것으로 요구된 최고선(신)이 여전히 덕
과 행복을 매개하거나 결합하는 이념으로서 제시되지 않고, 신의 이념은 도덕이 종교로 넘어
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신에 부여된 능력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비밀로서가 아니라
인간과의 도덕적 관계를 규정하는 술어가 된다. 신의 신성함, 선함, 정의는 신의 이념이 도덕
적 관계에서 이성의 한계 안에서 해명됨으로써 세속화된다. 도덕의 영역에서 기대되었던 신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보증이었다. 또한 인간의 도덕적 삶에 대한 은총의 가능성도 이성적 통찰
의 한계를 넘어선 종교적인 비밀로 남는다. 즉 신의 이념은 다만 인간과의 도덕적인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설명된다. 최고선의 실현의 조건으로서 칸트가 파악하는 이념은 ‘윤리

5) 칸트의 당대에 있어서나 칸트 사후 칸트를 계몽주의자로 특칭하고 이성의 과학적 도구주의, 유용성의
과학주의로 한정시켜 이해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있다. 당대 하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학자가 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것은 칸트의 계몽을 오해한 점이다. 이에 대해 칸트는 「정향」에서
계몽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며,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자기사유에 반하는 사례들이 허다하다
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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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동체’와 ‘신민’이라 할 수 있다. 윤리적 공동체는 공동체의 입법자를 도덕적 세계창조자
로서의 신으로 상정하며, 전 인류가 이 이념 하에서 놓인 현실적 공동체다. 윤리적 공동체의
실현은 지상에서 신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종교와 도덕의 결합을 통
해서 그 실현의 대한 표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계략적인 의미는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이미
설명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도덕을 통한 종교로의 이행, 실천이성의 자기확장은 이처럼
계시신학의 도덕화라는 결론을 낳는다.
마치 도덕만 가지고는 불가능했던 최고선의 실현이 종교를 통해서 가능해지리라 기대하게
한 칸트는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최고선의 실현은 아직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그저 끝없는 도
덕적인 진보의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남는다. 결국 실제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진보하는가 혹은 진보가 존재하지 않는가의 물음은 최고선이 가능성의 물음과 같
다. 인류의 도덕적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종교적이자 도덕적인 의무이다. 언제 천국
이 도래하는지, 천국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누가복음의 성
경 구절이 적절한 대답이 된다. 철학에서 종교로, 나아가 모든 인간의 실천 영역에로 확장되
어 도덕은 세계를 도덕화한다. 칸트의 도덕적 이념은 여전히 부정신학적이다. 마치 누구인지
도 모르고 오지도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종교로 이행한 철학은 다시 도덕적 세계
로 되돌아 가야 한다. 이 점이 실천적 영역으로의 확장의 목표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세계
의 도덕화는 열정적인 광기와 무신앙에 대한 경계에 다름아니다. 정치철학에서의 혁명적인 열
정도 이념을 부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고선의 실현은 도덕법칙으로부터 부과
된 인류 자신의 의무라는 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교에 대한 계몽적인 관점과는 달리, 역사에 대한 칸트의 계몽적인 관점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종교는 항상 광신과 미신을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만, 인간의 행위가 표출되는 역사적
인 사건를 판단할 경우에는 도덕적인 이념은 친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칸트는 프랑스 혁명
에 대해 열렬하게 반응하여 ‘암시적인 것으로서의 역사의 기호’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
다. 미래의 역사에서 인류가 망각할 수 없는 사건이자 도덕적 성향이 진보하고 있음에 부합하
는 하나의 기호가 바로 프랑스혁명이라는 것이다. 종교에 대해 보인 단호하고 냉철한 도덕적
인 태도가 도덕적 이념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현명
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혁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평화적인 계몽의 길을 선택하
는 것이 더 낳은 세계로 향하는 길이 된다.(Streit, A160)
역사에서 도덕적 진보에 대한 믿음이 실천이성을 통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진보와 퇴보는
동일한 자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역사에 있어서도 칸트는 인류가 도덕적으로 진보해야 한다
는 당위를 최고선 실현의 과제로서 인류에게 부과된 실천적인 의무로 이해한다. 즉 최고선의
가능성은 인류의 도덕적인 진보의 가능성과 동일한 과제이다. 최고선을 지상에서 실현해야 함
은 인류의 도덕적 진보가 가능해야 한다는 실천적인 이념이다. 역사철학적 관점에서도 칸트는
이념의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 여견하거나 항상 전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다. 멘델스존이 인간은 다만 앞으로 뒤로를 끝없이 반복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칸트는 비록
중단될 수는 있어나 파멸될 수 없는 ‘인간 역사의 진보’를 확신한다.(Gemeinspruch,
A274-275) 역사가 진보하리라는 믿음이 정당화되는 것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요구되
는 일종의 ‘타고난 의무(angeborene Pflicht)와 같은 것이다.
종교에 있어서나 역사에 있어서나 공통적인 칸트의 사유방식은 원칙적인 냉정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 즉 이념은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것으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칸트가 이해한 역사의 진보는 자연의 계획에 심어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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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럼 작용하는 것이지만, 철학에서 다룰 수 있는 엄밀한 학문이 되기는 힘들다. 헤겔과 맑
스에서는 역사적 자료를 다루는 고유한 방법론이 있지만, 칸트에서는 역사에서 진보를 말하고
는 있지만, 칸트가 말하는 역사 진보는 기대와 희망의 대상이며 진보를 신뢰하는 것이 도덕의
신앙과 같다.6)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는 “프리지아 사람들은 너무 늦게 현명하다”는 키케로의
연설문을 인용한다. 칸트는 전쟁을 통해 인간의 잔인성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평화의
이념이 곧이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행보를 근원적인 인간의 도덕적인 소질이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인 시대공간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 위해 또하나의 인식
능력에 대한 비판이 필요했으리라.

4. 칸트의 정치철학과 반성적 판단력, 냉정과 열정 사이
오늘날 칸트의 정치철학으로 유력하게 논의되어 온 방식은, 평화의 이념이 ‘실행하는 법론’
으로서 제도적인 과정으로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한 정치철학적인 구성은
칸트 시대에는 (칸트 스스로 말했던 바로 눈앞에 둔 미래로서) 유효한 이념이었지만, 그 시대
는 이미 지나갔다. 칸트 또한 공화적인 국내법을 통해 국제연합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세
계시민사회의 비전을 갖게 되는 오늘날 사회를 경험한다면 이념은 이미 상당 부분 과거의 것
이 되었다. 그 중 200년간의 역사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이념은 ‘세계시민사회’에
대한 이념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를 부정하고 칸트의 독트린을 고집할 경우 국제사법이니
범인인도니 하는 고리타분하고 지엽적인 법리공방을 칸트의 이름을 빌어 철학적 이념으로 전
용하게 된다. 칸트의 유산은 이념과 현실이라는 부정신학적 관계를, 역사적으로 재생산되는
현실의 모순관계로 옮겨놓는 것이어야 한다.
도식적으로 보자면, 세계와 이념 간의 근본적인 부정신학적인 관계는 한 측면 미완의 계몽
이라는 역사적인 과정(하버마스가 아닌 칸트의 텍스트로부터)으로서, 또 한측면 조화되어야 하
지만 조화되지 못한 불협화음 속에서 ‘더 낳은 세계에 대한 이념’의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자
체의 동학을 유지해야 한다. 칸트 시대의 정치를 그대로 옮겨 놓고, 그러한 정치철학적인 구
도를 법제도라는 한정된 전문영역에만 국한시킨다면 사회적인 제 모순들 간의 역동성을 오히
려 경색화시키고 만다.
“이 꽃은 아름답다”에 자발적인 찬동을 보내는 시민들의 무관심적인 만족은 ‘현실화되어야
할 더 낳은 세계’의 이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로서 반성적 판단력의 작
용을 빌어와야 한다. ‘긍정되어야 하고 만족되어야 할 세계’로서의 이념은 반성적 판단력의 생
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세계의 긍정과 만족의 토대로서 더 낳은 삶의 이상이 논의되어야 한다.
아직 여기에 현실화되지 않은, 그럼에도 그 실현이 우리에게 의무로 부과되어야 할 이념은 무
엇인가? 인간 삶의 실존은 현실적 조건 속에서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념의 실현이 의무라면
이념은 무엇인가? 정치적 최고선은 정치적인 일치의 근거, 하나의 세계에 대한 표상인 세계시
민사회의 실현이다. 이념으로서의 세계는 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일치에 대한 이념
인 것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 종교에서나 정치에서나.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자기 자신과
일치해야 한다는 계몽적 신념. 하나의 실존 조건과 하나의 이념. 지구는 하나다. 만약 지구가
둘이었다면 하나의 이념은 둘일 수 있었다. 선택적 조건의 배제. 하나이어야만 하는 조건으로
6) 칸트 이후, 헤겔과 마르크스의 역사는 인과관계를 통한 체계적 인식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아렌트는 결정적인 차이로 이해하여, 칸트의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열린 판단의 장이라고 말한다. 이
로써 아렌트는 칸트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중요한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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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성적 판단력.
세계시민사회의 이념은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진보와 후퇴를 반복하는 부유상태에 있다. 국
내정치의 결정만으로는 평화가 보장될 수없으며 국가간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인간에 대한 동
일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인종적 차이와 민족적 차이의 극복가능성으로서 인류에
대한 이해제시. 즉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임을 어떻게 아는가, 그들도 쾌불쾌의 감정을 가졌다
는 사실이 인간을 인간이게 한다. 공통감의 요구.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지. 언어가 달라
도 그러하다(의사소통의 합리성은 오히려 더 제한적이고 불확실하다). 인류가 가져야 할 의무
는 정치적 최고선으로서 평화실현(세계시민사회)이다. 평화실현의 부정적 방법으로서 ‘적으로
간주하지 말라.’
세계는 곧 지구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사는 지구에서 민족들의 평화가 있으리라
는 기대. 부정신학으로부터 발원한 세계의 긍정 방식. 정치란, 세계에 대해 거는 인간의 기대
인 것이다. 항상 정치는 기대를 저버리지만, 사람들의 합의를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정치는 이념을 지양한다. 올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만, 그러한 지향적인 실천이 다시금 부
정신학적 과정으로 역사화된다. 이념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부재하다는 의식, 이념을
가로막는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앞서 다룬 핵심적인 연관관계를 판단력비판 서론과 방법론과 결부시켜 조망하면, 이념과 현
실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합목적적 세계의 세계성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반성적 판단력의 합목
적성의 원리는 기교로서의 자연에 대해 자기입법적인 판단을 내린다. 기교로서의 자연은 자연
과 자유의 영역 사이에 형성되는 세계이다. 여기서 내려지는 모든 판단들은 지식으로 주장될
수 없는 잉여이다. 잉여의 생산은 판단자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기교의 세계는 만족을 준다.
자연사물의 아름다운 형식은 무관심의 만족을 주며, 유기체의 자연목적은 이해의 만족을 준
다. 합목적적인 세계의 기저에는 초감성적인 원인이 있다. 공유된 미적 만족의 공동체, 웃을
수 있는 세계의 합목적성
세계(자연)의 합목적성은 도덕적 목적론이 가능하기 위한 비판적인 검증을 요구한다. 세계가
우리의 만족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과, 인간은 무관심적인 만족의 대상을 세계(자연) 속에서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동을 요구할 수 있는 선천적인 원리에 있
다. 인간의 무관심적인 합의는 당파를 떠나서 최고선의 실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념은 현실과의 관계에서 판단될 수 있고, 그 판단은 일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원리를 반성적인 판단력이 가졌다. 이것은 정치적 이념과 반성적 판단이 연관되어야 할 근
거가 된다. 기교로서 세계(자연) 개념은 도덕적 세계와 교차되고 중첩된 현상 세계이며, 세계
안에서 사건과 현상에 대한 판단들을 통해 주관은 상호적으로 관계맺는다.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서 정치적 사건. 그 사건은 모두의 보편적 찬동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이념을 드러내는 사건은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 설명될 수 없다. 인간의 자유를 통해서 드러난
사건. 물리적인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칸트의 견해. 정치적인 사건이나 아름다운 사물에
서나 판단에서나 모든 사람들의 찬동에 기초해야 한다.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사건)은 이념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것을 위해서 판단력
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는 일에 대한 준
비로서, 세계에 대해 거는 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반성적 판단력의 활성화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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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된다. 지금 여기에서 더 낳은 세계가 올 수 있다는 희망의 사건을 기다리고 전지구적인
찬동을 다시 보내야 한다. 무엇이 인류를 만족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유 내용이 아니라, 그
것 자체로서 만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관계로서의 총체.
하나의 합의가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찬동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인지의 과정이 아니라(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의 합리성이 아니라), 그것이 단적으로 그러
하다는 판단의 공동체가 가정하는 이념의 현실이다. 그러한 가능성이 취미에서의 일치가 보여
주는 바이다. 공통감의 전제는 판단의 근거로서 지식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이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사소통과 인지적인 방식을 경유하지 않는 전달가능성이 있고, 소
통에 이르는 길이 만족감의 감정을 통한 것이다.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요구될
수 있는가, 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이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찬동은 평균적인 인간의 평균
적인 감정 능력의 이념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인류가 함께 꿈꾸는 사회가 기만적
인 것이 된다.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통제된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아니라, 실질적
인 만족으로서 평화. 인간은 한번은 이 세계에 그러한 세계가 이루어지리라는 만족의 상태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 만족의 근거는 자연의 합목적성이다. 합목적성은 이미 자연의 기저에 깔
려있고, 그 토대는 평균적인 인간의 감정에 깔려 있다. 문제는 합목적성이 현실적으로 작용할
때, 실제 합목적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담론적 상황이 기만적 상황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은 인간의 판단력에서 작용한다.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말이 아무리 번지르해도
진실성에 대한 최종적인 심급은 판단력이다. 진실성의 수사도 이 진실성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된다. 그것이 인간의 평균적인 능력이며, 평등의 능력,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작용하
는 힘이다. 그러므로 소통의 레토릭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의 생산에서 자유가 구현되는 방
식이 취미의 선천적인 원리를 보여준다. 부정적인 찬동으로서 숭고는 실패한 혁명에서 실현될
수 있었지만 도래하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럼에도 감성적으로 인간의 힘을 보이고 있
다. 부정신학적인 이념이 역사의 전개에서는 본래적이다. 후회를 통해서 지혜를 갖추다.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공간에서 열리는 자유의 영역, 그것이 취미의 공간이라고 하던 의견형
성의 공간이라고 하던 무방하다. 보편적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면 된다. 보편의 원리가 작용해
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그 기저로서 자연의 합목적성은 목적을 이룰 조건으로서 혁명의 시
기가 무르익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 수근대고 웃고 떠들수록 사회가
난삽하게 무질서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식이 거기로부터 싹트고 자유가 성장한다. 취
미의 공간은 사람들이 찬동을 요구하는 아고라인 것이다. 성공한 찬동은 이성적인 요구이다.
그 찬동이 이루어질 희망이 없는 한, 인간의 삶은 세계 속에서 부조리하다.

5. 나오지 못하며
칸트 정치철학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시론적인 시도였다. 신의 실존을 이성이
실천적으로 요청한다는 점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인 통찰이 아니라 도덕적 세계가 가능하
다는 보증으로서 작용했다. 최고선의 형이상학적인 기본모델은 실현과정으로서 역사, 정치, 종
교의 영역에서 각각 특화된 최고선으로 드러난다. 칸트는 실천이성을 근대사회의 세속화된 자
기 분화에 따라 혹은 실천 영역 전체에 확장시켜 적용하기 위해 구분한다. 세속화된 구분 속

- 38 -

에서 각기 실천적 이념들이 주제화된 현실 영역 속에서 부정적인 관계로 작용함이 드러난다.
이러한 실천적 영역 각각에서 이념들이 각기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분석과 비교를 통한
연관관계, 의미가 상세화될 필요가 있다.
칸트의 정치철학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왜 판단력비판을 경유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자연과
자유 사이의 사이공간에서 열리는 판단력의 자율적인 공동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교로서의 자연사물과 세계사건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 대상의 판정과 판단력. 반성적
판단력은 개념없이 만족을 준다. 이 만족의 실체는 무관심적인 만족의 대상에 관한 것. 만족
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이념으로서 정치. 아름다운 꽃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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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성과 판단력의 연결고리는 어디에 있는가?
박지용의 ｢칸트의 최고선의 이념과 반성적 판단력｣에 대한 논평

강병호 (서울과기대)

박지용의 논문이 목표로 하는 바는 논문 부제에 제시되어 있다. “판단력비판의 정치철학적
독해의 시도”. 그러나 이 논문에서 실제로 “시도”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비판서에 대한 “독
해”가 아니고 (판단력비판에서 단 한 문장도 인용되지 않는다), 논문의 저자가 보기에 오늘
날 “고리타분”하고 “편협하게” 논의되고 있는 칸트의 정치철학에, 반성적 판단력을 중심으로
하는 판단력비판에 나오는 여러 개념을 활용하여 역동성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당연히 한나 아렌트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박지용이 보기에 아렌트의 해석은 칸트
정치철학을 실천이성과 단절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박지용은 아렌트의 “판단력
비판의 정치적 독해를 수용하면서도 실천이성과의 연관성을 동시에 만족”시킴으로써 아렌트
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박지용이 “실천이성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최고선 개념인 것 같다.
그는 ｢사유에서 정향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부터 시작해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 판단력비판,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를 거쳐 역사철학적 저술에서 나타나는 최고선
개념의 “변천”을,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텍스트상의 전거나 2차 문헌에 대한 ‘거의’ 아무
런 제시 없이 일필휘지로 일별한다.
이러한 일별이 가 닿으려고 하는 논점이 무엇인지는 아주 분명하지 않지만, “이념과 현실
이라는 부정신학적 관계”에 대한 환기가 아닌가 한다. “부정신학적”이란 표현은 이 논문에서
가장 빈번히(6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나 어느 곳에서도 그것의 정확한 의미가 제시되지
는 않는다. 독자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그 의미를 짐작할 뿐이다. “칸트의 도덕적 이념은
여전히 부정신학적이다. 마치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지도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역사에 있어서도 칸트는 인류가 도덕적으로 진보해야 한다는 당위를 최고선의 실현의 과제로
서 인류에게 부과된 실천적인 의무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념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는 매우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같다.
최고선 개념의 변천에 대한 일별을 지난 후에 이제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 단락인 4절
“칸트의 정치철학과 반성적 판단력”에 오게 된다. 여기서 “칸트의 유산”을 살리는 길은 “이념
과 현실이라는 부정신학적 관계를, 역사적으로 재생되는 현실의 모순관계로 옮겨놓는 것”으로
제시된다. 저자가 “현실의 모순관계”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평화가 보장 되
지 않는 국가 간의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천대받는 이주민 노동자” 문제 같기도 하다. 그
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념”은 분명하게 제시되는데, 그것은 “세계시민사회”란 이
념이다. “인류가 가져야할 의무는 정치적 최고선으로서 평화실현(세계시민사회)이다.”
그런데 이 이념의 실현을 위해 저자는 “실제적인 인간에 대한[인간의?] 동일성에 대한 근
거” 마련, “합의”, “모두의 보편적 찬동” 등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 취미판단
에서 작동하는 “반성적 판단력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왜 꼭 그래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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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미판단에서의 “무관심적 만족”, “무관심적 합의”, “공통감” 등이 “합리적인 인지의 과
정”보다 사람들을 “합의”와 “찬동”으로 더 잘 이끌 수 있다고 저자가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
다. “취미의 공간은 사람들이(의?) 찬동을 요구하는 아고라인 것이다.”
이상이 논평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와 거듭된 노력과 4절에 가서는 거의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든 파악해낸 논문의 요지이다. 이 논문은 그냥 읽자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가보
다 하고 읽을 수 있기도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면 거의 매 문장마다 의문이 생기는 논문
이었다. 여기서는 생산적 논의를 가능하게 해줄 것 같은 몇 가지 질문만을 제기해 본다.
논문의 목표인, 실천이성과 반성적 판단력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확보되었나? 저자도 잘 아는
것처럼 취미판단의 첫 계기는 무관심성이다. “취미의 문제에 있어 심판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서는 대상의 존립Existenz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되고, 이 점에 있어 전적으로 무
관심해야 한다”(KU 205). 그런데 “세계시민사회의 이념”,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이념”은 이
이념의 실현에 대한 관심과 떨어질 수 없는 이념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이것들은 선함das
Gute에 대한 관심, 실천이성의 관심과 결부되어 있다. 이런 이념이 어떻게 취미판단을 하는
판단력과 연결될 수 있을지 논평자에게는 불투명하다.
저자가 생각하는 판단력은 취미판단을 하는 미감적 판단력인가? 아니면 목적론적 판단력인
가? 아니면 둘 다 인가? “자연의 합목적성”, “기교로서의 자연”에 대한 언급으로 봐서 저자는
목적론적 판단력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 정치철학에서 “자연의 합목적성”, 그
러니까 자연 및 역사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이 독단이나 유사 종교적 신념 아니고서는 도대체
가능한가?
사람들의 합의의 기반으로 저자는 인지 능력이나 실천이성보다 취미판단을 하는 판단력을 더
신뢰하는 듯한데, 취미판단이 단순히 주관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야 말로 이론 및
실천이성의 영역에서 개인차가 크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칸트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어려워도 실천이성이 보편적 합의를 위한 더 단단한 기초는 아닌가?
“실천이성비판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덕에 비례하는 행복’을 칸트가 폐기”했다는 진술은 누
구의 것인가? 저자 자신 아니면 디터 헨리히? 이것은 무슨 뜻인가? ”칸트가 도덕적 질서를
최고선의 질서와 동일시했다”, “실천이성비판을 통해 칸트는 새로운 도덕적 세계질서에 대
한 이해에 도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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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적 도덕 이론의 두 유형: 맹자와 순자
이장희 (경인교대)
이는 모든 정당하게 도덕 법칙이라 불릴 수 있는 법칙에게도 마찬가
지이다. 여기서 구속력(의무)의 근거는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을 포함하
고 있는 세상의 형편 안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이성의 개념들
안에서 선험적으로 찾아져야만 한다. 4-389 (도덕형이상학서설)

1. 들어가는 말
유학 연구자들이 흔히 하는 가정은 ‘도덕성’을 주장하는 어떤 이론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내
재적 기원’ 곧 ‘인간 본성’에 도덕성이 선재해 있음을 주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적 선을 가정할 때만 도덕성이 자율적인 규범으로 정초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이 같은 생각의 바탕에는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에 비견되는 모델을 전제하지 않
은 어떤 도덕이론도 설득력을 획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단이 강하게 깔려 있다. 도덕성의 기
원을 외래적인 것에서 찾는 이론은 기껏 권위주의적 모델로 귀착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순자(荀子)와 같이 도덕성의 기원을 인간의 본성에 두지 않는 사상가의 이론이 법가(法家)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이론으로 연결되어 본래의 유가정신 곧 공자의 뜻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필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노사광(勞思光)는 이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순자의 학은 맹자의 길을 따
라서 덕을 중시하는 철학을 확대시켜 말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유학의 분기점인 것이다.
그리고 또 마땅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학설의 귀착점이다. 순자는 성악설을 제창하여 스승의
법도를 말하였으나 이리저리 충돌되었다. 마침내는 귄위주의에 떨어져 법가를 생기게 하였는
데, 이것은 유학의 뜻에 크게 어긋난다.”1)
이 글은 맹자와 순자의 도덕 이론이 각각 어떤 철학사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 살피는 것
으로 시작하여 맹자와 순자 윤리학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평가의 배경,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한 잣대로 작용하는 ‘자율성’ 개념, 마지막으로는 현대의 윤리학 문헌에서 발견되는 윤리학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맹자의 윤리사상과 순자의 윤리 사상
에 대한 유학연구자들의 관습적인 시각에 도전과 자극을 준다면 이 글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2. 중국 고대철학사의 맥락
맹자사상 성립의 배경에 묵자(墨子)가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맹자사상의 핵심적 명제를 묵자사상과의 관련성 안에서 조명하는 작업은 의외로 쉽게 찾아보
기 힘들다. 흔한 내레이티브는 묵자의 ‘겸애설兼愛說’을 맹자가 ‘성선설(性善說)’과 ‘친친(親
親)’의 논리로 성공적으로 물리쳤다는 지극히 맹자 중심적인 기술이다.

1) 노사광 저, 정인재 역,

『中國哲學史』 (古代篇), 탐구당, 1986, 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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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가 대결해야 했던 것은 단순히 묵자의 ‘겸애설’만이 아니라 ‘겸애설’에 대한 당대의 비
판도 함께였다는 점은 종종 간과된다. 묵자의 겸애설에 대한 당대의 일반적인 비판이 어떤 지
점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맹자 자신도 그의 이론을 주장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했어
야 할 문제라는 점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묵자의 겸애설이 지닌 취약점에
대한 맹자식의 대응이란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성선설’이 자리하고 있는 선진(先秦) 철학사의
맥락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 묵자의 겸애설
묵자의 겸애설은 여기서 새삼 상세히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상이다. 묵자
스스로의 언어를 통해 묵자가 겸애설을 주장하게 되는 이유와 논거를 간단히 살펴보자. 묵자
는 「겸애」 편의 논의를 사람들의 삶을 가장 피폐하게 하는 사태인 ‘난(亂)’의 원인이 무엇인지
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묵자가 내리는 진단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
문이다. 천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된다.2) 그리고 이러한 해법은 천
하의 ‘이익’되는 것이 무엇이고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더욱 자명해진다.
인자(仁者)로서 할 일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되는 일을 일으키는 동시에 천하의 모든 해
독을 제거하는 것이다...천하의 손해되는 것은...큰 나라로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다수
가 소수를 괴롭히는 일...이제 이토록 많은 손해가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그 원인을 캐어
보자.3)
묵자는 이익을 주지 않고 해를 끼치는 원인을 ‘별애(別愛)’라고 하면서 ‘겸애(兼愛)’를 그 해
결책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반드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남을 미워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은 겸애와 별애 가운데 어는 것에 속할까? 말할 것도 없이 그
것은 별애다. 사람이 서로 별애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의 근원이 되는 것
이다...그러므로 묵선생은 ‘별애를 겸애로 바꾸어야 한다.’고 그 방법을 일러 준다.4)
묵자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은 ‘천하에 손해가 되는 원인을 제거하고 최대의 이익을 가
져오는 것’이 인자(仁者)가 추구할 길이며, 그 길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사적인 것을 우선시하
는 ‘별애’가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차등을 두지 않는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묵자의 논법에 대한 가장 심각한 비판의 하나가

『묵자』 내에서 이미 제시되고 있

다. 곧 ‘겸애’의 실천가능성의 문제이다. 묵자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겸애의 설을 그르다고
하는 소리는 아직도 그치지를 않고 있는데,”5) 대개 그 논조는 이렇다.
2) 『묵자』, 「겸애 상」, “聖人以治天下爲事者也，不可不察亂之所自起，當察亂何自起？起不相愛...故天下
兼相愛則治，交相惡則亂.”
3) 『묵자』, 「겸애 하」, “仁人之事者，必務求興天下之利，除天下之害...天下之害孰爲大？...若大國之攻小
國也...姑嘗本原若衆害之所自生，此胡自生？
4) 『묵자』, 「겸애 하」, “必曰從惡人賊人生. 分名乎天下惡人而賊人者, 兼與？別與？卽必曰別也。然卽之
交別者，果生天下之大害者與...是故子墨子曰, 兼以易別.”
5) 『묵자』, 「겸애 하」, “然而天下之士，非兼者之言，猶未止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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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애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도무지 실천할 수는 없는 것이다.6)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나와 남은 엄연히 다른데 내가 어떻게 나의 벗을 내 몸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으며, 더
욱이 나의 벗의 어버이를 내 어버이와 차별 없이 섬길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나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7)
흥미로운 점은 묵자가 겸애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에 내재한 심리적 경향성에
호소하는 논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신광래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사람들에게 겸
애를 실천하게끔 설득하고자 할 때에 묵자는 인간의 이기적인 동기에 호소하는 보상과 처벌만
을 언급할 뿐이며, 겸애의 실천이 어렵다는 비판에 대응할 때에도 겸애를 실천하게 하는 어떤
선천적인 기질에도 호소하지 않는다. 묵자의 여러 언급을 살펴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삶을
이끌기 위해서는 애초에 지니고 있는 경향성의 실현을 통해서가 아니라 타고난 성향에 그 무
언가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묵자는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8)
2) 맹자의 성선설
맹자가 성선설을 주창하게 되는 전후맥락을 생각해 보자. 맹자 시대 유학은 아직 지배적인
철학이념이 아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계망에서 독립적인 자신 또는
자기 개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양주(楊朱)의 ‘위아주의(爲我主義)’와 사회적인 신분뿐
아니라 가족관계 내에서의 친소마저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묵자의 ‘겸애’는 동시대의 사
상적 지평에서 강력한 호소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맹자는
유학적 이념의 설득력을 보여줄 선명한 이론적 주장이 필요했으며, 그것이 바로 ‘성선(性善)’
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앞서 묵자의 겸애설을 살필 때 보았듯이 ‘겸애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겸애를 실
천할 수 있는 인간의 심리적 구조를 충분히 해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자원이 인간에게 충분히 내장되어 있지 않을진대 단순히 세상
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겸애를 실천하라고 독려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서 겸애의 실천을
기대하기란 매우 난망한 일일 것이다. 맹자가 유학의 이념을 설파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묵자
에 대한 비판이 커다란 도전이었을 것이다. 유학의 이념에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그것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거의 제시 없이 주장해서는 묵자와 똑 같은 비판에 직면해야함을 누
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맹자』

전 텍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은 이러한 유학적 이념이 실천 불가능한 한갓

관념적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제나라 선왕(宣王)이 제례에 쓰일 소가
끌려가고 있을 때 소를 살려주고 양을 대신 쓰게 한 것이 결코 타산적으로 계산된 행동이 아
니라 왕 스스로도 의식하고 있지 못했던 내면의 자연스런 반응 곧 다른 존재의 고통에 반응하
6) 『묵자』, 「겸애 하」, “卽善矣! 雖然，豈可用哉？”
7) 『묵자』, 「겸애 하」, “吾豈能爲吾友之身，若爲吾身，爲吾友之親，若爲吾親.”
8) Kwong-loi Shun, Mencius and Early Chinese Thought, Stanford, 1997,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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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인(不忍)’의 마음 때문임을 지적함으로써 맹자는 유학의 이념을 실천할 능력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대응하던 선왕을 설복시키고 있다(1A:7).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질 것처럼 보
일 때 놀라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고 있거나, 마을 사람
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거나, 어린아이가 지르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이기 때문이 아닐
것”(2A: 6)이라는 이 놀라운 사고 실험은 그 후 동아시아의 철학사에서 유학의 이념을 맹자적
방식으로, 곧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유학의 이념이 실천 가능할 뿐 아니
라 인간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이념으로 자리매김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맹자의 ‘성선설’은 당대의 철학사적 문제에 유가가 내놓은 매우 매력적인 답변이
었다. 하지만 이러한 맹자의 해법을 당대의 모든 유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순자의
‘성악설(性惡說)’은 맹자적 유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이자 유가로서 당대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나름의 또 다른 응답이기도 했다.
3) 순자의 성악설
순자는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상황까지를 지켜보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戰國)
시대 말기의 제자백가의 논의를 한 눈에 지켜본 철학자였다. 당대의 사상가들이 백가쟁명을
하고 있던 제나라의 직하(稷下)에서 지금으로서는 총장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여
겨지는데, 순자가 고대 그리스 철학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위치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
스와 종종 비견되는 이유이다.
순자의 눈에 맹자식의 유학 곧 ‘성선’을 중심으로 한, 유학적 이념의 본성적 기원을 강조하
는 논법은 공자의 본 뜻과 크게 어긋난 것이다. 맹자적 유학은 지나치게 ‘자발적이고’ ‘자연적
인’ 것에 기대어 유학 고유의 정체성이라 할 예법 문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맹자가 묵자와 양주 등의 라이벌 학파 사이에서 유학의 설득력과 정체성을 만들고자 했다
면, 순자는 제자백가들 사이에서 유학이 지닌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어야 했으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맹자가 처한 도전보다 더 험난한 것이었다. 대체로 중국사상이 자연과 인간의 관
계를 어떤 식으로든 연속적이고 통체적(統體的)으로 이해하려 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자연
과 인간의 관계 설정의 함수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다. 자연을 중심에 두고 인간이 포섭되는
천인합일관(天人合一觀)이거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과 자연의 수평적인 관계 설정을 도모
하는 정도일 터인데, 도가(道家)를 비롯한 유학의 강력한 대항마들은 유학적 예법문화를 협애
한 인간중심적인 관습적 질서에 불과한 것으로 매도하는 상황에서 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
택지가 충분히 열려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순자의 선택은 적극적으로 자연을 중심에 둔 천인합일적 세계관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를 피력하는 ‘성악설’이었다. 우리 안의 ‘자연[性]’은 결코 믿을만한 것이 아님[惡]을 분명히 하
고 유학의 이념이 추구하고 확립해야 할 지점이 인간의 작위[僞]를 통해 성취한 예법문화임을
천명하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는 자연[天]과 인간의 영역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신의 영역에서의 소임을 올바로 해낼 때에만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천인지분(天人之分)’에 바탕한 천인관계의 확립이라는 중국철학사상
순자 외에는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계관으로 결과하게 되었다.

3. 성선과 성악의 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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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철학사의 전개에서 맹자와 순자는 각각 자신이 처한 철학사적 문제 상황에서 나름
의 버전의 유학적 윤리학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이들의 이론체계가 지닌 장단점은
당연히 여러 각도에서 평가될 수 있다. 맹자는 순자가 비판하고 있듯이 인간의 작위적이고 구
성적인 노력의 산물이어야 할 도덕의 성격을 지나치게 ‘자연화(自然化)’함으로써 유학 본래의
이념보다 도가(道家)류의 철학적 경향성에 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순자는 다른 한
편 인간과 자연의 영역을 지나치게 단호히 분리하고자 함으로써 ‘도덕성’의 형이상학적 기반
을 약화시키고 도덕의 관습성만 강조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대의
평가는 이와 같은 각 이론의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열린 논의로 전개되었다기보다
는 맹자의 성선론이 지닌 설득력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맹자의 약점에는 애써 눈을 감는 반
면, 순자의 경우에는 그의 약점만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한편
으로 유학사의 전개에서 유학이 다양한 형태로 이론적 발전이 전개되는 데 결정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9)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평가가 주자학, 양명학 등의 맹자 유학의 계승자임을 스스로 천명하
는 전통유학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학의 이념을 교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
라 현대적인 철학의 범주에서 객관적으로 유학의 전통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암암리에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학 연구
의 현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가들이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지속시키게 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평가
유학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함에 있어 그 중심에 맹자의 ‘성선설’을 위치시키고 이 명
제가 지닌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명한 대표적인 학자는 모종삼牟宗三이다. 그는 맹자의 도덕철
학이 서구의 도덕철학의 한계, 그 중에서도 특히 칸트의 한계마저도 넘어섰다고 평가하며 그
핵심에 ‘성선설’이 있다고 평가한다.
맹자가 말한 성은 확실히 내재된 도덕성 그 자체의 성이며, 소위 선(善)은 이 내재된
도덕성 자체의 선이다. 이 성은 보편적이고 선험적이며 또한 순일한 것으로 기(氣)에서 말
한 성처럼 가지각색으로 개인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성선(性善)의 선 또한 반드시
선한 것으로 기(氣)에서 말한 선처럼 혹은 선 혹은 악, 선과 악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0)
우리는 모종삼의 언어에서 중국 고대철학사의 언어가 아니라 송명이학(宋明理學) 이후의 언
어와 더불어 칸트적인 언어를 발견하게 된다. 모종삼은 맹자가 선진 철학사의 맥락에서 묵자
등에 대응하는 논리로 계발한 개념으로서보다 송명대 이후의 이기이원론(理氣二元論)의 형이
상학적 언어를 활용하는 동시에 칸트의 보편법칙으로서의 도덕성의 논리로 ‘성선’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성선(性善)’의 ‘성’이 이처럼 ‘보편적이고 선험적이며 또한 순일한 것으로’ 일단
9) 다음을 보라. 이장희, 「중국철학사의 荀子평가에 대한 연구」 ,
57-73.
10) 모종삼, 『심체와 성체』 ,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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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철학연구』 , 제23호, 2002, pp.

해석되면, 성에 대한 모든 다른 논의 곧, ‘성유선유악(性有善有惡),’ ‘성악(性惡),’ ‘성무선무불
선(性無善無不善),’ 등의 명제는 보편성을 결여한 경험적 차원의 ‘기(氣)’가 개입한 것이 되게
된다. 다시 말해 칸트적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차용함으로써 모종삼은 맹자의 ‘성선’만이 도덕
의 보편성을 담보하며 순자의 ‘성악’과 같은 입장은 도덕의 보편성을 정초시킬 개념의 자격이
없는 경험적 명제로 평가절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칸트적 어법을 모종삼과 같은 방식으로 빌려오지 않지만, 맹자의 ‘성선’을 긍정적
으로 순자의 ‘성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 적극적인 학자는 앞서 인용
하였던 노사광이다.11) 노사광은 중국철학사에서 맹자의 “성선설은 최초로 도덕주체를 남김없
이 표현한 이론으로서 그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12)고 주장한다. 노사광이 파악하기
에 맹자의 성선설에서 맹자가 주장하는 것은 “가치의식이 자각심(自覺心) 속에 내재한다는 것,
또는 가치의식을 자각심이 본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13) 또 달리 표현하면, “성선은...실질
적으로 말해 가치근원이 자각적인 주체에서 나온다는 것”14)이라고 말한다. 모종삼과 같이 칸
트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칸트적 도식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사광도 경험적 주
체라기보다는 도덕성의 내재적 근원을 자각하는 주체를 도덕적 주체로 상정하고 맹자의 ‘성선
설’이 이러한 도덕적 주체의 내재적 자각을 가리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모종삼이나 노사광 모두에게 보편적 도덕성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명제로서가 아니면 주
체의 도덕적 자각을 가능하게 하는 명제로서의 성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순자의 성악설은
주체의 내재적 가치의식이나 도덕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명제이며 따라서 유학이 자신의 도덕
철학을 건립할 기반을 부정하는 명제로 평가하게 된다. 노사광의 순자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
어보자.
순자는 단지 인위[僞]로서 선(善)을 풀이하였을 뿐, 성품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
인 선’을 가질 수 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으며, 역시 스승의 법도가 어디로부터 세워질
수 있으며 예의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드디어 이것이 순자이론의
치명적인 요인이 되고 말았다.15)
‘성선’의 부정으로서의 ‘성악’은 도덕의 보편성과 주체적인 도덕심의 성립의 가능 근거를 부
정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도덕의 성립이 주체의 ‘자율성’의 의해서가 아니라 외래적인 기원의
권위적이고 경험적인 ‘타율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2) 자율성과 순자철학
모종삼에게 ‘자율성’은 맹자철학을 높이 평가하게 하는 다른 척도이다. 노사광도 ‘자율성’이
란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맹자와 순자에 대한 평가의 근저에는 모종삼과
흡사한 ‘자율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은 것처럼 보인다. 그가 맹자의 성선설을
도덕 주체의 내재적 자각심으로 이해하고 순자의 성악설을 이러한 내재적 자각심을 부정하기
11) 노사광의 『중국철학사』 (탐구당) 4권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 한 때 한국에서 동양철학 강의의 대
표적 교재로 사용되었다.
12) 노사광, p. 119.
13) 노사광, p. 124.
14) 노사광, p. 126.
15) 노사광, p.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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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예禮 같은 외래적 권위에 의존하는 논법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모종삼의 시각에서 맹자를 자율철학이라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
는 정재현의 글을 다소 길지만 인용해 보기로 하자.
맹자에게서 자율성의 측면은 맹자가 ‘인의의 내재성’을 주장한데서 드러난다. 인의는 칸
트의 의미에서 도덕법칙을 의미할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음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도덕법칙의 제정자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칸트가 말한 의지의
자기 입법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여기서 말하는 성선설이나 사단설은 칸트가
도덕성 원칙을 세움에 있어서 배제하려고 했던 인성, 경향성, 감정이 아니다. 그것을 감성
으로 국한시키면, 맹자가 말하는 성선의 의미를 놓쳐버린다. 맹자의 성이나 사단은 이성
을 포함하는 본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또한 자연의 인과성에 제한되는
물욕이 아니라, 그런 인과성을 초월하는 자유의 인과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맹자의 사단은 자연적 감정,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초월적이며, 보
편적 감정이다.16)
모종삼이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오해해서 맹자의 윤리이론을 자율성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모종삼은 칸트의 도덕 철학적 용어를 교묘히
자신의 언어로 재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평가일 것이다.17) 문제는 우리가 모종삼의
철학적 문제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추종할 경우가 아니라면 모종삼식의 또는 노사광식의
중국철학에 대한 평가적 도식도 반성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리감이다.
이러한 거리감을 전제로 다시 ‘자율성’의 문제를 통해 맹자와 순자를 보도록 하자.
앞서 살핀 대로 맹자의 ‘성선’에 대한 주장은 묵자의 ‘겸애설’이 가진 곤경을 돌파하는 훌륭
한 한 방법이었다. 유가적 이념의 실천이 가능한 근거를 인간의 내재적 심리적 경향성에서 단
초를 찾는 방식으로 고안한 것이다. 맹자에게서 이러한 ‘성선’의 이념이 경험적 우연성과 확연
히 구분되는 선험적 보편성의 차원에서 확립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물론 맹자의 입장에서도 ‘성선’이 단순히 어쩌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우연적 성정을 가
리키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다. ‘성’은 인간을 다른 존재자로부터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을 가리
키는 일종의 ‘본질’ 개념으로 의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성선’의 이념이 초월적 보편적 도덕성을 의미했다고 말하기에는 그럴만한 철학사적 문맥
도 없을 뿐 아니라 『맹자』 라는 텍스트 안에서도 찾을 수 없는 문제의식이다. 서구의 근대과
학을 배경으로 도덕의 보편성을 현상계의 경험적 영역으로부터 구별해야만 했던 것이 칸트 도
덕철학의 핵심적 문제의식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해 보아도 맹자에게 칸트적 개념과 문제의식
을 포갤 때 생기는 문제점이 선명히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18)
그렇다면 정작 칸트의 ‘자율성’ 개념은 무엇인가? 칸트의 ‘자율성’의 개념을 간단히 살피기
위해서 우선 칸트의 ‘자유’ 개념에서 시작해 보기로 하자.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란 “어떤 선행
16) 정재현, 「사단칠정론과 모종삼」 , 『철학논집』 제29집, 2012, pp. 40-41.
17) 하지만 이러한 모종삼의 작업은 후대 유학 연구자들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
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18) 나는 이미 「포스트모더니즘과 중국철학」 , 『동양철학연구』 , 2009, pp. 113-135. 에서 모종삼의
문제의식이 20세기 이후 서구와 대결하며 중국적 근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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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의해서도 조건 지워지지 않는 최초의 자발적 인과율이란 의미에서 특별한 종류의 인과
율이다.” 현상세계는 시간의 세계여서, 법칙에 따른 계기적 연속성으로서의 인과율의 적용을
받지만, 가상계에는 시간성(temporality)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자발적인 인과율”로서의

자유는, “비록 알 수는 없지만, 가상계에서 존재 가능한 것이 된다.”19) 인간의 윤리적 영역은
따라서 기계적이고, 인과적인 현상계와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할 수는 있는 가상계로 세계를 나
눔으로써 확보된다.
일단 현상계로부터 자유 의지가 구제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뒤따를 것이다. 아무 것의
제약이나 인도도 받지 않는 자유 의지가 어떻게 행위를 결정할 수 있을까? 칸트는 자유 의지
를 제약하고 인도할 것으로 “도덕 법칙(the moral laws)"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이 도덕 법칙
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말인가? 칸트는 두 가지를
상정한다. 첫째, 도덕 법칙은 자연 법칙이 물리적 세계에 가지는 것과 같은 필연성을, 즉 도덕
적 “필연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행위를 촉발시키는 의지는 합리적 이성에 대해서
뿐 아니라 욕망에도 반응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다. 칸트는 그 의지의 이성적 바탕을 “실천 이
성”이라고 명명한다. 도덕적 행위, 즉,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실천 이성으로부터 연
원하여야 하며, 그 어떤 다른 기질적 성향으로부터 유래해서도 안 된다. 실천이성의 기능은
이론 이성의 기능과 그 내재적 구조가 동일하므로, 그것은 “우리가 욕망으로 느끼는 주어진
것들에 형상(form)"20)을 위로부터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야 칸트는 인간이 비
로소 도덕적이 되고 “자율적(autonomous)"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칸트의 ‘자율성’ 개념은 철저히 보편적 이성의 역할을 중심을 둔 개념일 뿐 아니라
보편적 도덕 법칙을 자신에게 ‘부과’ 아니 ‘강제’한다고도 할 수 있는 ‘의무’ 개념과 곧장 연결
되는 개념이다. 새삼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모종삼의 자율성 개념이 가진 차이가 확연히 드러
난다. 곧, 모종삼이 맹자의 ‘성선’과 ‘사단’을 통해 보편적 도덕법칙을 말할 때 핵심적인 것은
본성에 내재한, 정서적 요인이 압도적인 도덕성의 표출을 도덕의 자율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면, 칸트는 이성을 통해 확립한 보편적 도덕법칙을 자기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형태로 도덕의
자율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칸트의 이러한 자율성 개념은 사실 맹자의 도덕철학보다 순
자가 기획한 도덕철학의 형태와 유사성이 더 많다고도 할 수 있다.
순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성’을 도덕의 토대로 삼는 것에 부정적이었으므로 다른 방식
으로 도덕의 성립을 설계해야 했다. 그가 택한 방식은 ‘심(心)’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
는 것을 통한 것이었다. 순자가 ‘심’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잠시 살펴보자.
심(心)은 신체의 중심의 공허한 부분에 있으며 오관을 통치하는데, 대체로 이와 같은 것을
‘천군(天君)’이라 일컫는다.21)
심이란 육체의 군주요, 신비적 지능의 주체이다. 스스로 명령을 발하고 남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금하고, 스스로 부리고, 스스로 빼앗고,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행하고, 스
19) Christine Korsgaard, "An Introduction to the ethical, political, and religious thought of
Kant," Creating the Kingdom of En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11.
20) J. B. Schneewind, "Autonomy, obligation and virtue: An overview of Kant's moral
philosophy," The Cambridge Companion to Kant, ed. Paul Guy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315.
21) 『荀子』 , 「天論」 , “心居中虛,以治五官,夫是之謂天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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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그치는 것이다....만일 어떤 것이 옳다고 여기면 받아들이고, 그르다고 생각하면 물
리친다.22)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러한 것을 성(性)이라고 하고......성(性)의 미워하고 좋아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정(情)이라 한다. 그렇게 짝 지워 있는 정 중에서 심이 선택하
는 것을 일러 “려(慮)”라 한다. 심으로 사려하여 능히 그것을 행위하는 것을 일러 “위
(僞)”라 한다.23)
이상의 구절에서 우리는 순자 심(心) 개념의 몇 가지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심은 어
떤 정신적 추상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사려능력을 총괄하는 육체기관의 한 일
부이다. 둘째, 심(心)은 외부사물이나 그것의 자극에 대해 단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
니라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인간이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셋째, 심은 행위를
사려 깊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순자의 주장을 우리는 ‘심(心)의 자율성’ 테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따를 때 순자 윤리학의 중심 개념인 예(禮)는 사적인 감정과 편견에서 벗어난 심의 자
율적인 능력을 통해 깊이 사려한 결과로 고안된 도덕 예법으로서, 단순히 권위적이고 관습적
인 질곡이라는 오명을 벗고 정당한 도덕규범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3) 도덕 철학의 유형
모종삼과 노사광은 성선설에서 도덕의 보편적 법칙성과 도덕주체의 자각의식을 찾아내고,
성선설이야말로 유가적 도덕 철학의 기초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도덕 철학의 형태는 형이상학
적으로 해석된 ‘성선설’과 같은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한 이론이 일반적인 형태이
거나 아니면 그런 형태여야만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칸트의 자율성 개념
을 통해 칸트의 도덕 철학의 한 일단을 잠시 엿보면서도 확인하였지만, 현대의 일반적인 윤리
학 관련 문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미철학계의 윤리학자인 사무엘 셰퍼Samuel
Scheffer는 Human Morality 라는 저작의 서두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 어떤 위대한 철학자들은 주장했다 - 도덕이 요구하는 것은, 적절히 이
해된다면, 자기 이익(이해관계)에 대한 계몽된 이해가 요구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주장한
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덕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도덕의 요구
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개인의 이익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일치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도덕과 개인의 이익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질문이 생긴다. 도
덕과 개인의 이익은 얼마나 날카롭게 그리고 자주 충동을 일으키는가? 그런 충돌을 가정
하면서도 어떤 단일한 이론적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는가? 특히 이성적 고려 또는 합리
성이 다른 것보다 어떤 특정한 것을 일관되게 선호하는가?24)

22) 『荀子』 , 「解蔽」 , “心者,形之君也而神明之主也,出令而無所受令.自禁也,自使也,自奪也,自取也,自行
也,自止也.故口可劫而使墨云,形可劫而詘申,心不可劫而使易意,是之則受,非之則辭.”
『荀子』 , 「正名」 , “生之所以然者謂之性.性之和所生,精合感應,不事而自然謂之性.性之好·惡·喜·怒·
哀·樂謂之情.情然而心爲之擇謂之慮.心慮而能爲之動謂之僞.”
24) Samuel Scheffer, Human Mor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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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퍼의 접근법에서 쉽게 눈에 띄는 것은 도덕을 요구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인간의 본성적
성향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이 원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도덕은 계몽된 자기
이해와 일치할 수 있는지를 사려할 수 있는 합리적 능력만이 전제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실 현대 영미 윤리학자들 대부분이 도덕 철학에 대한 접근 방식이기도 하다.
셰퍼에 비해 보다 인지도가 있는 대표적인 영미 철학자 중의 하나인 토마스 네이글Thomas
Nagel이 도덕 철학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간단히 살펴보자. 토마스 네이글은 그의 잘 알려
진 철학 개론서인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5)에서

윤리학을 소개하는 장인 「정당

함과 부당함」 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예에서 시작한다. 친구가 도서관에서 희귀본 사전류 책
을 하나 가져나오길 부탁한다. 나는 절도에 해당하는 이 행위를 왜 해서는 안 되는가? 그 다
음으로 네이글이 드는 예는,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겨 나왔는데 누가 그
우산을 훔쳤을 경우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소해
보이는 예에서 네이글이 추론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의 보편성을 인정할 수 있는 논리이며, 여
기서 필요한 우리의 정서적 성향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 정도면 충분하다. 네
이글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도덕의 기초는, 특정한 사람들(혹은 동물들)에게 좋고 나쁜 것은
그들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
서도 좋거나 나쁘다는 믿음이다.” 곧 합리적인 이성능력과 좋음과 나쁨에 대한 정서적 반응
정도를 공유하는 것으로 도덕의 기초는 충분히 다져지는 것이다.
이상의 간략한 논의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모종삼과 노사광의 맹자철학을 기본 원형으로 삼
는 도덕 철학적 논의가 결코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자명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다.

4. 나가는 말
성선설을 전제하지 않으면 자율적 도덕주체의 상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동양의 유학자
는, 한편으로 신이 없이는 도덕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믿는 서양의 신학자나 상대주의
자들과 유사하다. 오랜 신학적 전통으로 말미암아 신의 존재를 상정함이 없이 도덕과 도덕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다지 충분한 고려를 해본 적 없는 편협한 발상법
과 본성의 선함에 기대지 않고서는 도덕의 자율성과 보편성을 확립할 없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태의 도덕 철학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독선적 경향성은 매우 닮
아 보인다. 윤리의 기원을 본성에서 찾지 않더라도, 또는 우연적 성질 중의 하나에서 찾더라
도, 윤리는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의 하나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성론의 무게감에 비할
바는 아닐지 몰라도 근본주의적 경향성이 탈색된 개방적인 도덕 철학의 한 형태가 제시될 수
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고대철학의 맥락에서 맹자가 제시한 해법은 그 나름의 독창성과 설득력을 획득했으며,
중국의 송대 이후 그리고 조선시대를 통해 확립된 형이상학적 본성론도 나름의 시대적 요청이
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론이 근본주의적 형태로 경화된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것도
역사를 통해 목도한 바이다. 특정한 철학적 사유가 지나치게 지배적인 관념이 되어버린 나머
지 다른 대안적 관념이나 이론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해방적 상상의 가능성이 원천에

25) 토마스 네이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궁리, 201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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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봉쇄될 때, 지배적인 관념이 얼마나 쉽게 생명력을 잃게 되는지 우리는 조선유학사의 전개
과정에서 목도하였다. 유학이 맹자의 본성론에서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본성론으로 전개된 역
사를 보다 온전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대안적 사유의 가능성들을 공정하게 평가
해야할 것이며, 순자적 도덕론의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탐색은 그러한 모색의 의미 있는 한
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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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적 도덕 이론의 두 유형 : 맹자와 순자」를 읽고
서대원 (충북대)
서양철학개론을 수강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빠지지 않으며, 철학을 하는 두 가지 방
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동양철학개론을 들으면 맹자와 순자가 빠지지 않으며 인간과 사
회를 보는 두 가지 유형을 이야기한다.
본고는 동양철학에 있어 매우 기본적인 논의이다. 단지 논문 작자(이하 ‘논자’라 약칭)는 기존
의 전통적인 ‘이해’ 혹은 ‘관점’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입장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내재’라는 방식으로 도덕을 설명하는 맹자, 그리고 이 방식은 정통적인 입장이 되어 도덕이론
의 오랜 전통이 되었다. ‘내재’라는 방식을 버리고 도덕을 설명하는 순자는 동아시아의 비주류
내지는 이단적인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내재’를 버리면 제대로 도덕을

설

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유가의 정통 입장도 될 수 없다고 여긴다. 단지 현대의 영미 도덕
철학을 보면 ‘내재’ 없이도 도덕을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도덕을 설명하는데 ‘내재’라는 형이
상학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순자의 도덕설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이론이며
가치가 있다. 이것이 본고의 기본 줄거리이며,

이 내용을 근거로 “순자적 도덕론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라고 끝맺고 있다. 논평자(이하 ‘평자’라 약칭)도 이 결론에 동의
한다.
논자는“이 글은 맹자와 순자의 도덕 이론이 각각 어떤 사상사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 살피
는 동시에 도덕성을 인간본성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상과 그렇지 않는 사상이 지닌
도덕이론으로서의 성격을 탐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한다. 즉 본 논문은 철학사적인 맥락과 두
가지 이론의 성격에 대한 고찰이다. 평자의 수준으로는 많은 내용이 짧은 내용에 압축되어 있
는 논문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자상한 가르침을 구하며 몇 가지 질의
를 하고자 한다.
① 논자는 맹자의 성선설이 묵자 주장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루어졌다고 보는 듯하다. 정황상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단지 현재 출토 문헌을 보면 孔門에서의 性論은 매우 일찍 제기되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墨子보다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있었던 위와 같은
주장 들 – 본 논문에서 나오는 모종삼 노사광 등의 주장을 포함 –은 출토문헌이 검토되기 이
전의 것들이다.
맹자 주장은 전승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논자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가?
② “법가는 순자로부터 나왔다.” 평자가 보기에, 이런 류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우선 한
비자는 법가의 창시자가 아니라 법가를 종합한 집성자이다. 그리고 법가적인 사상은 사실상
孔子 이전부터 보인다. 전국 후기로 가면 법가류 사상은 이미 顯學이 된 상태이다. 반대로 荀
子가 법가 혹은 법가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가? 일부 주장에 의하면, 순자 사상은
당시 유행하였던 법가에 대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논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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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율성’의 문제는 본고에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다. 평자가 보기에, 孟子와 荀子 모두에
게 自律性은 존재한다. 心의 自律性은 孔子로부터 인정되어온 전통이다. 그렇다면 자율성의
존재여부를 논하기 보다는 두 사상가가 보는 자율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차이를 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논자가 보는 맹자와 순자 자율성의 同異는 무엇인가?
④ 좀 사소한 문제이다. 논자는 논의 시작하기에 앞서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을 포함하고 있
는 세상의 형편 안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이성의 개념들 안에서 선험적으로 찾아져야
만 한다.”라는 글을 인용하고 있다. 밑줄은 강조의 의미일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이성의 개
념들 안에서 선험적”이란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성의 개념들 안에서 선
험적”인 것에서 ‘인간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인가?

평자가 보기에, 본고에서 맹자와 순자의 철학사적인 맥락보다는 두 도덕이론의 유형을 구체적
으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性惡說에 의해서도 도덕이론이 형성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단지 보다 궁금한 것은 性善說과 性惡說에 의
해 형성된 도덕이론이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지향점은 또 어떠한지가 보다 궁
금할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논문으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 칸트학회와 이장희 교수님께 충심으로 감
사의 마음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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