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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를 함께 표기하였다. 한국어 번역본은 아카넷에서 출판된 백종현 번역
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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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일차적인 목표는 칸트의 실천 철학에서 도덕적 행위의 목적이 
인간성이라는 칸트의 답변을 탐구하고 그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가 인간성을 존중하기 위해 행해진다는 주장은 칸트가 정언명령의 하나
로 제시한 ‘목적 그 자체 정식’에서 처음으로 제출되므로 ‘목적 그 자체 정
식’의 의미 및 정당성을 밝히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런데 도덕적 행위의 목적이 인간성이라는 칸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선행적으로 목적 표상을 포함하는 행위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실천 이
론이 요구되며, 특히 칸트가 인간 행위 일반의 규범적 규칙으로서 제시한 가
언명령 개념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 또한 가언명령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는 규범 요소로서의 목적 개념 및 강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로
써 이성적 행위 일반의 규범적 성격을 규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이차적인 목표는 행위 일반의 규범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칸트의 행위 이론
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행위는 선행 원인이 없는 자유로운 것이면서 기계론적 법칙이 지배하
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연에서 그 유효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특수성을 갖는
다. 칸트는 인간을 정점으로 하는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세계관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기계론적 세계관을 상대화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한
다. 실천철학의 맥락에서 도덕의 목적으로 세워졌던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
간의 지위는 윤리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원리로 확장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마지막 목표는 인간을 최종 목적으로 자연의 목적론
적 질서를 수립하려는 칸트의 목적론적 기획의 의미 및 위상을 이해하고 평
가하는 것이다.

이상의 본 논문의 목표 및 과제는 다음의 세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행위에서 목적이란 무엇인가? 둘째, 도덕적 행위에서 목적이란 무엇인
가? 셋째, 세계의 궁극목적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 우리는 세 질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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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칸트의 대답을 탐구함으로써 목적 개념을 중심으로 칸트의 행위 이론 및 
도덕 이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첫째, 행위에서 목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행위에서 목적이 규범 요소로
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흄의 목적 개념과의 비교 및 가언명령 개념에 대
한 탐구를 통해 밝힐 것인데, 이러한 목적 개념을 중심으로 칸트의 규범적 
행위 이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둘째, 도덕적 행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칸트의 대답은 도덕적 행위의 목적
은 이성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성을 도덕의 목적으
로 도출하는 칸트의 논증을 텍스트 해석을 통해 구성함으로써 ‘목적 그 자체 
정식’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내놓고자 한다. 도덕의 목적인 목적 그 자체는 
목적 그 자체일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칸트는 이 조건들과 맞지 
않는 후보들을 소거하는 소거 논증을 통해서 이성적 능력으로서의 인간성이 
목적 그 자체임을 밝혀낸다는 것이 나의 해석이다. 이를 통해서 확립된 정언
명령인 ‘목적 그 자체 정식’,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
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GMS. Ⅳ:429)의 함축은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
를 하는 근거는 세계에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존중하고 해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목적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성적 행위자 일반의 목적 그 자체라는 위상을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는 선의지이다. 이성적 존재자는 이성적 선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며, 
더 나아가 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유일한 내재적 가치를 세계로 유출시
키는 존재로, 이 세계 안과 바깥을 통틀어서 선의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의 목적 그 자체라는 위상은 인간이 선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궁극적으로 근거한다. 

셋째, 그렇다면 자연 세계의 궁극목적은 무엇인가? 칸트의 대답은 선의지
의 능력을 갖는 인간이 자연 세계의 최종 목적이며, 그것의 근거는 선의지라
는 것이다. 자연의 산물은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 존재 없이 그 자체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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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없으며,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선의지라는 절대적 가치 없
이는 모두 상대적일 뿐이다. 따라서 자연의 궁극목적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정점으로 하는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세계관은 자연에 대한 
또 다른 설명 방식인 기계론적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
적론적 세계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칸트는 기
계론이 목적론을 반박할 수 없다고 보는데, 기계론만으로는 자연을, 특히 내
적 합목적성을 갖는 자연목적인 유기체의 구조가 충분히 설명될 수 없기 때
문이다. 기계론과 목적론은 비록 자연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해석이긴 하나, 두 해석은 각각 자연을 파악하는 일관되고 유
용한 원리이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 상 두 원리 중에 하나가 옳다거나 두 원
리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통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를 지키는 한
에서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인과 해석은 정당하다. 이러한 겉보기 이율배반
의 해결은 기계론과 목적론이 두 세계관이 모두 반성적 판단력에 따른 규제
적 원리라는 제한이 설정됨으로써 가능해진다. 

주요어: 목적, 목적 그 자체, 강요, 정언명령, 가언명령, 목적 그 자체 정
식, 규범 요소, 목적론, 기계론, 규제적 원리

학번: 2010-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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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윤리학의 대상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 및 인간의 행위로, 윤리학이라
는 학문의 과제는 행위를 평가하며, 행위가 성립하는 조건 및 행위 평가를 
유의미하게 해주는 원리를 밝히고 그 원리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그런
데 만일 행위가 여타의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행위가 올바르다거나 그르다고 하는 일, 행위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며,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존립할 근거도 없을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머리말에서 칸트는 고대 그리스의 
학문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전통을 옹호하는데, 이에 따르면 학문은 논리학, 
그리고 물리학과 윤리학으로 나뉜다. 논리학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과 관계하
는 “자신의 형식 및 사고 일반의 보편적 규칙들만을”(GMS. Ⅳ:387) 다루는 
학문으로, 물리학과 윤리학과 같이 “특정한 대상들과 그 대상들이 종속하는 
법칙들을 다루는”(GMS. Ⅳ:387) 학문들과는 구분돼야 한다. 윤리학과 물리
학을 논리학으로부터 구별 짓는 공통점은 해당 학문이 다루는 고유한 대상 
영역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대상 영역을 칸트는 “질료”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칸트가 보는 윤리학의 질료는 무엇인가? 자연의 대상들은 자연
법칙을 따르며, 물리학은 학문의 질료로 자연 법칙에 따르는 대상들을 다룬
다. 반면에 윤리학의 대상은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이성적 행위자로, 칸트는 
윤리학의 대상이 결국은 이성적 행위자의 의지와 이들이 따르는 자유 법칙
이라고 주장한다. 자유 법칙이란 이성적 행위자의 의지 및 이성적 행위자가 
따르는 법칙으로, 이것이 바로 윤리학이 다루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못지않게 행위에 대한 탐구가 
요구되는데, 우리는 행위를 우선은 이성적 존재자의 의도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과 같은 이성적 존재자들은 주변 및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 세계 및 자기 자신을 그가 원하는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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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위자로서, 선행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작용만이 아
니라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점 하에서만 우리
는 행위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작용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야 목적은 유의미한 개념
이 된다. 칸트는 목적이 행위의 객관적인 근거라고 규정하는데, 행위자가 목
적 표상을 행위의 근거로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가 세계를 목적-수단의 체계
로 구조화된 곳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목적을 세우는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세계는 수단들과 목적들로 이루어진 세계이며, 그러한 세계 하에서 
인간은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다.

그렇다면 행위 중에서도 도덕적인 행위란 무엇인가? 칸트는 ‘도덕이란 무
엇인가’를 규정하는 이론적인 문제와 ‘도덕적이기 위해서 행위자는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인 문제를 동시에 탐구하는데, 이것을 정언명령
들을 발견하고 정당화하는 문제로 귀착시킨다. 정언명령은 행위자가 도덕적
이고자 한다면 따라야 할 무조건적인 실천 규칙일 뿐만 아니라 도덕이란 무
엇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규정이기도 하다.

‘목적 그 자체 정식’은 칸트가 도덕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내놓은 정언
명령의 하나로서, 도덕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함을 무조건적으로 명령하고 있다. 이 정식을 통해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목적이 이성적 존재자이며, 이성적 존재자를 목적 그 자체로
서 존중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행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그 자체 정식’은 일견 현대인들이 쉽게 동의할 만한 상식적인 주장과 같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정식이 철학적으로 정당한 주장으로까지 성립
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들이 있다. 우리는 인간만이 그러한 
특권을 누릴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저 
주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와 함의를 갖는지를 문제삼게 되는 것이다.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의미의 해석과 정당화 문제는 현재도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진행 중인 문제로, 본 논문에서 필자도 제기된 주요 문제들
를 고려하여 정합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는 해석을 내놓고자 하였다. ‘목적 



- 3 -

그 자체 정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성의 의미를 밝혀져야 하며, 이 
정식을 정당화하는 근거인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물어져야 한다. 필자는 인간성의 의미 및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정당화 문제
를 본고의 3부에서 제시하고 다른 학자들의 해석들과의 대결을 통해 소거 
논증을 비롯한 필자의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게다가 도덕적 행위의 목적 논의는 칸트 실천 철학의 일부로서, 목적 표상
을 포함하는 행위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밑그림을 깔고 그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의 칸트의 목적 및 행위 이론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목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칸트의 행위 이론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밑그림을 간략하게나마 내놓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칸트의 정언명령 개념은 가언명령 개념과의 비교가 필
수적인데, 이성적 행위에 요구되는 규범적인 규칙인 가언명령의 규범적 성격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범 요소로서의 목적 개념 및 강요 개념을 새로이 
조명해야 한다. 본고의 2부에서 필자는 규범 요소로서의 목적 개념 및 강요 
개념을 통해 가언명령을 재개념화 하고 이로써 이성적 행위 일반이 갖는 규
범적인 성격을 탐구할 것이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 필자는 칸트가 ‘목적 그 자체 정식’에서 표명하는 도
덕적 목적에 대해 탐구하기에 앞서 칸트의 행위 이론이라는 일반적이고 포
괄적인 밑그림을 내놓고자 한다. 이 작업은 본고의 2부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한 편으로, 목적 및 목적 그 자체라는 최종 목적은 세계를 수단-목적
으로서 사용하는 행위자의 실천적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목적을 이성적 행위자의 공동 이해 이상의, 자연 세계에서 유효한 것으로 확
장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행위는 예지계에서가 아니라 경험적 자연
의 인과관계 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행위는 자연 세계에서 자리매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 요구를 자연에 목적론적 세계관을 확립시키
는 것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다.

 칸트에 따르면 자연은 기계론적 질서에 따른 맹목적인 인과관계로 설명되
긴 하지만 기계론적 세계관만으로는 자연이 남김없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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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적 세계관을 필요로 하며, 목적론적 세계관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침해
를 받지 않고도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질서에서 최종 목적에 있다. 우리는 본고의 4부에서 이상의 칸트의 목적론적 
확장 논의를 살펴볼 것인데, 이로써 정언명령의 정식을 통해 최초로 제출되
었던 인간의 최종 목적으로서의 위상이 칸트의 철학에서 발전되는 모습을 
조망하고 그 의미를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각 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부에서 우리는 
목적 개념을 중심으로 칸트의 행위 이론을 구성한다. 먼저 칸트의 목적 개념
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목적 개념을 중심으로 칸트의 행위 이론 일반
을 재구성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목적 및 행위가 갖는 규범적인 성격을 흄
의 행위 이론과의 비교하고 가언명령 개념 탐구를 통해 전개시킬 것이다. 2
부를 끌어가는 중심 물음은 ‘행위에서 목적이란 무엇인가’이다.

3부의 중심 물음은 도덕적 행위에서 목적이란 무엇이냐는 것이다. 여기서
는 도덕의 목적이라고 칸트가 주장하는 ‘인간성’을 중심으로 칸트의 도덕 이
론을 살펴본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 정식’ 논증을 통해서 도덕적 행위의 
목적으로 인간성을 도출해내는데, 우리는 인간성 도출에 쓰인 논증들을 검토
함으로써 인간성의 의미 및 정당화를 해명할 것이고, 이를 통해 ‘목적 그 자
체 정식’의 의미를 밝힐 것이다.

4부는 세계의 궁극목적이 인간이라는 칸트의 형이상학적 주장을 다룬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을 이성적 행위자들 상호주관적인 이해 문제로 국
한시키지 않고 자연에 정당한 원리로 확장시킨다. 4부에서 우리는 인간을 최
종 목적으로 하는 칸트의 목적론적 자연 세계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러한 그
림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를 따져볼 것이다. 4부의 중심 물음은 ‘자연 
세계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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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칸트의 행위 이론

2부의 목표는 칸트의 목적 개념 및 행위 개념을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칸
트의 행위 이론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먼저 1장에서는 칸트의 목적 
개념을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며, 3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칸트의 행위 
이론 일반을 재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2장에서 재구성된 칸트의 
행위 이론에 칸트의 도덕적 행위 이론을 통합시킬 것이다.

1. 칸트의 목적 개념

(1) 원인으로서의 목적

칸트에 따르면 목적 표상은 이중적인 위상을 갖는데, 목적 표상은 한 편으
로는 결과 표상이면서 다른 편으로는 원인 표상이다. 우리가 처음에 주목할 
목적의 특성은 목적이 그 목적을 표상하는 행위자를 원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것의 초월적 규정들에 따라서 (쾌의 감정과 같은 어떤 경
험적인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 설명하자면, 목적이란 한 개념이 대상의 원인(즉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실재적 근거)으로 간주되는 한에서 그 개념의 대상이다.” 
(KU. Ⅴ:219-20, 강조는 필자)

칸트의 목적 규정을 예를 통해 이해해 보자. 예원은 계단에 있는 철수를 
밀어서 철수 뒤에 있는 소라를 다치게 했는데 이것의 목적은 소라를 다치게 
함이고 이것의 수단은 철수를 밀기였다고 해보자. (가정 상, 예원은 그 시간 
그 장소에 누가 있었든 그를 밀어서 소라를 다치게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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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이 예에서 소라가 다침이라는 결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은 예원
으로 보인다. 예원이 철수를 밀지 않았다면 소라는 다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철수를 소라가 다침의 원인이라고 지목할 수도 있다. 
소라가 다친 것은 철수의 몸에 떠밀려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원인의 
관계는 무엇인가? 소라가 다침이라는 결과는 두 원인에 의해 중복결정된 것
인가? 그렇지는 않다. 예원과 철수가 둘 다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각
각의 원인성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두 원인성은 어떻게 다른
가? 칸트의 말을 따른다면 우리는 두 원인성을 구분할 수 있다.

“[…] 어떤 원인의 결정 근거가 순전히 그 원인에서 나오는 결과의 표상일 때, 
그러한 원인의 산물을 목적이라고 일컬으므로, […].” (KU. Ⅴ:408)

칸트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것을 목적으로 부를 수 있으려면 일련의 행위
를 낳은 원인을 그렇게 “결정”한 “근거”는 그 원인으로부터 나올 “결과의 
표상”이어야만 한다. 목적은 원인 표상이면서도 그 원인으로 인해 귀결될 결
과 표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예원은 목적은 가지지만 철수는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원과는 달리 철수는 그저 떠밀렸
을 뿐 소라의 다침이란 결과를 표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철수의 넘어짐
은 예원을 밀음이라는 표상을 넘어짐을 결정하는 근거로서 가지지 않는다. 
만일 넘어지는 움직임을 취할 때 철수가 어떤 결과 표상도 갖지 않았다면 
그는 아예 목적을 갖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예원은 목적을 가졌
고 철수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원인성의 성격은 구분
된다. 이상의 설명은 행위가 의식적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행위란 목적 표상을 가지고 일어나는 의식적인 작용이며, 오직 그
러한 작용만이 행위이다. 이에 따르면 예원이는 소라를 다치게 함이란 특정
한 목적을 위해 철수를 앞으로 밈이란 수단을 취한 것이므로, 예원은 행위자
이다. 반면에 철수는 소라가 다친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목적을 표상함 
없이 단지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이므로, 이 일에서 철수는 행위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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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의 움직임은 행위이지만 철수의 움직임은 작용인 것이다. 이처럼 행위자
는 목적을 세움으로써 세계와 실천적으로 관계 맺는데, 이 실천적 관계는 목
적, 더 정확히는 목적을 표상하는 행위자가 결과의 원인이 되는 일종의 인과
적 관계이다.

그러나 방금의 결론은 목적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철수의 
경우처럼 수단이 되는 것 또한 세계에 인과적으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우리는 두 인과 고리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원은 
소라가 다침이라는 일련의 사건에서 그 자신을 최초 원인으로 만들었지만 
철수는 그렇지 못했다. 예에서 소라가 다침이란 사건의 최초 원인은 예원이
며, 철수는 수단으로서 예원이 일으킨 인과 연쇄의 하나의 고리에 지나지 않
는다. 예원은 그녀의 목적으로 소라가 다침이란 결과를 표상함으로써 스스로
를 결과의 최초 원인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단지 수단으로 쓰인 철수와 구
분된다. 따라서 행위자가 목적을 세운다는 것은 단지 자연에 존재하는 인과 
연쇄에 자신을 하나의 고리로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련의 인과 
연쇄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위자는 목적을 세우고 그를 의지함으로써 
자신을 최초 원인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므로 행위란 의식적인 행위자가 목적을 세우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
단을 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세계에 인과적으로 개입
한다. 실천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계는 목적들과 수단들의 장이다. 이 세계에
서 우리는 행위자로서 특정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결과로서 달성하고자 
하며, 이는 곧 자신의 표상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을 최초의 원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행위에 대해 갖는 가장 기초적인 형이상학
이다.

(2) 좋음 표상으로서의 목적

행위에 대한 이상의 규정을 행위자의 관점에서 보자. 행위자는 어떤 대상
을 자신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자신을 최초 원인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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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는 왜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세우는가? 행위자가 많은 대상들 중에 
하필이면 한 대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이유는 그 대상이 그에게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좋음은 이성적 존재자가 어떤 목적을 세우는 이유를 잘 설
명해 준다. 행위자가 목적을 세우는 것을 행위자가 (자신의) 좋음을 추구하
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행위자는 가능한 많은 안들 중에서 하필 하나를 
골라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는데, 그 이유는 행위자가 그것을 자신에
게 좋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선택하는 대상에 좋음이란 표상이 덧붙지 않는
다면, 실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목적의 후보들은 행위자 자신에게 무차별적일 
것이다. 만일 행위자가 자신이 세운 목적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의 좋음과 
무관하다면, 행위자가 하필 그 대상을 목적으로 삼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목적으로서의 대상만이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대상에도 좋음 표상이 덧붙여
질 수 있다. 수단 표상과 그것을 수단으로 취하는 행위자는 좋음을 통해 연
결될 수밖에 없다. 행위자가 어떤 것을 자신의 수단으로 표상해 그것을 수단
으로 취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좋다고 여겼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좋음은 목적으로서의 좋음과는 다를 것이다. 칸트는 수
단의 좋음은 간접적인 좋음이지만 목적의 좋음은 그 자체로 좋음이라고 부
른다.

“[…] 좋은 것에서는 언제나 과연 그것이 간접적으로 좋은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좋은가(과연 유용한가 아니면 그 자체로 좋은가)가 문제이지만 […].”(KU. 
Ⅴ:208)

대상이 간접적으로 좋다는 것은 그것이 행위자가 갖는 목적에 수단으로서 
유용하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며, 대상이 그 자체로 좋다는 것은 그것이 행위
자에게 목적으로서, 직접적으로 좋다는 것이다. 칸트는 어떤 대상 표상이 목
적으로서 좋다는 것을 수단으로서 좋다는 것과 구분한다. 어떤 것이 목적으
로서 좋다는 것은 그것이 행위자의 다른 목적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좋다는 점에서 수단으로서의 좋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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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칸트에게 좋음 개념은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개념이다. 이성적 존재
자가 세계를 이론적 대상으로 인식할 때 그의 판단은 참/거짓의 진리치를 
가지겠지만, 행위자로서 세계에 실천적으로 관여할 때 그는 대상에 대해 좋
음/나쁨의 표상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에 쾌적한 것(das Angenehm)은 좋은 것(das Gute)과 한가지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를, 모든 (특히 지속적인) 쾌락은 그 
자체로 좋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대략, 지속적으로 쾌적함이나 
좋음은 한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내 이것이 순전히 그릇된 말의 혼
동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이 표현들에 특유하게 귀속하는 개념들은 결코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쾌적한 것은, 그 자체가 대상을 단지 
감관과의 관계에서만 표상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의지의 대상으로서, 좋은 것이
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목적의 개념에 의해 이성의 원리들 아래
에 놓아야만 한다.”(KU. Ⅴ:207-8)

인용에서 칸트는 좋음을 쾌적함 표상과 구분하고는 오직 좋음만이 이성적
인 표상이라고 주장한다. 쾌적함이나 즐거움도 좋음처럼 실천적인 표상이긴 
하지만 이성 표상인 것은 오직 좋음 표상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실천이성비판』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칸트는 좋음/나쁨
(Gute/Böse)을 쾌/불쾌의 감정과 비교해 오직 전자만이 실천적으로 유효한 
표상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인용을 참조하라.)

『판단력비판』에 따르면 어떤 대상 표상이 쾌를 준다는 것은 그 표상이 주
관의 상태를 만족스럽게 만들고 주관에게 즐거운 감정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다. 반면에 불쾌를 주는 대상 표상은 주관의 상태를 고통스럽게 하고, 주관
은 즐겁지 않다고 느낀다. 이처럼 쾌나 불쾌는 그것을 표상하는 주관의 감성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1) 정감론자들이라면 이보다 더 나아가서 주관은 즐거

1) 『판단력비판』에서 칸트는 음식 맛을 예로 들어 이것이 쾌적하긴 하나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록 직접적으로는 감관의 느낌을 좋게 하긴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다시 말해 결과를 내다보는 이성으로 볼 때는 적의하지 않기 때문이
다.”(KU. Ⅴ:208) 또한 건강과 관련해서도 “건강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쾌적한 것이다.”(KU. Ⅴ:208)라고 하면서 “그러나 건강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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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주는 대상이라면 추구하고 불쾌감을 주는 대상은 혐오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칸트는 어떤 대상 표상이 즐거움이나 고통을 준다는 것만으
로는 행위자를 실천적으로 특정하게 움직이게 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이성적 
행위자를 움직이고 행위하게 하는 것은 즐거움이나 불쾌함의 표상이 아니라 
좋음이나 나쁨의 표상이라는 것이다. 칸트의 말을 들어보자.

“실천이성의 유일한 대상들은 그러므로 선·악의 객관들(die Objekte)뿐이다. 왜
냐하면 전자는 욕구 능력의 필연적 대상을 뜻하고, 후자는 혐오 능력의 필연적 
대상을 뜻하되, 양자 모두 이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KpV. Ⅴ:58, 
강조는 칸트)

“그러나 선이나 악은 항상, 의지가 이성 법칙에 의해 어떤 것을 그의 대상으로 
삼게끔 규정되는 한에서의 이 의지와의 관계를 의미한다.”(KpV. Ⅴ:60, 강조는 
칸트)

인용에서 칸트는 실천이성의 대상이 “이성의 원리”에 따르며 의지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을 때 “이성 법칙”을 따른다고 말한다. 이성적 행위자가 어
떤 객관, 즉 대상을 실천적으로 의지할 때 그의 의지와 그가 의지한 대상은 
칸트가 이성의 원리 혹은 법칙이라 부르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대상이 실천적으로 의지의 대상이 될 때 그 대상은 좋음이나 나쁨(인용에
서는 선과 악)으로서 파악된다는 것이다. 칸트의 언명은 좋음과 나쁨이라는 
표상이 실천의 영역에서만 유효함을 의미함을 함축한다. 대상을 좋음/나쁨의 
면에서 다룬다는 것은 곧 대상을 실천적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우리는 좋음/나쁨과 실천 이성의 영역의 관계에 대한 칸트의 이러한 주장
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 이성적 존재자가 행위자로서 대상에 관여하는 
것은 대상을 참인지 거짓인지와 관해 판단하는 앎의 관점에 서는 것이 아니
며, 아름다운지 추한지를 판정하는 미의 관점에 서는 것도 아니다.2) 실천적

사람들은 그것을 이성에 의해 목적들에 비춰보지 않으면 안 된다.”(KU. Ⅴ:208)고 주장한
다.

2) “그러므로 쾌적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은 쾌·불쾌의 감정에 대한 표상들의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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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에서 이성적 존재자는 행위자로서, 대상을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좋은
지 혹은 나쁜지라는 관점으로 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악의 관점은 행위와 
불가불의 연관을 맺는다. 이 관점 하에서 행위자는 대상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며, 그의 행위로서 대상은 
산출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입장은 아래의 언명에서 압
축적으로 표명된다.

“실천 이성의 대상이라는 개념으로써 나는 자유에 의해 가능한 결과로서의 객관
이라는 표상을 의미한다. 실천적 인식 그 자체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단지 
의지와 그것에 의해 그 대상이나 그 반대의 것이 현실화될 터인 그 행위와의 관
계 맺음을 의미한다.”(KpV. Ⅴ:57)

요컨대 행위자는 자신과 실천적으로 연루된 대상을 좋다 혹은 나쁘다의 관
점에서 판단한다. 만일 어떤 대상이 어떤 관점에서도 그에게 좋지도 나쁘지
도 않다면, 그것은 그에게 실천적으로 무관한 대상일 것이다.

또한 행위자가 대상과 실천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 그가 
이해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천적 관점은 그것이 이익의 관점이건 
도덕의 관점이건 간에 대상에 대한 이해관심을 동반한다.

“그러나 쾌적한 것과 좋은 것 사이의 이런 모든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그
것들이 항상 그것들의 대상에 대한 이해관심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합치
한다.”(KU. Ⅴ:209)

그런데 좋음/나쁨이 실천적인 표상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왜 좋음/
나쁨을 이성적인 표상이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앞서의 인용에서 드러나기도 했지만, 칸트는 쾌적함 표상과 좋음 표상을 

세 관계를 표시하며, 이 쾌·불쾌의 감정과 관련해서 우리는 대상들이나 표상방식들을 서로 
구별한다. 또한 사람들이 이것들에서 흐뭇함을 표시하는 각각에 알맞은 표현도 한 가지가 
아니다. 쾌적한 것은 누구에겐가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에게 
한낱 적의한(gefallen) 것을 말하며, 좋은 것은 존중되고 시인되는 것, 다시 말해 누군가에 
의해 객관적 가치를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KU. Ⅴ:209-10, 강조는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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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해 좋음이 이성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력비판』에서 칸트는 쾌적
한 것과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비교하는데, 칸트의 구분에 따르면 쾌적함
의 표상은 주관의 감관에 호소하는 데에 반해 좋음 표상은 주관의 이성에 
호소한다. 쾌적한 것은 직접적으로 나의 감관에 영향을 주어 나에게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숙고하지 않아도 어떤 표상이 쾌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어떤 표상이 쾌적하다는 것만으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좋은 것이 아니면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쾌적한 것은, 그 자체가 대상을 단지 감관과의 관계에서만 표상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의지의 대상으로서, 좋은 것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목적의 개념에 의해 이성의 원리들 아래에 놓아야만 한다.”(KU. Ⅴ:208)

쾌적함이 그 자체로 쾌적함을 주는 대상을 목적으로 삼을 동기를 제공하진 
않는다고 본다는 점에서 칸트는 흄과 같은 정감주의자들과 의견을 달리 한
다.

그렇다면 좋음을 관할하는 이성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칸트는 이러한 
“이성의 원리들”로 세 가지 원리를 나열한다. 자신에게 쾌적함을 주는 어떤 
표상을 두고 주관은 첫째, 먼저 그것의 결과를 고려하며, 둘째, 다른 목적들
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셋째, 그것이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는지를 고려한다3)

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논지의 핵심은 이성적 행위자가 쾌적함을 주는 어떤 표상을 

3) “가장 평범한 담화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쾌적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한다. 양념과 기타 조
미료로 맛을 돋운 요리에 대해 사람들은 주저 없이 “그것은 쾌적하다”고 말하면서도, 동시
에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실토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록 직접적으로는 감관의 
느낌을 좋게 하긴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다시 말해 결과를 내다보는 이성으로 볼 때는 적
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러나 건강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것
을 이성에 의해 목적들에 비춰보지 않으면 안 된다. 곧 건강이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
든 과업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 기분이 들도록 해주는 상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관점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쾌의 쾌적함의 (분량과 지속의 면에서) 최대량이 진정으로 좋은 
것, 심지어는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KpV. Ⅴ208, 강조는 
칸트) 인용에서 필자가 밑줄 친 부분에서 칸트는 쾌적함이 좋음이 되는 기준들을 산발적이
긴 하지만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결과가 적의해야 하며, 둘째, 다른 목적들과 상충하지 않
아야 하며, 셋째,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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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고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표상이 쾌적함을 
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성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쾌적함의 
표상을 두고도 행위자는 첫째, 대상 표상을 실현했을 때 생길 결과를 고려해
야 하고, 둘째, 자신의 다른 목적들과 상충하지 않는지 따져 그가 가진 목적
들 간의 우열 관계를 (때로는) 재조정해야 하며, 셋째, 그 대상을 실현한 것
이 자신의 궁극 목적과도 합치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4)

이처럼 쾌적함 표상은 실천적인 표상이긴 하나 이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쾌적함은 인간의 행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칸트의 쾌적
함 표상에 대한 설명을 볼 때, 우리는 쾌적함이 주체의 행위 선택에서 일종
의 질료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쾌적함 표상은 주관이 목적을 세우는 데에 
있어 일종의 기회(occasion)를 제공하는데, 주관에게 쾌적함을 주는 표상이 
생기면 주관은 비로소 그 표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을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쾌적함 표상을 목적으로 삼으려면 주관은 위에서 말한 이성의 
세 가지 원리들을 기준으로 두고 그 표상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검토를 통과
한 표상만이 좋은 것인 것이다. 따라서 주관은 쾌적한 표상 중에 이성의 검
토에 통과한 표상들, 즉 자신에게 좋은 표상만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성적 행위자가 쾌적함의 표상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성의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성의 승인 기준을 살펴봄을 통해 목적 표상의 특
징을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목적이 되는 표상은 좋은 것이어야 한
다. 목적은 무차별하게 세워지거나, 쾌/불쾌에 따라 그 때 그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가 목적으로 삼는 표상은 그의 중장기적인 목적과 상충
하거나 그의 궁극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행위자의 궁극 목적이 
그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목적은 행위자가 스스로 만든 자

4) 주 2에서 우리는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는데, 이 세 기준
이 충분한 기준이냐는 것이다. 칸트가 이 기준들을 산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화해
서 정식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기준들이 충분하거나 필수적인 기준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칸트는 이 기준들을 일반화해 완벽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보
았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준들이 완벽하게 제시되지 않고 잠정적으로는 마련된 
것이라고 해도 현재의 단계에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
상 논의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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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체성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써 행위자로서 그의 통합성을 지지해
주는 표상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이성적 행위자는 언제나 좋음을 추구한
다는 것의 내용이다. 이성적 행위자는 좋은 것은 추구하고 나쁜 것은 추구하
지 않으며, 그는 목적을 세움으로써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좋음과 쾌적함은 이성의 승인 유무에 의해 구분된다. 좋은 것은 
이성의 승인을 거친 표상으로, 이성적 행위자는 이성적으로 승인된 표상만을 
자신의 목적이나 수단으로 삼는다. 쾌적한 것은 이성의 검토를 거치며 이에 
통과한 표상만이 행위자에게 좋은 것으로 승인된다. 그런데 좋음은 직접적으
로 좋음인 목적의 좋음과 간접적인 좋음인 수단의 좋음으로 나눠진다. 따라
서 세계를 실천적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는 행위자에게 좋은 것들과 나쁜 것
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성적 존재자는 행위자로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목
적으로 삼거나(직접적 좋음) 수단으로 취함으로써(간접적 좋음) 세계에 실천
적으로 관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칸트의 목적 개념을 행위의 측면과 행위자의 측면에서 살
펴보았다. 행위는 의식적인 행위자가 목적을 세우고 수단을 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목적은 결과 표상이자 원인으로 작용하는 인과적 표상이다. 행
위자는 목적 표상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일련의 사건의 최초 원인으로 자리
매김한다. 그런데 목적을 통해 세계에 실천적으로 관여하는 이성적 행위자는 
대상을 좋음/나쁨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리고 좋음/나쁨의 표상은 이성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쾌/불쾌 표상과 구분된다.

이제 목적 개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3) 행위 구성요소로서의 목적

목적은 행위를 구성한다. 다시 말해, 목적은 행위를 작용과는 구분되는 의
식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으로서 성립시키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다면 목적은 행위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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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일체의 목적관계가 없다면 인간 안에서 전혀 아무런 의지규정
(Willensbestimmung)도 생길 수 없으니 말이다. 왜냐하면 의지규정은 어떠한 
결과(Wirkung) 없이는 있을 수 없고, 그러한 결과의 표상은, 비록 의사의 규정
근거로서나 의도에서 선행하는 목적으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칙을 통한 의사 
규정의 결과로서, 하나의 목적(結果에서 나타나는 目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목적이 없다면 의사는, 뜻한바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규정된 아무런 대상도 생각지 못해-의사는 이러한 
대상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만 하건만-, 어떻게(wie) 작용해야 하는가는 
지정되어 있으되, 어느 쪽으(wohin)로 작용해야 하는가가 지정되어 있지
(anweisen) 않기에,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다.”(RGV. Ⅵ:4, 강조는 칸트)5)

인용에서 칸트는 아무런 목적도 갖지 않은 인간은 자기 “의지”를 어떻게든 
“결정”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의사(Willkür)는 대상을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사 능력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규정된 대상이건 주관적으
로 규정된 대상이건 자신의 대상을 스스로는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작용에 아무 대상도 덧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칸트의 이러한 주장은 기계에 비유해서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작동 가능한 기계 하나가 있다고 해보자. 이 기계는 적합한 재료들만 넣으면 
재료들을 미리 프로그램화된 대로, 특정한 방식으로 가공해서 결과물을 산출
해낸다. 그런데 기계가 제대로 된 완성품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기계에 들어가는 재료는 기계가 받아들일 만한 재료
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쇄 기계에는 재료로 잉크와 종이만이 들어가
야지 엉뚱한 재료를 넣으면 아무런 결과도 산출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기

5) 원문은 다음과 같다. “Denn ohne alle Zweckbeziehung kann gar keine 
Willensbestimmung im Menschen stattfinden, weil sie nicht ohne alle Wirkung 
sein kann, deren Vorstellung, wennglieich nicht als Bestimmungsgrund der 
Willkür und als ein in der Absicht vorhergehender Zweck, doch als Folge von 
ihrer Bestimmung durchs Gesetz zu einem Zwecke muß aufgenommen werden 
können (finis in consequentiam veniens), ohne welchen eine Willkür, die sich 
keinen weder objektiv noch subjektiv bestimmten Gegendstand (den sie hat oder 
haben sollte) zur vorhabenden Handlung hinzudenkt, zwar wie sie, aber nicht 
wohin sie zu wirken habe angewiesen, sich selbst nicht Genüge tu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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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행위자에, 결과를 행위에 비유할 수 있다. 기계가 재료를 받아 들여서 
결과물을 산출하듯이, 인간은 그의 의사 능력을 통해 무언가를 받아들여서 
행위를 산출한다.

그렇다면 의사 능력이 받아들이는 무언가, 즉 의사 능력의 질료는 무엇인
가? 칸트의 대답은 목적이라는 것이다. 목적이 정해지면 의사는 특정한 결과
를 산출한다. (그 결과란 실현된 목적으로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만일 목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의사는 뜻한 바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으로나 주관적으로나 결정된 아무런 대상도 생각지 못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가는 지정되어 있으되, 어느 쪽으로 작용해야 하는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에,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다.”(RGV. Ⅵ:4) 칸트에 따르면, 의사 능력은 
스스로의 의지를 결정해 그 결과로 그가 목표한 대상을 낳는데, 이러한 행위
에서 목적의 역할은 의지가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를 의지에게 지정해주는
(anweisen)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는 설정된 목적
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만 국한되는 것며, 스스로 목적을 세우지는 못한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적은 의사능력의 질료이다.6) 달리 말하면, 목적은 의사 능력을 
비로소 작동하도록 하는 재료, 혹은 내용이다. 우리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
로 행위에서 목적이 작동하는 방식을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먼저 행위
자는 특정한 결과 표상을 자기 의사의 목적으로 결정한다(bestimmen). 다음
으로는 자신이 세운 목적을 결과로서 일으킬 수단을 일련의 법칙에 맞게 사

6) 목적을 의사의 질료, 혹은 의사의 “질료적 규정근거”라 부르는 경우는 칸트의 저작 중에서
도 특히 『윤리형이상학』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를테면 “반면에 윤리학은 질료(즉 자유 의
사의 대상), 즉 동시에 객관적으로-필연적인 목적으로서, 다시 말해, 인간에게 의무로 표상
되는, 순수 이성의 목적을 제시한다.”(MS. Ⅵ:380, 강조는 칸트), “(…)의사의 형식적 규정
근거 외에도 하나의 질료적 규정근거를, 즉 감성적 충동들에서 오는 목적에 대립될 수 있
는 어떤 목적을 갖도록 구속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이 그 자체로서 의무인 목적이라는 개
념일 터이다.”(MS. Ⅵ:381, 강조는 칸트)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윤리형이상학 정초』 
등에서는 ‘질료’가 후험적인 동기를 가리키거나 내용 일반과 교환 가능한 표현으로 주로 
쓰인다. 이를테면 “무릇, 의지는 형식적인, 그것의 선험적 원리와 질료적인, 그것의 후험적 
동기 사이의 한가운데에, 말하자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GMS. Ⅳ:400), “그러나 [실
천적 원리들이] 주관적 목적들을, 그러니까 모종의 동기들을 기초로 한다면, 그것들은 질
료적이다.”(GMS. Ⅳ:427, 강조는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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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만일 수단의 사용이 성공한다면, 행위자의 목적 표상은 행위의 결과
로서 세계에 귀결(Folge)될 것이다. 그는 목적을 세우고, 수단을 사용하고, 
그 결과로 목적한 대상을 세계에 일으킨다. 칸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
나로 통틀어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기회원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자의 결정이 세계에 귀
결된 결과와 같은 것이 항상 우연적인 일치일 뿐이고 (행위자의) 결정과 (세
계에 일어난) 결과 간에는 우연적 일치 말고는 아무런 실제적인 관계도 없다
면, 인과관계를 달리 정의하지 않는 이상, 행위자의 결정과 세계에 일어난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7) 만일 행위자의 
결정이 결과를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면 행위자가 세운 목적은 공허할 것이
며, 어쩌면 그를 행위자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행위의 가능 
조건으로서 우리는 한 가지 전제가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행위자가 목
적 표상을 가졌고 그를 위한 수단을 취해서, 그 표상이 세계에 결과되는 것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과를 세계에 일으킨 원인은 행위자의 결정이어야 
한다. 즉, 행위자의 결정은 일어난 결과의 원인으로서 그 결과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칸트도 결정 표상과 결과 표상의 연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적이라는 것은 
의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 “의지결정은 어떠한 결과(Wirkung) 
없이는 있을 수 없고, 그러한 결과의 표상은, (…) 그래도 법칙을 통한 의사 
결정의 결과로서, 하나의 목적(결과에서 나타나는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강조는 필자)라는 칸트의 말은 의지 결정 뒤
에 일어나는 결과는 의지 결정의 귀결이라고 받아들여져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행위자의 의사 결정은 세계에서 어떤 결과를 담보한다는 것이 아니
라, 담보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의지의 결정과 세

7) 물론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회원인론자들은 인과는 실제적인 산출이 아니라 
기회원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과 개념 자체를 변형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인과를 실제적 산출로 이해하는 한, 기회원인은 우리가 이해하는 인과 개념과 
동떨어진 개념이긴 하다.



- 18 -

계에서의 결과가 인과적으로 무관하다면 인간을 행위자로 보기는 불가능하
며, 인간의 의지 작용을 행위로서 이해하는 것은 환영에 불과하게 될 것이
다.

(4) 규범 요소로서의 목적

칸트의 행위 이론의 특이한 점은 인간의 행위만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 
일반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누구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 법칙이 도덕적으로, 다시 말해 책무의 
근거로서 타당해야 한다면, 그 법칙은 절대적 필연성을 동반해야만 한다는 것이
다. ‘너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명령은 가령 인간에게만 타당한 것이 아
니라,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도 그에 구애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일 터이다. 그리고 
이 밖의 모든 본래적인 윤리 법칙들도 다 그러하다.”(GMS. Ⅳ:389)

그렇다면 칸트의 행위 이론은 인간의 행위만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 일반
의 행위에까지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목적 개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인간의 행위에 관한 
행위 이론보다 상위 이론일 행위 일반 이론에서도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다시 말해, 목적이 인간의 행위만이 아니
라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행위에도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다소 혼란스러운데, 먼저 『윤리형이상학』에서 
칸트는 그렇다고 주장한다. 목적은 모든 행위 일반이 갖춰야 할 구성요소라
는 것이다.8) 그러나 칸트는 다른 저작에서는 이성적 존재자 일반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만이 목적을 갖는다고도 주장한다. 이러한 후자의 입장을 뒷받침

8) 다음 구절이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모든 행위는 각기 목적을 가지는 것이며, 누구도 그의 
의사의 대상을 스스로 목적으로 삼음이 없이는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무엇인가 
행위들의 목적을 가짐은 행위하는 주체의 자유의 활동이지, 자연의 작용결가가 아니
다.”(MS. Ⅵ:385, 강조는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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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목으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의 다음 구절이 대표적이다.

“목적은 항상 애착Zuneigung의 대상,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위에 의해 물건을 
점유하려는 직접적인 욕구의 대상이다. (실천적으로 지시명령하는) 법칙이 존경
의 대상인 것처럼 말이다. […] 무릇 그러나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로부터
의 성과를 돌아보는 것은 인간과 그의 (또한 어쩌면 다른 모든 세계존재자의) 실
천 이성능력이 가지는 불가피한 제한들 중의 하나이다. 그 성과 가운데서 그에게 
목적이 될 만하고 또한 그 의도의 순수성을 증명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
해내기 위한 것이다. 목적은 시행(作用 連結)에 있어서는 최종의 것이나 표상과 
의도(目的 連結)에 있어서는 최초의 것이다. 무릇 인간은 이 목적에서, 비록 그
것이 순전한 이성에 의해서 제시된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추구한다.(RGV. Ⅵ:6-7, 주)

인용에서 칸트는 목적이 인간이 행위에서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를 실현
하려는 인간 특유의 본성 때문에 요구되는 것으로 본다. 행위자로서 인간은 
자신이 갖는 욕구를 추구하려고 하며,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욕구 대상을 목적
으로 세워 세계에 그 목적한 바를 결과로서 일으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견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목적이 인간, 혹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
자가 행위자로서 갖는 특유한 것이긴 하나 이성적 존재자 일반이 행위를 할 
때 가질 것이 요구되지는 않음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오직 유
한한 이성적 존재자만이 욕구를 갖는다면, 욕구를 갖지 않는 이성적 행위자
는 목적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모
든 이성적 존재자가 욕구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주장은 목적이 
이성적 행위 일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것은 아님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우리는 칸트의 이성적 존
재자의 구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성이 의지를 불가불 규정한다면, 그러한 존재자의,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 인식된 행위들은 주관적으로도 필연적이다. […] 그러나 이성이 그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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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의지를 충분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면, 즉, 의지가 언제나 객관적인 조건
들과 합치하는 것은 아닌, 주관적인 조건들(어떤 동기들)에도 종속하는 것이라면, 
한 마디로 말해 (인간의 경우가 실제로 그러하듯이) 의지가 자체로 온전하게는 
이성과 맞지 않다면,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이 주관적으로는 우
연적이고, 그러한 의지를 객관적인 법칙들에 맞게 규정하는 것은 강요이다. 다시 
말해, 철두철미하게 선하지는 않은 의지에 대한 객관적인 법칙들의 관계는 비록 
이성의 근거들에 의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규정으로 표상되기는 하지만, 이 
의지는 본성상 이성의 근거들에 필연적으로 순종적이지는 않다.”(GMS. Ⅳ412-3, 
강조는 칸트)

칸트는 이성적 행위자를 동기가 부여되는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하는
데, 하나는 “철두철미하게 선하지는 않은 의지”를 갖기 때문에 본성상 “이성
의 근거들에 필연적으로 순종적”인 것은 아닌, 인간과 같은 이성적 행위자가 
하나이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철두철미하게 선하며 본성상 이성의 근거들
에 필연적으로 순종적인 이성적 존재자이다. 두 이성적 존재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연적인 욕구의 유무이다.9) 칸트는 이성에 반하는 욕구가 아예 존
재하지 않는, 온전히 이성적인 이성적 존재자와 이성에 반하는 욕구를 갖는, 
온전히 이성적이진 않은 이성적 존재자라는 두 부류로 이성적 존재자를 나
눈다. 이 구분의 기준이 욕구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욕구가 없는 행위자의 경
우, 그의 행위를 움직이는 것은 이성 하나뿐이어서 그의 이성은 의지에 온전
하게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이성적으로 행위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욕구를 가진 이성적 행위자 경우 욕구는 그의 실천 이성에 
반하는 것을 바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실천 이성은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그의 의지는 온전하게 이성적이지는 않다.

인간은 욕구를 갖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이성적인 행위자이다. 이성적 행위

9) 이러한 구분은 칸트의 여러 저작에 걸쳐서 발견되지만 특히 『윤리형이상학』에서 완성된 
형태로 등장한다. 여기서 칸트는 “신성한 존재자”를 인간과 같이 욕구를 가진 존재자와 구
분하는데, 그 기준은 후자는 정언명령을 위반할 수 있어서 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
간이 정언명령을 위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에게는 “자연의 충동들”(MS. 
Ⅵ:380)이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충동은 인간이 도덕적이 것에 반하게 충동질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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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인간이 갖는 고유한 특징은 그가 목적을 세우는 존재라는 것이
다.10)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성에 반하는 별도의 욕구를 가지
지 않는 이성적 행위자는 행위에서 목적 표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것
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행위 일반에서 목적이 하는 역할을 알아볼 필요
가 있다.

앞에서 우리는 목적이 의사 결정에서 질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계와의 
비유를 통해 논의했었다. 의사 능력 자체는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
며 목적이 들어오면 그 목적을 재료로 어떻게 작용할 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칸트가 보기에 행위 일반에서 목적은 특정한 방식으
로 행위할 수 있도록 행위자에게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목적은 그것
이 행위자의 욕구에 근거해 세워진 것이든 도덕적인 동기에 근거해 세워진 
것이든, 행위자의 의도가 특정한 방향으로 작용하게끔 한다. 그렇다면 행위
는 목적이 없이는 아예 가능하지도 않다. 목적이 없다면 이성적 행위자는 무
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결정 없이는 행위가 불가능할 것이
기 때문이다. 물론 결정 없이도 행위자는 어떤 움직임이나 반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행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목적은 행위의 종착점을 정해주는 역할도 한다. 앞서 인용한 대로 
“목적은 시행에 있어서는 최종의 것이나 표상과 의도에 있어서는 최초의 것
이다.” 최종을 알기 위해서는 목적 표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목적이 없다
면 행위자는 자신의 일련의 움직임들을 어떤 단위로 끊고 또 묶어야 할지 
정할 수 없을 것이다. 목적은 행위를 시작하게 하면서 또한 완결시킨다. 예
를 들어 생각해 보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철수의 일련의 움직임은 철수
가 영희를 만나기로 목적을 가짐으로써 기다림이라는 행위로 이해되며, 이 
목적을 통해서만이 그의 행위는 시작과 끝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만일 철수가 
목적을 바꿔서 영희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면 기다림이라는 그의 행위는 

10) 인간성의 특징으로 칸트는 인간이 목적을 세운다는 점을 꼽는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확
인된다. 이를테면 “이성적 자연존재자는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세움으로써 여타의 것들보
다 자신을 두드러지게 한다.”(GMS. Ⅳ:437)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이 (동물성과 구별되는) 인간성의 특징이다.”(MS. Ⅵ:392)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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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되며, 그 이후부터의 철수의 움직임은, 설령 이전의 움직임과 현상적으
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해 전혀 다른 행위(예컨대 집에 돌아가기)가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행위 일반에서의 목적의 두 가지 역할을 살펴보았다. 목
적은 행위에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행위자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려주며, 행
위를 개별화시켜준다. 인간의 행위에서만이 아니라 이성적 행위자의 행위 일
반에서도 이러한  목적 표상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칸트는 목적 표상이 욕구를 갖는 존재인 인간의 행위에서 하
는 특별한 역할도 지적하였다. 칸트는 목적이 “애착의 대상”이며 “직접적인 
욕구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욕구를 갖는 것이 목적을 세우는 것의 선
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윤리학은 질료(즉 자유의사의 대상), 즉 동시에 객관적으로-필연적인 목
적으로서, 다시 말해 인간에게 의무로 표상되는, 순수 이성의 목적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감성적 경향성들은 의무에 어긋날 수 있는, (의사의 질료인) 목적들로 
유혹하므로, 법칙수립적인 이성은 그것들의 영향력을 다름 아니라 그에 맞서는, 
그러므로 경향성에 독립해서 선험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도덕적 목적
을 통해 다시금 제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MS. Ⅵ:380-1)

인용에서 칸트는 어떤 목적은 도덕에 반하는 목적에 맞서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일종의 규범의 요소로 제시한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규범 요소로서의 목적 개념은 온전히 이성적인 존재자에게는 불필요하다. 그
들 존재 정의상 도덕에 맞설 만한 충동 및 욕구를 가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
다면 도덕에 반하는 목적을 세울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범 요소란 성격이 특별히 강조되는 목적으로서 칸트는 “동시에 
의무인 목적”을 정식화한다. 『윤리형이상학』에서 칸트는 인간만이 세우는 특
별한 목적인 “동시에 의무인 목적” 개념을 전개시키는데, 이 목적은 “감성적 
충동들에서 오는 목적에 대립될 수 있는 어떤 목적”(MS. Ⅵ:381)으로, 그 역
할은 의무에 반하는 경향성을 견제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저 도덕적인 행동
을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도덕적이고자 하는 행위자는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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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운 목적에 대항할 “도덕적 목적”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용에서 말하는 “도덕적 목적”은 인간이 도덕적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표상이긴 하나, 목적의 이러한 규범 요소로서의 성격을 목적 일반이 
갖는 성격으로 확장할 수는 없다. 이것은 윤리학에서 인간의 한계 상 특수하
게 제시하는, 특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규범 요소로
서의 목적이라는 특징이 “동시에 의무인 목적”이 아닌 이성적 행위 일반의 
목적 개념에도 해당될 근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칸트의 가언명령 개념이 
규범 요소로서의 목적 개념을 주장할 근거가 된다고 본다. 특히 불완전하게 
이성적이어서 행위가 전적으로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인간 행
위의 본질적인 조건이 규범 요소로서의 목적 개념과 긴밀하게 관계됨을 다
음 장에서 우리는 흄의 행위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밝힐 것이다.

목적은 행위를 시작하고 끝맺을 수 있게 하며 하나의 행위라는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표상으로서, 행위 일반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
한 특성은 전적으로 이성적인 의지이건 그렇지 않은 의지이건 상관없이 이
성적 행위 일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목적은 행위의 결과이면서 
원인인 표상으로, 행위의 원인 및 근거가 되면서 또한 행위가 일으키고자 하
는 결과 표상이다. 그러므로 목적은 모든 이성적 행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
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에서 목적은 단순히 방향을 지시하고 행위를 개별
화하는 것 이상의, 규범 요소로서 행위를 지시하고 심지어 강요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위에서 목적의 역할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목적은 행위자가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표상함으로써 그를 결과의 최초 
원인이도록 해주며, 이 때 행위자는 목적을 그 자체로 좋은 것으로서 표상한
다. 또한 목적은 행위의 근거로서 행위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특
히 욕구를 가진 온전히 이성적이지는 않은 인간에게 목적 개념은 규범을 제
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목적의 마지막 특징으로 제시된 인간 행위의 특
유한 특징으로서의, 규범 요소로서의 목적 개념을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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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것이다.

2부 2장에서는 규범 요소로서의 목적 개념 중심으로 칸트의 행위 이론을 
살펴본다. 이 논의는 주로 철학사적인 접근을 통해 이뤄질 것인데, 문제의 
칸트의 행위 이론을 우리는 비규범적 행위 이론을 체계화한 흄의 행위 이론 
및 칸트의 전-비판기의 윤리학 저작과 비교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칸트의 
행위 이론 및 목적 개념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를 기대한다.

2. 칸트의 행위 이론

이 장에서는 규범 요소로서의 목적 개념, 즉 이성이 목적을 세울 수 있고 
이성이 세운 목적이 규범 요소로서 행위를 견인할 수 있다는 칸트의 주장을 
실천이성을 부정하였던 흄의 논의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철학사에서 흄
은 이성이 의지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합리론의 전통적인 주장을 이성
은 의지에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는 소위 실천이성의 부정 논의를 통해 반
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흄의 주장이 성공적이었던 만큼, 칸트는 자신의 실천
철학을 전개하기 위해 흄의 실천이성 비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
다. 우리는 칸트가 흄의 소위 실천 이성에 대한 회의주의를 비판적으로 고려
하면서 강요 개념을 발전시켰다고 본다. 칸트의 강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 장에서 우리는 흄의 실천 이성의 회의주의가 무엇이고 칸트가 이러한 회
의주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칸트의 행위 이론 
및 목적 개념을 심화해 탐구하고자 한다.

(1) 흄의 실천이성에 대한 회의

① 문제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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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형이상학 정초』 초반부의 소위 ‘목적론적 논변’이라 불리는 대목에서 
칸트는 의지를 이끄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성과 의지를 가진 한 존재자에게 있어 그것의 보존과 번영이, 한 마디
로 말해 그것의 행복이 자연의 본래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연은 이러한 자기의 
의도의 실행자로 그 피조물의 이성을 선발하는 매우 나쁜 조치를 취한 셈이겠다. 
왜냐하면 유기체가 이런 의도에서 실행해야만 할 모든 행위들과 그것의 처신의 
전체 규칙은 그에게, 일찍이 이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보다는, 본능에 의
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지시될 수 있을 터이고, 그에 의해 저 목적도 훨씬 더 안
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한 마디로 말해, 자연은, 이성이 
실천적 사용에서 싹이 터서, 그것의 미약한 통찰로써 그 스스로 행복과 이 행복
에 이르는 수단을 구상해 내는 그런 오만불손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했을 
터이다. 자연은 목적들을 선택하는 일뿐만 아니라 수단들 자체를 선택하는 일 또
한 떠맡아, 지혜로운 사전 배려로 이 두 가지 것을 오로지 본능에게 믿고 맡겼을 
터이다.”(GMS. Ⅳ:395, 강조는 칸트)

인용에서 칸트는 이성이 “실천적”으로 “사용”되는 한에서 이성이 세우는 
목적은 행복일 수 없음을 논증한다. 이성의 행복을 목적으로 세울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이성이 행복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고, 둘째, 본능
에 따라서 행동하는 편이 오히려 행복을 성취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칸트는 만일 이성적 행위자에게 이성이 아예 없었거나 실천
이성 없이 사변이성만 있었다면, 그는 이성이 아니라 본능으로 자연이 정해
준 행복이란 목적과 그에 걸맞는 수단을 생각해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행복
을 좇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칸트는 실천 이성은 무엇에 소용되는 
능력이라고 보는 것인가?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 칸트는 실천이성이 있음을 전제할 뿐, 실천이성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이성과 의지를 가진 한 존재자”가 있다
는 것은 여기서 가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흄이 바로 이 전제를 비판한
다는 것이다. 흄은 인간이 실천이성을 갖는다는 것, 즉 이성이 목적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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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정념을 견제해 독자적으로 행위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을 이성을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판한다. 물론 
흄의 비판은 이성의 동기부여를 긍정한 칸트 이전의 합리론자들을 향한 것
이긴 하지만, 흄의 비판이 제기된 이상 이후 세대인 칸트도 흄의 비판에 대
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아야만 했을 것이다. 칸트의 대답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흄의 실천이성의 회의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② 흄의 실천이성 부정

실천이성을 회의하는 흄의 논증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이성 혼자서
는 의지에 어떠한 동기도 제공할 수 없다. 둘째, 이성은 정념이 이끄는 의지
에 반할 수 없다.11) 따라서 이성은 정념에 반대해서 의지에 독자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첫 번째 주장이 확보되면 두 번째 주장도 확보되
므로 우리는 흄의 첫 번째 주장만을 다루도록 하자.

“지성이 작동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증명을 통해 판단하거나, 개연성을 통해 판
단하거나이다. 즉 우리 관념들의 추상적인 관계를 고려하거나, 대상들 간의 그러
한 관계를 고려하거나로, 후자에 대해서는 오직 경험만이 정보를 준다. 내가 보
기에 첫 번째 종류의 추론 혼자서 어떤 행위의 원인이라는 것은 거의 옹호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에 적합한 영역은 관념들의 세계이고 의지는 언제나 우리를 실
제 세계에 놓아두므로, 증명과 의지는 저 설명에 따르면 전적으로 서로를 배제하
는 것으로 보인다.”(『인간 본성론』 2.3.3. 413쪽.)

흄에 따르면 지성은 판단을 내릴 때 증명을 통해 결론을 내리거나 경험으
로부터 추론해 결론을 내리며, 그 외의 다른 추론은 없다. 전자는 정신에 있
는 관념들 간의 관계를 다루며 후자는 경험을 통해 실제의 관계를 다루는데, 
흄은 전자를 증명을 통한 판단, 후자는 개연성을 통한 판단이라고 부른다. 

11) Hume, David, A Treatise of Human Nature (L.A.. Selby-Bigge, Ed.) New York: 
Oxford (Clarendon Press, 1978) 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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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증명을 통한 판단의 경우, 지성이 관념들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떤 앎
을 알아냈을 때 온전히 그 앎이 의지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관념들 간의 관계에서 추론한 것이 그 자체로 우리를 행위하게 할 수 
있는가? 흄의 생각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흄의 설명은 받아들일 만하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 어떤 수학자가 
지금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던 난제를 완벽하게 풀고 증명까지 해냈다고 해
보자. 이로써 이 수학자는 아직 아무도 가지지 않은 앎, 즉 관념들 간의 관
계(이 경우엔 수들의 관계)에 대한 앎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흄에 따르면 
이 앎은 그 자체로는 이 수학자가 어떤 행위를 할지를 전혀 결정해주지 못
한다는 것, 이 앎은 그 자체로는 행위자에게 어떠한 동기도 부여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러한 흄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관념 간의 관계에 대한 앎을 
얻게 된 수학자는 이 앎을 학계에 발표해서 유명해지려고 할 수 있고, 공식
적인 발표 없이 주변 사람들과만 공유하기로 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아무에
게도 알리지 않은 채로 홀가분하게 수학을 그만두고 다른 일에 전념하기로 
할 수도 있다. 앎 자체는 이 수학자에게 어떤 행위도 지시하지 않는 것이다. 
수학자가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할지는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중시하는 사람
인지나, 그가 원하고 욕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
므로 적어도 “증명을 통한 판단”의 경우, 앎은 의지에 동기를 부여할 수 없
다. 흄의 말처럼 증명을 통한 앎을 통해서는 이성은 의지에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후자의 개연적인 추론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고통이나 즐거움을 기대할 때 우리는 회피
(aversion)나 경향(propensity)이라는 귀결되는 감정을 느끼며, 이러한 불편함이
나 만족을 주는 것을 피하거나(avoid) 받아들이도록(embrace) 이끌린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 감정이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모
든 방향으로 던지도록 만들어서 원인과 결과 관계에 따라 대상이 원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럼 여기서 추론은 이 관계를 발
견하기 위해 생긴다. 그리고 우리의 추론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위도 뒤따라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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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받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 그 충동이 이성에서 생겨나지 않고 오직 그것[충
동]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어떤 대상을 향한 회피나 경향이 일어나
는 것은 고통이나 즐거움의 기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이성과 경험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저 대상의 원인들과 결과들로 확장된다. 그런 
대상들이 원인이고 그런 대상들이 결과라는 것은 만일 그 원인과 결과가 우리에
게 무관심하다면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주위를 조금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대
상들 자신이 우리를 촉발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연결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도 없다. 그리고 이성은 이 연결들의 발견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어떻게도 우리를 촉발할 수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인간 본성
론』 2.3.3. 414쪽.)

다른 한 편으로 흄은 “개연성으로부터의 추론”도 의지에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험으로부터의 추론은 실제 세계의 대상들이 맺는 관계에 
대한 추론으로, 특히 인과 관계에 대한 추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론에는 
행위자의 모종의 욕구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 행위자가 대상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그 대상이 행위자에게 줄 즐거움이나 고통을 기대해서이기 때
문이다. 대상으로부터 즐거움을 기대할 때, 행위자는 그 대상에 대한 경향
(propensity)을 느끼며 그것을 추구해 모종의 만족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대상으로부터 고통을 기대한다면 행위자는 그 대상을 회피하려고 하
며,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불편함을 갖게 될 것이다. 이처럼 행위자는 만족이
나 불편함을 기대하는 대상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행위자가 대상에 대
해 품은 관심은 그 대상에만 머물지 않고 원인이나 결과로 “확장된다.”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가져야만 비로소 행위자는 그 대상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원인), 그 대상이 무엇을 산출할 것인지(결과)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역으로 행위자에게 대상이 “무관심”하다면 그는 그 대상이 
세계에서 갖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연결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성
의 인과관계에 대한 앎도 그 자체로는 행위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이성의 역할은 대상들이 세계에서 맺는 인과적 관계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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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혹은 나에게 고통
을 주는 대상은 어떻게 소거하거나 피할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
해 추론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자를 행위하도록 움직이는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앎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대해 행위자가 갖는 관심이다. 따라서 지성 
그 자체로는, 그것이 증명을 통해 앎을 얻었건 경험적 추론을 통해 얻었건, 
의지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흄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함축하는 것은 (적어도 실천의 영역에서) 이성에는 
소위 ‘도구적 이성’의 역할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성의 역할은 추론을 
통해 앎을 발견함으로써 욕구나 정념이 정한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며, 그뿐
이다. “이성은 오직 정념의 노예일 뿐이고 또 그래야만 하며, 그것에 봉사하
고 복종하는 것 외의 임무를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12) 이성은 독자적으로
는 의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흄이 보기에 실천이성은 자유롭지 않
으며, 또 자유로울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상이 흄의 실천이성의 회의주의이
다.

흄의 회의주의는 좋음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성
주의 전통에 따르면 대상과 이성적 행위자의 이성적 선택 사이를 매개하는 
것은 좋음 표상이다. 이성적인 것은 곧 좋은 것이다. 행위자가 이성적인 한 
그는 좋음을 선택하며, 좋음을 두고 좋지 않은 쪽을 선택한다면 그 행위는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흄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흄이 보기에 목적을 세우는 것은 정념이고, 이성은 이미 세워진 목
적의 수단을 찾는 능력일 뿐이다. 만일 칸트의 말처럼 좋음/나쁨 표상은 이
성적인 표상이라면, 목적은 이성이 아닌 정념이 세운 것이므로 목적은 그 자
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닐 것이다. 아래의 흄의 악명 높은 주장은 이
상의 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만 이해될 수 있다.

“나의 손가락이 긁히는 것보다 세계 전체의 파괴를 선호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

12) “Reason is, and ought only to be the slave of the passions, and can never 
pretend to any office than to serve and obey them.”, Treatise(Clarendon Press, 
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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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은 아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원주민이나 인간의 최소한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나의 총체적인 파멸을 선택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는 일은 아
니다. 내가 더 작은 좋음이라 인정한 것을 더 큰 좋음보다 선호하고, 후자보다 
전자에 대한 더 열렬한 애정을 갖는 것은 이성에 그다지 반하는 일은 아니다.”
(『인간 본성론』 2.3.3 416쪽.)

흄은 “더 작은 좋음”을 “더 큰 좋음”보다 더 선호하는 것이 이성에 반하는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덜 좋은지 알면서도 덜 좋은 쪽을 택하는 것을 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목적을 갖는 것은 욕구나 정념이고, 
이것은 이성이나 좋음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욕구와 정념
은 이성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 흄은 이성과 좋음의 문제를 아예 분리시킨
다.

실천이성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혹은 이성이 욕구와 독립해 의지에 독자
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두 철학자는 정반대의 대
답을 내놓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흄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성에 근거해 윤
리학을 정초하고자 했던 칸트의 기획은 심각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코스가드는 실천이성에 대한 흄의 회의주의가 칸트 윤리학에 대한 비판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흄이 자신의 회의주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
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흄은 이성적 추론이 행위에서 개입할 만한 부분은 목
적 추구를 실행에 옮길 때 인과 관계에 대한 ‘앎’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주
장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면서 흄은 정념이 동기의 유일한 원천임을 증명하는 
대신 그냥 그렇다고만 했다는 것이다.13) 흄의 비판은 파괴적이지만,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물론 코스가드의 
말이 맞다고 해서 흄의 비판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흄은 그 때까지의 
이성주의자들이 이성이 그 자체로 의지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그냥 맞는 것으로 전제했을 뿐임을 지적함으로써, 비록 자신의 회의주의를 
근거지우지는 못했을 지라도, 이성주의자들 주장의 근거가 빈약함을 드러낼 

13) 코스가드 「실천이성에 대한 회의주의」, 『목적의 왕국』(철학과 현실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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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있었다. 그렇다면 만일 칸트가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실
천이성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근거지우는 데에 성공한다면, 실천이성을 회의
할 만한 근거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흄의 실천이성 회의주의에 대응하는 칸트의 전략은 정언명령이 어떻게 가
능한지를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실천이성에 대한 회의주의가 제기될 자리
를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이 증명을 바탕으로 하여 흄이 전개하는 실천이성
은 오로지 도구적일 뿐이라는 생각에는 한 가지 난점이 있다. 우리는 이 난
점이 흄의 이론이 아니라 칸트의 행위 이론 및 도덕 이론을 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살펴보자.

(2) 실천에서 비합리성 문제

이성은 모두 도구적이라는 흄의 주장으로부터 귀결되는 함축은 이성은 합
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흄에 따르면 특히 실천적 비합리성이 발생하
는 경우는 두 가지뿐인데, 하나는 대상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앎을 가졌을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수단을 택
했을 경우이다.14) 전자는 목적에 대한 앎이 잘못된 경우이고 후자는 수단에 
대한 앎이 잘못된 경우이다.

그러나 비록 실천적이라는 제한이 붙어있긴 하지만, 두 가지 비합리성이 
실천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비합리성
은 의지나 정념의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앎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
이기 때문이다. 흄에 따르면 정념으로 인해 행위의 비합리성이 생기는 경우
는 없다. 실천적 비합리성도 오직 앎의 결함 때문에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14) 해당 논의가 이뤄지는 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ccording to this principle, which 
is so obvious and natural, ’tis only in two senses, that any affection can be 
call’d unreasonable. First, When a passion, such as hope or fear, grief or joy, 
despair or security, is founded on the supposition of the existence of objects, 
which really do not exist. Secondly, When in exerting any passion in action, we 
chuse means insufficient for the design’d end, and deceive ourselves in our 
judgment of causes and effects.” Treatise(Clarendon Press, 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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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거나 의도한 목적에 불충분한 목적을 고른 것이 아니
라면, 정념은 어떤 의미에서도 절대로 비합리적이라고 불릴 수 없기 때문에, 
이성과 정념이 서로 반대되거나 의지와 행위 지배를 놓고 싸우는 것은 절대
로 불가능하다.”15) 이것을 흄은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부른다.

정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거나 앎의 불완전성만 아니라면 행위는 언
제나 합리적이라는 흄의 생각을 칸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주장의 중대
한 함축은 정념과 의지의 문제에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책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흄의 행위 이론에서 행위자는 앎의 결
함이 없는 한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추구할 것이므로, 행위자의 정념
에 반해서 책무가 강요되는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칸트가 
흄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및 실천이성의 회의주의에 대한 칸트의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자.

① 강요 개념의 발견

칸트의 윤리학 저술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저작인 『윤리형이상학 정초』
(1785)에서 우리가 보기에 칸트는 그 전까지 그가 전개했던 것과는 근본적으
로 변화된 입장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하고자 한
다. 첫째로,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처음으로 강요(Nötigung) 개념
을 행위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발견하고 이를 필연성(Notwendigkeit) 개념과 
분명하게 구분한다. 우리는 강요 개념의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둘째로, 칸
트는 이성적 행위자를 동기 부여 방식에 따라 이성적이면서도 욕구를 가진 
존재자와 별도의 욕구를 가지지 않은 존재자라는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이 
구분도 그 전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우리는 필연성과 강요 개념의 구분 

15) “Since a passion can never, in any sense, be call’d unreasonable, but when 
founded on a false supposition, or when it chuses means insufficient for the 
design’d end, ‘tis impossible, that reason and passion can ever oppose each 
other, or dispute for the government of the will and actions.” 
Treatise(Clarendon Press, 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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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성적 행위자의 두 종류의 구분이 칸트의 실천 철학을 흄을 포함한 이
전의 어떤 윤리학과도 근본적으로 구분되도록 해주는, 칸트 실천 철학의 중
대한 진전이라고 주장한다.

강요 개념의 발견과 이성적 존재자의 구분의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위 비판기 이전에 칸트가 했던 윤리학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비판기의 칸트는 강요 개념을 필연성 개념과 구분하지 않았으며, 이성적 행
위자를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도덕의 본성을 밝히는 데에 있어 의미 있게 
사용하지도 않았다.

『윤리형이상학 정초』보다 약 20년에 앞서서 발표된 논문인 「자연신학과 
도덕(Untersuchung über die Deutlichkeit der Grundsätze der 
natürlichen Theologie und der Moral)」(1764)에서 칸트는 행위의 필연성
을 나타내는 ‘해야 한다(sollen)’에 두 가지 쓰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하나
는 수단의 필연성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의 필연성이다. 이어서 칸트는 수단
의 필연성은 “어떤 책무도 가리키지 않”(ThM. Ⅱ:298)으며, 그것은 “단지 
내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용해야 할 수단에 관련한 문제의 해
결책”에 대한 “지시”(ThM. Ⅱ:298)를 나타낼 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목적
의 필연성만이 진정한 의미의 책무이며, 수단의 필연성은 책무라기보다는 지
침(Anweisung)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칸트는 목적의 필연성뿐만이 아
니라 수단의 필연성도 책무라고 주장한다. 수단의 필연성도 이성이 행위자에
게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책무라는 것이다. 책무의 특징은 이성이 이성
에 반할 수도 있는 욕구에 영향 받는 그런 의지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 욕구를 갖는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강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전
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자와 욕구 때문에 전적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자는 행위의 결정 근거로 
언제나 이성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는 필연적으로 이성에 따라서만 행위한다. 
반면에 행위의 결정 근거로 이성만이 아니라 욕구도 갖는 존재자는 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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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의 욕구가 이성의 요구와 상충할 경우에는 
말이다. 결국 책무는 욕구를 가진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생기며, 필연적인 목
적을 취할 것을 책무로 부과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수단 또한 책무로서 
부과한다는 것이다.16)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성은 좋음 표상을 통해 행위자에게 호소한다. 
그런데 욕구를 갖는 이성적 행위자는 어떤 것이 좋다는 것만으로 의지가 결
정되지는 않을 수 있는 존재자이므로, 좋다는 이성의 판단은 필요와 욕구를 
갖는 전적으로 이성적이지는 않은 이성적 행위자에게는 강요로서 고지된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이성적이지는 않은 이성적 행위자에게 좋음은 책무로서 
명령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이 그 혼자만으로는 의지를 충분하게 규정하지(bestimmen) 못한다
면, 즉, 의지가 언제나 객관적인 조건들과 합치하는 것은 아닌, 주관적인 조건들
(어떤 동기들)에도 종속하는 것이라면, 한 마디로 말해, (인간의 경우가 실제로 
그러하듯이) 의지가 자체로 온전하게는 이성과 맞지 않다면, 객관적으로 필연적
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이 주관적으로는 우연적이고, 그러한 의지를 객관적인 법칙
들에 맞게 규정하는 것(Bestimmung)은 강요이다.”(GMS. Ⅳ:412-13, 강조는 칸
트)

전적으로 이성적인 행위자와 달리 전적으로 이성적이지는 않은 행위자에게
만 이성의 좋음 표상이 강요로서 고지되는 이유는 그가 욕구를 가진 존재자
이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이성적이지는 않은 이성적 행위자는 좋지 않은 것
을 욕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성의 좋다는 판단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
다.17)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필연적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이 주관적으로는 우
연적”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성 표상은 좋음을 통해 욕구를 갖는 이성적 존

16) 이성적 존재자의 두 구분을 우리는 가언명령의 분석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본고의 2부 2-(3)의 논의를 참조하라.

17) 욕구는 좋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칸트의 통찰은 흄의 생각과도 통한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흄은 더 좋은 것을 두고 덜 좋은 것에 대해 정념을 갖는 것이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이 상반되긴 하지만, 욕구는 이성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다는 전
제는 칸트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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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의 의지에 호소하면서도 동시에 강요된다.
그렇다면 이성에 반할 수도 있는 행위자에게 이성의 요구는 하필 왜 강요

로서 고지되는가? 칸트는 왜 이성과 욕구를 가진 이성적 행위자 간의 관계
를 하필 “강요”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는가?

“모든 명령은 당위(Sollen)로 표현되며, 그에 의해 이성의 객관적 법칙의, 주관적 
성질상 그에 의해 필연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의지에 대한 관계(즉 강요)를 고지
한다. 명령들은 어떤 것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것이 선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명령들이 그 말을 하는 상대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그 
앞에 제시된다고 해서 언제나 그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아닌 의지이다. 그러나 실
천적으로 선한 것은 이성의 표상들에 의해, 그러니까 주관적 원인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들에서 
의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쾌적한 것과는 다르다. 쾌적한 것은 오로지 이
런저런 감관에만 타당한, 한낱 주관적 원인들로부터 말미암은 감각에 의해서만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이성의 원리인 것이 아니
다.”(GMS. Ⅳ:413, 강조는 칸트)

앞서 우리는 ‘좋다’는 표상이 ‘쾌적하다’는 표상과 종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칸트의 주장을 살펴보았다.18) 쾌적하다는 표상은 감관을 통해서 의지에 영향
을 미친다. 쾌적함은 감관을 통해 주관에 즐겁거나 편안한 기분, 감정 등을 
호소한다. 그렇다면 이와 비교해 ‘좋다’는 표상은 의지에 어떻게 호소하는
가? 일단 좋음 표상은 이성적인 표상이므로 기분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
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에 따르면 좋음은 이성적 존재자의 감각이나 감정을 통해
서가 아니라, “이성의 표상들에 의해”서 호소한다. 좋음은 행위자의 의지에 
표상으로서 호소하며, 바로 이성이 그 표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은 표상을 통해 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칸트의 대답은 “강요”
하는 “명령”의 방식으로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성은 좋음 표상

18) 본고의 2부 1-(2)에서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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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것을 취해야 한다는 강요를 통해 의지에게 호소한다. 욕구를 가진 행위
자에게 이성은 표상된 좋음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령하며, 행위자는 설령 그
에 따르지 않더라도 자신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만큼은 인정한다는 것이
다.

우리는 좋음 표상이 욕구를 가진 행위자에의 영향을 또 다른 종류의 이성
적 행위자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이해할 수 있다. 온전히 이성적인 행위자라
면 그는 강요받지 않아도, 언제나 실패 없이 좋음을 추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에게는 욕구가 없어서 이성의 요구에 반할 것이 아예 없기 때
문이다. 그래서 온전히 이성적인 행위자는 언제나 당연하게 좋음을 추구한
다. 그런데 온전히 이성적인 행위자가 언제나 당연히 수행하는 규칙이 욕구
를 가진 이성적 행위자에게는 그 규칙에 반하고자 하는 욕구를 눌러야만 따
를 수 있는 규칙, 즉 당위적인 규칙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 법칙은 실
천 이성의 규칙이므로, 칸트에 따르면, 온전히 이성적인 행위자는 언제나 문
제없이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위할 것이고, 이 온전하게 이성적인 행위자의 
행위를 기술한(descriptive) 규칙은 도덕 법칙이 될 것이다. 반면에 온전하게 
이성적인 행위자의 기술적인 규칙은 온전히 이성적이지는 않은 행위자에게 
규범적인(normative) 규칙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강요는 인간 의지가 동기 부여되는 방식의 특수함으로 인해, 달
리 말하면 인간이 이성적이고자 하기 때문에 생겨난 제약이다. 인간과 같
이19) 온전히 이성적이지는 않은 행위자는 욕구를 가지며, 욕구는 본성상 이
성에 따르지 않는다. 인간은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욕구하
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서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다. 따라서 인간이 이성 규칙에 따르기 위해서는 이성의 강요가 필
요하다. 욕구를 가진 이성적 행위자가 행위하고자 때에 그의 이성은 의지에 
강요를 부과된다.20)

19) 우리는 이 논문에서 욕구를 가진, 전적으로 이성적이지는 않은 이성적 행위자 개념과 인
간 개념을 교환해서 사용한다. 물론 개념적으로 볼 때 인간 외에도 욕구를 가지면서 이성
적인 존재자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인간의 윤리학 및 행위 
이론인 만큼 우리는 편의상 두 개념을 별 구분 없이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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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서 좋음은 수단적 좋음과 그 자체로(목적으로서) 좋음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것은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좋음에 대한 
이성의 강요는 각각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두 가지 명령 방식인 가언명령
과 정언명령에 상응한다. 좋은 것은 수단적으로 좋거나, 그 자체로(목적으로
서) 좋다. 이성은 (단지 쾌적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욕구가 그러한 의지에 반할 경우 이성의 요구는 강요로서 고지된다. 그렇다
면 이성은 (전적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의지에 좋음을 따를 것을 두 가지 방
식으로 강요할 수 있다. 이성은 수단적인 좋음을 가언적으로 명령하거나, 그 
자체로 좋음을 정언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칸트는 『윤리형이
상학 정초』에서 도입한다. 가언명령이란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한
에서 그를 위해 취해야 할 수단을 명령하는 것이고, 정언명령은 행위자가 어
떤 목적을 갖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할 것을 명령한다.21)

정리해 보자. 전-비판기의 칸트는 정언명령의 책무성만을 인정했으며, 수
단의 필연성은 책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수단을 취하라는 규칙은 하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취함이 의무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반면 
비판기의 칸트는 가언명령도 정언명령과 마찬가지로 책무라고 본다. 그래서 
일단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자신의 것으로 세웠다면, 수단은 단순히 취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취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간접적 좋음으로써 수단
을 취하는 것도 욕구를 가진 이성적 행위자에게 강요되고 (가언적으로) 명령
되는 것이다.

비판기의 윤리학의 첫 번째 저작인 『윤리형이상학 정초』에 와서 칸트는 
강요 개념을 발견하고 이것을 (불완전한 이성적 행위자의) 이성적 행위의 필

20) 우리가 여기서 이성적 존재자의 두 종류에 붙인 이름인 전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자/전적
으로 이성적이지는 않은 존재자를 칸트는 『윤리형이상학』에서 각각 신성한 존재자/인간이
라고 부른다.(MS. Ⅵ:379)

21) “그런데 모든 명령은 가언적으로거나 정언적으로 지시명령한다. 전자는 가능한 행위의 실
천적 필연성을 사람들이 의욕하는 (또는 의욕하는 것이 가능한) 어떤 다른 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정언적 명령은 한 행위를 그 자체로서,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그런 명령이겠다.”(GMS. Ⅳ: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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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소로 통합시킴으로써 가언명령을 책무의 한 종류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확장된 책무 이론을 바탕으로 실천철학 체계를 발전시켰다. 확장된 행위 이
론에서 책무는 전적으로 이성적이지는 않은 이성적 행위자가 이성적인 행위
를 하는 방식으로서, 도덕적 행위만이 아니라 이성적 행위 일반에 유효한 행
위 방식이다. 이성적인 한에서, 행위자는 자신이 세운 목적을 추구해야 하
고, 그 뿐만 아니라 목적에 필수적인 수단까지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성
적 행위는 좋음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이는 곧 책무의 행위인 것이다.

② 칸트의 대응

칸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지의 비합리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흄의 행위 
이론은 이성적 행위 전반에 내재한 책무성을 등한시한다는 점에서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행위자가 목적을 세우고 수단에 대한 참된 앎을 가
지면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을 경우, 흄의 행
위 이론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흄에 따르면 행위자가 수단을 
취하지 않은 것은 그의 정념이 변했고 그래서 다른 목적을 욕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전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것이며, 의지에서의 비합리성 문제는 
아예 제기될 필요가 없다. 흄에 따르면 앎이 잘못되지 않는 한 실천에서의 
비합리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행위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정념이며, 이성은 정념에 반하는 독자적 힘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앎에 결함이 없고 정념이 하나의 목적을 계속 원하는 한 행위자는 틀림없이 
수단을 추구하며, 수단이 잘못되지 않는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흄의 이러한 행위 설명은 책무를 도덕의 영역에만 한정시키고 도덕과 무관
한 행위 영역에서의 책무의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설명은 일상적인 행위 사실 및 해석과 상당히 배치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과 무관한 행위 영역에서도 곧잘 스스로에게 
책무를 부과하며, 책무에 따르는 강요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책무는 도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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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희는 돌아오는 기말 시험에서 수학 
성적을 올리겠다는 목적을 세웠고, 이를 달성할 수단으로 매일 하루에 두 시
간 이상 수학공부를 하기를 결심했다고 해보자. 영희는 수학성적을 올리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하루 두 시간의 수학공부가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여
긴다. 이러한 영희의 행위는 도덕이나 정의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적 행위 일
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희는 저 목적을 의지하면서도 그 수단
을 취해 실천하는 일은 괴롭게 여길 수 있다. 이를테면 외부로부터 목적 달
성을 방해하는 유인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재미있는 유흥을 즐기자고 친구가 
제안한다든지, 공부방 밖에서 소음이 들려와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
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외부의 방해가 없더라도 영희는 수단을 취하는(2
시간 동안 수학 공부하기) 데에 실패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 영희가 자신
의 목적을 폐기하지 않았는데도 수단을 취하기를 실패할 수 있다. 예컨대 그
녀는 게으름이나 무기력증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도, 공부하는 대신 텔레비전을 보거나 자버릴 수 있다.

영희가 수학 공부를 내버려두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봤다고 해보자. 흄
이라면 이 상황을 영희의 정념이 변화함에 따라 영희의 목적이 바뀐 것이라
고 설명할 것이다. (영희가 텔레비전 보기가 수학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 설명이 맞다면 영희의 행위
는 최소한 비합리적이지는 않다. 어쨌든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텔레비전 
보기)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흄의 행위 이론은 여기서 만족할 것이다. 그러
나 우리는 영희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칸트
에 따르면 영희의 행위는 비합리적일 수 있다. 그녀는 수학 공부가 좋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
희는 수학 성적을 올리겠다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고 달성할 수단도 알았
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위는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이성이 의지
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목
적을 의지하고 그것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이성의 명령에 따르지는 못한 
것이다. 이 때 그녀는 목적을 바꾼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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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상의 설명에서 행위 실패의 원인은 앎의 결함이 아니라 의지의 결함
이다.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위자가 세운 목적이 꼭 도덕적인 목
적이 아니라도 그것이 좋음을 추구하는 이성적 행위라면 목적은 모두 규범
적이라는 것이다. 행위자가 아무리 기꺼워하며 세웠더라도 일단 목적으로 세
워지면 그 표상은 그에게 달성해도 좋고 달성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
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목적이 이러한 규범적인 표상인 이유는 행위자는 
욕구를 갖는 존재이며, 그의 어떤 욕구는 이성의 요구에 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원하더라도 그에게는 외적인 장애물만이 아니라 
내적인 장애물도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목적은 달성될 것을 행위자에
게 규범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해 온전히 이성적인 존재자에게 
목적은 강요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성에 상충하는 욕구 없이 온전히 
이성에 따르는 행위자라면 그의 목적 추구를 방해할 내적 장애는 아무 것도 
없을 것이며, 그래서 강요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좋은 것을 
추구하며, 외적 방해가 없는 한 그는 언제나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이성적인 행위자에게 목적은 행위를 개별화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규범일 수는 없다. 규범으로서의 목적은 오직 욕구를 가진 인간에게
만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행위에 규범으로서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이성적 행위
자로서의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한 편에서 인간이 목적
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성적인 존재인 덕분이다. 
인간은 법칙에 따라 작용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표상한 법칙에 따라서 스
스로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적을 세울 수도 있고 그를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인간은 행위하기 위해서 목적을 반드시 필요로 하
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다양하고 심지어 서로 상충하는 많은 욕구들
이 있으며, 그래서 그는 다양한 욕구들에 의해 분열될 위험에 처해있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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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일관된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의 목적을 자신의 표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
나의 목적을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조직할 수 없다면, 인간은 자기 안의 상충하는 욕구들에 의해 분열될 것이
며, 극단적인 경우에 그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목적은 
규범으로서 행위자의 움직임을 하나의 통일된 목표를 향해 조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흄의 설명은 의지가 비합리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행하는 아크라시아나 의지박약의 문제는 흄의 체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칸트의 행위 이론이 흄의 행위 이론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칸트의 경우 행위에는 의지의 실패나 성공이 있다는 것이다. 칸트의 
행위 이론에서 행위는 이성의 표상에 따르는 의지작용으로서, 이성이 의지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행위자는 그가 원하는 것을 수행
하는 데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 행위
란 행위자가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다. 행
위는 그것이 이성적인 것인 한에서 언제나 책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행위 일
반에서의 책무 및 강요를 형식화한 것이 바로 가언명령이다.

③ 흄의 비규범적 목적 개념

목적 개념은 행위를 관찰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행위자의 관점에서 논의
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통상적인 어법에서 ‘목적’은 ‘행위자(agent)’, ‘선
택(choice)’, ‘수단(means)’ 등의 개념들과 함께 쓰이는데, 이를테면 ‘행위
자’는 ‘선택’을 내려 어떤 ‘목적’을 세우며, 그를 달성할 ‘수단’을 생각해낸다
는 식이다. 행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목적은 목적을 세우는 자에게 일인칭적
으로 의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법은 관찰자의 관점에서 행위 이론을 전개
한 것으로 평가받는 흄도 예외가 아닌데, 목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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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도 일인칭 관점에 선다.22)

바로 그러한 이유로 흄의 행위 이론에서 목적 개념은 그다지 중요한 역할
을 하지 않는다. 목적은 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정해지는 것이다. 이성이 정
념(passion)의 노예라는 흄의 유명한 주장은 목적을 세우는 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흄의 행위 이론에서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정신의 능력은 정념뿐
인데, 정념은 행위자가 통제하거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는 
자기 정념의 향방을 스스로 정한다기보다는 정념에 이끌린다.

흄에 따르면 정념은 인상의 일종이다. 어떤 좋음이나 나쁨이 행위자에게 
나타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행위자에게 어떤 정념이 인상(impression)으
로 생긴다.23) 정념은 좋음이나 나쁨에 대한 반응으로 주관 안에서 생겨난 인
상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다. 어떤 대상이 주관에게 즐거움을 가져올 것이
라 기대된다면 주관은 그에 가까워지고자 하며, 가능한 한 그 대상을 결과로 
일으키려고 한다. 반면에 대상이 고통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면 주관은 가급
적 그 대상에 다가가는 것을 꺼리고 그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흄이 설명하는 행위의 기본 모델이다. 우리는 고통이나 즐거움을 기대함으로
써 대상에 대한 회피(aversion)나 경향(propensity)의 감정을 느끼는데, 회
피의 감정을 느끼는 대상으로부터는 멀어지려고 하고(avoid) 경향의 감정을 
느끼는 대상은 받아들이고자(embrace) 한다. 행위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적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즐거움과 고통, 회피와 경향이라는 
이분법적인 감정이 행위의 기본적인 두 가지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과 대응
해 목적도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행위자는 목적은 즐거움을 주는 대상
을 받아들이려는 목적을 갖거나, 고통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피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주관이 목적을 세우는 것은 감정에 반응한 것의 귀결과 다르

22) 특히 Treatise, 414, 416, 459, 460쪽 등에서 목적은 일인칭적으로 쓰이고 있다.
23) “’Tis easy to observe, that the passion, both direct and indirect, are founded 

on pain and pleasure, and that in order to produce an affection of any kind, 
’tis only requisite to present some good or evil.” Treatise(Clarendon Press, 43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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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감정은 능동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수동적인 반응에 가까운 것인데, 
감정으로부터 목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흄의 행위 설명에서 
목적은 주관이 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에게 세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흄의 행위 이론에서 목적은 행위자에게 규범(norm)의 역할
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이렇다. 앎에 결함이 없고 정념의 방향이 바뀌
지 않는다면, 주관은 언제나 그의 정념이 원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런
데 목적은 주관이 대상에 반응한 것의 귀결로서, 주관에게 불러일으켜진 감
정에 따라 세워진다. 감정 및 정념이 달라진다면 목적도 자동적으로 바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목적이 정념과 독립해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
하지 못한다면, 목적은 그 자체로는 행위자에게 어떠한 규범적 요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목적은 행위자에게 규범일 수 없다.

우리는 앞서 칸트의 강요 및 책무 개념을 논의하면서 칸트의 목적 개념은 
규범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온전히 이성적인 존재자와 달리 인간
과 같이 욕구를 가진 이성적 존재자에게 이성의 좋다는 표상은 강요된다. 좋
음은 수단적인 좋음이거나 그 자체로 좋음이고, 칸트는 각각의 좋음을 강요
하는 이성의 명령을 가언명령과 정언명령이라고 부른다. 가언명령은 목적이 
이미 정해졌을 때 수단을 취해야 함을 강요하며, 정언명령은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가졌건 상관없이 해야 할 행위 및 가져야 할 목적을 강요한다. 

이제 우리는 칸트의 행위 이론에서 실천적 비합리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가언명령의 분석성 테
제를 다룬다. 가언명령이 분석적이라는 칸트의 주장은 자칫 인간은 실패 없
이 언제나 가언명령에 따른다는 말로 오해될 수 있다. 우리는 칸트 행위 이
론에서 실천적 비합리성의 의미를 밝히고, 이것이 가언명령의 분석성 테제로 
인해 침해받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칸트의 행위 이론의 규범성을 좀 더 들여
다볼 것이다.

④ 칸트에서 실천적 비합리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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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형이상학 정초』의 목표는 “도덕성의 최상 원리”를 “탐색”하고 “확립”
해서(GMS. Ⅳ:392) 도덕의 기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리는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게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칸트는 수차례 도덕의 근본 
원리는 경험이나 인간의 본성, 심지어 인간 특유의 이성적 본성에 근거해서
도 안 되며 이성적 행위자 일반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4)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칸트는 책무 개념, 강요 개념 등을 발전시킴으로써 이성적 존재자 
중에서도 특히 인간에게 도덕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도 대답하고자 하
였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성적 존재자를 (칸트가 때로 ‘신성한 의지’라 부
르기도 하는) ‘온전히 이성적인 존재자’와 인간과 같은 존재자를 가리키는 
‘욕구를 가진 이성적 존재자’로 구분하는 것은 칸트의 실천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함축을 갖는다. 두 이성적 존재자의 차이는 행위 결정의 근거가 다르
다는 것으로, 전자는 오직 이성 표상만을 갖지만, 후자는 이성 표상 외에 욕
구도 갖는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그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성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오직 이성적으로만 행위한다. 온전히 이
성적인 행위자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이성적이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그는 
이성이 아닌 욕구에 의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행위하지 않
을 수도 있다. 즉, 욕구를 가진 이성적 행위자의 행위는 우연적으로 이성적
이다.

그렇다면 칸트는 왜 바로 인간, 혹은 전적으로 이성적이지는 않은 존재자
를 논하지 않고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온전
히 이성적인 존재자의 존재를 굳이 칸트가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는 욕구를 가진 이성적 존재에 상대되는 개념인 ‘온전히 이성적인 존재자’ 
개념이 도덕의 본성을 밝히기 위해 칸트가 설정한 개념적인 장치로서, 도덕
의 본질을 밝히는 데에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설정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온
전히 이성적인 존재자’의 개념적인 여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기에 그 역할

24) 대표적인 구절로 GMS. Ⅳ:389, Ⅳ:408-9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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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도덕법칙이란 일단은 온전히 이성적인 행위자의 행위 규칙
에 대한 일반 기술이다. 온전히 이성적인 행위자는 언제나 좋음 표상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위할 것이므로 따라서 언제나 도덕적일 것이므로, 이들이 필연
적으로 따르는 법칙은 (넓은 의미에서) 도덕법칙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이
다. 한 가지 특이점이라면, 좋음 표상에 따른 이들의 행위는 이성에 의해 강
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달리 행위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필연적으로 이성적이고 그래서 도덕적인 것이다. 좋음 표상 말고 이들
의 의지를 결정할 다른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이성에 
따라서만 행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전히 이성적인 행위자는 이성적인 존재
자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자이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선의지는 마찬가지로 (선의) 객관적인 법칙들 아래에 서 있을 
터이지만, 그로 인해 그것이 법칙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된(genöthigt) 것이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선의지는 그것의 주관적인 성질상 스스
로 오로지 선의 표상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적인
(göttlich) 의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대체가 신성한(heilig) 의지에 대해서는 아
무런 명령도 타당하지가 않다. 여기서는 당위(Sollen)가 있을 바른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의욕(Wollen)이 이미 스스로 법칙과 필연적으로 일치해 있기 때문이
다.”(GMS. Ⅳ:414, 강조는 칸트)

이처럼 ‘온전히 이성적인 행위자’는 도덕의 본성과 도덕법칙의 내용을 파
악하기 위해 칸트가 이론적으로 설정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 인간, 즉 욕구를 갖는 이성적인 행위자에게 이성의 좋
음 표상은 강요된다. 그의 의지는 욕구와 이성의 갈림길에 있어서25) 설령 인
간이 이성의 강요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성의 권위만은 인정한다. 그런
데 인간에게 강요되는 것은 도덕성만은 아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

25) 갈림길 비유는 칸트가 사용하는 것이다. “무릇, 의지는 형식적인, 그것의 선험적인 원리
와 질료적인, 그것의 후험적 동기 사이의 한가운데에, 말하자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다.”(GMS. Ⅳ: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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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명령만이 아니라, 목적을 의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가 따라야 하는 가언
명령에 의해서도 강요받는다. 그렇다면 의지가 가언명령의 강요를 받아들이
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혹은 칸트가 애용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가언명령
은 어떻게 가능한가?

칸트의 대답은 가언명령은 분석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답변은 잘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칸트 자신의 테제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
다. 가언명령의 분석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온 
바 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칸트는 정언명령에 비해 가언명령의 가능
성은 쉽게 확보되는데 그 이유는 가언명령은 분석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만일 가언명령이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와 같은 의미에
서 분석적으로 참인 명제의 명령형인 거라면(이를테면 ‘네가 총각이길 원한
다면 너는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이성적 행위자는 언제나 가언명령에 따
를 것이므로 가언명령은 아예 강요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
게 되면 칸트의 행위 이론에서 실천적 비합리성의 자리는 없어진다는 것이
다. 가언명령이 술어에 주어가 포함되어 부정하면 모순이 일어난다는 의미에
서 분석적인 것이라면 가언명령은 언제나 지켜질 것이고 어겨질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없고, 그렇다면 가언명령은 책무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칸트가 주장한 것처럼 이성적 행위가 책무이려면 인간은 가언명령을 어길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
일 가언명령에 상응하는 명제가 예의 분석 명제라면 인간은 가언명령을 어
기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서 논의했듯이 칸트의 책무 개념에 따
르면, 이성에 반하는 욕구도 가지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성이 좋음을 강요로
서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책무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이 가언명령을 어길 수 없다면 가언명령은 책무가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칸트의 예고와는 달리 가언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답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까다롭다.26) 특히 우리는 가언명령이 분석 명제라는 말의 

26) “그러므로 그러한 명령[영리의 명령, 즉 가언명령]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GMS. Ⅳ:419) 칸트는 가언명령의 가능성을 아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으나 정언명
령의 가능성을 아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말한다. “정언명령은 선험적 종합적-실천 명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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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

“숙련의 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는 실로 아무런 특별한 해설이 필요하지 않다. 
목적을 의욕하는 자는 (이성이 그의 행위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그것
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의욕한다. 이 명제는, 
의욕에 관한 한, 분석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나의 결과로서 의욕함에서 
이미 행위 원인으로서의 나의 원인성은, 다시 말해 수단의 사용은 생각되고, 명
령은 이미 이 목적을 의욕한다는 개념으로부터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들이
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GMS. Ⅳ:417)

인용에서 칸트가 분석적인 명제라 가리키는 문장(“이 명제는”)은 아래의 A 
문장이다. (논의의 편의상 각 문장에 알파벳 대문자를 붙인다.)

A: “목적을 의욕하는 자는 (이성이 그의 행위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그것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의욕한다.”(GMS. 
Ⅳ:417)

그런데 이 문장에 이어 칸트는 그가 분석적 명제라고 부르는 문장을 두 
개 더 내놓는다.

B: “내가 만약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만 생각한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안다
면, 나는 만약 내가 그 결과를 완벽하게 의욕한다면, 또한 그를 위해 요구되는 
행위도 의욕한다.”(GMS. Ⅳ:417)

C: “목적을 의욕하는 자는 또한 (이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것을 위해 마음대
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들도 의욕한다는 것이다.”(GMS. Ⅳ:417-18)

칸트는 문장 A, B, C가 모두 분석 명제라고 한다. 먼저 각각을 살펴보면, 
문장 A와 문장 C는 다소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같은 명제이다. 두 문장의 
주어는 <목적을 의욕함>, 술어는 <수단을 의욕함>이고, 제한조건인 <목적을 

다. 이런 유의 명제들의 가능성을 통찰하는 것이 이론적 인식에서도 매우 어려운 바이기
에, 그 어려움이 실천적 인식에서도 덜하지 않을 것임은 쉽사리 추측된다.”(GMS. Ⅳ: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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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하는 자에 대해 이성이 전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도 거의 차이가 없다. 
반면에 문장 B는 두 문장과 다른데, 제한조건은 거의 같으나 주어에는 <목
적을 의욕함>을 대신해 <결과를 의욕함>이, 술어로는 <수단을 의욕함> 대신 
<행위를 의욕함>이 쓰였다.

우리는 가언명령의 분석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A, B, C 문장에 대한 
세 가지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의지에 대해 이성이 전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제한조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목적을 의욕함>과 
<결과를 의욕함>, <수단을 의욕함>과 <행위를 의욕함>의 관계는 무엇인가? 
셋째, 이것들을 분석 명제라고 함으로써 칸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
가? 각 물음을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이성이 그의 행위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이라는 제한 조
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장 B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문장 A의 이성이 
행위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B에서 “내가 만약 그러한 행위
에 의해서만 생각한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안다”와 “그 결과를 완벽하
게 의욕한다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상술된다. 다시 말해, 이성이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가 무엇인
지에 대한 앎을 갖는다는 것이고, 2. 그 목적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다. 1은 앎을 갖추는 문제로서, 이것은 흄을 다루면서 논의한, 앎의 문제에
서만 실천적 비합리성이 발생한다는 논의를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
다면 이성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 및 수단과 결과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해 적절한 앎을 갖
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2는 앎이 아닌 의지의 문제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열의에 관한 것
이다. 이에 따르면 목적을 원하되 이를 “완벽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아닌 경우, 즉 소위 열의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성은 그의 행위들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앎의 결함이 아니라 의지의 결
함이 문제가 된다. 분명한 것은 칸트는 앎의 결함만이 아니라 의지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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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도 행위가 비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행위가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행위자는 앎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하며, 둘 중 하나만 
부족해도 행위는 “완벽하게” 이성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칸트 실천 철학에서 행위의 합리성은 앎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도 문제가 된다. 조건 2가 지적하는 것은 행위자가 목적을 의지하더라도 
그 추구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도 그의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다
는 것이다. 이것은 실천이성의 비합리성에 대한 흄의 해석과 비교되는데, 흄
은 앎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위의 비합리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다. 정념은 언제나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며, 변덕스러울 수는 있
어도 합리성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가 보기에 행위
는 정념 때문에도 비합리적일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념은 합리성의 
영역은 아니며, 이성이 변덕스러운 정념을 통제해 의지가 좋음 표상에 따르
도록 할 수 있느냐가 행위의 합리성을 좌우한다. 칸트가 보기에 이성은 의지
를 인도할 수 있으며, 그래서 실천적일 수 있다.

둘째, <목적을 의욕함>과 <결과를 의욕함>, <수단을 의욕함>과 <행동을 
의욕함>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위의 인용에서 칸트는 목적-수단과 
결과-행동을 마치 교환해 사용한다. 우리는 그 이유가 행위자를 통해 인과적
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두 개념이 같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음 인용으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 명제[명제 A]는 의욕에 관한 한, 분석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나의 결
과로서 의욕함에서 이미 행위 원인으로서의 나의 원인성은, 다시 말해 수단의 사
용은 생각되고, 명령은 이미 이 목적을 의욕한다는 개념으로부터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들이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설정된 목적을 위한 수단들 
자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론 종합 명제들이 필요하지만, 이것들은 의지 작용
을 실현하는 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실현하는 근거에 관한 것이
다.)”(GMS. Ⅳ:417,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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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에 따르면 내가 어떤 목적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일으킨 결과(“어떤 
대상을 나의 결과로서 의욕함”)의 원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과의 원인을 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과를 일으킨 수단을 나의 행위라
고 여긴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목적을 의지한다면 
나는 수단도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목적을 의지함으로부터 내가 
수단을 의지함이 도출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출에서 사용된 분석성 개념은 보통의 맥락에서 사용
되는 분석성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대개 분석 명제란 주어 개념이 술어 개
념을 포함해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명제로, 분석 명제를 부정하면 모순이 발
생하게 된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분석 판단을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 
바 있다.27) 하지만 가언명령, 더 정확히는 가언명령에 대응하는 가언적 명제
는 그런 의미로 분석적일 수가 없다. 주어 <목적을 의지함>은 술어로 <수단
을 의지함>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이 명제를 부정해 ‘목적은 의지
하지만 수단을 의지하진 않는다.’라고 해도 모순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가언명령의 명제의 분석성의 의미는 『순수이성비판』
에서 쓰인 것과는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앨리슨은 가언명령 논의에서 칸트가 염두에 두는 분석성 개념은 『순수이성
비판』의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 서설』에서 개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28) 
『형이상학 서설』에서 칸트는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을 논리적 형식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에 따르면 분석 판단은 주어 개념
에서 무엇이 생각되는지를 반성해 거기에 술어가 들어있는지에 의해 구분된
다.29) 주어에서 생각하는 바가 술어에도 들어있다면 그 판단은 분석적이고 

27) “그러나 우리는 모순율을 적극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지 허위나 착오를-
그것이 모순에 근거하고 있는 한-추방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판단이 분석적이면,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것의 진리성은 항상 모순율에 의거해 인식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KrV. A151/B191
(강조는 칸트))

28) Allison, Henry E. Kant's Groundwork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a 
commentary(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61쪽.

29) 『형이상학 서설』의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분석판단들은 술어에서 주어의 개념에, 비
록 그다지 명료하지 않고, 명료한 의식으로써 생각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실제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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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있지 않으면 종합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언명령에 상응하는 가언
적 명제의 분석성도 앨리슨이 말한 분석성 의미 볼 수 있는가?

가언명령이 분석 명제라면 주어 <목적을 의지함>을 생각했을 때 나에게는 
<수단을 의지함>도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 칸트는 바
로 이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수단의 사용은 생각되고, 명령은 이미 이 목적을 의욕한다는 개념으
로부터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들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기 때문이
다.”(GMS. Ⅳ:417, 강조는 필자)

내가 목적을 의지한다는 것은 목적의 달성이라는 결과를 나를 원인으로 해
서 일으키겠다는 것이고, 이는 곧 나의 행위를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의지
하겠다는 것이다. 주어 개념이 술어 개념을 개념적으로 함축하지는 않지만, 
행위자가 주어 개념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술어가 생각되는 것이다.

분석성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칸트의 행위 이론에 실천적 비합
리성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칸트에 따르면 가언명
령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행위자는 어떻게 가언명령의 
강요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행위자가 가언명령을 자신의 행
위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가 목적을 달성하기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만일 행위자가 아무런 목적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언명령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목적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수단을 의지할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단은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도 없다. 수단은 목적을 이
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로 행위자를 동기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렇다면 가언명령이 가능한 것은 결국 인간이 목적을 의지함으로써 가언명령
의 전건(‘목적을 의욕한다면’)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목적을 
의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단을 취해야 함을 받아들이며, 
그래서 그는 가언 명령의 강요를 받아들인다. 가언명령이 책무로서 인간에게 

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는 바가 없다.”(Prol. Ⅳ: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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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되는 것은 그가 목적을 의지하면서도 그에 반하는 욕구를 가진, 온전히 
이성적이지는 않은 이성적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가언명령의 강요는 인간이 
목적을 세우면서도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인간이 목적을 세우는 존재자가 아니었다면, 인간에겐 어떤 
행위도 명령되지 않을 것이고 가언 명령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인
간에게 가언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가 이성적 행위를 책무로서 받아들인
다는 것이다. 가언명령은 기술적인(descriptive) 명제가 아니라 행위를 지시
하는, 규범적인 명령이다. 이것이 규범적인 이유는 이 행위자가 이성 표상에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언명령이 책무인 이유
는 그가 욕구를 가진 불완전하게 이성적인 존재자이기 때문이며, 행위자가 
가언명령을 책무로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가 목적을 세우고 의지하는 존재
자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렇다면 가언명령의 분석성 테제를 통해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은 무엇인가?

그 전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이 있다. 사실, 칸트가 분석적이라고 한 
문장은 엄밀하게 말해 가언명령은 아니다. 문장 A, B, C는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이 아니라 행위를 기술하는 명제이다. 이 문장들은 이성적 행위를 기술
한 것으로, 우리는 앞서 이러한 실천 규칙이 온전히 이성적인 존재자의 행위
임을 논의한 바 있다. 문장 A, B, C는 이성이 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존재자의 행위, 언제나 틀림없이 이성적으로 행위하는, 온전히 이성적
인 행위자의 행위를 기술하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이 기술적 문장을 가언명
령이라고 하는 칸트의 말은 불합리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 문장에는 전적으로 이성적이지는 않은 이성적 존재자와만 관
련된 기술이 있다. “이성이 그의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제
한조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술적인 문장들이 기술하는 것을 정
확히 말하면, 욕구를 가진 이성적 행위자가 이성적으로 행위할 때의 행위의 
일반적 규칙을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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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철수가 어떤 목적을 의지한다
고 해보자. 철수에게는 그 목적을 이룰 수단에 대한 적절한 앎이 있으며, 목
적을 이루고자 하는 철수의 의지에도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해보자. 그런데 
만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가 수단을 취하지 않
을 수 있을까? 정확한 앎과 결함 없는 의지를 갖고도 철수가 목적 달성 행
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철수의 앎과 의지가 완벽
하고 그가 목적을 계속 의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가 그 목적에 필
연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칸트가 말한 분
석성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라고 본다. 행위자가 목적을 계속 의지하고 
그의 앎과 의지가 충분히 이성적이라면, 즉 행위자가 수단에 대한 적절한 앎
을 가지고 있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에도 아무런 결함이 없다면, 그의 수
단을 의지함은 분석적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인간이 충분히 합리적일 경우
에, 가언명령의 전건과 제한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후건은 그로부터 분석
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가언명령의 규칙은 제한조건이 성립
하는 한에서 분석적이다.

“내가 만약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만 생각한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안다면, 
나는 만약 내가 그 결과를 완벽하게 의욕한다면, 또한 그를 위해 요구되는 행위
도 의욕한다.”(GMS. Ⅳ:417)

그러므로 가언 명제가 분석적인 이유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이성적인 한에
서, 목적을 의지함에서 수단을 의지함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어에
서 생각되는 바가 술어가 포함된다는 칸트의 또 다른 분석성 개념과 부합한
다. 이처럼 가언명령의 가능성은 인간이 자신이 세운 목적을 세계에서 실현
하려는 행위자인 덕분에, 그리고 인간이 합리적일 수 있는 존재인 덕분에 확
보된다. 인간이 욕구를 가지면서도 이성적인 행위자인 한 가언명령은 우리에
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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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행위 이론에는 실천적 비합리성의 자리가 있다. 여기에서 이성의 
역할은 흄의 이론에서 하는 역할과는 전혀 다르다. 실천 이성은 정념 및 욕
구의 변덕스러움을 견제하는 능력이다. 이성은 그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쾌
적함 표상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으로 봉사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욕구들의 
상위에서 각 욕구의 좋음을 평가하고 그를 바탕으로 목적을 세우는 능력이
다. 물론 행위자는 이성의 좋다는 판단에 따르지 않고 욕구를 따르기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칸트가 보기에 그러한 행위는 실패한 행위나 불완전한 행
위인 것으로, 단순히 정념의 변화에 의해 다른 행위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이 부과한 책무를 지키지 못한 행위는 비합리적 행위이
며, 실패한 행위이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우리는 가언명령이 분석적이라고 말하기 위해 칸트가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선제 조건으로 두었음을, 인간이 전적으로 이성적일 
때 가언명령은 분석적인 것임을 알아보았다. 만일 우리가 이성적이길 실패한
다면, 우리의 이성은 의지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실패할 것이며, 
행위에도 실패할 것이다. 칸트의 행위 이론에서 행위를 수행하는 주인공은 
정념이 아니라 실천 이성이다. 이성은 욕구 및 정념과는 독립적인 상위 능력
으로, 좋음을 숙고하고 목적을 세움으로써 스스로에게 책무를 강요한다.

2부의 마지막 장인 다음의 3장에서 우리는 칸트의 도덕 이론을 행위 이론
에 통합함으로써 칸트 행위 이론 전체를 그려보고자 한다. 이로써 우리는 3
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칸트의 도덕성 이론을 논의할 자리를 마련할 것이
다.

3. 칸트의 행위 이론에서 도덕의 자리

이 장에서는 이성적 행위에 책무가 부과되는 또 하나의 방식이자 도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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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인 정언명령을 다룬다. 칸트는 가언명령보다 정언명령의 가능성을 아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보았는데, 이 어려움은 정언명령이 행위 그 자체를 명령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가언명령은 이미 목적을 의지하고 있는 행위자에
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반드시 의지할 것을 명령하지만, 정언명
령에서는 그러한 목적을 미리 전제할 수 없다. 그러나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가 정언명령이 강요하는 행위를 할 이
유는 없는 것 같다.30) 특히 욕구를 갖는 이성적 행위자의 경우 정언명령이 
명령하는 행위를 해야 할 유인이 없는데도 어떻게 행위자가 정언명령에 따
를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칸트는 정언명령의 가능성을 증명하
는 것이 가언명령의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보았다.

이 장의 목표는 정언명령 개념을 중심으로 칸트의 도덕성 이론을 칸트의 
행위 이론 전체와의 관계에서 재구성하고, 목적 및 도덕적 목적의 역할을 자
리매김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정언명령 개념을 중심으로 칸트의 행위 이
론을 재구성할 것이며, 그렇게 재구성된 그림 안에서 목적의 위치를 마련한 
뒤에, 마지막으로는 도덕의 목적인 ‘목적 그 자체’ 개념을 다루겠다.

(1) 행위에서 정언명령의 자리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저술 의도는 “도덕성의 최상 원리의 탐색과 확립”
(Ⅳ:392)이며, 특히 1절과 2절은 도덕성의 최상 원리를 “탐색”하는 것에 초
점이 맞춰져 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에서 칸트는 도덕성의 원리를 탐
색하기 위해 몇 가지 정언명령들을 제시하는데,31) 우리는 이 부분의 논의를 

30) “이에 반해, ‘윤리성의 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해결이 필요
한 유일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전혀 가언적이지 않으며,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표상된 필연성을 가언적인 명령들에서처럼 어떤 전제에 기댈 수가 없으니 말이다.”(GMS. 
Ⅳ:419) 이 대목에서 칸트는 정언명령, 즉 “윤리성의 명령”이 어떤 전제에도, 즉 선재하는 
목적에도 기댈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지적한다.

31) 칸트가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제시하는 정언명령이 총 몇 개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분
류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다. 이를테면 문성학은 총 5개의 
정언명령의 정식이 있다고 본다. 그의 논의에 대해서는 문성학,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218-9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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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언명령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어떤 처신에 의해 도달해야 할 여느 다른 의도를 조건으로서 근저
에 두지 않고, 이 처신을 직접적으로 지시명령하는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은 정언
적이다. 이 명령은 행위의 질료 및 그 행위로부터 결과할 것에 상관하지 않고, 
형식 및 그로부터 행위 자신이 나오는 원리에 상관한다. 행위의 본질적으로-선함
은, 그 행위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든, 마음씨에 있다. 이 명령은 윤리의 
명령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GMS. Ⅳ:416, 강조는 칸트)

칸트는 전적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행위자의 경우에 도덕과 정언명령 사이
에는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도덕
은 인간에게 정언적인 명령으로서만 강요되며, 오직 도덕만이 정언적으로 명
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욕구를 갖는 이성적 행위자에게 정언명령은 곧 도덕
법칙이 이성을 통해 강요하는 명령이다. 만일 정언명령과 윤리적 명령 간의 
동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정언명령의 개념으로부터 윤리성의 명령을 도출
하려는 칸트의 시도는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다른 한 편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에서 칸트가 차례로 도출하는 정언명
령들은 직접적으로 개별 행위들을 명령하는 것은 아닌, 정언명령의 정식
(Formel)이다. 정언명령의 정식이란 말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 규
칙들이 십계명처럼 특정 행위를 직접 명령하는 법칙이 아니라 개별 준칙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판정하는 일종의 규준(Canon)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시사한다.32) 이 정식들이 유효한 것이라면, 나의 준칙이 정언명령 정식의 
검증을 통과할 경우 그 준칙에 따라 행위하는 것은 나에게 도덕적으로 허용
된다. 반대로 만일 나의 준칙이 정언명령의 정식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준

32) 앨리슨은 “정식(Formel)”을 수학에서 쓰이는 공식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학에서 
공식이란 문제를 풀 때 결과로서 답을 도출하기 위해 수나 문자 등을 대입하는 특정한 형
식이다. 그런데 정언명령의 정식도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인간이 자신이 세운 준칙의 도덕
성 여부를 알고자 할 때 준칙을 대입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형식이라는 것이
다. 우리는 앨리슨의 해석에 동의하는데 뒤에서 칸트가 정언명령의 정식을 바로 그렇게 활
용해서 준칙을 판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앨리슨은 정식의 이러한 사용이 칸트의 다른 저
작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앨리슨의 정식 개념 논의에 관해서는 Allison(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174-5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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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따르지 않는 것이 도덕적이며, 나에게는 그 준칙을 따르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의무가 생긴다.

그렇다면 정언명령이 칸트의 행위 이론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칸트
가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처음으로 제출하는 정언명령의 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
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GMS. Ⅳ:421)

이 정언명령의 정식은 준칙을 검증하는 규준으로서 해당 준칙이 보편적 법
칙이 될 수 있는지를 따지므로, 이 정식을 우리는 보편법칙의 정식이라고 부
르자.

보편법칙의 정식의 역할은 행위자의 준칙을 검증해 그 준칙을 따르는 행위
의 도덕성 여부를 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 정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칸트는 아래의 예에서 보편법칙의 정식을 사용하는 방
식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악이 잇따라 절망에까지 이르러 생에 염증을 느낀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살
하는 것이 가령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하고 자문할 수 
있는 한에서 아직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행위의 준칙이 실로 
보편적 자연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런데 그의 준칙은, ‘나는, 만약 
생이 연장되는 기간에 쾌적함을 약속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 자기 사랑에서 차라리 생을 단축하는 것을 나의 원리로 삼는다’는 것이
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물어질 것은, 과연 이 자기사랑의 원리가 보편적 자연법
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GMS. Ⅳ:422)

보편법칙의 정식의 자리는 행위자가 자기 준칙에 따라 행위를 수행하기 전
에 그 행위의 도덕성을 숙고할 때, 다시 말해 행위 전에 잠깐 멈추어서 그 
행위가 도덕에 부합하는지를 따지고 스스로에게 자문할 때이다. 인용에서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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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보편법칙의 정식 활용의 예로, 자살을 하려는 행위자가 자살 행위를 실
행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자신이 하려는 일이 의무에 부합하는가?’라는 물
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경우를 든다.

칸트에 따르면 정언명령의 정식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된다. 첫째, 보
편법칙의 정식은 행위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혹은 적어
도 사용될 수 만한 원리이다. 문제의 자살을 하려는 행위자는 그 행위를 실
행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자신이 자살하는 것이 가령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하고 “자문”하는 이성적 존재자이다. 정언명
령은 행위자가 자기 준칙의 도덕성을 실제로 검토하는 데에 사용되며, 검토 
결과에 따라 행위자는 그 준칙을 폐기하기로 할 수도 있다.

둘째, 문제의 행위자는 이미 도덕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로 상정된다. 
예에서 행위자가 자기 준칙을 점검하는 것은 스스로가 그러기를 원해서이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스스로 
“자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만일 도덕성에 관심이 없는 행위자
라면 그는 저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자신의 준칙을 정언명
령으로 검증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자살을 생각하지만 도덕에 관심
이 없는 다른 행위자는 자살을 하겠다는 준칙을 세우고는 정언명령의 검토
를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법칙의 정식은 이성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행위자가 실제로 도덕에 관심을 갖는 경
우에만 사용하는 기준이다.

이처럼 칸트의 사례 설명에서 보편법칙의 정식은 의사결정의 하나의 단계
이다. 그러나 ‘정언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은 이성적 행위자가 
왜 정언명령을 자기 준칙을 검토하는 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다. 만일 정언명령이 가능하다면, 인간은 정언명령에 따라 자신의 준칙을 검
증해야 할 의무를 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왜 인간이 정언명령의 검증을 
자신의 준칙 검증의 한 단계로 사용할 의무를 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정언명
령이 가능하다면, 행위자로서 인간은 정언명령의 정식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여러 사항들 중 하나가 아니라, 행위자가 합리적인 한에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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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해야 할 하나의 단계로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칸트가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정언명령에 따른 도덕성 검증이 의사결

정 과정에서 행위자가 숙고할 여러 고려사항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
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상 정언명령은 행위자가 무조건적으로 따를 것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위의 자살 예의 경
우, 자살을 결심한 자의 이성은 그의 준칙이 보편법칙의 정식의 검증을 통과
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자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33) 이것은 하면 좋
고 안 하면 손해 보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금지, 도덕적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만일 정언명령이 가능하다면, 정언명령 정식은 행위에서 절대적 규
준으로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단계이다. 의사 결정의 이 과정을 우리
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먼저 이성적 행위자는 준
칙을 세운다. 그는 준칙을 실행하기 전에, 만일 그가 도덕에 관심을 갖는다
면, 이 준칙이 정언명령의 정식의 규준을 통과하는지를 검토한다. 만일 준칙
이 통과한다면 그 준칙을 실행하는 것은 그에게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준칙에 따라서는 안 될 무조건적인 의무를 
진다. 이처럼 정언명령이 도덕성의 명령이라는 것은 도덕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도덕성이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규준으로서, 이성
적 행위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요구라는 것이다. 정언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
를 묻는 것은 행위자가 왜 자신의 준칙을 정언명령의 검증에 붙여야 하는지
를 묻는 것과 같다.34)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칸트의 행위 이론과 도덕성이 맺는 관계를 

33) 물론 이러한 예가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도덕에 위배된다는 칸트의 주장을 함축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논의로 한정하면, 그가 보편법칙의 준칙을 통과할 다른 
자살의 준칙을 세워서 자살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열려 있다. 적어도 『윤리형이상학 정
초』에서 칸트의 도덕성은 자살 행위 일반이 도덕적으로 금지됨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34) 우리의 논의에서 우리는 정언명령이 가능하다는 칸트의 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
을 것이다. 우리의 논의는 조건적이다. 정언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돼야만 우리의 논
의도 성립되기 때문이다.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 3절로 이 논의를 미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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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도덕성은 행위를 이루는 한 단계이면서, 모든 
행위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절대적인 규준이다. 여기서 ‘절대적’ 규준이
란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타협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행위자는 그의 모든 행위에서 언제나 준칙을 (언제나 의식하지는 못할 지라
도) 따른다. 그런데 그의 모든 준칙은 정언명령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그
러므로 도덕은 모든 행위에 요구되는 하나의 단계이다. 도덕적 행위의 영역
과 도덕과 무관한 행위 영역은 처음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성적 행위
자는 먼저 그의 모든 행위에서 도덕의 요구를 고려해야만 하며, 그의 모든 
행위는 도덕의 최소주의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특별히 도덕적 의무가 되는 것은 행위 준
칙이 정언명령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때이다. 이것은 정언명령이 사용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데, 만일 행위자가 세운 준칙이 정언명령의 검증을 통과한
다면 그 행위는 도덕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그는 그 행위를 해도 좋
다. 그런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반면에 행위자가 세운 준칙이 정언명
령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
르지 않으므로 이 때 그에겐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의무가 발
생한다. 이처럼 칸트의 행위 이론에서 도덕적 의무라는 행위의 영역은 준칙
이 정언명령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준칙에 따르지 말아야 한
다는 금지를 통해 획정된다.35)

정언명령의 정식은 의사결정의 한 단계로서 행위의 도덕성(더 정확히는 행

35) 상황은 좀 더 복잡할 수도 있다. 특히 『윤리형이상학 정초』 1절에서 칸트는 오직 의무로
부터의 행위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2절의 정언명령 개념을 
중심으로 한 행위 논의에서도 유효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윤리형이상학 정초』 1절은 행
위의 도덕성은 행위 동기를 중심으로 평가되는데, 칸트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기 위해
서는 의무 동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2절에서는 동기 논의보다는 준칙이 어
떤 형식으로 구성돼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준칙은 보편화 가
능한 형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행위의 동기를 문제 삼는 1절의 논의와 행위 준
칙의 형식을 문제 삼는 2절의 논의는 조화될 수 있다. 준칙이 정언명령의 검증에 통과하
지 못하는 경우 행위자에게는 그 준칙에 따라 행위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때 행위자가 그 준칙에 따르지 않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준칙
에 따르지 않는 그의 동기가 그 준칙을 따르는 것이 의무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면 그의 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질 것이다. 반면에 자기 이익의 동기로 그 준칙을 실행하지 않는 
거라면 그의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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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비도덕성)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행위는 준칙 하에서 행
해지며, 행위자가 행위의 도덕성에 관심을 갖는 한에서 그는 스스로 정언명
령의 정식이란 규준으로 자신의 준칙들을 검증해야 한다. 정언명령의 정식은 
이성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로서 이성적인 행위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도덕성을 의사 결정의 절대적인 하나의 단계로 포함하는 칸트의 
행위 이론에서 목적의 자리는 어디인가? 목적은 준칙의 구성요소이므로, 우
리는 먼저 칸트의 준칙 개념을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 준칙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서 준칙을 포함한 칸트의 행위 이론에서 목적의 자리
를 잡아보겠다.

(2) 준칙에서 목적의 자리

앞서 우리는 정언명령의 정식을 이것이 의사 결정의 하나의 무조건적인 단
계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복수의 정언명령의 정식들은 칸트가 ‘도
덕이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보편법칙의 정식은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과연 ‘어떤 
규칙에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도덕적 행위의 형식은 무엇인가?’
에 대해 칸트는 ‘보편성을 가진 법칙이어야 한다’고 답하는 것이다. 그렇다
면 자기를 포함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인간성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소위 ‘목적 그 자체 정식’으로 칸트는 도덕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러나 아래의 인용된 부분에서 칸트는 도덕의 또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물음은 이렇다: 그들 자신이 보편적 법칙들로 사용될 것을 의욕할 수 
있는 그런 준칙들에 따라 항상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모든 이성적 존재
자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법칙인가? 만약 그것이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
히 선험적으로) 이미 이성적 존재자 일반의 의지 개념과 결합되어 있어야만 한
다. 그러나 이 연결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키지는 않더라도 한 걸음 더, 곧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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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사변 철학과는 구별되는 다른 구역의 
형이상학, 즉 윤리 형이상학으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GMS. Ⅳ:426-27, 강조
는 칸트)

인용에서 칸트는 도덕을 그것의 규칙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행
위자의 측점에서 다룬다. 칸트는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와 다른 이성
적 행위자의 행위를 평가하는 데에 보편법칙의 정식이 정말로 유효한지를 
묻고, 보편법칙의 정식이 이성적 존재자에게 도덕성의 법칙으로서 유효하려
면 이성적 행위자는 자신의 의지로 그 법칙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
한다. 행위자가 자신과 다른 이성적 행위자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
는 정말로 그 법칙에 따라 행위자의 의지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덕법칙은 “이미 이성적 존재자 일반의 의지 개념과 
결합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어서 칸트는 우리가 이 “결합”을 보기 위해서는 경험에 호소할 수 없으
며 형이상학, 즉 윤리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
나 이 연결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키지는 않더라도 한 걸음 더 곧 형이상
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형이상학이 필요한 이유는 의지가 경험 
가능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의지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지각
되는 대상이 아니며, 지각된 바를 통해 추론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심지어 경험적으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성적 행위자가 의지를 갖는다고 상정한다는 것
이다. 칸트의 논지는 의지의 존재를 밝히고 해명하는 일은 형이상학의 문제, 
즉 철학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의지 개념은 목적 개념을 동반한다. 어떤 존재자가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그가 법칙을 표상할 수 있다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다.

“자연의 사물은 모두 법칙들에 따라 작용한다. 오로지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내지는 의지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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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칙들로부터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
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GMS. Ⅳ:412, 강조는 칸트)

“의지란 어떤 법칙의 표상에 맞게 행위하게끔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오직 이성적 존재자들에서만 만날 수 있다. 그
런데 의지에게서 그것의 자기결정의 객관적 근거로 쓰이는 것이 목적이
다.”(GMS. Ⅳ:427, 강조는 칸트)

첫 번째 인용에 따르면, 이성적 존재자만의 특징은 그가 무언가를 표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칙”은 이성이 없는 존재자의 활동을 직접 결정하지만
(“자연의 사물은 모두 법칙들에 따라 작용한다.”), 이성을 가진 존재자의 경
우에 법칙을 이성적 존재자가 표상함으로써 법칙이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흔히 법칙이 비이성적 존재자에게 작용하는 방식을 본능이라고 부른
다. 비이성적 존재자의 작용은 그들의 본능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특정한 방
식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칸트는 작용하는 비이성적 
존재자와 구분하는 것으로 인간을 비롯한 이성적 존재자는 법칙을 표상하고 
자기가 표상한 바에 따를 수 있는 존재임을 꼽는다. 이성적 존재자가 법칙을 
표상하는 능력이 바로 “실천 이성”이다. 두 번째 인용에서 칸트는 앞서의 의
지 개념 설명에다가 몇 가지를 덧붙인다. 첫 번째 인용에서는 의지가 법칙 
표상을 따른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면, 두 번째 인용에서는 이것이 의지 스스
로의 결정임이 강조된다. 의지는 자기-결정의 능력이다.

의지 설명에서 칸트는 의지와 실천 이성은 실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법칙들로부터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의지와 실천 이성은 행위하는 능력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의지는 이성적 행위자의 실천적 능력
을 선택 혹은 결정이라는 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실천 이성은 표상의 측면에
서 본 것이다. 행위란 의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칙에 따라 의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또한 실천 이성의 면에서 행위란 일반 법칙에서 자기에게 맞는 특수
한 규칙을 끌어내어 표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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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번째 인용에서 말한, 행위자가 자신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다
는 “법칙의 표상”은 정확히 어떤 표상을 말하는 것인가? 일견 이 표상은 준
칙(Maxime)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법칙의 표상”은 의지를 결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준칙이란 바로 행위자가 행위를 위해 세우는 일
반적이고도 주관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준칙은 의욕의 주관적 원리이
다.”(GMS. Ⅳ:401 주) 그러나 “법칙의 표상”이 준칙이라고 하는 데에는 커
다란 난점이 있다. 이 표상은 “어떤 법칙”이어야 하는데 법칙은 보편적이면
서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그렇다면 주관적 규칙인 준칙은 법칙이 아니기 때
문이다.36) 그래서 우리는 “법칙의 표상”이 모순 없이 보편화된 준칙, 다시 
말해 정언명령의 검증을 통과한 준칙이 보편화된 규칙을 의미한다고 본다. 
준칙이 보편화된 규칙은 법칙과 같은 규칙으로서, 행위자가 행위를 위해 세
우고 실행하는 규칙이면서 동시에 법칙으로서 보편화된 규칙이기 때문에 법
칙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행위자가 자신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규칙인 준칙이 보편법칙의 정식
의 검증을 통과하면 그 준칙은 일반화될 수 있고, 따라서 법칙(Gesetz)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 준칙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의 준칙은, ‘나는, 만약 생이 연장되는 기간에 쾌적함을 약속하기보다
는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 자기사랑에서 차라리 생을 단축하는 것
을 나의 원리로 삼는다’는 것이다.”(GMS. Ⅳ:422)

“그의 행위의 준칙인즉, ‘만약 내가 돈이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나
는 돈을 빌리면서 갚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비록 내가 돈을 갚는 일이 결코 일어
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해도 말이다’라는 것이겠다. 무릇 이 자기사랑, 내
지 자신의 유리함의 원리는 나이 전 장래의 안녕과 어쩌면 잘 합일될 수도 있
다.”(GMS. Ⅳ:422)

36) 준칙은 행위자의 주관적 원리이고, 법칙은 온전히 이성적인 한에서 모든 행위자가 따를 
객관적 원리이다. “준칙은 의욕의 주관적 원리이다. 객관적 원리(다시 말해, 이성이 욕구 
능력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서 주관적으로도 
실천 원리로서 쓰일 것)는 실천 법칙이다.”(GMS. Ⅳ:401 주)



- 65 -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 칸트가 예로 드는 준칙들을 살펴보면, 준칙은 ‘< 
어떤 일반적인 상황 >에서 나는 < 어떤 목적 >를 위해서 < 어떤 행동 >를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일반 규칙으로, 상황과 더불어 목적과 행동
으로 구성된다. 위의 인용에서 칸트는 해당 행위자가 준칙을 세우는 상황과 
행동 및 목적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자기 사랑의 원리’의 목적은 바로 행복
이다.37)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목적은 행동만이 아니라 목적도 준칙의 필수 
구성요소라는 점이다. 목적이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같은 움직임도 
목적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철수의 움직임은 그의 목적에 따라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산책
이 될 수도 있다. 같은 움직임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위
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 준칙은 반드시 목적을 포함해야 할 것이
다.

앞서 우리는 정언명령이 도덕 원리로서 타당한 것과는 독립적으로, 정언명
령이 가능하려면 이성적 행위자의 의지에 유효하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는 
칸트의 지적을 살펴본 바 있다. 즉, 도덕 원리가 가능하려면 그 원리가 행위
자의 의지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 
표상이 행위자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려면 단지 행위자가 도덕 원리를 표상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데, 행위자가 도덕 원리를 알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 원리는 
행위자의 의지에서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 원리가 행위자의 의
지에서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자 스스로 도덕적인 준칙을 세우
는 것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준칙이 도덕적인가? 우리는 도덕적인 준칙

37) 칸트의 자기사랑의 원리란 경향성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는 의무
로부터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윤리성의 원리와 대립된다. 『실천이성비판』에 와서 칸트는 
자기 사랑의 원리를 질료적 실천 원리로서 자기 행복의 원리로 정리한다. “모든 질료적 실
천 원리들은 그 자체로 모두 동일한 종류의 것이며, 자기 사랑과 자기 행복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속한다.”(KpV. Ⅴ:22) “자기 행복의 원리가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윤
리성의 원리와 정반대이다.”(KpV. Ⅴ:35, 강조는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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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운다는 것은 도덕적인 목적을 세운다는 것, 혹은 도덕을 자신의 목적으
로 삼는다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도덕이 인간 의지에 호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도덕에 부합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다. 목적은 행위에 근거를 제
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에 부합하는 목적만이 인간에게 도덕적인 행위를 
할 근거 및 규범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목적을 가짐은 행위자의 
행위를 도덕적이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38)

이제 우리는 준칙 개념을 통해 칸트의 행위 이론을 재구성할 수 있다. 먼
저 행위자는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를 의지한다. 목적을 의지하는 한에서 행
위자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숙고한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행위자는 
목적과 수단으로 이뤄진 하나의 준칙을 표상하고 그 준칙을 실행할 것을 의
지한다. 다음으로 행위자는 수단을 취해 자신의 준칙을 실행하기 전에 자신
의 준칙을 여러 기준들로 검토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언명령은 그가 무조건
적으로 통과해야 할 절대적인 규준이다. 이 규준에 통과한 준칙은 도덕적으
로 허용된다. 그러나 통과하지 못한 준칙에 따른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금지
되며, 행위자에게는 그 준칙에 따르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의무가 정언적으로 
명령된다.

(3) 목적 일반에서 ‘목적 그 자체’로

칸트는 도덕적 행위에는 도덕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소위 목적 그 자
체 정식은 칸트가 그러한 도덕적인 목적을 발견하고, 그러한 목적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다. 2부의 마지막 절인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목적 그 
자체 개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 목적 개념을 칸트가 어떠한 논의를 통
해 성립시키는지를 따져볼 것이다.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칸트는 목적 개념을 여러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38) 그렇다면 목적 중에서도 특히 도덕에 부합하는 목적은 이성적 행위자에게 어떻게 호소하
는가? 이 물음은 인간성을 논의하는 3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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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우리는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목적에 주목하고자 한다.

“욕구의 주관적 근거는 동기(Treibfeder)이며, 의욕의 객관적 근거는 동인
(Bewegungsgrund)이다. 그래서 동기들에 의거한 주관적 목적들과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타당한 동인들에 달려있는 객관적 목적들이 구별된다. 실천적 원리들
이 모든 주관적 목적들을 도외시한다면, 그것들은 형식적이다. 그러나 주관적 목
적들을, 그러니까 모종의 동기들을 기초로 한다면, 그것들은 질료적이다. 한 이
성적 존재자가 그의 행위의 결과로서 임의로 앞에 세우는 목적들(질료적 목적들)
은 모두 단지 상대적일 뿐이다. 왜냐하면 단지 그것들의 주관의 특정 종류의 욕
구능력과의 관계만이 그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가치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또한 모든 의욕에 대해 타당하고 필연
적인 원리들, 다시 말해 실천 법칙들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
든 상대적인 목적들은 단지 가언적인 명령들의 근거일 뿐이다.”(GMS. 
Ⅳ:427-28, 강조는 칸트) 

칸트에 따르면, “주관적 목적”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특수한 욕구를 만족시
키기 위해 세운 목적이고, 반대로 “객관적 목적”은 모든 이성적 행위자가 의
지할 수 있는 목적이다. 그리고 주관적 목적은 이성적 행위자 중에 몇몇만이 
가갖는 것인 데에 반해 객관적 목적은 모든 이성적 행위자가 공유하는 목적
이다. 그렇다면 칸트는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두 목적을 나누고 있는가? 그 
기준은 목적을 세우도록 한 근거의 성격이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로, 목적이 
타당한 범위가 특수한지 보편적인지의 기준이 적용되어 생겨난 결과적인 차
이이다. 주관적 목적은 “동기”에 의해 결정된 목적이며, 객관적 목적은 “동
인”에 의해 결정된다. 행위자가 자신의 특수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운 
목적은 주관적인 목적이고 주관적 목적을 실행시키기 위한 행위자의 실천 
원리(즉, 준칙)은 질료적이지만, 욕구를 배제하고 세운 목적은 객관적이며 이
를 위한 실천 원리는 형식적이다. 도덕 원리는 원리에서 추구되는 목적의 성
격에 따라서 질료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된다.

또한 주관적 목적의 가치는 상대적인데, 주관적 목적의 가치는 욕구를 만
족시켜 주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주관의 특정 종류의 욕구능력과의 관



- 68 -

계만이 그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할 것이고”) 주관적 목적의 가치는 욕구 상대
적이다. 반면에 객관적 목적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객관적 목적을 세운 행위
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 목적은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주관적 목적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 개념이다. 보통의 행위 이론에
서 목적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며, 지금까지 칸트의 행위 이론 논의에서도 
이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목적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칸트는 ‘주관적’
이란 한정을 붙임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러한 한정을 통해 칸트가 노리는 바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에 그 가치가 
있는 목적 말고도 다른 목적 개념이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주관적 목적만이 있다면 도덕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주관
적 목적은 상대적인 가치만을 가지는데, 만일 모든 목적이 상대적 가치만을 
갖는다면 오직 가언명령만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상대적인 목
적들은 단지 가언적인 명령들의 근거일 뿐이다.”(GMS. Ⅳ:428) 칸트가 그렇
게 생각하는 이유를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다. 도덕은 그 본질상 무조건 따라
야 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다른 목적 때문에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
는 무조건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목적과는 다른, 객관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 칸트는 정언명령의 가능성을 특정 목적의 존재 여부와 결부시
키는데 도덕에서 요구되는 목적은 “목적 그 자체”인 목적이다. 그렇다면 목
적 그 자체란 어떤 목적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의 현존재(Daseyn)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목적 그 자체
(Zweck an sich selbst)로서 일정한 법칙들의 근거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고 가정해 본다면, 그런 것 안에 그리고 오로지 그런 것 안에만 가능한 정언적 
명령, 다시 말해 실천 법칙의 근거가 놓여있을 것이다.”(GMS. Ⅳ:428, 강조는 칸
트)
[“Gezetzt aber, es gäbe etwas, dessen Daseyn an sich selbst einen 
absoluten Werth hat, was, als Zweck an sich selbst, ein Grund 
bestimmter Gesetze seyn könnte, so würde in ihm, und nur in i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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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in, der Grund eines möglichen categorischen Imperativs, d.i. 
praktischen Gesetzes, liegen.”]

칸트는 정언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이 갖춰야 할 두 가지 조건을 꼽는
다. 첫째로, 이 목적은 절대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둘째로, 이 목적은 존재하는 목적이어야 한다(“그것의 현존재 그 자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목적이 바로 “목적 그 자체”이며, 목
적 그 자체라는 목적은 정언명령을 가능하게 하며 또 이런 목적만이 이 정
언명령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목적 그 자체 개념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는 정언명령의 개념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고자 한다. 저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는 인용의 “가능한 정언적 명령”이 어떤 정언명령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칸트는 개념으로서의 정언명령과 특수한 정언명령을 구분하는데, 개념
으로서의 정언명령은 개념으로 오로지 하나만이 있을 것이고, 특수한 정언명
령은 실제로 무언가를 명령하는 명령으로서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인용의 “가능한 정언적 명령”은 두 개념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목적 그 
자체가 가능하게 하다는 저 정언명령은 단적인 정언명령인가, 아니면 특정한 
정언명령인가?39)

정언명령의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논의의 혼란을 방지하고 저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만일 저 정언명령이 개념으로서의 정언명령
이라면, 칸트 주장은 목적 그 자체가 없다면 정언명령이 단적으로 불가능하

39) 부연하면, 여기서의 ‘개념으로서의 정언명령’은 가언명령과 구분되는 정언명령 자체를 말
한다. 칸트는 이러한 정언명령의 개념으로부터 ‘보편법칙의 정식’이라는 특수한 정언명령
을 도출해낸다. “내가 가언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나에게 조건이 주어질 때까지 나
는 그 명령이 무엇을 함유할 것인가를 미리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정언명령을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을 함유하는가를 즉각 안다. (…) 그러므로 정언명령은 오로지 유일한 
즉, 그것은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
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GMS. Ⅳ:420-1, 강조는 칸트) 여기
서 앞의 “정언명령”은 개념으로서의 정언명령이고 뒤의 “정언명령”은 특수한 정언명령이
다. 특수한 정언명령은 칸트가 여러 방법으로 도출해 내며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목적 그 자체 정식, 자율성 정식 등의 정언명령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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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것이 특수한 정언명령이라면, 목적 그 자체
가 없다면 특정한 정언명령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정언적 명령”은 어느 정언명령에 해당되는가? 우리는 후자라고 보
는데, 첫째, 이 정언명령에 붙은 “가능한”이란 한정어는 이것이 단적으로 개
념적으로 파악되는 정언명령이 아니라 특정한 정언명령임을 더 암시한다. 둘
째, 만일 저것이 단적인 정언명령에 해당된다면 이 정언명령이 아니라면 정
언명령이 아예 불가능해야 할 텐데 이미 앞에서 칸트는 ‘보편법칙의 정식’이
란 정언명령을 제출했다. 보편법칙의 정식은 ‘목적 그 자체’의 존재와 상관
없이 정언명령의 개념을 분석해서 도출된 것으로, 목적 그 자체 정식이 설령 
불가능하더라도 그와는 독립적으로 가능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40) 따라
서 문제의 정언명령은 개념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특정 규칙을 무조건으로 
명령하는 정언명령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인용된 칸트의 주장은 도덕적 목적은 도덕적 행위에 근거를 주는 
것으로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된다. 목적 그 자체라는 목
적은 첫째, 절대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둘째, 그 목적은 실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두 조건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 목적 그 자체는 절대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어떤 존재가 절대적 가
치를 갖는다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갖지 않는다. 그런데 질료적 목적은 모
두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질료적 목적은 그 가치를 “주관의 특정 종류의 
욕구능력과의 관계”(GMS. Ⅳ:427)에서만 갖는다. 그래서 행위자가 그것을 
욕구하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되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가
치는 갖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절대적 가치를 갖는 목적은 질료적 목적은 
아니어야 한다는 칸트의 주장은 받아들일 만하다. 도덕의 목적인 목적 그 자
체는 행위자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워지지 말아야 하고, 그래
서 그 목적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절대적 가치를 갖

40) 해당 부분의 인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과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검토해 보려는 것은, 
어쩌면 정언 명령의 순전한 개념이 그것만이 정언 명령일 수 있는 그런 명제를 함유하는, 
그 명령의 정식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GMS. Ⅳ:420) 이 대목에서 칸트는 “정
언명령의 순전한 개념”과 “정언명령일 수 있는 그런 명제”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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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은 욕구와 독립적인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
둘째, 정언명령의 근거가 될 목적인 목적 그 자체는 “실존하는(existirt)” 

“존재자(Daseyn)”여야 한다. 이것의 의미는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일단 이
것이 의미가 목적이 자의적으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개념적이거나 가상적
인 존재가 아니라 행위자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여야 한다는 의미
로 해석하고자 한다. 각각의 조건은 목적 그 자체 개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들이므로 우리는 이 조건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3부의 처음으로 넘길 것이다.

2부의 마지막으로, 목적 그 자체가 갖춰야 할 조건을 목적의 본질과의 관
계에서 부연하고자 한다. 목적 그 자체는 도덕적인 행위의 동기부여를 제공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조건을 충족하는 목적이 도덕적 행위를 동기
부여하는 목적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행위자의 욕구와 독립적인 가치, 즉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실존하는 무언
가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정언명령의 근거가 되는가? 우리는 두 조건만으
론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부연해야 한다고 본다. 만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첫 번째 조건) 존재자가 실존함이 증명된다(두 번째 조건)고 하더
라도 이 목적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이성
적 행위자가 그런 존재에 무관심하다면 그 목적의 존재는 행위자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행위
자의 도덕적 행위에서 근거로 사용될 수도 없다.

우리가 밝히려는 조건은 두 조건이 목적으로서의 조건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목적 그 자체는 그것이 행위자에게 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 한
다. 다시 말해, 목적 그 자체는 필연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칸트의 
가치 이론도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칸트는 가치가 세계
의 객관적인 사실로서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스스로 대상에 부여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41)

41) 이에 대해서는 『실천이성비판』(KpV. Ⅴ:57-64)과 코스가드의 논문 「인간성의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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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지막 조건에 대해서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필연적 목적은 
목적의 본성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칸트도 인정하듯이, 목적
이란 본질적으로 외부에서, 주체의 의사에 반해 부과될 수는 없다. 나의 목
적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세워야 하는 것이며 나에게 강제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엔 퍼즐이 있다. 한 편에서 정언명령에 따르는 행위를 
동기부여하는 목적인 목적 그 자체는 나 스스로가 세워야 하는 것이지만, 다
른 한 편으로 목적 그 자체는 도덕의 목적으로서 정언적 명령을 근거지우므
로 필연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목적 그 자체는 자발적으로 내가 세우는 목적
이면서도 누구나 필연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조건은 서로 상
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목적 그 자체의 
필연성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식일 수밖에 없다. 목적 그 자체는 모든 
이성적 행위자가 이미 추구하는 목적이거나, 이성적 행위자라면 추구할 수밖
에 없는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언명령의 근거가 되는 ‘목적 그 자체’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목적 그 자체는 첫째, 절대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둘째, 실존
해야 하며, 셋째, 행위자가 필연적으로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목적이어야 한
다.

2부의 마지막으로 칸트가 정언명령을 근거지우는 목적을 “목적 그 자체”
라고 부른 이유를 생각해 보자. 행위자 스스로가 세운 목적만이 그의 목적이 
되므로, 목적은 그 본질상 행위자가 스스로 세운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목
적은 그것을 목적으로 세운 행위자를 전제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은 그냥 목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목적이라는 것은 곧 어떤 이성적 존재자가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
았음을 함축한다.

그런데 ‘목적 그 자체’는 ‘그 자체’가 강조하며 드러내듯이, 목적성이 상대
화됨 없이 단적으로 목적임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말 그대로, 목적 그 자체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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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목적 그 자체는 그것의 가치(이 
목적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나 존재 방식(이 목적은 그 자체로 실존한
다)으로 그 의미가 환원되지 않는다. 요컨대 ‘목적 그 자체’는 그것이 단적으
로 목적임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앞서와 비슷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어떤 목적이 단적으로 
목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목적의 본질과 조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목적은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행위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행위자 상
대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자체’는 그것을 목적으로 세우는 행위자와 상
관없이 절대적으로 목적임을 함축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목적 그 
자체는 목적의 본질을 위반하는 모순적인 개념이 아닌가? 우리는 ‘목적 그 
자체’는 목적을 세우는 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본다. 목적 
그 자체는 적어도 행위자의 변덕에 의해서 그 목적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보편적이면서 필연적인, 모든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으로 반드시 삼아
야만 하는 그런 목적인 것이다.

우리는 목적 그 자체의 세 가지 조건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절대적 가치를 가지며, 실존하며, 필연적으로 목적인 목적은 목적 그 자체이
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목적은 도덕적인 행위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일단 세 가지 조건은 적어도 정언명령을 근거지우기 위
한 충분조건은 되는 것 같다.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실존하며, 필연적으로 
목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명령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존
하는 필연적인 목적은 모든 행위자의 의지에 근거를 제공할 것이고, 게다가 
그런 목적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면 행위자는 그 목적을 무조건적으로 달
성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이고 필연적으로 명령되는 목적은 무
조건적으로 그를 이루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명령할 것이다. 따라서 ‘목적 
그 자체’가 존재한다면, 정언 명령은 가능한 것이다.

2부에서 우리는 칸트의 목적 개념의 특징을 개괄하고 정언명령 개념의 검
토하는 것을 통해서 도덕을 포함하는 칸트의 행위 이론을 구성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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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부를 예비해 도덕적 행위에 요구되는 목적인 목적 그 자체의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3부에서 칸트의 도덕적 행위 이론을 목적 개념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칸트는 정언명령을 따라야 할 근거를 목적 그 자체가 
제공하며, 인간성이 그러한 목적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칸트의 도덕
적 목적 개념인 목적 그 자체 개념과 목적 그 자체의 존재를 통해 도덕적 
행위를 명령하는 정언명령인 소위 ‘목적 그 자체 정식’을 검토함으로써 도덕
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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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덕적 행위의 목적으로서의 인간성

칸트가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에서 제시한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
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GMS. Ⅳ:429)는, 우리가 ‘목
적 그 자체 정식’이라 부를 정언명령의 정식은 인간에게 “인간성”을 그의 모
든 행위에서 목적으로 대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명령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
성’은 인간이 그의 모든 행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목적으로서, 행위에 도
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42)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는 앞서 우리가 ‘보편법칙의 정
식’이라고 불렀던 정언명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지만, 최근 들어 ‘목적 그 
자체 정식’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여기서도 특히 인
간성의 의미를 밝히고 정언명령의 목적으로서의 인간성의 지위를 정당화하
는 일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코스가드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중심 개념인 인간성에 대한 해석 문제
를 촉발시킨 학자로, 한 논문에서 그녀는 인간성이 단순히 도덕성을 담지하
는 능력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이성적 능력 일반, 특히 그 중에서도 목

42) 이 정식을 무엇이라 이름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논쟁이 
처음으로 벌어졌던 영어권에서는 코스가드를 필두로 이 정식을 주로 “Formula of 
Humanity”라고 부르고 있으나(Korsgaard, Allison, Kerstein 등), 페이튼만은 목적 그 
자체 정식(“Formula of the end in itself”)이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이 명칭이 합의되
어 있지 않은데, 강병호, 김성호 등은 “목적 그 자체 정식”(김성호는 “목적 자체의 정식”)
이라고 부르며, 문성학, 강현정은 “인간성의 정식”, 백종현은 “목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이라고 부른다. 강영안은 이 정식에 여기에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목적 자체로서
의 인간의 이념”이라고 에둘러 부르기도 한다. 이것들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이 
이름들 각각이 모두 칸트의 저 정식에 사용된 핵심 어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맞고 틀리고
의 문제라기보다는 관행의 문제라고 본다. 국내에서는 이 정식의 이름이 통일적으로 사용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 ‘목적 그 자체 정식’이라는 이름을 취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이 논문의 목표가 목적 개념을 중심으로 칸트의 행위 이
론 및 도덕 이론을 조명하는 것이고 목적 그 자체는 목적의 일종인 만큼, 저 명칭이 2부 
및 4부와 3부 간의 주제적 연속성을 보여준다는 장점을 취하고 싶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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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세우는 능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인간성의 의미와 그 정당화 
문제를 두고 벌어진 이후의 논쟁은 주로 코스가드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향
으로 전개되었다. 앨런 우드를 제외하면, 앨리슨과 딘, 커스틴을 비롯한 대
부분의 학자들은 코스가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주로 그녀의 논의가 
문헌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많았다.

‘목적 그 자체 정식’을 이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지점은 정언명령의 목적으로 지목된 인간성을 뭐라고 이해할 지이
다. 인간성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목적 그 자체 정식’
에 관한 전혀 다른 해석들을 얻게 되는데, 인간성이 이성성의 능력을 의미하
는지, 아니면 도덕성의 능력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목적 그 자체 정식’에서 
주장하는 모든 인간이 그의 모든 행위에서 언제나 반드시 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코스가드의 입장에는 동의한다. 비록 코스가드가 
자신의 주장이 성립함을 칸트의 해당 텍스트에 근거해 설득력 있게 보여주
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녀의 결론이 목적 그 자체 정식을 이해하는 가장 
맞는 해석이라고 본다. 이 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문헌적으로 코스
가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도 코스가드와 동일한 결론이 옹호될 수 있
음을 보이고, 이것이 문헌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우 생산적이
고 흥미로운 해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목적 그 자체 정식에 제기되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은 『윤리형이상
학 정초』의 해당 대목을 잘 해설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는 이 문제에 ‘도덕적 행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및 ‘칸트의 행위 이론과 도
덕 이론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다고 본다. 앞
으로 더욱 분명해 지겠지만, 인간성은 목적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할 것으로
서, 정언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만일 코스가드의 
주장처럼 여기서의 인간성이 이성성이고 그래서 인간성이라는 이성적 능력
이 도덕성의 명령인 정언명령을 근거지우는 것이라면, 칸트의 도덕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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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이성적 행위 이론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인간성
이 도덕성을 의미한다면, 칸트의 도덕 이론에서 도덕성은 스스로를 근거지우
게 될 것이다. 코스가드와 앨런 우드는 인간성이 목적을 세우는 능력으로서, 
이성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리차드 딘 등은 인간성을 도덕성의 
능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인간성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는 원인으로, 목적 그 
자체 정식이 칸트 실천 철학의 전체 그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규명하는 문
제가 소홀히 다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목적 그 자체 및 
목적 개념을 칸트의 실천철학 구상 전반의 맥락에서 검토한다는 배경 하에
서 목적 및 도덕적 목적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3부에서 우리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도출하는 칸트의 논증을 재구성함으
로써 도덕적 행위에서의 도덕적 목적의 역할을 밝힌다. 이어지는 4부에서 목
적 그 자체를 포함하는 목적 일반이 인간 존재에게 갖는 의미를 밝힌다. 3부
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의 도출이 이루어지는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의 해
당 대목을 주로 다루며, 4부에서는 목적론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판단력비판』을 주로 다룬다. 3부에서 필자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의 도출을 
논증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인간성의 의미가 이성성임을 밝힌다. 그리
고 4부에서는 이성성으로서의 인간성이 칸트의 행위 이론 전체에서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다룬다.

3부 1장에서는 ‘목적 그 자체’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2장에서는 목적 
그 자체가 다름 아닌 인간성이라는 칸트의 주장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다룬
다. 3장에서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도출하는 증명을 구성하며, 4장에서는 
목적 그 자체 정식에 대한 필자의 결론을 내놓겠다.

1. 목적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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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의 말미에서 잠정적으로 우리는 정언명령을 근거지우는 목적인 “목적 
그 자체”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을 살펴보았다. 목적 그 자체는 첫
째, 절대적 가치를 가지며, 둘째, 실존하며, 셋째, 필연적으로 목적인 존재여
야 한다는 것이다. 차례대로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자.

(1) 목적 그 자체 :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목적

먼저 목적 그 자체의 절대성 조건과 필연성 조건을 살펴보자. 앞서 논의한 
것처럼 칸트는 도덕적 행위에도 다른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목적은 행위자의 결정을 근거지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데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근거지우는 목적은 보통의 ‘주관적 목적들’과는 달
라야 한다고도 보았다. 왜냐하면 주관적 목적의 가치는 욕구 상대적이어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이어야 할 정언명령의 목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칸
트는 도덕은 이성적 행위자에게 보편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명령되는 것이
라고 본다. 도덕의 보편성이란 도덕이 이성적 존재자라면 예외 없이 누구에
게나 해당된다는 것이며, 도덕의 필연성이란 도덕이 다른 유인 없이도 반드
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43) 도덕이 그 본질 상 보편적이고 필연적
인 것이라면, 도덕적 행위에 동기를 부여할 목적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이면서 
필연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목적 그 자체인 목적은 보편적이면서도 
필연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목적 개념을 포함하는 정식에서는 앞
서의 ‘보편법칙의 정식’ 때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 목적의 본질 
상, 목적은 행위자가 스스로 세운 것만이 그의 목적이 된다.44) 따라서 목적

43) 도덕의 보편성 및 필연성이라는 본질은 칸트에게는 도덕이 도덕으로서 성립하는 가장 본
질적인 특징이다. 이는 다음의 구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누구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
는 것은, 만약 법칙이 도덕적으로, 다시 말해 책무의 근거로서 타당해야 한다면, 그 법칙
은 절대적 필연성을 동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너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명령
은 가령 인간에게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도 그에 구애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일 터이다. 그리고 이 밖의 모든 본래적인 윤리법칙들도 다 그러하다.”(GMS. 
Ⅳ: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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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목적의 일종인 
목적 그 자체도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스스로 세운 목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
렇지만 문제는 어떤 목적이 자발적으로 세운 목적이면서 동시에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순처럼 들린다는 것이다. 목적은 행위자가 자의로 세우
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그 목적을 모두가 예외 없이(보편성) 반드시 세워야 
한다(필연성)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그가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자기 목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또한 목적으로 삼길 거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이면서도 동시에 필연적이고 보편
적인 목적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이 특징들을 다 
갖춰야 할 ‘목적 그 자체’라는 목적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개념인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필연성 요구와 자발성 요구를 둘 다 만족시키는 목적이 개
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일 행위자가 본성상 세우고 싶어
하거나 세울 수밖에 없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필
연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행복이 그런 것일 수 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은 
본성 상 인간이 자신의 목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필연적이면
서 동시에 자발적인 목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행복은 적어도 
필연적인 목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행복이 목적 그 자체
일 수 있는가?

그러나 칸트는 행복을 정언명령의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45) 목적 그 자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가 행복을 도덕적 목적으로 두길 거부한 이
유를 알아야 한다.

2부 말미에서 우리는 목적 그 자체인 목적의 세 조건을 찾아내었다. 요컨
대 어떤 하나의 정언명령이 가능하려면 어떤 목적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목

44) 이에 관해서는 2부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논의하였다.
45) “모든 기예와 탐구,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

다.” (아리스토텔레스(강상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제이북스, 2006), 13쪽) 아리스
토텔레스는 행복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견해가 타당함을 인정하며, 이후의 철학 유
파인 쾌락주의나 공리주의도 큰 틀에서 보자면 인간과 인생의 목적에 관해 칸트보다는 아
리스토텔레스 입장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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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이것은 가상적이거나 개념적인 존재자가 아닌 자립적인 존재자여
야 한다. 둘째, 이것은 절대적 가치를 가져서 행위자의 욕구에 의해 그 가치
가 좌우되지 않는 존재자여야 한다. 셋째,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칸트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정
언명령의 목적을 ‘목적 그 자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행복은 목적 그 자체인 목적이 될 수 있는가? 행복은 필연적인 
목적일 순 있지만, 절대적 가치를 갖지 않고, “실존하는” 존재자도 아니기 
때문에 목적 그 자체일 수 없다. 행복은 인간 본성상 모두가 목적으로 추구
하는 보편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절대적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 행복의 가치
는 행복하고 싶다는 인간의 욕구에 의존하는 것이지, 욕구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은 상대적인 가치를 갖
는 목적이다. 게다가 행복이 보편적으로 추구된다는 것도 의심스러울 수 있
다. 칸트는 사람마다 행복으로서 의미하는 것이 저마다 다르다고 지적한
다.46) 인간은 행복을 바라고 또 추구하면서 행복이라는 이름 하에서 누구는 
돈을 추구하고, 누구는 앎을, 누구는 건강을 추구한다. 그래서 행복이 모두
에게 보편적으로 추구되는 하나의 일의적인 대상이나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
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한다. 행
복은 자립적 존재자가 아닌 개념이다. 

그렇지만 ‘목적 그 자체’는 정말로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가? 아마 우리는 절대성 조건과 필연성 조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도덕의 목적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제공해야 하는데, 도덕은 정언
명령으로서 필연적이면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명령하므로 그 결정 근거도 
필연적이면서 절대적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왜 도덕의 목적은 자

46) 행복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윤리형이상학 정초』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
간은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서의 모든 경향성의 충족의 합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정적이
고 확실한 개념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GMS. Ⅳ:399), “그 원인인즉, 행복의 개념에 
속하는 모든 요소는 모두 경험적이고, 다시 말해 경험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이념을 위해서는 나의 현재와 모든 미래 상태에서의 안녕의 절대
적 전체, 곧 최대량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GMS. Ⅳ: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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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2) 자립적인 목적의 의미

『윤리형이상학 정초』 2장에서 칸트는 목적 그 자체인 것은 실존하는 존재
자여야 한다는 주장을 발전시켜서 자립적인 목적(selbstständig Zweck) 개
념을 내놓는다.

“이성적 자연은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세움으로써 여타의 것들보다 자신을 두드
러지게 한다. 이 목적이 각 선의지의 질료가 될 터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목적 
달성의) 제한적인 조건 없이 단적으로 선한 의지라는 이념에서는, 모든 성취되어
야 할 목적(der zu bewirkende Zweck)은 (각각의 의지를 단지 상대적으로 선
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철저히 무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적은 여기서 성
취되어야 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 목적(der selbstständige Zweck)으
로, 그러니까 단지 소극적(negativ)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것에 결
코 반해서 행위해서는 안 되며,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한낱 수단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각각 의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GMS. Ⅳ:437, 강조는 칸트)

인용에서 “자립적 목적”은 “성취되어야 할 목적”의 상대적 개념으로 쓰이
는데, “성취되어야 할 목적”은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결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의 목적을 말한다. 이러한 성취되어야 할 목적은 보통의 행위 이론에
서 목적에 부여할 법한 역할로, 우리는 이러한 목적 개념을 본고의 2부에서 
살펴본 바 있다. 칸트의 행위 이론에서 이성적 존재자는 어떤 대상이나 사태
를 욕구하면 이성적 검토를 통해 그 대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을지 여부를 
결정하며, 좁은 의미에서 행위란 그 자신의 행위를 수단으로 해서 목적으로 
삼은 대상이나 사태를 결과로 일으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 칸트는 성취되어야 할 목적이 아닌 다른 종류의 목
적이 있으며, “자립적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립적 목적은 소
극적인 목적으로, “결코 반해서 행위해서는 안”되며 모든 의지에 의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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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존중되어야” 하는 목적이다. 여기서 ‘소극적’이란 산출하는 목적과 상대
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물론 모
든 행위는 (의도한 바이든 의도에서 벗어난 바이든) 어떤 결과를 반드시 낳
으며, 자립적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결과가 없을 수는 없다. 칸트의 의
도는 자립적 목적을 가진 행위자도 ‘성취되어야 할 목적’을 가진 경우와 마
찬가지로 그 목적을 위해 특정 행위들을 하지만,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행위
자는 결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행위자가 행위로서 자립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무언가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이다(“그것에 결코 반해서 행위해서는 안 되며”). 자립적 목적을 
세운 자는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치지 않기 
위해 행위한다는 것이다.

일견 낯설어 보이는 자립적 목적 개념을 칸트는 목적의 한 종류로 포함시
키는데, 칸트의 목적 개념 규정은 무리 없이 저러한 목적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목적이란 “자기 결정의 객관적인 근거로 쓰이는 
것”(GMS. Ⅳ:427, 강조는 필자)이다. 칸트가 보기에 목적은 행위자가 스스로
를 결정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목적이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그것
을 자신의 행위 결과로서 산출하길 반드시 의도해야 할 필요 없이, 스스로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로 산출
되는 것이 아닌 소위 ‘소극적 목적’들도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칸트의 목적 규정에는 한 가지 제한사항이 붙어 있다. 이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 목적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객관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47)

47) “자기 결정의 객관적인 근거”(GMS. Ⅳ:427)라는 칸트의 목적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
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한 해석이 없는 것 같다. 칸트가 이 목적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맥락 상 너무 갑작스럽고, 게다가 목적이 객관적 규정이라고 하자마자 뒤에서 “객관
적 목적”과 “주관적 목적”을 나누기 때문이다. 앨리슨은 목적 규정에서 말하는 객관성을 
“행위 이유의 원천”으로 보자고 제안하며(Allison, Kant's Groundwork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a commentary(Oxford University Press, 2011), 207쪽), 페
이튼은 가언명령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자고 주장한다.(페이튼, 김성호 
옮김, 『칸트의 도덕철학』(서광사, 1988), 238쪽). 필자의 해석은 목적 일반에서 쓰인 “객관
성”을 공유 가능성으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두 해석자의 입장보다는 필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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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에 따르면, 목적은 행위의 근거로서, 이 근거는 객관적인 것이다. 칸트
는 목적의 근거지움의 성격을 객관적인 것으로 한정하는데, 이러한 한정으로 
칸트가 노린 바는 무엇인가? 우선은 주관적인 근거라는 부류를 목적에서 배
제하고자 했을 것이다. 목적은 주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관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근거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므로, 둘의 차이는 의지
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는 주관적으로 의
지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근거는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의지에 영향
을 미칠 만한 것들 중에서 이를테면 자극이나 감각, 감정과 같은 것은 주관
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주관마다, 그리고 한 주관에서도 매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가 오늘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는데, 어
제도 커피가 마시고 싶었었다고 해보자. 나는 어제도 어떤 욕구에서 커피를 
마셨고, 오늘도 모종의 욕구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런데 이 어제의 모종의 
욕구와 오늘의 모종의 욕구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기 
어렵다고 본다. 각각의 욕구의 내용에 커피를 먹고 싶음이 동일하게 들어있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커피를 먹고 싶음과 내가 
커피를 먹고 싶음도 각각의 욕구 내용이 같다고 하긴 어렵다.

이처럼 주관적인 근거들은 반복될 수 없으며, 그래서 공유되지 않는다. (설
령 반복되고 공유될 수 있다고 해도 확인될 수도 없다.) 반면에 준칙 등의 
이성 표상은 반복될 수 있고, 따라서 공유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두 행위
자의 준칙은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목적으로 구성된 동일한 준칙이 될 수 
있으며, 그래서 두 행위자가 동일한 준칙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목적이 의지 결정의 객관적 근거라는 칸트의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목적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목적이 반복되어 표상할 수 있고 복수의 행
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표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이성적 존재자는 동일한 이성 표상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감정이나 

쪽이 뒤이어서 칸트가 도출하려고 하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을 해석하는 데에 더 유용한데, 
왜냐하면 목적 그 자체 정식은 인간성이라는 목적을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공유(!)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정언명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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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을 공유할 수는 없다. (동일한 것인지 알 수도 없다.)  목적은 행위 결정
의 근거로서, 이성적 존재자들 간의 공유 가능한 근거이다. 따라서 목적은 
“자기 결정의 객관적 근거”이다.

우리는 목적의 공유 가능성이라는 한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서
로 다른 행위자들이 같은 목적을 세우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야만이 공동
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복수의 이성적 행위자들은 공동의 이성 
표상으로 자신의 의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공동의 목적을 세울 수 있
다. 동일한 목적을 공유할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 공동체를 결
성해 공통의 이상을 향해 협력할 수 있다. 칸트의 이러한 객관적 목적 개념
은 “목적의 왕국”이 발전할 토양을 제공한다.

칸트의 목적 규정에 따르면 자립적인 목적이 목적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
는데, 자립적인 목적도 이성적 행위자가 자기 결정을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립적 목적 개념이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이에게 아주 소중한 유리컵이 있다고 해보자. 그녀는 이 컵 자
체를 귀하게 여겨서 애지중지한다. 이 때 이 유리컵은 영이에게 자립적인 목
적일 수 있는데, 이 컵이 그 자체로 영이에게 어떤 행위들을 할 근거를 제공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영이는 유독 이 컵은 설거지를 하고는 손이 잘 닿
지 않는 찬장 깊숙이 넣어놓고, 평소라면 뛰어갔을 상황에서 이 컵을 들고는 
조심조심 걸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의 근거는 유리컵이다. 또한 
이 목적은 영이의 가족들과 공유될 수도 있다. 유리컵은 가족들에게도 영이
처럼 유리컵을 보존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할 근거를 주는 것이다. 이처
럼 만일 유리컵이 영이에게 어떤 행동들은 하고 다른 행동들은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의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면, 유리컵은 영이에게 자립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립적 목적의 예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많은 사
람들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고, 안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지름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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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고 다소 먼 길로 돌아간다. 이러한 행위들은 건강이나 안전이란 결과
를 새로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안락함, 안전함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즉 현 상태를 해치지 않
기 위해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이 칸트가 자립적인 목적이라 부르는 
것이다. 자립적 목적 또한 행위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48)

다시 인용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자. 칸트는 자립적인 목적과 성취되어야 
할 목적을 대조하면서 이것을 “의지”의 “가치”와 연결시킨다.(“각각의 의지
를 단지 상대적인 선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성취되어야 할 목적’을 
추구하는 의지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선할 뿐이지만 자립적 목적을 추구하는 
의지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칸트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를 추론
하기는 어렵지 않다. 만일 행위자가 ‘성취되어야 할 목적’을 세우고 산출될 
목적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의 행위의 가치(나아가 그의 행위의 가
치)는 산출된 결과에 매일 것이다.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 선의지 외에는 그 
외의 어떤 것도 무제한적인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 결과의 가치는 언제나 
제한적이다.49) 이성적 행위자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건, 그 능력으로 얼마
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건, 그가 행위로서 일으키는 결과의 가치는 무제한
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의지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면 그 의지는 성
취되어야 할 목적이 아니라 자립적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선의지
는 무언가를 산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갖는 무언가를 지키

48) 코스가드도 이러한 목적 개념의 두 가지 구분에 주목하는데 목적에는 소극적/적극적 목
적이 있으며, 도덕의 목적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
은 행위 결정에서 목적이 두 가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추구되는 목
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그것은 소극적으로 그것에 거슬러 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자기보존이 어떤 행위의 
적극적인 동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상황을 자주 접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매우 자주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과도한 위험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평소에 
이러한 목적의 영향으로 위험 지역이나 밤에 외출하는 것을 피한다. 칸트는 인간성의 목적
이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코스가드, 「인간성의 정식」(2007, 
185-6쪽.))

49)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선의지가 무제한적
인 가치를 갖는다는 칸트의 논의는 GMS. Ⅳ:393-94를 참조하라. 선의지와 관련된 논의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정당화를 논의하는 부분에서 주제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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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차마 그것을 해치거나 어길 수 없기 때문에 행위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목적 그 자체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자립적인 목
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도덕적 행위에 필수적인 ‘자립적 목적’이란 개념은 칸트 윤리학의 
비-결과론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덕적인 행위자는 그
의 행위가 좋은 결과로 귀결되길 바라기는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
에 그 일을 하지는 않는다. 도덕적 행위의 도덕성은 그의 행위가 좋은 결과
를 일으켰다는 것이나 그가 좋은 결과를 일으키기를 의도했다는 것과는 무
관하다. 도덕적 행위의 도덕성은 그가 그 행위를 하도록 한 이유가 올발랐다
는 것에서 비롯된다. 칸트 식으로 말하면, 그의 행위가 도덕적인 것은 그의 
동기가 올발랐기 때문이고, 그의 행위 준칙이 “도덕적 내용”을 포함했기 때
문이고50), 그의 의지가 선했기 때문이다. 도덕 및 도덕의 절대적인 가치는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세계의 다른 부분에서 
발견되거나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안에서건 밖에서건 무제한적으로 
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로지 의지뿐이다. 도덕은 실천 이성을 가진 행
위자가 있는 세계에서만 가능하다.

(3) 자립적 목적의 필요성

칸트 도덕철학에 대한 한 가지 해석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는 아예 목적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칸트의 정언명령 논의로 뒷받침되곤 하는데, 칸
트가 정언 명령이 어떤 목적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될 만한 
대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 볼 때 칸트는 분명하게 정언명
령이 목적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도덕적 행위가 목적을 갖

50)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준칙』 1절에서 준칙이 도덕적인 것을 도덕적 내용을 갖는다는 표
현을 여러 번 사용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인간들 대부분이 그 때문에 자주 갖는 매
우 불안해 하는 근심은 아무런 내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그들의 준칙 또한 아무런 도덕
적 내용을 가지지 않는다.”(GMS. Ⅳ: 397-8) 이 대목 이후에도 “도덕적 내용
(moralischen Gehalt)”이란 표현이 한 차례 등장하며, 이후에는 “윤리적 내용sittliche 
Gehalt)”이란 표현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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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갖지 않는지가 칸트 도덕철학의 해석에서 문제가 된다.
우리는 2부에서 칸트의 행위 이론을 논의할 때 칸트가 모든 행위는 목적

을 갖는다고 주장했음을 살펴보았다. 만일 모든 행위가 목적을 갖는다면, 도
덕적 행위도 행위인 이상 당연히 목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도덕적 행위가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칸트의 글을 
살펴보자.

“행위를 어떤 의도와도 관계없이(ohne Beziehung auf irgend einen Absicht), 
다시 말해, 또한 어떤 다른 목적 없이(ohne irgend einen andern Zweck),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단언하는 정언명령은 명증적 (실천) 원리
로 간주된다.”(GMS. Ⅳ:415)

“마지막으로, 어떤 처신에 의해 도달해야 할 여느 다른 의도를(zu einer 
andern Absicht) 조건으로서 근저에 두지 않고, 이 처신을 직접적으로 지시명
령하는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은 정언적이다.”(GMS. Ⅳ:416, 강조는 칸트)

여러 학자들은 이 대목을 근거로 칸트의 가언명령은 목적이 있는 데에 반
해 정언명령은 목적 없이 무조건적으로 행위를 명령한다는 점에서 구분됨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시즈윅은 이에 반대하여 한 가지 해석을 내놓는다. 그녀
에 따르면 가언명령과 정언명령의 차이는 목적의 유무가 아니다. 두 명령의 
진짜 차이는 가언명령의 목적은 조건적인 데에 반해 정언명령의 목적은 무
조건적이라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51) 시즈윅은 위의 인용에서 “목적 없이” 
앞에 “다른”이라는 한정이 붙어있음에 주목해서, 정언명령에 따르는 행위는 
목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되 또 다른 상위 목적을 갖지 않
는다는 점에서 가언명령과는 다른 것이라고 위의 대목을 해석한다. 이러한 
시즈윅의 해설은 칸트의 모든 행위는 목적을 갖는다는 포기하기 어려운 주
장을 지킬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아래의 대목은 시즈윅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51) Sedgwick, Sally S. Kant's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0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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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서 (명령들이 이들에게, 곧 의존적
인 존재자들인 이들에게 걸맞은 한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전제될 수 있는 하나의 
목적, 그러므로 그들이 한낱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자연 필연성
에 따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확실하게 전제할 수 있는 하나의 의도가 있다. 
그것은 행복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의 선
택에 관련하는 명령, 다시 말해 ‘영리하라’는 훈계 또한 언제나 가언적이다. 그 
행위는 단적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다른 어떤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만 지시명령
되는 것이다.”(GMS. Ⅳ:415-16, 강조는 칸트)

인용에서 칸트는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명령은 정언적이지 않고 가
언적인데, 그 이유는 “행위”가 “단적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다른 어떤 의도
를 위한 수단으로만 지시명령”(강조는 필자)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위의 인용은 가언명령과 정언명령의 차이는 목적의 유무에 있으며 정언명령
은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쪽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분명 시즈윅의 해석과 맞지 않다. 인용에 따르면 행복이 가언명령인 이유는 
그 행위가 단적으로 지시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라는 “오로지 다른 
어떤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만 지시명령”되기 때문이다. 목적이 임의적으로 
설정되는 미정적인(problematisch) 실천 원리의 경우와 달리 행복이라는 목
적은 모든 이성적 행위자가 갖는다고 선험적으로52) 가정할 만한 확정적인
(assertorisch)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언적으로 명령되는 목적이다. 그렇다
면 정언명령은 어떤 목적도 갖지 않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시즈윅의 주장이 위의 대목으로 반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의, 
정언명령이 목적 없이 행위 자체만을 지시하는 명령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도 문제가 있다. 모든 행위는 목적을 갖는다는 칸트의 다른 주장과의 명백한 

52) 행복은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선험적인 목적이긴 하다. “행복을 촉진하
기 위한 수단으로 행위의 실천적 필연성을 표상하는 가언 명령은 확정적이다. 사람들은 이 
가언적 명령을 단지 어떤 불확실한, 한낱 가능한 의도에 대해서만 필연적인 것으로 진술해
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확실하게 선험적으로 모든 인간에게서 전제할 수 있는 의도에 대
해서 필연적인 것으로 진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의도는 인간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이
다.”(GMS. Ⅳ:415-6, 강조는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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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자립적 목적’ 개념을 도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칸트가 
내놓은 이 특별한 목적 개념은 모든 행위는 목적을 갖는다는 주장과 정언명
령은 행위 그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명령한다는 주장을 양립시킨다. 바로 ‘자
립적인 목적’, 혹은 ‘소극적인 목적’ 개념이 그것이다. 우리의 해석에 따르면 
정언명령에 따르는 도덕적 행위는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할 때 칸트는 결과
로서 성취되어야 할 목적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 행위자의 욕구에 의해 세워진 주관적 목적을 정언명령은 목적으
로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행위에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성취되어야 할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상위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은 도덕적 행위의 목적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도
덕적 행위에는 특별한 목적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이 목적은 행위 근거 및 
규범을 제공하되 그에 반하거나 그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방식으
로 행위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목적이다. 도덕적 행위의 목적은 자립적인 
목적이다.

자립적 목적의 당위는 그것을 해쳐선 안 된다는 도덕적 행위 특유의 소극
적인 성격으로부터 나온다. 이에 따르면 이성적 행위자가 도덕적 행위를 하
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목적이다. 그런데 행위자가 그 목적을 세우는 것
은 그 목적을 그 자체로 존중하기 때문이고,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은 차마 
그 목적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쳐선 
안 되는 목적일 수 있는 것은 이미 실존하는 존재자밖에 없다. 이미 실존하
는 것만이 보존되거나 해침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의 목적으로
서 ‘목적 그 자체’는 실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목적 그 자체는 실존하는 자
립적 목적이어야 한다.

이처럼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좋은 결과를 산출하
기 때문에 행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정언적으로 
명령되기 때문에 한다. 이 때 도덕적인 이 행위자도 목적을 갖는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해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 도덕적 행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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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목적 그 자체가 자립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도덕적 행위 특유
의 비결과주의적이고 소극적인 본질적 특징으로부터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더 제기할 수 있다. 칸트는 왜 정언명령에
도 목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일까? 칸트는 왜 정언명령은 목적 없이 행위 그 
자체만을 명령한다고 주장하는 대신 정언명령은 보통의 산출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목적인 자립적 목적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인간이 욕구를 갖는 존재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감성적 경향성들은 의무에 어긋날 수 있는 (의사의 질료인) 목적들로 
유혹하므로, 법칙수립적인 이성은 그것들의 영향력을 다름 아니라 그에 맞서는, 
그러므로 경향성에 독립해서 선험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도덕적 목적
을 통해 다시금 제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GMS. Ⅳ:380-81)

인간은 욕구를 가진 존재이고 욕구는 의무에 반할 수도 있는데, 도덕적 행
위를 하려면 이러한 욕구들이 제어되어야 한다. 그런데 목적은 인간에게 무
언가를 어기지 말도록 “제지”하는 규준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목적으로서 추
구함 없이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심지어 정언명령에 따르고자 
할 때에도 인간에게는 그에 반하려는 욕구가 있다. 칸트는 이러한 경우에 도
덕적인 목적이 욕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정언명령에 따르
고자 한다면 인간은 정언명령의 요구에 반해 작용하는 욕구의 영향을 억제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에게는 소극적이나마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한 목적일 수 있는가? 칸트의 대답은 인간성이 바로 
그런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 필자는 이러한 칸트의 대답
을 살펴보겠다.

2. 인간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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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명령의 일종으로,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에서 칸트가 처음으로 제시
하는 소위 ‘목적 그 자체 정식’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목적 그 자체로 여겨
야 할 것이 강요되는 목적은 바로 “인간성(Menschheit)”이다. 목적 그 자체
는 “인격에서 인간성”, 즉 “인간성”이다.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GMS, 
Ⅳ:429, 강조는 칸트)
[Handle so, daß du die Menschheit, sowol in deiner Person, als in der 
Person eines jeden andern, jederzeit zugleich als Zweck, niemals bloß 
als Mittel brauchest.]

그런데 인간성이 무엇인가? 논의의 전후 맥락상, 인간성은 이성적 행위자
를 가리킨다. 이것은 목적 그 자체 정식에 관해 벌어지는 논의에서 드물게 
동의되는 사항이기도 한데, 목적 그 자체 정식 논의에서 칸트는 “인간
성”(“die Menschheit”)은 “이성적 존재자”(“jedes vernünftige Wesen”)나 
“이성적 자연”(“die vernünftige Natur”) 등과 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
하고 있다.53)

칸트의 목적 그 자체 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질문에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첫째, 인간성은 이성적 존재자가 갖는 수많은 특성 중에 특
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둘째, 그 특성은 인간성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도
록 하기에 충분히 정당한 특성인가? 그러나 이 두 질문의 대답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대답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53) 앨리슨은 이 문제를 이렇게 훌륭하게 정리한다. “칸트가 이 용어들[인간 혹은 인간성]을 
개개의 인간이나 인간 종을 가리키기보다는 이성적 행위자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합의되고 있으나, 이성적 행위자가 어떤 속성들 속은 능력들 덕분에 목적 
그 자체로 여겨지는지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불일치가 있다.”(Allison(2011, 209쪽)) 앨리슨
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성’이 이성적 행위자를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하나, 진짜 문제는 이
성적 행위자의 어떤 특성 혹은 능력이 이성적 행위자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도록 하게 하
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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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칸트 도덕철학의 해석상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특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인간성이 이성적 존재자의 도덕적인 능력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도덕성을 포함하는 이성적 능력 일반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목적 그 자체라
는 목적의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

우리는 인간성 논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한 가지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언뜻 보기에 인간성의 의미가 도덕성이라는 주장과 이성
성이란 주장은 그다지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칸트는 도덕성의 
능력을 이성성의 발전으로 보았으며, 그래서 칸트의 도덕 철학에 따르면 이
성적 능력은 도덕성의 능력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능력 없
이 도덕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성을 이성성으로 보는 입장이 도덕성
이라 보는 입장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주장은 분명하
게 구분되는데, 인간성이 이성적 능력이라는 입장은 인간성이 딱히 도덕의 
능력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성적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인간성
이 도덕적 능력이라는 입장은 이성적 능력 중에서도 특별히 도덕적인 부분
만이 문제의 인간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1) 예비 논의 : 인간성의 의미를 묻는다는 것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논의의 범위를 미리 한정해두고자 한다. 3부
의 앞으로의 부분에서 필자는 인간성의 의미 및 인간성의 목적 그 자체 지
위의 정당화 문제를 다룰 것인데, 이 문제가 칸트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고 
정식화된 것은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의 Ⅳ:428-430에서이다. 여기서 칸
트는 의지 및 목적 논의를 시발로 목적 그 자체인 것을 찾으며, 이 목적 개
념으로부터 목적 그 자체 정식인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
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GMS. Ⅳ:429)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이 
정식을 활용하는 4개의 사례를 들고 있다. 본고의 3부에서의 우리의 관심은 
목적 그 자체 정식이 바로 이 핵심 부분에서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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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인간성의 의미 및 정당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좁게나마 해결해보는 것이다.

이것은 칸트가 이후의 윤리학 및 실천 철학 저작들에서 목적 그 자체 및 
인간성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윤리형이상학』에서 
칸트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을 활용해 여러 도덕적 원칙들을 도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그 자체 정식’이 최초로 제시되고 정당화되
는 것은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해당 부분(Ⅵ428-430)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성이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 의미와 정당화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 3부의 논의 범위도 이 대목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우리는 『윤
리형이상학 정초』의 문제의 부분에서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도출하면서 칸
트가 인간성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간성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논의의 목표로 하며, 그 뒤에 칸트가 추가적으로 전개
하는 존엄성 논의, 이후 저작들에서의 인격 개념 등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
다.

이제부터 필자는 인간성의 의미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살펴볼 것인데, 이 
세 해석들도 모두 필자가 말한 범위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윤리형이상학 정
초』 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성 의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인간성
의 의미를 묻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조망해보도록 하자.

해당 맥락에서 칸트는 “인간성(Menschheit)”을 사실상 “인간”이나 “이성
적 존재자”, “이성적 자연”과 교환 가능한 것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우
리는 인간성이 이성적인 존재자를 가리킨다고 추론할 수 있다.

A;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überhaupt jedes 
vernünftige Wesen),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하며, 한낱 이런저런 의지의 임의적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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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존재자는 그의 모든,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성
적 존재자를 향한 행위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보아야 한다.”(GMS. 
Ⅳ:428, 강조는 필자)

B; “이 원리의 근거인즉, 이성적 자연(die vernünftige Natur)은 목적 그 자체
로 실존한다는 것이다.”(GMS. Ⅳ429, 강조는 필자)

C;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Menschheit)
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
위하라.”(GMS. Ⅳ:429, 강조는 필자)

칸트는 문제의 대목에서 목적 그 자체 정식(세 번째 인용 C)을 도출하는
데, 그는 인용 A와 B에서 목적 그 자체로 대해질 것이 각각 “인간”과 “이성
적 존재자”, “이성적 자연”라고 하며, 인용 C에서는 목적 그 자체로 대해질 
것이 “인간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논의의 맥락 상 자연스럽게 인용 C의 
“인간성”이 가리키는 것은 이성적 존재자, 혹은 이성적 자연인 인간일 것이
다. 따라서 인간성을 항상 자신의 모든 행위에서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은 곧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을 모든 행위에서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칸트가 인간과 이성적 존재자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부당
해 보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칸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자의 일종
이라고 보았고, 성스러운 이성적 존재자와 욕구를 갖는 이성적 존재자를 개
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하는데, 여기서도 부당하게 둘을 등치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이성적이지는 않은 
이성적 존재자로서 전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자와는 달리 욕구를 갖기 때문에 
이성이 의지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자이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맥락에서 인간과 이성적 존재자는 문제없이 교환 가능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목적 그 자체 정식은 정언
명령의 일종이고, 정언명령은 전적으로 이성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욕구를 가
진 이성적 행위자에게만 강요되는 것이다. 목적 그 자체 정식도 정언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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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이므로 이 정식도 인간에게만 무조건적으로 강요되는 명령이다. 그런데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따르는 인간이 이 명령을 실행하는 상대는 같은 인간
이다. 원칙적으로 인간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를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겠지
만, 실제로 그가 행위를 통해 영향을 주거나 받음으로써 대할 수 있는 존재
는 그가 사회를 이루고 교통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자뿐이고 그런 존재자가 
바로 인간이므로, 현재의 맥락에서 이성적 존재자와 인간을 교환가능한 것으
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54)

목적 그 자체 정식이 보편법칙의 정식과 가장 다른 점이라면 목적 그 자
체 정식에는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정식은 행위자가 도덕
적 행위를 하기 위해 단지 이성적으로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인간을 대하는 규칙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 정식의 
이러한 사회적인 성격은 목적의 나라 개념을 통해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인간성”과 “이성적 존재자”가 우리의 맥락에서 교환 가능한 것이
라고 해도, 두 개념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인간성(Menschheit)에 붙
는 “-heit”는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가 갖는 어떤 특성을 가리키는 접미사
로, 인간성(Mensch-heit)은 인간이 인간임으로서 갖는 어떤 특성을 가리키
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인간성의 의미를 묻는다는 것은 이성적 존재자를 목
적 그 자체로 만들어주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과 같다. 그런데 맥락상
으로 볼 때, 칸트는 직전 논의에서 “인격(Personen)”을 “물건(Sachen)”과 
구분하고 물건은 목적 그 자체일 수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인간성이란 특징
은 이성적 존재자가 갖는 어떤 특성이되, 이성적인 존재자가 이성적인 한에
서 갖는 특성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지점은 이성적 존재자가 갖

54) 게다가, 앞서도 간략히 논의했지만, ‘전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자’ 개념은 칸트가 자신의 도
덕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정한 일종의 대조군으로서, 인간과의 비교를 위해 설정된 개
념이다. 칸트는 전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자는 언제나 도덕적일 것이라고 보았고, 전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자의 행위를 기술한 일반 규칙이 곧 도덕법칙일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인
간과 같이 욕구를 가진, 불완전하게 이성적인 존재자는 이성적인 덕분에 도덕적일 순 있지
만, 이성이 그에 반하는 욕구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에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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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성성의 어떤 특징이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접
받도록 해주는지에 있다.

인간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성을 
이성적 능력 중에서도 도덕성의 능력에만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도덕성에 한정되지 않는 이성적 능력 일반으로 보는 것이다. 필자는 전
자의 입장으로 앨리슨과 딘의 주장을, 후자의 입장으로 코스가드의 주장을 
살펴보자.

(2) 인간성에 대한 해석들

① 앨리슨 : 도덕적 능력으로서의 인간성

앨리슨은 인간성이 도덕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앨리슨의 근거는 한 구
절에서 칸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5)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무릇 도덕성은 그 아래에서만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이
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만 목적들의 나라에서 법칙수립적인 성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리성과, 윤리적일 수 있는 한에서의 인간성만이 존엄
성을 갖는 것이다.”(GMS. Ⅳ:435)

앨리슨은 위의 대목에서 칸트가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일 조건이 
“윤리성”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성이란 코스가드가 주
장하는 이성성으로서의 인간성이 아닌 도덕적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한
다. 또한 “윤리적일 수 있는 한에서의 인간성만이 존엄성을 갖는”다는 대목
은 인간성이 도덕을 실행하는 선의지라는 생각으로 해석한 리차드 딘의 해

55) 사실 앨리슨은 필자가 인용한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해당 부분 외에도 몇 가지 전거를 
더 들고 있다. KpV. Ⅴ:87, MS. Ⅵ:434 등이 앨리슨이 추가적으로 뒷받침하는 전거들이
다. Allison(2011, 215-217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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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도 틀렸음을 뒷받침한다고 보는데,56) 위의 대목에서 분명 칸트는 인간성이 
도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성은 도덕
을 실현하는 선의지의 능력도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위의 인용된 대목이 앨리슨의 의견을 뒷받침해준다고 보지 않는다. 
(3부의 마지막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설령 위에 인용된 대목이 인
간성이 도덕성이라는 앨리슨의 입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준다고 해도, 앨리
슨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 첫째로, 만
일 칸트가 정말로 인간성으로 도덕성의 능력을 말하고자 했다면 그는 “인간
성(Menschheit)”이 아니라 “인격성(Persönlichkeit)”을 목적 그 자체로 대
해야 한다고 썼어야 했다. “인간성”은 현재의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칸트의 
다른 저작들에서도 일관되게 목적을 세우는 능력이나 비교하는 능력이라는 
딱히 도덕적이지는 않고 포괄적인 이성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도덕적일 수 있는 능력’으로는 칸트는 “인격성” 개념을 사용한
다.57) 따라서 인간성이 도덕성의 능력이라면 칸트가 왜 인격성이 아니라 인
간성을 목적으로 대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정언명령을 정식화했는
지가 설명되지 않는다.58)

둘째, 인간성에 대한 앨리슨의 해석은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의 목표 및 
전체의 구상과 어긋난다. 인간성을 앨리슨과 같이 해석하는 입장을 밀고 나
가면, 이성적 행위자가 인간성을 행위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행위자가 
도덕적 행위의 목적으로 도덕적일 수 있는 존재자를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

56) 앨리슨의 리차드 딘 비판에 대해서는 Allison(2011, 218쪽)을 참조하라.
57) 인간성과 인격성에 대한 구분을 칸트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에서 단적으로 제시

한다. 여기서 칸트는 인간성의 핵심은 비교하는 능력이며, 인격성의 핵심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수성, 즉 의사의 그 자체만으로써 충분한 동기의 감수성”(RGV. Ⅵ:27)이라
고 말한다. 더 나아가 칸트는 인간성과 인격성의 소질은 모두 이성을 필요로 하나 두 경우
에 이성의 사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인간성의 소질에서 이성은 다른 동기들에 봉사
하는 수단적인 성격만을 갖지만, 인격성의 소질에서는 이성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법칙을 
스스로 수립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율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소질
[인간성]은 실천적이되, 단지 다른 동기들에 봉사하는 이성을 그 뿌리로 갖고, 세 번째 소
질[인격성]만이 그 자체로 실천적인, 다시 말해 무조건적으로 법칙수립적인 이성을 그 뿌
리로 갖는다는 사실이다.”(RGV. Ⅵ:28).

58) 우드도 필자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다. Wood, Allen, Kant’s Ethical 
Thought(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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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것은 칸트가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에서 정언명령들을 도입하는 취
지와 맞지 않는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에서 칸
트가 ‘보편법칙의 정식’, ‘목적 그 자체 정식’, ‘자율성 정식’ 등의 여러 정언
명령들을 도출하는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도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
구이다.59) 정언명령은 인간이 도덕적이고자 할 경우 자신의 준칙을 검증할 
절대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규준을 제공하는 것이면서, 또 다른 편으로 ‘도덕
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이기도 하다. 앞서 칸트는 도덕적 명령
은 곧 정언명령이고 정언명령은 모두 도덕의 명령임을 밝혔으며, 도덕이 무
엇을 명령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언명령들을 도출하는데 목적 
그 자체 정식도 그 중의 한 단계인 것이다.60) 직전의 정언명령인 ‘보편법칙
의 정식’을 통해서는 도덕의 형식이 보편적인 규칙이라는 것이 밝혀졌었다. 
이성적 행위자가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그는 보편적인 규칙에 따
라야 하는데 그는 스스로 준칙을 워서 행위하는 존재이므로, 이성적 존재자
가 도덕적이고자 한다면 그의 준칙은 보편화될 수 있어야 하며, 오직 보편화
될 수 있는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해야 함이 밝혀진다. ‘보편법칙의 정식’을 
통해서 도덕의 보편성이라는 형식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목적 그 자체 정식은 도덕에 대해 무엇을 더 말해주는가? 만일 
앨리슨처럼 인간성을 도덕성으로 해석한다면, 정언명령의 정식은 도덕의 본
성에 대해서는 대답하는 바가 별로 없을 것이다. 목적 그 자체 정식은 인간
을 비롯한 이성적 행위자에게 그가 대하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

59) 보편법칙의 정식 및 자연법칙의 정식 논의에서 목적 그 자체 정식으로 넘어가면서 칸트
는 ‘도덕적인 법칙은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이 법칙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필
연적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으로 넘어간다. 이 물음에 대한 칸트의 대
답은 목적이 그런 필연성을 보증해준다는 것이며, 그러한 목적이 바로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음은 이렇다: 그들 자신이 보편적 법칙들로 사용될 것을 의욕할 수 
있는 그런 준칙들에 따라 항상 그들의 행위들을 판정하는 것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
해서 필연적인 법칙인가? 만일 그것이 그러한 것이라며, 그것은 (온전히 선험적으로) 이미 
이성적 존재자 일반의 의지 개념과 결합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연결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키지 않더라도 한 걸음 더, 곧 형이상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GMS. 
Ⅳ:426)

60) 칸트는 이러한 정언명령의 정식들 간의 차이가 “객관적-실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인 것”(GMS. Ⅳ:436)이라고, “곧, 이성의 이념을 (일종의 유비에 의해서) 직관에 근
접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에 근접시키기 위한 것”(GMS. Ⅳ:436)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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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언제나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할 것을 명령한다. 그런데 앨리슨의 
해석에 따른다면, 이것의 의미는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으로, 도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상의 아무런 탐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인간성을 이성성의 능력이라 해석할 경우, 도덕에 대한 흥미로운 
함축이 밝혀질 수 있다. ‘도덕적 행위는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이성성 해석은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을 위하
는 것이라고 답한다. 다시 말해, ‘도덕적이고자 하는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목적 그 자체 정식에 대한 이성성 
해석에 따르면, 도덕의 목적은 이성적 존재자를 존중하는 것이고 도덕적 행
위란 이성적 존재자를 존중하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 반
면에 도덕성 해석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란 도덕적 행위자를 존중하는 것이
다. ‘도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도덕성 해석은 도덕적 존재자를 존중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며, 도덕의 새로운 측면이 밝혀지지는 않는다.61)

셋째, 앨리슨이 인용한 대목은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논의하는 중이 아니라 
목적의 왕국 논의와 자율성 정식 논의를 진행하고 나서야 등장한다. 반면에 
목적 그 자체 정식 논의에서 칸트는 인간성에 도덕적인 의미를 집어넣지 않
고 인간성을 이성적 존재자와 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 때문에, 인간성이 
도덕성이라는 입장은 문제의 범위에서는 전혀 뒷받침되지 못한다.62)

그러나 앨리슨이 제기한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앨리슨이 인용한 위의 대
목이 정말로 인간성의 의미가 도덕성임을 뒷받침하는지에 검토할 필요가 있

61) 물론 더 나아가 이성적 존재자를 존중하는 것이 왜 도덕적인 행위인지를 물을 수 있으며, 
또한 물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칸트가 대답을 한다고 본다. 그 대답은 
최종적으로는 목적론 논의에서 밝혀진다. 이성적 존재자는 선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우리는 3부 마지막의 목적 그 자
체 정식의 함축을 다루는 부분과 4부의 목적론 논의로 미루도록 하겠다.

62) 혹자는 우리가 다루는 해당 대목에서도 “인격” 개념이 등장한다는 것으로 반론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인격 개념이 딱히 도덕적인 함축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인
격들”은 “물건들”과 구분되는, 수단으로만 쓰이지 않는 특성을 갖는 어떤 존재자를 가리킬 
뿐이다.(GMS. Ⅳ:428 참조.) 문성학도 여기서의 인격 개념이 인간이나 이성적 존재자와 그
다지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칸트는 ‘이성적 존재자’, 
‘인간’, ‘인간성’, ‘인격’을 거의 구분함이 없이 뒤섞어 쓰고 있다.” 문성학(2006, 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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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자는 저 대목을 3부 말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② 딘: 선의지로서의 인간성

리차드 딘은 문제의 인간성이 선의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선의지란 도
덕을 실행하는 능력인데, 인간성을 존경하라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요구는 
도덕을 실행하는 이성적 존재자를 존경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성이 도덕성의 능력이라 주장한 앨리슨의 해석과 구분되
어야 하는데, 앨리슨이 주장하는 도덕성의 능력은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
는 능력으로, 이 능력을 가지더라도 인간은 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 반면에 인간성이 선의지라는 것은 인간성을 가진 존재자는 곧 도덕
을 실제로 실행한다는 것이다. 선의지를 가진 인간은 도덕적 행위를 하길 마
음먹고 있으며, 거의 언제나 도덕적 행위를 한다. 선의지를 가진 행위자는 
도덕을 실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덕성의 능력을 갖는 
경우와는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이다.63) 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의지가 전
적으로 이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며, 또한 행위의 근본 원리로서 도덕성
을 경향성보다 우선시하겠다는 근본 원리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리차드 딘은 
인간성이 도덕을 행위하는 능력이 아니라 도덕을 행하겠다는 의지의 근본적
인 선택까지도 이뤄진 능력이라는 것이다.

딘은 주로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1절에 의거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
는데, 요지는 『윤리형이상학 정초』 1절의 ‘오로지 선의지만이 무제한적인 가

63) 리차드 딘은 『윤리형이상학』의 의지(Wille)와 의사(Willkür)의 구분을 가져와서 선의지를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의사(Willkür)는 선택하는 능력이고 의지(Wille)는 정언명령에 의
해 주어지는 실천법칙을 제공하는 능력이며, 행위자가 완전히 이성적일 때, 즉 행위자가 
그의 의사를 온전히 의지가 다스리도록 할 때 그는 선의지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선의지
란 완전히 합리적인 행위자의 의지이다. 또한 리차드 딘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의 
논의를 빌어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분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근본 원리로서 
도덕성과 경향성의 만족 중에 어느 것을 상위에 놓느냐에 의해 결정되며, 선의지란 도덕성
을 경향성의 만족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로 놓기로 한 좋은(선한) 사람의 의지라고 주장한
다. 이상의 논의는 Dean, The Value of Humanity in Kant’s Moral Theory(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8-21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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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갖는다’는 주장과 2절의 ‘인간성은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주장 
간의 비일관성을 피하려면 선의지와 인간성이 같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딘의 논증은 이렇다. 『윤리형이상학 정초』 1절에서 칸트는 선의
지만이 유일하게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하고, 2절에서는 인간성은 목적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첫째, 어떤 것이 유일하게 ‘제한 없이 선하다’
는 것은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가치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의지만이 유일
하게 무제한적으로 선하다면 오직 선의지만이 모든 상황에서 가치있을 것이
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가치있는 것이라면 그것의 가치는 경향성에 의존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직 선의지만이 경향성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다. 
둘째, 어떤 것이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
이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경향성과 무관하게 가치있다. 따라
서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은 경향성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다. 셋째, 경향성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가치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모
든 상황에서 가치있다는 것이다. 즉, 경향성 독립적인 가치를 가짐은 모든 
상황에서 선함과 동치이다. 따라서 인간성은 무제한적으로 선하다. 넷째, 무
제한적으로 선한 유일한 것은 선의지 하나뿐이라는 칸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려면, 인간성이 곧 선의지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성은 도덕을 실행하
는 능력인 선의지와 같은 것이며, 인간성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은 도덕을 실행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자를 목적 그 자체
로 대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상의 논증을 통해 딘은 인간성이 곧 
선의지라고 주장한다.64)

앨리슨은 딘의 논증을 비판하는데, 앨리슨의 요지는 ‘가치 있음(being 
valuable)’과 ‘좋음(being good)’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65) 무조건
적으로 가치 있음 개념은 무제한적으로 좋음(선함)개념과 교환 가능해 보이
지만, 사실 둘은 가치의 두 가지 양상(“two mode of evaluation”)에서 서
로 다른 가치 기준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어떤 것이 좋다/나쁘다

64) 이상의 딘의 논증은 Dean(2006, 34-42쪽)을 참조해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65) Allison(2011,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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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실천이성이 평가하는 것으로 선택의 대상이다. 실천이성은 좋음을 
선택하고 나쁨은 피하려고 한다. 반면에 인간성은 실천이성의 평가 대상이나 
선택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다. 더 나아가 앨리슨은 각각의 가치 개념
이 두 종류의 목적 개념과 대응한다고 지적한다. 실천이성의 대상으로서의 
‘좋음’ 개념은 성취되어야 할 목적과 상응한다. 행위자는 성취되어야 할 어
떤 목적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 좋음을 결과로서 산출하고자 한다. 반면
에 ‘가치 있음’은 자립적 목적과 연결되는데, 여기서의 가치는 행위자의 의
지를 제한시키는 조건으로서 기능한다. 앨리슨은 이러한 가치의 두 기준에 
따라서 선의지와 인간성은 같거나 동치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앨리슨의 가치 개념 구분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러한 좋음과 가치 개념
을 정말로 칸트가 주장했는지, 혹은 칸트의 가치 개념을 그렇게 발전시킬 여
지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앨리슨은 칸트가 “자립적 목적” 개념을 『실천이
성 비판』에 가서 “실천이성의 대상” 개념으로 발전시켰다고 본다.66) 여기서 
칸트는 실천 이성의 유일한 대상은 좋음/나쁨이라고 주장하는데, 앨리슨은 
이러한 주장이 가치에 대한 두 가지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앨리슨의 추측이 맞다고 해도 『윤리형이상학 정초』에 이 구분을 소급해 적
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가 딘의 해석에 제기하는 반론은 전혀 다른 것으로, 선의지는 목적 그 
자체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 중 자립적 존재자 조건을 만족시키기 못하
기 때문에 목적 그 자체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선의지는 도덕적인 행위를 
실행하는 의지이다. 선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이성적 존재자가 도덕 법칙을 
자신의 행위를 근거지우는 ‘근본 원리’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의지
를 가진 행위자는 의무 동기로 행위할 것이며, 자신의 행위 준칙을 기꺼이 
정언명령의 정식으로 검증할 것이며, 검증에 통과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선의지를 갖는 행위자는 도덕의 능력을 가지고만 있지 않
고 발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선의지가 정말로 존재한다

66) 앨리슨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천이성비판』(KpV. Ⅴ:58)을 전거로 든다. 이에 
대해서는 Allison(2011, 215쪽) 주 3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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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실행되고 있는지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물론 선의지는 일종의 능력
이므로 선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존재자가 시공간에 현존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선의지는 실체가 아니라 의지 사용의 특정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지의 선한 능력이 실제로 
발휘되고 있거나 발휘된 적이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설렁 도덕성
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을 칸트가 증명하는 데에 성공한다고 해도 선의지의 
발휘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다.67) 이성이 의지에 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선
의지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로 발휘된 적은 없을 수도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누구에 의해서도, 단 한 번도 선의지가 발휘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선의지는 그것이 가능함이 증명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존재함(혹은 발휘됨)은 증명될 수 없으며, 증명될 문
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의지의 존재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
행의 문제이고, 그것도 경험적 문제가 아니라 실천 근거의 문제여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의지는 정언명령을 근거지울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인간성이 특정한 정언명령(이 경우 목적 그 자체 정식)을 근거지
우는데 인간성의 정확히 어떤 특성이 그 근거로 사용되느냐는 것이다. 그러
나 그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선의지가 인간성이라면 목적 그 자체 정식은 
근거지워질 수 없다. 딘의 해석은 칸트 논의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목적 그 자체 정식이 정언명령으로서 존립할 근거를 제공하는 데에
는 실패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딘의 선의지 해석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은 보였지만, 
딘이 제기한 『윤리형이상학 정초』 1절의 선의지 논의와 2절의 인간성 논의
의 비일관성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루겠다.

67) 선의지는 경험적으로 그 존재가 증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지를 다루기 위
해서는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GMS. Ⅳ:426-7 참조.) 칸트는 철학자가 증
명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인간에게 정언명령은 가능한가?’에 대해서라고 말한다. 철학
자는 ‘정언명령은 가능한가?’는 증명할 수 있어도 ‘정언명령이 실제로 인간의 준칙을 결정
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가?’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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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코스가드: 이성적 능력으로서의 인간성

코스가드는 ‘인간성’이 이성적 존재자의 이성적 능력을, 특히 이성의 목적
을 세우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를 칸트의 문헌을 광범위
하게 인용해 뒷받침한다.

“이성적 본성은 스스로 목적을 세운다는 점에서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GMS. 
Ⅳ:437)

에서 이성적 본성은 단적으로 목적 수립의 능력으로 특징지워지며,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인간성은

“인간성의 소질들은 물리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비교하는 - 이에는 이성이 
필요하다 - 자기사랑이라는 일반적 명칭 아래에 넣을 수 있다. 그것은 곧 타인
과의 비교에서만 자신이 행복한가, 불행한지를 판정하는 것이다.”(RGV. Ⅵ:27, 
강조는 칸트)

아직 도덕성이 계발되지 않은 이성적 능력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며, 또
한 『윤리형이상학』에서도

“자신 자신에게 목적을 부여하는 능력은 동물성과 구별되는 인간성의 특징이
다.”(MS. Ⅵ:392)

인간성의 핵심이 목적을 세우는 능력임이 다시 한 번 주장되고 있다.68) 따라
서 코스가드의 주장대로 인간성은 칸트에게서 딱히 도덕성을 특정하지는 않

68) 이 외에도 “인간에게 의무는, 자기의 자연본성의 조야함으로부터, 즉 (행위에 관하여) 동
물성으로부터, 오로지 스스로 목적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성으로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것이며, 배움을 통해 자기의 무지를 보완하고 착오들을 교정하는 일이다.”(MS. 
Ⅵ:387), 등을 비롯해 칸트의 사회철학적 저작들 및 종교 철학 저작들에서도 그러한 인간
성 개념의 사용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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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범한 이성적 능력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목적을 세우는 능력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은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전거다.69)

또한 코스가드는 문헌적으로만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목적 그 자체 정식
의 인간성을 목적을 세우는 능력으로 봐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
다. 그녀에 따르면 인간이 목적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목적을 세우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그 논리는 이렇다. 목적을 세우
면서 행위자는 자신이 세운 목적을 가치 있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목적의 이
러한 가치는 어디에서 왔는가? 가치의 기원은 대상 자체가 아니며, 이성적 
행위자의 선택이 그 대상을 가치있게 만들어준다. 이성적 행위자는 그것을 
자기 목적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가치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따라
서 가치의 기원은 이성적 존재자의 선택이다. 그 외의 가치의 다른 원천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성적 행위자는 그가 선택을 하는 한 “가치-부여
자”(a value-conferring status)로서 목적 그 자체의 위상을 갖는다.

이성적 행위자가 가치-부여의 위상을 갖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코스가드는 
칸트의 가치 이론에 호소한다. 첫째,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x가 좋다’는 것은 단순히 나나 누군가가 x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x가 객관적 가치를 갖는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둘째, 
좋음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x가 좋은 것이라면 x의 좋음을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지는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 코트를 사려고 한다. 그녀는 충
분한 이성적인 검토를 통해 코트 A를 선택했는데, 코트 A를 선택한 이유는 
디자인이 세련되고, 보온성이 뛰어나며, 비슷한 가격대에 이만큼 질이 좋은 
다른 코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 때 민지는 A가 ‘좋다’고 여긴
다는 것은 A가 자신에게만 좋다고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좋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즉 민지는 A가 자신에게만 예쁘고, 따뜻하고, 가격도 적당
해서 그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쁘고, 따

69) 코스가드(김양현, 강현정 옮김), 「인간성의 정식」, 『목적의 왕국』(2007, 188-194쪽)을 참
조하라. 이 장에서 필자가 전개한 코스가드의 주장 및 논증은 주로 코스가드의 논문 「인간
성의 정식」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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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고, 가격도 적당하며, 그래서 A가 좋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것이 좋다고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좋다고 여기며, 이것을 충분
한 근거로 뒷받침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좋다고 여긴다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좋다고 여긴다는 것이며, 그 좋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70)

그런데 칸트의 가치 이론의 둘째 특징인 정당화 문제와 관련해서, 코스가
드는 어떤 것의 좋음이 정당화되려면 단지 그 좋음이 근거를 갖는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며, 그 좋음의 근거는 충분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근거
가 충분하다는 것은 좋음의 근거 또한 다른 근거에 의해 근거지워진다는 것
으로, 좋음을 뒷받침한 근거도 정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좋은 근거는 
보온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해보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A의 좋음은 충
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보온성이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트 A가 좋은 이유는 보온성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보온성
이 좋은 근거는 이를테면 추운 겨울에 야외 활동을 편안하게 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러한 근거 대기의 과정은 계속된다. 근거의 근거
가 충분하려면 근거의 근거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 근거의 근거의 근거도 
마찬가지로 정당화돼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좋음의 정당화는 계속 소급된
다. 좋음의 근거는 충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근거도 다른 근거
로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근거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
은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급은 결국은 종결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소급이 계속된다는 것은 정당화가 계속 지연된다는 것이
고, 그런 한에서 좋음은 충분히 근거지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음의 정당화를 완결시키려면 그 자신은 정당화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70) 또 한 가지 강조해야 할 포인트는 코트 A가 객관적으로 좋다는 것은 어떤 명제의 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A가 민지에게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코스가드의 논의에 대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해들의 많은 부분이 객관성 개념에 대한 혼
동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맥락에서 코스가드가 말하는 객관성은 주관과 별개로 
세계에 존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상호주관성의 문제에 가깝다. 민지가 저 코트
를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은 민지에게는 저 코트는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게도 좋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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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지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코스가드가 해석한 칸트
에 따르면 좋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자”가 필요하다.

이상의 코스가드의 논의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이 있다. 코스가드는 
가치에 대한 존재론적인 주장, 즉 좋은 것이 객관적 좋음과 완전한 정당화를 
함축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음의 객관성 및 정당화 문제는 이성
적 행위자가 대상에 대해 갖는 실천적인 태도의 문제로, 우리가 무언가가 좋
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좋고, 그 좋음이 정당화된다고 여
긴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우리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좋다고 
여겼던 무언가가 정당화되지 않음이 밝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우리는 
좋음의 정당화 요구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다는 판단을 수정한
다. 따라서 좋음의 정당화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확실히 
근거지워지지 않은 많은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여기느냐는 것이
다.

“이제 논의에서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필자가 이해하기에는 칸트의 답은 이
성적인 선택의 대상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이성적인 선택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즉 조건들에 대한 이 (경험적인) 소급 과정에서 대상의 선할 무조건적인 
조건을 찾는 데에 우리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다는 점, 그리고 선택한 
것이 선하다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성적인 선택 자체가 그것의 대
상을 선하게 만든다고 가정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이성적
인 선택은 가치를 부여하는 위상-필자는 이렇게 부르고자 한다-을 갖는다.”71)(강
조는 코스가드)

코스가드의 대답은 정당화의 최종 근거가 대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 대상의 좋음을 뒷받침할 완전히 정당
화된 객관적인 근거는 대상 자체에 있지 않다. 코스가드는 좋음의 정당화 문
제가 인간의 ‘실천적인 가정’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코스가드는 선택 대상의 가치 논의를 목적 논의로 확장시키는

71) 코스가드(2007, 205-2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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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성적 존재자는 선택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목적을 세우는 존재이다. 
좋은 것을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성적 행위자는 목적을 세우면서 그 목
적이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논의했듯이, 이성적 존재
자는 자기가 세운 목적이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이 보기에도 선하며, 그 목적
의 좋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목적들의 좋음
이 정당화되려면 그 좋음을 뒷받침해주면서도 그 자체로는 정당화된 “무조
건자”가 필요하다. 코스가드는 이러한 “무조건자”를 찾는 논증이 칸트에게 
있다고, 혹은 그런 논증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72) 이것을 소급 
논증이라고 부른다.

“경향성들의 모든 대상은 단지 조건적인 가치만을 갖는다. 왜냐하면 만약 경향성 
및 그에 기초한 필요들이 없다면, 그것들의 대상은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향성들 자신은 필요의 원천들로서, 그 자체를 소망할 만한 
절대적 가치를 갖지 못한 것으로,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 그것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보편적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모든 대상의 가치는 항상 조건적이다. 그것들의 현존
이 비록 우리의 의지에 의거해 있지 않고, 자연에 의거해 있는 존재자들이라 하
더라도, 만약 그것들이 이성이 없는 존재자들이라면,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만을 가지며, 그래서 물건들이라고 일컫는다. 그에 반해 이성적 존재자들은 
인격들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본성이 그것들을 이미 목적들 그 자체로, 
다시 말해 한낱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한에서 모든 자의를 제한하기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 왜
냐하면 이렇지 않다면, 도무지 어디서도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을 만나지 못할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만약 모든 가치가 조건적이라면, 그러니까 우연적이라면 
이성에 대한 최상의 실천적 원리는 어디서도 만나지 못할 터이다.(GMS. 
Ⅳ:428-29, 강조는 칸트)73)

이 대목을 코스가드는 소급논증으로 해석한다. 

72) 코스가드는 자신의 해석이 칸트 논증을 재구성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상에
서 필자가 다소 길게 인용한 것은 이 대목의 논증이 조건의 소급으로서 의도되었다는 가
정을 근거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코스가드(2007, 203쪽) 참조.

73) 필자는 일부러 코스가드가 인용한 부분을, 생략까지 포함해 똑같이 인용하였다.



- 109 -

“어떤 의미에서 칸트는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을 찾는 과정에서 가능한 선택사항
들을 단지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향성의 대상, 경향성, 자연 존재나 
‘사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격-이것이야말로 가능한 선택사항인데-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한 무조건적인 것을 향한 소급을 최소한 암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즉 이것은 우리의 경향성의 대상으로부터 경향성 자체로, 
결국 (나중에는) 우리 자신, 우리의 이성적인 본성으로 소급을 의미한다.”74)

칸트는 목적 그 자체가 될 만한 후보들을 검토하는데(첫 번째 인용), 경향
성의 대상과 경향성, 자연적 존재자와 이성적 존재자를 차례로 살펴보고는 
이성적 존재자가 유일하게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대
목을 코스가드는 “무조건적인 것을 향한 소급” 논증으로 “재구성”한다.(두 
번째 인용) 어떤 대상 X를 나의 목적으로 욕구한다고 해보자. 이 때 X의 가
치가 생겨나는 원천인 목적 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 경향성의 대상
의 경우. 내가 대상 X가 좋다고 여기는 것은 X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
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욕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X를 욕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향성의 대상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므로 목적 그 자체일 수 없다. 둘째, 경향성 자체. 
그렇다면 경향성은 X의 좋음을 근거지울 수 있는가? 경향성의 대상의 좋음
의 근거인 경향성도 그 자체로 선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어떤 경향성은 설
령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좋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75) 이를테
면 나는 내가 가진 경향성들 중에 어떤 경향성은 나의 중장기적인 행복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나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경향성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혹은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좋은 것이라면, 경향성의 좋음의 근거는 행복(나의 행복이거나 모두의 행복)
일 것이다. 셋째, 행복. 하지만 앞서 논의했듯이 나의 행복이나 모두의 행복

74) 코스가드(2007, 202쪽) 참조.
75) 예컨대 어떤 사람은 야채를 싫어하는 경향성을 가지면서도 그러한 경향성이 좋다고 여기

지는 않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야채를 보면 먹지 않고 피하려는 욕구가 생기지만 그러면서
도 자신의 경향성을 바꾸고 싶어 할 수 있다. 이것은 경향성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님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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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순 없이 일관되게 견지될 수 없으므로 목적 그 자체일 수 없다. 나의 
욕구들은 서로 일관되지 않아서 하나의 전체를 형성할 수 없으며, 하물며 나
와 타인의 행복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76) 따라서 행복도 무조건자가 아
니다. 이러한 검토 끝에 코스가드는 경향성의 대상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
는 것은 결국 대상에 대한 나의 승인, 나의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
린다. 이것이 코스가드가 재구성한 소급논증이다.

코스가드의 소급논증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은 소급 논증이 문제의 대
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코스가드의 재구성이 칸트의 도
덕 및 실천 철학을 풍부하게 발전시킨 또 다른 행위 이론일 수는 있지만, 칸
트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목적을 세운다는 것이 인간성이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 
것의 충분조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커스틴이 제기한 것인데77), 
어떤 것이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서 전자가 무조건적인 가치나 여
하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보증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커스틴은 이
를 보여주는 한 가지 유비를 드는데, 대학 졸업식에서 학장이 학생들에게 박
사학위를 수여한다고 할 때, 학생들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학장이 
꼭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그 자신이 가치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으며, 더구나 
무조건적인 가치를 가져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78)

필자는 코스가드의 소급 논증을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위에서 제기된 두 
가지 비판이 코스가드 주장을 제대로 반박한다고 보지도 않는다. 두 번째 반
론을 살펴보면, 코스가드는 단순하게, 커스틴이 비판한 대로, 가치를 부여하
는 자는 무조건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코스가드의 논

76) “선이 이성적인 욕구의 일관된, 조화로운 대상이고 모든 이성적인 존재에게 욕구 능력의 
대상임에 틀림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나 자기 자신의 행복을 제한 없이 선하다
고 간주할 수 없다. 전자는 일관된, 조화로운 대상을 형성하지 않으며, 전자가 그렇다면 
후자는 모든 이성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없다.” 코스가드(2007, 205쪽).

77) 앨리슨도 비슷한 반론을 제기한다. Allison(2011, 213쪽).
78) S. Kerstein, Kant's search for the supreme principle of morality(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58-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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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어떤 것이 좋다면 그 좋음은 정당화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 좋음 근거
의 소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소급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
상의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은 무조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목적의 좋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있는 최종 목적인 ‘목적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최종 목적이 바로 선택하는 능력인 인간성이라는 것이다. 커스틴의 
비판은 코스가드가 주장하는 조건으로의 소급이 정당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 정당화 과정의 종결을 위해 상정돼야만 하는 것이 목적 그 자체인 것이
라는 논점을 놓치고 있다.79)

첫 번째 반론이 코스가드 주장을 반박하는지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한데, 문
제는 코스가드도 자신의 소급 논증이 칸트 논의의 “재구성”임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해석이 칸트의 논의에 문자 그대로 부합하지
는 않으며 칸트가 논의한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갔음을 인정한다. 이를테면 칸
트는 문제의 부분에서 경향성의 대상에서 경향성으로 가는 데에서만 소급을 
언급하며, 행복 문제는 아예 논의하지도 않는다. 코스가드의 소급 논증이 일
단은 칸트의 목적 그 자체 정식 논증 해석으로 제시된 만큼, 만약 칸트가 소
급 논증을 하지 않았다면 코스가드의 소급논증은 칸트의 인간성 논의에 대
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코스가드
의 소급논증이 칸트의 해당 부분에 등장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코스
가드의 소급논증이 반박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왜냐하면 그녀도 
칸트가 실제로 소급 논증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가 
소급논증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스가드의 소급논증을 제대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해석이 

79) 커스틴이 제기한 박사학위 유비는 이렇게 반박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
다고 할 때, 쟁점은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학장이 박사학위 소지자인지 여부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학위가 정당한 학위이기 위해 학위를 수여하는 자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느냐는 것으로, 단순한 졸업식이란 의례의 문제가 아니다. 관건은 학장이나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측이 박사학위를 줄 만한 어떤 조건(이를테면 학위 논문을 제대로 평가할 
만한 수준의 학문적인 격, 적절한 행정적인 지위 등)을 충족해야만 박사학위의 수여가 정
당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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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목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비
판자는 그녀의 논증으로 칸트의 논의를 해석하는 것이 칸트의 목적 그 자체 
정식 논의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코스가드의 해석이 목적 그 자체 정식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아니
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해당 대목에서 소급 
논증을 찾아볼 수 없어서만은 아니고, 소급논증 해석으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목적 그 자체의 무조건적인 가치를 좋음 근거의 소급
을 통해 정당화하려는 코스가드의 소급논증은 결정적으로 한 가지 반론에 
부딪힌다. 코스가드의 소급논증에 대한 세 번째 반론인 우리의 반론은 다음
과 같다. 코스가드의 소급논증에 따라, 인간성이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그러한 위상의 근거는 인간성이 가치 부여자의 위상을 갖기 때문이라고 해
보자. 이것이 맞다면, 이성적 존재자가 선택한 모든 대상 및 행위는 모종의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인간이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행위를 스스로, 자신의 선택으로 했다면 이 행위에도 모종의 가치
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코스가드에 따르게 되면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도 
이성적 행위자가 선택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것이 된다는 불합리한 
생각이 귀결되는 것이다.

방금의 것과 비슷한 반론들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
로 제기되었다. 앨리슨은 코스가드가 인간성의 목적을 세우는 능력이 왜 인
간성을 목적 그 자체로 만들어주는지의 문제는 정작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
판한다.80) 목적을 세우는 능력이 인간성이 목적 그 자체일 필요조건임은 인
정하지만, 충분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오근창
도 비슷한 맥락으로  “목적 수립 능력이 수립한 목적이 늘 가치있다고 볼 
수는 없”81)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 반론들의 요지는 목적을 세우는 능력이 
인간성의 목적 그 자체라는 지위를 뒷받침할 근거일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80) Allison(2011, 213쪽).
81) “그러나 목적 수립에 있어 비도덕적 목적 수립을 배제할 어떤 특정한 제약 같은 것을 코

스가드가 인간성 정식에 대한 해석에서 제시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근창, 「칸트의 인간
성 정식과 도덕적 자율성」(2014,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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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필자는 코스가드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코스가드가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
한 근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는 코스가드와 마찬가지로 목적 그 자체
의 지위를 갖는 이성적 존재자의 특성으로서의 인간성이 도덕성이 아니라 
목적을 세우는 이성적 능력이라고 보지만, 그러한 목적 그 자체의 지위가 정
당화되는 것은 소급논증이 아니라 소거논증을 통해서라고 주장한다. 목적을 
세우는 능력이 인간 및 이성적 존재자를 목적 그 자체로 만들어준다는 생각
은 소급(regress)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거(elimination)를 통해 근거지워진
다.

이제 목적 그 자체 정식 도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자. 이제 필자는 
소거 논증 해석을 전개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

3. ‘목적 그 자체 정식’의 도출

본격적으로 도출 논증으로 들어가기 전에, 목적 그 자체 정식에서의 ‘인간
성’의 의미가 이성성인지 아니면 도덕성인지를 알려면 목적 그 자체 정식의 
특이성을 두 가지 지적해 보자. 칸트가 제시하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은 다음
과 같다.

“그러므로 그 실천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
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GMS. Ⅳ:429, 강조는 칸트)
[“Der practische Imperativ wird also folgender seyn: Handle so, daß du 
die Menschheit, sowol in deiner Person, als in der Person eines jeden 
andern, jederzeit zugleich als Zweck, niemals bloß als Mittel 
brauc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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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하는 주체와 도덕적 행위가 행해지는 대상 
모두가 이성적 행위자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도덕의 주체도 대상도 모두 이
성적 행위자라면서 ‘이성성’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성성이 아니라 인간성이 목적 그 자체로 대해
져야 하는가? 앞서도 논의했지만, 그 이유는 이것이 정언명령이기 때문이다. 
정언명령은 욕구를 가져서 전적으로 이성적이지는 않은 이성적 행위자의 의
지에 이성이 작용하는 방식으로, 이성에 의한 의지의 무조건적인 강요이다. 
그래서 정언명령은 오로지 욕구를 가진 이성적 행위자, 즉 인간에게만 강요
되는 명령이다.

또한 목적 그 자체 정식은 보편법칙의 정식과 달리 복수의 이성적 존재자
를 상정한다. 보편법칙의 정식은 설령 단 한 명의 이성적 행위자만이 존재한
다고 해도 그가 준칙을 세우는 존재인 한 따라야 할 명령이다. 반면에 목적 
그 자체 정식에서는 복수의, 행위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성적 
행위자들이 상정된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자가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규율하는 명령인 목적 그 자체 정식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어떤 
이성적 행위자에게 명령되는 것이다. 요컨대 목적 그 자체 정식은 인간에게 
자신이 행위로서 대할 수 있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성적 존
재자인 인간, 즉 ‘나’에게 실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도출하는 논의로 들어가자.

“이 원리의 근거인즉, 이성적 자연은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한다는 것이다.”(GMS. 
Ⅳ:429)
[“Die Grund dieses Princips ist: die vernünftige Natur existirt als Zweck 
an sich selbst.”]

우리는 위의 명제를 칸트가 마치 사실처럼, 하나의 원리로서 제시한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명제는 아직 정언명령이 아닌데, 이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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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행위의 절대적인 근거로 삼아서 행위할 경우에 
그 행위 원리가 이성적 자연을 무조건적으로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이 될 것이다. 논의의 편의상 필자는 이제부터 저 실천 명제를 
‘목적 그 자체 원리’라고 하고, 저 원리와 목적 그 자체 정식을 구분하겠다.

온전히 이성적인 존재자가 있다면 그는 저 원리를 언제나 실패 없이 자신
의 행위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항상 자신의 행위에서 
이성적 자연을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하는 것으로서 대할 것이다. 이러한 온전
히 이성적인 행위자의 행위 규칙을 기술한다면 우리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의 
기술적 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인간과 같이 온전히 이성적이지
는 못한 존재자는 저 원리를 알고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성의 강요로서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정언명령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목적 그 자체 정식’ 도출에 앞서 ‘목적 그 자체 원리’의 도출이 어
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적 그 자체 원리’를 도출하는 칸
트의 논증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82)

<논증 (가)>
① 목적 그 자체인 것이 있다면, 이것은 가능한 하나의 정언명령의 근거가 

된다.
② 인간을 비롯한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③ 따라서 가능한 정언명령은 인간성을 목적 그 자체로서 존경하라는 것이

다.

첫 번째 전제(①)는 정언명령과 목적 그 자체의 관계를 논의하며, 두 번째 
전제(②)는 목적 그 자체의 존재를 주장하는데, 두 전제로부터 목적 그 자체 
원리가 도출된다. 이제 세 명제를 하나씩 살펴보자.

82) <논증 (가)>는 『윤리형이상학 정초』(Ⅳ:428)의 “이제 나는 말한다”로 시작하는 세 번째 
문단과 목적 그 자체 정식이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그 다음 문단에 걸쳐 칸트가 전개하는 
핵심 논증을 필자가 뽑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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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한 하나의 정언명령과 목적 그 자체

첫 번째 전제 ①은 만일 목적 그 자체인 것이 존재한다면 특정한 어떤 정
언명령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받아들일 만하다. 왜냐하면 목적 그 
자체인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대할 것은 무조건적으로 명령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 그 자체인 목적이 있다면 이것을 목적으로 존중하
라는, 즉 이 존재를 그저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동시에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
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명령된다. 따라서 목적 그 자체인 것이 있다면 그것
은 특정한 어떤 정언명령이 가능할 근거를 준다. 이 “가능한 하나의 정언명
령”이란 목적 그 자체인 것을 목적으로서 존중하라는 명령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목적 그 자체의 조건은 보편적이며 필연적이고 실존하는 
존재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 그 자체는 목적을 세우는 모든 이성적 존재
자가 그 존재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만일 목적 그 자체인 것, 즉 모두가(보편타당한), 가질 수밖에 없는(필연적
인) 목적인 목적 그 자체인 것이 실존한다면, 이것은 가능한 하나의 정언명
령의 근거로서 모두에게 이것을 목적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83) 
그러므로 목적 그 자체인 것이 실존한다면, 그로부터 특정 정언명령의 존재
가 가능해진다는 칸트의 첫 번째 전제는 받아들일 만하다.

(2) 소거 논증

‘목적 그 자체 원리’ 도출의 두 번째 전제는 인간을 비롯한 이성적 존재자
는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제는 앞서 논의했듯이, 소
거 논증을 통해 확보된다.

“이제 나는 말한다: (A)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83) 무언가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의 의미는 뒤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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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실존하며(existirt), 한낱 이런저런 의지의 임의적 사용을 위한 수단으
로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그의 모든,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향한 
행위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보아야 한다. (B) (a) 경향성들의 모든 대
상은 단지 조건적인 가치만을 갖는다. 왜냐하면 만약 경향성 및 그에 기초한 필
요들이 없다면, 그것들의 대상은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향성들 자신은 필요의 원천들로서, 그 자체를 소망할 만한 절대적 가치를 갖지 
못한 것으로,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 그것이 모든 이성
적 존재자의 보편적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의 가치는 항상 조건적이다. (b) 그것들의 현존(Daseyn)이 비록 
우리의 의지에 의거해 있지 않고, 자연에 의거해 있는 존재자(Wesen)들이라 하
더라도, 만약 그것들이 이성이 없는 존재자들이라면,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
치만을 가지며, 그래서 물건들(Sachen)이라고 일컫는다. (c) 그에 반해 이성적 
존재자들은 인격들(Personen)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본성이 그것들을 
이미 목적들 그 자체로, 다시 말해 한낱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
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한에서 모든 자의(Willkühr)를 제한하기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격들은 한낱 그것들의 실존이 우리 행위
의 결과로서 우리에 대해서 가치를 갖는 주관적 목적들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
인 목적들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의 현존(Daseyn) 그 자체가 목적인, 그것 대신
에 다른 어떤 목적도 두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다른 것들은 한낱 수단으로서 
이에 쓰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지 않다면, 도대체가 어디서도 절대적 가
치를 가진 것을 만나지 못할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만약 모든 가치가 조건적이
라면, 그러니까 우연적이라면, 이성에 대한 최상의 실천적 원리는 어디서도 만나
지 못할 터이다.”(GMS. Ⅳ:428, 강조는 칸트, 알파벳은 필자)

인용된 대목은 먼저 결론을 내놓고[(A)] 뒤이어서 근거를 제시하는[(B)] 두
괄식 논증으로 서술되어 있다. 칸트가 결론으로서 증명하려는 바는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로서 실존한다는 것이고, 증명 방법은 목적 그 자체가 
될 만한 후보들을 꼽아서 하나씩 소거하는 것이다. 검토 대상으로는 경향성
의 대상들과 경향성 자체(a), 비이성적인 자연 존재자(b), 이성적 존재자(c)가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후보로 차례대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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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대목을 유심히 보면 검토 후보들 중에서 경향성 자체가 다른 
후보들과 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칸트는 경향성 자체를 하나의 독
립적인 후보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향성의 대상들이란 후보를 검토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84)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칸트가 목적 그 자체의 
후보로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후보는 세 가지로, 경향성의 대상과 자연 존
재자, 이성적 존재자이다.

소거 논증에서 제기될 만한 가장 핵심 문제는 목록의 타당성이다. 이 목록
은 사실 잘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데, 목적 그 자체인 것으로 여겨질 법한 
후보들이 이 목록에서 배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나의 행복이나 모두의 행
복, 정의로운 상태, 아름다움 등은 아예 후보로 언급조차 되지 않는데, 이것
은 매우 이상해 보인다. 이를테면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철학에서 
최종 목적의 후보로 가장 많이 검토되었던 목적으로서, 행복을 목적 그 자체
의 후보에 올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결함으로 보이기까지 한다.85) 그렇다면 
보통 인간의 최종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목적 그 자체의 후보에서 처음부
터 빼놓고 목적 그 자체를 찾는 것이 논증 자체의 건전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른바 ‘소거 논증’을 비판하면서 칸
트가 검토하는 후보들의 수가 너무 적고,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인간성
만이 목적 그 자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성이 아닌 다른 것들은 모두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보여야 하는데, 칸트가 검토하는 후보가 너무 
적고 편향돼 있어서 소거를 통해 이성적 존재자만이 목적 그 자체의 유일한 
후보임을 도출하는 칸트의 결론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앨리슨
은 이것을 가리켜 “간과된 대안 문제(problem of neglected alternatives)”
라고 부른다.86)

84) 이것은 칸트의 소거 논증이 남김없이 모든 후보를 검토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이 문제는 경향성의 대상 논의에서 다뤄진다.

85)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모든 기예와 탐구,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
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며 행복을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최종 목
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강상진 외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2006) 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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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칸트의 소거 논증은 간과된 대안 문제를 결함으로 갖는가? 우리
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칸트는 충분히 많은 수의 후보가 아니라, 가능한 모
든 경우의 후보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행복의 경우는 어떤
가? 칸트는 행복을 목적 그 자체의 후보로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칸트가 소거 논증에서 검토하는 세 후보인 경향성의 대상, 자연적 존재자, 
이성적 존재자의 공통점은 이것들이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자연에서 경험 
가능한 존재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 행복이나 정의 같은 것은 경
험될 수 없는 실존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일종의 관념로, 생각되거나 추론될 
수 있지만 실존하는 것은 아니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의 후보로서 실존하는 
존재자만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칸트는 위의 인용된 부분에서 실존한다는 
말을 강조하며,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서 실존하며existiert(…).”(강조는 칸트)라고 한다. 목적 그 자체는 실
존하는 존재자라는 조건은 앞서 필자가 목적 그 자체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꼽은 것이기도 하다.87)

이처럼 실존하는 존재자라는 조건을 목적 그 자체의 후보가 갖춰야 할 선
조건으로 보면, 우리는 칸트가 소거 논증에서 가능한 모든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실존하는 존재자는 칸트의 세 가지 후보
들 중에 하나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앨리슨과 커스틴
의 비판은 소거 논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목적 
그 자체로서, 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실천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
한 모든 “실존하는” 존재자는 경향성의 대상이거나, 비이성적인 자연 존재자
이거나, 이성적 존재자뿐이다. 칸트는 소거 논증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
토하였다. 따라서 그의 검토 과정이 맞다면 이성적 존재자만이 목적 그 자체
일 수 있다는 칸트의 결론도 맞다.

86) Allison(2011, 221쪽).
87) 실존하는 존재자여야 한다는 목적 그 자체의 조건에 대해서는 본고의 3부 초반 부분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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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칸트의 ‘소거 논변’을 살펴보자. 논증의 목적은 목적 그 
자체인 존재자를 찾는 것이며, 칸트가 내리는 결론은 이성적 존재자가 바로 
그런 존재자라는 것이다. 소거 논증의 세 후보를 차례로 살펴보자.

① 첫 번째 후보 : 경향성의 대상

경향성의 대상은 모두 조건적인 가치만을 갖는다. “왜냐하면 만약 경향성 
및 그에 기초한 필요들이 없다면, 그것들의 대상은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이
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치가 조건적이라는 것은 가치가 독립적이지 않고 다
른 것에 자기 가치를 의존한다는 것이다. 경향성의 대상의 가치는 조건적인
데 왜냐하면 경향성의 대상의 가치는 경향성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에서 발
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물건이나 돈, 명예 등은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는 
누군가가 그것을 욕구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욕구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경향성의 대상의 가치는 경향성에 의존하므로 
경향성의 대상은 목적 그 자체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경향성의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성 자
체의 가치는 혹시 무조건적이지 않은지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경향성 자체는 
무조건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경향성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모든 경향성으로부터 “완
전히 자유로운 것”이 “오히려”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보편적 소망”일 정도
라고 말한다. 그러나 칸트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지 않아도 이성적 
존재자가 자신의 경향성들 중에 하나라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면 칸트의 주
장은 성립된다. 우리는 자신의 경향성을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향성 자체에 대한 검토는 어디까지나 소거 논증의 부수적인 논의
이다. 경향성 자체는 경향성의 대상의 가치에 이어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것
이다. 논의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경향성의 대상이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지
이다. 그래서 칸트는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모든 
대상의 가치는 항상 조건적이다.”라고 하며 경향성 자체 논의로부터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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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 논의로 되돌아온다.

② 두 번째 후보 : 비이성적인 자연 존재자

다음으로 검토될 후보는 우리 이성적 존재자가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자
연에 의거해 있는” 존재인 이성이 없는 존재자들이다. 동물이나 식물이 그런 
존재자일 것이다. 이러한 소위 ‘자연 존재자들’의 특징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는 않았지만 자연에 실존한다는 것으로, 인간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칸트는 이러한 자연 존재자들이 단지 수단이며 목적 그 자체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한 가지 힌
트는 칸트가 자연 존재자들을 “물건”(Sachen)이라고 부르면서 물건을 이성
적 존재자들을 가리키는 “인격(Personen)”과 대비시킨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자연 존재자가 단지 수단인 이유는 인격이 목적인 것과 상관이 있을 것
이다. 그렇다면 왜 물건은 인격과 달리 목적 그 자체가 아닌가? 자연 존재자
와 이성적 존재자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자연 존재자는 이성적 존재자와 
달리 이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 존재자들이 이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 존재자가 “단지 수단”으로 대해져도 된다는 것의 근거
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을 갖는 인격이라는 것과 인격이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 연결을 밝히려
면 이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우리는 이성적 존재자를 
다루면서 종합적으로 논의해보자.88)

③ 마지막 후보 : 이성적 자연 존재자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인 이유는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 존재자의 
본성상 그렇다는 것이다.

88) 본고의 3부의 4-(1)-②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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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것들의 본성(Daseyn)이 그것들을 이미 목적들 그 자체로 다시 말해 
한낱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한에
서 모든 자의(Willkür)을 제한하기 […] 때문이다.”(GMS. Ⅳ:428)

인용에서의 이성적 존재자의 “본성”이란 아마 이성적 존재자의 이성성을 
가리킬 것이다. 바로 앞에서 이성이 없는 자연 존재자는 단지 수단이 되고 
이성을 갖는 자연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라고 칸트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우리가 칸트의 소거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성이 무엇
이고 이성성의 정확히 어떤 특징이 그를 본성상 목적 그 자체로 만드는지를 
알아야 한다. 즉 인간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89) 그러나 이 논의는 논증 자
체보다는 개념의 의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순서상 우리는 이 문제
를 다음 장에서 다루겠다. 소거 논증의 마지막 단계를 보기 위해 앞서의 긴 
인용문에서 특히 마지막 부분을 검토해보자.

“그러므로 인격들은 한낱 그것들의 실존이 우리 행위의 결과로서 우리에 대해서 
가치를 갖는 주관적 목적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인 목적들이다. 다시 말
해, 그것들의 현존(Daseyn) 그 자체가 목적인, 그것 대신에 다른 어떤 목적도 
두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다른 것들은 한낱 수단으로서 이에 봉사해야 할 것
이다. 왜냐하면 이렇지 않다면, 도대체가 어디서도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을 만
나지 못할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만약 모든 가치가 조건적이라면, 그러니까 우
연적이라면 이성에 대한 최상의 실천적 원리는 어디서도 만나지 못할 터이
다.”(GMS. Ⅳ:428)
[“Dies sind also nicht bloß subjective Zwecke, deren Existenz, als 
Wirkung unserer Handlung, für uns einen Werth hat; sondern objective 
Zwecke, d.i. Dinge, deren Daseyn an sich selbst Zweck ist, und zwar 
ein solcher, an dessen Statt kein anderer Zweck gesetzt werden kann, 
dem sie bloß als Mittel zu Diensten stehen sollten, weil ohne dieses 
überall gar nichts von absolutem Werthe würde angetroffen werden; 

89) 그러나 이성성의 의미 문제는 목적 그 자체 원리의 도출 논증을 다루는 현 맥락에서 논
의하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이 부분은 3부 4장-(1)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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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n aber aller Werth bedingt, mithin zufällig wäre, so könnte für die 
Vernunft überall kein oberstes practisches Princip angetroffen 
werden.”]

인용된 대목을 꼼꼼히 보면 한 가지 맥락상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점
이 발견된다. 위의 논증에서 실제로 증명되는 것은 이성적 존재자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 결론은 그 전까지의 논의에서 칸트가 우리에게 
예고하던 그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칸트는 앞서 소거 논변을 통해 경향성
의 대상과 비이성적인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이 밝혔으니, 이
제부터는 이성적 존재자라는 마지막 후보가 목적 그 자체인지 아닌지를 밝
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이성적 존재자도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면 
목적 그 자체인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이 대
목에서 우리에게 기대된 결론은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실제로 증명되는 것은 인간성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칸트는 약속한 것과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인가? 그러나 성급
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 대목의 논증을 더 살펴봐야 한다. 이 논증
에서 혹시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이 함축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용
에서 칸트가 전개한 논증을 정리해 보자.

(1) 인격이 절대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면,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을 만날 
수 없다.

(2) 모든 가치가 조건적이라면, 이성에 대한 최상의 실천 원리는 만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성에 대한 최상의 실천 원리가 있다면 인격은 절대적 가치
를 갖는다.

이 논증은 타당하다. 또한 결론이 조건문이라는 것은, 조건문의 전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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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절에서 증명될 것이 약속되고 있으므로90),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칸트가 
약속한 대로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3절에서 정언명령이 가능함이 증명된다
면 전건이 증명될 것이고, 전건이 맞으면 후건도 증명될 것이므로 인격이 절
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여기서 
칸트가 증명해야 할 것은 ‘이성적 존재자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성적 존재자가 절대적 가치를 가짐에서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임이 
도출돼야만 한다.

그런데 위의 결론(3)으로부터 이성적 존재자(혹은 인격)가 목적 그 자체라
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은 인격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과 
인격이 “객관적인 목적”이라는 두 가지 전제로부터 도출된다.

이 두 가지 전제를 칸트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위의 인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인격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므로 객관적인 목적이다.(“왜냐
하면 이렇지 않다면 도무지 어디서도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을 만나지 못할 
터이니 말이다.”) 둘째, 객관적 목적은 곧 목적 그 자체이다.(“그러므로 인격
들은 (…) 오히려 객관적인 목적들이다.”) 첫째와 관련해, 칸트는 인용에서 
인격이 객관적인 목적인 이유로 인격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근거
로 댄다. 둘째와 관련해서는, 객관적 목적과 목적 그 자체(인용에서의 “현존 
그 자체”)는 인용에서 “다시 말해”로 연결되어 같은 것으로 취급된다. 그렇
다면 위의 인용 전체를 논증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논증 (나)>91)

90)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의 여러 대목에서 정언명령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 즉 
이성에 대한 최상의 실천 원리가 가능함에 대한 증명은 3절에서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91) 소거 논증까지 포함해서, <논증(가)>의 전제 ②를 증명하는 전체 논증은 다음과 같이 구
성할 수 있다.

<논증 (다)>
1. 목적 그 자체인 존재자가 있다면, 이것은 가능한 정언명령의 근거가 된다.
2. 절대적 가치를 갖는 존재자는 객관적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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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성에 대한 최상의 실천 원리가 있다면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 있
다.

(2) 이성에 대한 최상의 실천 원리가 있다.
(3) 인격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4)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은 객관적인 목적이다.
(5) 객관적인 목적은 곧 목적 그 자체이다.
(6) 그러므로 인격은 목적 그 자체이다.

<논증 (나)>의 전제 (2)은 현 논의 단계에서 맞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92) 
전제 (3)은 근거는 인격 외의 절대적 가치를 가진 어떤 것도 만날 수 없다는 
것으로 뒷받침되는데, (“왜냐하면 이렇지 않다면, 도무지 어디서도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을 만나지 못할 터이니 말이다.”) 이러한 인격의 위상은 앞서
의 소거 논변을 통해 확보되었다. 전제 (4)는 위 인용에서는 그 근거가 제시
되지는 않지만 추론될 수 있다.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그 가치가 조
건적이지 않고 우연적이지 않다는 것, 즉 무조건적이고 필연적이라는 것이
다. (“그러나 만약 모든 가치가 조건적이라면, 그러니까 우연적이라면 이성
에 대한 최상의 실천적 원리는 어디서도 만나지 못할 터이다.”) 그런데 조건
적이고 우연적인 것은 주관적인 목적이므로, 반대로 조건 없이 필연적인 목

3. 객관적 목적인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이다.
4.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존재자의 후보는 경향성의 대상, 비이성적 자연 존재자, 이성적 

자연 존재자이다.
5. 경향성의 대상과 비이성적 자연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일 수 없다.
6. 따라서 인격이 절대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면,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은 아예 만날 수 없

다.
7. 모든 가치가 조건적이라면 무조건적인 실천 원리는 없다.
8.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실천 원리가 있다면 인격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9. 무조건적인 실천 원리가 있다.
10. 정언명령이 있다.
11. 따라서 인격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12. 그러므로 인격은 목적 그 자체이다.
13. 그러므로 가능한 정언명령이 있다.
92) 전제 (1)은 『윤리형이상학 정초』 3절과 『실천이성비판』에서 증명된다. 그리고 전제 (1)인 

“이성에 대한 최상의 실천적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보된다면, <논증 (나)>를 통해 인
격이 목적 그 자체임이 증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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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객관적 목적일 것이므로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은 객관적 목적일 것이
다. 그런데 객관적인 목적은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할 것이므로 전제 (5)도 성
립한다.

이상의 해석은 소거 논증을 바탕으로 칸트의 논증을 구성한 것이다. 우리
가 구성한 소거 논증의 장점은 코스가드의 소급 논증에 비해 텍스트 관련성
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소거 논증은 소급논증에 단골로 제기되는 인간성의 
목적 그 자체라는 목적으로서의 지위와 인간성의 목적을 세우는 능력 간의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맡게 되지도 않는다. 모든 존재자들 중에
서 목적 그 자체로서 행위에 무조건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존재는 목적 그 
자체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이제 우리에겐 인간성, 혹은 이성적 존재자의 정
당성 문제가 남아있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겠다.

(3) 결론: 목적 그 자체 원리의 도출

<논증 (나)>를 통해 ‘인간을 비롯한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 존재
한다’는 <논증 (가)>의 두 번째 전제가 증명되므로, <논증 (가)>의 결론인 
‘따라서 가능한 정언명령은 인간성을 목적 그 자체로서 존경하라는 것이다’
도 도출된다. 그런데 <논증(가)>의 결론인 목적 그 자체 정식과 <논증 (나)>
의 결론은 거의 같은 것으로, 차이는 전자는 ‘인간성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
야 한다.’는 명령이고 후자는 ‘인간성은 목적 그 자체이다.’라는 직설법의 명
제라는 법(mood)이 다르다는 것뿐이다. 앞서 우리는 전자를 목적 그 자체 
정식라고 불렀고, 후자는 목적 그 자체 원리라고 불렀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각각이 적용되는 주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직설
법의 기술적인(descriptive) 원리인 후자는 온전히 이성적인 존재자가 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기술한 것이지만, 전자는 명령법으로 욕구를 가진 이성적 
행위자에게 이성이 강요하는 규범적인 원리이다. 온전히 이성적인 존재자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인간성을 동시에 목적으로 대할 것이다. 목적 그 자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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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이러한 존재자들의 행위 원리를 기술한 것이고, 반면에 욕구를 가진 이
성적 존재자는 언제나 이성의 원리에 따르지는 않으므로 이들에게는 인간성
을 목적으로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할 의무인 목적 그 자체 정식이 강
요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목적 그 자체 원리는 인간에게는 목적 그 자체 정
식으로서 정언적으로 명령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증에 대해 한 가지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이 논증이 순환적이
라는 것이다. 애초에 ‘목적 그 자체’가 필요했던 이유는 정언명령을 정초하
기 위해서였는데, ‘이성에 대한 최상의 실천 원리가 있다.’는 <논증 (나)>의 
전제 (1)은 이미 정언명령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우리가 해석한 칸트의 논증은 증명하려는 것을 증명 과정에서 전제로 
넣어버리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성에 대한 최상의 실
천 원리”와 “가능한 하나의 정언명령”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전자는 직설법으로 표현되며 온전한 이성적 행위자가 따르는 실천 이성의 
원리를 기술한 명제이지만, 후자는 욕구를 가진 이성적 행위자를 규범적 원
리이다. 또한 전자는 실천 원리 일반을 말하는 반면, 후자는 목적 그 자체 
원리의 정식이라는 특정한 정언명령을 가리킨다.93) 여기서 증명되지 않은 것
은 무조건적인 명령으로서의 정언명령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증명된 것은 만
일 정언명령이 존재한다면 특정한 행위들이 정언적으로 명령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도출하는 논증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 논증을 바탕으로 인간성과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의미, 목적 그 자체 정식
의 정당화를 살펴보자.

4. ‘목적 그 자체 정식’의 해석

93) 이러한 특정한 정언명령이 특정 행위를 명령하는 실질적인 정식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2
부 3-(3)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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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의 마지막 장인 이 장의 목표는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성의 의미와 
그 정당화에 대한 최종적인 필자의 해석을 내놓는 것이다. 먼저 목적 그 자
체 정식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칸트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의미를 밝히고,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위상을 칸트의 행위 이론 및 도
덕 이론 내에 자리매김한 뒤에, 마지막으로 인간성의 의미와 그 정당화에 대
한 필자의 해석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의미

① 행위의 최종 목적으로서의 인간성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도출한 뒤에 칸트는 보편법칙의 정식에서 살펴보았던 
네 가지 사례를 다시 검토하는데, 그 첫 번째 사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
한 의무의 일례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의 경우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생이 끝날 때까지 견딜 만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목적 그 자체 정식은 “인간을 불구로 만들
거나, 훼손하거나 죽일 수 없다.”(Ⅳ429)는 것을 함축하며, 그의 이성은 목적 
그 자체 정식에 따라 자살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그런데 괴로운 상태를 피
하기 위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안락한 (혹은 고통 없는) 상태를 위해 
자기 자신(“selbst”)을 희생하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수
단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고 수단
으로만 대하지 말 것이 무조건적으로 명령되므로 예의 이성적 행위자인 인
간은 위의 이유로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례를 자세히 검토해 보자. 예의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목적으로 추구
하려는 것은 안락한 상태 혹은 고통 없는 상태이다. 그는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고통 없는 상태, 즉 자신의 행복을 목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다. 그런데 이 때 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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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고 
있다. 칸트의 목적 그 자체 정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 자신과 자기 행
복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칸트는 예의 행위자가 행복이란 목적
을 위해 “자기 자신”94)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 보고, 자기 자신을 수단으
로 사용하는 것이 도덕성의 요구에 어긋난다고 본다. 인간성을 목적 그 자체
로 대한다는 것은 심지어 자신의 행복보다 인간성을 더 우선하는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며, 자신의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위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칸트의 사례 분석에서 우리는 목적의 한 가지 특징을 추론할 수 
있는데, 목적들 간에는 위계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이성적 행위자들은 욕구를 갖고 행위를 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
시키기 위해 목적 및 준칙을 세우는데, 그가 세운 여러 목적들은 서로 충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욕구들은 다양하고 변덕스러워서 일관적이지 않으며, 
그래서 그의 목적들끼리는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위자는 
충돌하는 목적들 중에 어떤 목적은 추구하고 다른 목적은 포기하거나 미뤄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성적 행위자에게 가치
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성적 행위자의 목적들은 우선순위
에 의해 위계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하위 목적들은 상위 목적을 위해 
추구되거나 폐기되며, 목적들 간에는 하위 목적과 상위 목적이라는 상대적이
면서 위계적인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95)

목적의 이러한 특징은 목적 그 자체 개념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해
준다. “목적 그 자체”라는 목적은 목적들이 맺는 이러한 위계에서도 절대로 
상대화되지 않는 목적, 수단이란 지위에만 머물지 않고 언제나 목적이기도 
한 그런 목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목적 그 자체보다 상위 목적은 없다 

94) “Wenn er, um einem beschwerlichen Zustande zu entfliehen, sich selbst 
zerstört, so bedient er sich einer Person, bloß als eines Mittels, zu Erhaltung 
eines erträglichen Zustandes bis zu Ende des Lebens.”(GMS. Ⅳ:429).

95) 이를테면 물질적 쾌락이 최종 목적인 행위자가 있다면 그가 세우는 모든 목적들은 물질
적 쾌락이라는 최종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이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어떤 목
적이 이 목적과 충돌한다면 물질적 쾌락에 기여하지 않는 목적은 폐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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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적은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 그 자체 
정식이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바는 인간성이 어떤 다른 상위 목
적을 위해 추구돼선 안 된다는 것, 수단으로만 쓰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심
지어 행복조차도 인간성보다 상위 목적일 수는 없으며, 인간성은 언제나 행
위에서 최종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목적 그 자체의 이러한 특성을 이 목적이 결과를 산출하는 적극적
인 목적이 아닌 소극적이고 자립적인 목적이라는 것과 결부시키면 흥미로운 
귀결이 나온다. 도덕적 행위의 목적인 목적 그 자체는 목적 위계의 정점에 
있는 목적이면서도 결과 표상은 아니다. 도덕적 행위의 목적인 인간성은, 목
적 그 자체로서, 모든 목적에 앞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추구는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 그 자체의 소극적인 특성을 행위 이론 일반에서 보면 흥미로운 
귀결이 나온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목적을 세우고, 수단
을 궁리하고, 이것들을 포함하는 준칙을 만든다. 여기서 인간이 세우는 목적
은 욕구를 만족시킬 어떤 결과 표상이지 인간성은 아니다. 그렇다면 목적 그 
자체 정식이 말하는 도덕성의 요구는 인간이 행위에서 세우는 모든 적극적
인 목적,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결과로 표상하는 모든 목적은 인간성이란 
목적을 해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조건적으로 추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욕구를 위해 세워진 목적의 위계 관계에 정점이 행복이라고 한다
면, 행복 목적과 인간성 목적 간의 관계는 행복이 다른 하위 목적들과 맺는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행복과 그 하위 목적들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관계에 
있다면, 행복과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성은 수단-목적의 관계는 아니다. 
행복은 인간성을 해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추구되는 것이지, 인간성을 위해 
추구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의 목적인 목적 그 자체는 행복과 
같은 욕구 충족을 위해 위계지어진 수단-목적과는 별개로 성립하는 목적이
다. 목적 그 자체는 단순히 목적들 위계의 최상위에 있는 최종 목적이 아니
라, 그러한 위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야말로 자립적인 목적인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코스가드의 소급 논증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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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가드의 해석에서 목적 그 자체는 하나의 선적인 위계를 소급을 통해 거
슬러 올라가서 인간성이라는 최종 목적에 도달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성이란 목적은 욕구의 목적 위계와는 독립적으로 성립하면
서 욕구의 최종 목적을 제한하는 소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② 목적을 세우는 능력으로서의 인간성

칸트가 드는 두 번째 사례는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 약속을 하는 사람의 
경우이다. 이 경우 거짓 약속을 당하는 사람, 즉 돈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거짓 약속을 하는 사람에게 한낱 수단으로 대해지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채 거짓 약속을 
하는 사람이 갖는 비밀스런 목적에 자신의 행위로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거짓말 때문에 거짓 약속을 당하는 사람은 거짓 약속을 한 사람의 목
적을 자신의 것으로도 만들 선택할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약속에 의해 나의 의도를 위해 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에 대한 나의 처신 방식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자신 이 행위의 목적
을 함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GMS. Ⅳ:429-30)

거짓 약속을 당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 나름의 
목적을 세울 것이다. 이를테면 그는 이자를 받아 돈을 불리겠다는 목적을 세
울 수도 있고, 곤경에 처한 친구를 잠시 도와주겠다는 목적을 세울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면 돈을 빌려주는 자의 목적은 무
용해 질 것이며, 그의 행동이라는 수단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엉뚱한 목
적에 봉사한 게 될 것이다.

거짓 약속 사례의 핵심은 이성적 행위자 A가 다른 이성적 행위자 B를 수
단으로만 대한다는 것의 의미로, A가 행위로서 B와 실천적인 관계를 맺으면
서도(B를 대하면서도) 그 행위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B와 공유하려 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성적 행위자 A가 이성적 행위자 B를 수단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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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목적을 공유하려 하지 않을 경우, A는 B를 물건으로 대하고 인격
으로서 대하지는 않은 것이다. 목적 그 자체 정식은 이성적 행위자 B를, 인
간성을 가진 존재로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데, B에게 거짓
약속을 한다면 A는 이 명령을 어긴 것이다. 왜냐하면 A는 B가 그 자신의 행
동을 단지 A가 가진 목적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A의 
거짓 약속으로 인해 B는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지 못
한다. 그는 그 자신의 행위로부터 소외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 이성적 행위자 B가 자기 자신의 행위에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목적
을 세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일 B가 물건이나 이성이 없는 생명체였다
면 이성적 행위자 A가 B를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만 대했다는 것이 전혀 문
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건과 같은 이성이 없는 존재는 목적을 세
울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으니 그의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 존재자는 본능에 따라서만 작용하는 존재로, 스스로 준
칙을 세울 수 없고 스스로 규칙을 세워서 스스로를 결정하지도 못한다. 따라
서 이성이 없는 존재자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으므로, 
이성이 없는 자연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일 수 없다.

이에 반해 이성적 존재자는 이성 덕분에 목적을 세울 수 있다. 목적 그 자
체 정식은 이성적 행위자가 행위로써 다른 이성적 행위자와 실천적으로 교
통할 때 그를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데, 이는 이성적 존재자
를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은 그가 목적을 세우는 존재임을 무시하고 존중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목적을 세우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렇다면 목적을 세우는 능력이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을 충
분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증명돼야만 인간성은 곧 목적을 세우
는 능력이라는 것도 증명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칸트의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성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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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대한다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의 두 가지 의미를 이끌어내었다. 이
성적 존재자를 단지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한다는 
것은 첫째로, 이성적 존재자가 추구하는 그 어떤 목적도, 심지어 자신이 최
종적으로 추구하는 어떠한 목적(이를테면 행복)이라도 인간성을 존중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이고자 하는 이성적 존
재자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성적 존재자를 해쳐선 안 되며, 
이성적 존재자를 언제나 동시에 그의 행위의 최종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96) 
둘째로, 이성적 존재자를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한다는 것은 그를 목적을 
세우는 존재로서 그에 걸맞게 대우한다는 것으로, 다른 이성적 행위자의 목
적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적 존재자가 자기 행위가 소용되는 목적
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의 목적은 무시되는 것이며, 
이것은 목적을 세우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그에 합당하게 대우받지 못한 것
이다.

목적 그 자체는 욕구의 위계에 따른 수단-목적 체계에서의 목적과는 독립
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별도로 추구되는 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른 
행위를 하면서 언제나 해치지 않도록 염두에 둬야 하는 소극적인 목적이다.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은 소극적 목적으로서 결과 표상인 적극적 목적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자립적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목적의 이러한 두 체
계를 나중에는 또 다른 개념틀로도 포착하는데, 이성적 행위자가 세우는 목
적과 이성적 행위자 자신이다. 칸트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존중되어 목적 그 
자체 정식이 지켜지는 이성적 행위자들의 공동체를 “목적의 나라(eines 
Reichs der Zwecke)”라고 부른다.97)

96) 목적들 간의 위계 관계 논의는 목적론을 논하는 본 논문의 4부에서 상세하게 다뤄진다.
97) “나는 ‘나라’라는 말이 공동의 법칙들에 의한 서로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의 체계적 결합

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법칙들은 그것들의 보편적 타당성에 따라 목적들을 규
정하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자들의 개성적인 차이와 함께 그것들의 사적인 목적들의 일체 
내용을 도외시한다면, 체계적으로 연결된 (목적 그 자체인 이성적 존재자들의, 그리고 개
개 이성적 존재자가 스스로 세울지도 모르는 고유한 목적들의) 모든 목적들의 전체가 생각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서 말한 원리들에 따라서 가능한, 목적들의 나라가 생각될 수 있
다.”(GMS. Ⅳ: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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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원리로의 이행

우리는 인간성이 의미하는 바가 도덕적일 수 있는 능력(앨리슨)이나 도덕
을 실행하는 능력(딘)이 아니라 도덕성으로 한정되지 않는 이성적 능력, 특
히 목적을 세우는 능력이라고 본다. 이것은 코스가드와 같은 주장이긴 하지
만, 우리는 코스가드와는 전혀 다른 근거를 통해 이 주장을 뒷받침돼야 한다
고 본다.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논의하면서 인간성의 의미를 밝혀내려고 했던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간성의 의미를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정당화 문제와 결
부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인간성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건 간에 그 의
미는 인간성이 정당하게 목적 그 자체로서 성립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인간성을 이성성이라 보는 코스가드나 앨런 우
드의 해석에 이들이 가하는 비판은 인간성이 이성적 능력이라면 인간성이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칸트의 주장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는 인간성의 의미 문제와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정당화 문제는 전
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목적 그 자체 정식에서 목적 그 자체로 존
중받아야 하는 것은 선택을 하고 목적을 세우는 존재로서의 인간이지, 도덕
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인 인간성의 의미와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정당화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정당화 논증을 
살펴본 뒤에, 우리의 해석에 제기될 비판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겠다.

① 칸트의 최종 논증

앞서 보았듯이 칸트는 ‘이성적 본성은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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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 원리를 증명하는 <논증 (나)>와 ‘소거 논증’으로부터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도출한다. (<논증 (가)>가 바로 그 정식이다.) 그런데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성립에서 칸트는 한 단계가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목적 그 자체 원리
가 단지 주관적인 원리가 아닌 객관적인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논증을 최종 논증이라 부르겠다.

“그러므로 무릇 최상의 실천 원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관련한 
정언 명령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구에
게나 목적인 것의 표상으로부터 의지의 객관적 원리를 형성하고, 그래서 보편적 
실천 법칙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 원리의 근거인즉, 이성
적 자연은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현존을 이렇게 표상한다. 그런 한에서 이 원리는 그러므로 인간 행위들의 주관적 
원리이다. 그러나 또한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자도, 나에게도 타당한 바로 그 동
일한 이성 근거를 좇아 그의 현존재를 그러한 것으로 표상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동시에 객관적 원리로서, 최상의 실천 근거인 이 원리로부터 의지의 모든 법칙이 
도출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 실천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GMS. 
Ⅳ:428-29, 강조는 칸트)
[“Wenn es denn also ein oberstes practisches Princip, und, in 
Ansehung des menschlichen Willens, einen categorischen Imperativ 
geben soll, so muß es ein solches seyn, das auch der Vorstellung 
dessen, was notwendig für jedermann Zweck ist, weil es Zweck an sich 
selbst ist, ein objectives Princip des Willens ausmacht, mithin zum 
allgemeine practischen Gesetz dienen kann. Der Grund dieses Princips 
ist: die vernünftige Natur existirt als Zweck an sich selbst. So stellt 
sich notwendig der Mensch seyn eignes Daseyn vor; so fern ist es also 
ein subjectives Princip menschlicher Handlungen. So stellt sich aber 
auch jedes andere vernünftige Wesen sein Daseyn, zufolge eben 
desselben Vernunftgrundes, der auch für mich gilt, vor; also ist es 
zugleich ein objectives Princip, woraus, als einem obersten practischen 
Grunde, alle Gesetze des Willens müssen abgeleitet werden könne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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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sche Imperativ wird also folgender seyn: Handle so, daß du die 
Menschheit, sowol in deiner Person, als in der Person eines jeden 
andern, jedezeit zugleich als Zweck, niemals bloß als Mittel brauchest.”]

인용에서 칸트는 “이성적 자연은 목적 그 자체로서 실존한다.”는 목적 그 
자체 원리가 주관적 필연성을 갖는다고,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의 현존을 필연
적으로 목적 그 자체라 표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 원리는 “인간 행위들
의 주관적 원리”라고 주장한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표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는 주관적 원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표
상할 수밖에 없다’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이 될 수 없다. 인간성 원리는 자기 
자신의 인간성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인간성이 목적 그 자
체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을 명령법으로 바꾼 것이 목적 그 자체 정식이
기 때문이다. 목적 그 자체 원리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주관적
으로 필연적인 인간성 원리는 객관적 필연성을 획득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표상한다는 주관적 원리는 행위의 궁
극 목표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모든 행위는 
목적을 가지며, 모든 이성적 행위자는 무언가를 위하여 행위를 한다. 하지만 
목적은 행위마다 다양하고 심지어 상충할 수도 있으므로 조화로운 행위자이
려면 그의 목적들은 목적- 수단, 혹은 상위 목적-하위 목적으로 위계지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욕구는 변덕스럽고 무작위여서 그런 욕구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세운 목적들 간의 충돌을 피하려면 목적들 간에 위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능하면 이러한 위계질서는 정당화되어야 한다. 따
라서 자기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표상한다는 것은 목적들의 위계에서 최종 
목적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둔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원리로서 이성적 
자연은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한다는 것은 모든 이성적 행위자는 행위의 최종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주관적으로 필연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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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의 행위와 나의 목적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부에서 살펴보
았듯이 일어나는 어떤 작용을 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작용이 다
름 아닌 내가 세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때
문이다. 나는 목적을 세우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한다. 그렇
다면 어떤 목적이 나의 목적인가? 나의 목적은 내가 스스로 세운 목적이면 
된다. 그 외의 다른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 나의 목적이라고 반드시 나의 행
복이나 이득에 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나의 목적이 이타적이거나 
나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세웠다면 나의 목적인 것이다. 따
라서 나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승인한 목적과 다르지 않다.

인간성의 주관적 원리에서 객관적 원리로 나아가는 칸트의 논증을 필자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논증 (라)>
(1) 목적 그 자체인 목적은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목적으로 표상된다.
(2)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목적으로 표상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의지의 객관적 원리를 형성할 수 있다.
(3) 의지의 객관적 원리는 보편적 실천 법칙으로 쓰일 수 있다.

<논증 (라)>의 핵심 전제는 (1)인데, 여기서 필연적인 목적, 즉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목적으로 표상되는 것”이란 말이 애매하다. 한 편으로 이 목적은 
주관적으로 필연적이어서 자신의 인간성만은 각자에게 필연적으로 목적이라
는, 하지만 다른 이성적 존재자의 인간성은 필연적 목적은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다. 다른 편으로 이 목적은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목적, 즉 모두의 인간
성이 필연적으로 목적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필연적 목적의 의미가 둘 중
에 어느 쪽이냐에 따라 결론의 “보편적 실천 법칙”은 객관적인 목적 그 자
체 원리일수도 있고, 아니면 주관적인 목적 그 자체 원리일 수도 있는 것이
다. 하지만 칸트가 이로부터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끌어내고 있으므로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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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상 필연적인 목적은 결국에 후자로 해석돼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
자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필자는 먼저 주관적 원리에서 객관적 원리로 나아가는 칸트의 최종 논증에 
대한 앨리슨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의 해석을 내놓도록 하겠다.

② 앨리슨의 소급 논증

앨리슨은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목적 그 자체 원리(‘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의 인간성을 목적 그 자체라 여길 수밖에 없다.’)가 정당함을 보여주기 위해 
소급 논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논증은 코스가드가 전개하는 소급논증과는 
다른데, 코스가드의 소급논증이 어떤 목적의 좋음을 완전하게 정당화해주는 
조건을 찾기 위해 조건의 소급을 통해 무조건자를 찾는 것이었다면, 앨리슨
의 논증은 수단과 목적(혹은 하위 목적과 상위 목적)을 연결하는 ‘위하여’라
는 고리로 목적들을 소급해서 최종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98) 앨리슨의 논리
는 이렇다. 어떤 수단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며, 이 목적은 또한 그
보다 상위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서 행해진다. 그리고 이 상위 목적도 그
보다 상위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또 이 목적도 그보다 더 상위의 목
적을 ‘위해’ 수단으로 행해질 것이다. 이처럼 수단-목적의 ‘위하여’라는 위계 
관계를 소급해 상위 목적으로 나아가다보면 결국에는 가장 상위의 목적인 
‘목적 그 자체’와 마주치게 된다. 목적 그 자체란 다른 것에 의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목적들은 이것을 위한 수단이 되는 최종적인 
목적을 가리킨다. 그래서 인간성이 목적 그 자체라는 칸트의 주장은 다른 목
적들은 모두 인간성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인간성 그 자체는 다른 목
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한 앨리슨은 목적 그 자체 정식이 주관적으로 필연적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목적을 세우면서 나는 그것을 ‘나의 목적’이라고 부른다. 그
러나 이것은 모든 목적이 나의 이익을 위해 세워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타

98) 이하의 논의는 Allison(2011, 223-29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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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적도 나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앨리슨은 목적이 ‘나의 것’
이라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 가지는 그것이 내가 
세운 목적(“the one who set the end”)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나를 위해 목적으로서 세워진다(“the one for whom it is an end”)는 것
이다. 전자는 목적 설정자로서의 나이고, 후자는 그로 인해 목적이 설정되는 
나이다. 그런데 나의 모든 목적들이 나를 위해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목적 그 자체로서의 ‘나’가 최상위 목적이라면, 이 ‘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적 가치를 갖는 이 ‘나’는 목적을 세우는 자로서
의 나인가, 아니면 그를 위해 목적이 세워지는 자로서의 나인가? 앨리슨의 
주장은 후자의 ‘그를 위해 목적이 세워지는 자로서의 나’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나’로서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코스가드의 소급 논증은 
전자의 ‘나’가 목적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유감스럽게도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앨리슨의 이러한 주장을 직접적으
로 뒷받침하는 구절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앨리슨은 세 가지 이유에서 후
자의 ‘나’로 해석하는 편의 장점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데, 첫째, 자신을 목적 
설정자로 보는 것보다는 그를 위해 목적이 설정되는 자로 보는 것이 자신에
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에 더 적합하다. 나를 위해 목적이 설정되는 그 
‘나’라면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둘째, 행위자가 목
적을 설정한다면 그로써 행위자는 그를 위해 목적이 설정되는 자인 자신에
게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그래서 설령 전자의 목적 설정자로서 ‘나’로 해석
하더라도 후자의 ‘나’가 절대적 가치를 가짐은 함축된다. 셋째, 그를 위해 목
적이 설정되는 자로 ‘나’를 보아야 이 ‘나’가 갖는 절대적 가치의 가치 개념
이 실천이성의 대상으로서의 좋음 개념과 구분된다는 것이 더 잘 이해되는
데,99) 이 때 절대적 가치의 의미는 이 ‘나’의 가치를 제한할 조건이 아무 것
도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앨리슨의 해석에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다. 앨리슨이 말

99) 앨리슨의 이러한 가치 구분에 대해서는 본고 3부의 2-(2)-①에서 다룬 앨리슨의 논의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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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를 위해 목적이 설정되는 자’로서의 ‘나’가 무엇인지가 결정적으로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 목적이 세워지는 ‘나’가 실질적으로 어떤 내
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
이다. 필자가 보기에 앨리슨의 그를 위해 목적이 세워지는 자로서의 ‘나’는 
아무 내용이 없는 형식적이고 문법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수단-목적 관계에
서의 ‘위하여’는 그 쓰임 상 ‘A를 위하여 B를 한다’의 문장 형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때 상대적으로 A는 목적이고 B는 수단이다.) 마찬가지로 목
적 설정자의 경우에도 어떤 것을 위해 목적을 설정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데, 앨리슨은 이 어떤 것이 절대적 가치를 가진 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성적 행위자는 A를 위해 B를 하는데, 이러한 위하여 관계의 소급에서 마지
막에는 B의 자리에 ‘목적을 설정한다’가 들어갈 것이며(A를 위하여 목적을 
설정한다.), 앨리슨은 A의 자리에 ‘그를 위해 목적이 설정되는 자’가 들어가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나’는 ‘위하여’의 용법상 생길 수밖
에 없는 언어적인 현상일 뿐, 아무런 내용이나 기능이 없다. 따라서 앨리슨
의 주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는 그를 위해 목적이 세워지는 나로서의 ‘나’, 
즉 모든 인간이 목적 그 자체라 여기는 ‘나’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앨리슨 해석의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앞서 앨리슨이 내놓은 해석
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앨리슨은 인간성은 도덕성의 능력을 의미
하며, 인간이 도덕성의 능력을 갖는 덕분에 목적 그 자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 ‘그를 위해 목적이 세워지는 자로서의 나’는 도덕적 능력을 가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는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도덕적인 능력을 
가질 수도 없다. ‘그를 위해 목적이 세워지는 나’는 행위하는 존재가 아니므
로 도덕적 행위를 할 수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도 없다. 이 ‘나’는 목적으로
서 위해질 뿐이지, 목적을 세우거나 선택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목적이 세워지는 자로서의 ‘나’는 모든 주관에게 필연적으로 목적일 수
밖에 없다는 앞서의 앨리슨의 주장과 인간성의 의미가 도덕적인 능력을 가
진 존재라는 현재의 앨리슨의 주장은 양립되지 않는다.



- 141 -

③ 최종 논증의 해설

인간성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인간성을 정당화하는 작업과 서로 구분되
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인간성이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본 이유는 인간성
이 목적 그 자체임을 정당화할 만한 것은 도덕성밖에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
다. 우리도 이 생각에는 동의한다. 목적 그 자체라는 인간성의 지위는 오직 
인간성이 도덕적인 덕분에 가능하다. 그러나 의미 문제와 정당성 문제는 다
른데, 적어도 주관적 원리로서의 목적 그 자체 원리에는 도덕이란 내용은 조
금도 들어있지 않다. 앨리슨이 인용한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도덕성의 능력
을 가진 덕분에 목적 그 자체이지만, 이것이 인간성은 곧 도덕성을 의미함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칸트의 말은 단지 인간이 목적 그 자체란 위상을 가질 
“조건”이 도덕성임을 주장할 뿐이다.

칸트의 목적 그 자체 정식 도출 논증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앞서 
우리는 ‘이성적 본성이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목적 그 자체 원리를 칸
트가 일명 소거 논변을 통해 확보함을 밝혔다.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존재
자로서 경향성의 대상, 비이성적 자연 존재자, 이성적 존재자를 후보로서 검
토해 앞의 두 개는 소거하고 이성적 존재자만이 남은 것이다. 그런데 이 논
증의 목표는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니, 이
로서 목적 그 자체 정식의 도출은 완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칸트는 바
로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것이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원리(“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현존을 이렇게 표상한다. 그런 한에서 이 원리는 그러므로 인간 
행위들의 주관적 원리이다.”)이고, 이 주관적 원리를 객관적 원리(“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자도 (…) 그의 현존재를 그러한 것으로 표상한다.”)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소거 논증으로는 도출이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왜 소거 논증으로 목적 그 자체 원리가 객관적으로 확립되었
다고 보지 않고 별도의 확장 논증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우리는 이것을 앞
에서 ‘최종 논증’이라고 명명하였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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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논증이라는 최종 논증, 즉 인간성의 원리(“이성적 본성은 목적 그 자
체로 실존한다.”)를 주관적 원리에서 객관적 원리로 확장하는 논의의 역할은 
목적 그 자체 원리가 적용될 영역 혹은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성적 존
재자가 목적 자체로 존재한다는 원리가 세계에 대한 사실적인 주장인지 아
니면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주장인지, 그도 아니면 인간이 인
간에 대해 갖는 생각인지는 아직 불분명하게 남아있다. 우리는 칸트가 최종 
논증, 즉 목적 그 자체 정식을 객관적 원리로 확장시킴으로써 이 문제에 대
답하려고 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칸트는 목적 그 자체 원리의 위상과 그 적
용 영역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는가?

먼저 주관적 원리로서의 목적 그 자체 원리(‘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목적 그 자체로 표상할 수밖에 없다.’)는 주관적이면서도 필연적
인 원리로, 모든 인간은 자기 존재가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여길 수밖
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리는 인간이 갖는 세계에 대한 실천적인 믿
음이다. 인간은 이 원리를 가짐으로 인해 스스로 목적을 세울 수 있으며, 수
단을 취하고 그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위하는 존재이려면 인간은 자신이 세운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할 수밖에 없다. 그가 스스로 목적을 세우는 존재
라는 것은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실천적 사실이다. 이처럼 주관의 원리
로서 목적 그 자체 원리는 인간이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와 스스로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하는 자기 이해의, 실천적인 문제이다.

이제 칸트는 인간성의 주관적 원리를 객관적 원리(‘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로 확장시킨다. 그러나 확장이 쉽지는 않은데, 두 원리 
간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두 원리 모두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보편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전자는 이성적 존재자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주관적 원리이고 후자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모든 이성적 존재

100) 앨리슨은 이 대목이 소거 논변과 함께 목적 그 자체 원리, 즉 “이성적 본성은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를 뒷받침하다고 본다. 그러나 소거 논증과 이 대목의 논증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고, 왜 논증이 두 개가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 앨리슨이 이 대목을 언급하는 부분은 Allison(2011, 223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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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해 갖는 객관적 원리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주관적 원리는 어떻게 객
관적 원리로 확장될 수 있는가?

일단 두 원리는 논리적으로 함축되거나 하는 관계는 아니다. 주관적 원리
는 객관적 원리를 함축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생각한
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도 목적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모
든 이성적 존재자가 각기 자기 자신만을 목적 그 자체로 여기면서 다른 존
재자는 단지 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성
의 주관적 원리에서 객관적 원리로의 확장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
다.

칸트는 인간성의 주관적 원리를 객관적 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는데, 
이러한 일명 확장 논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101) 첫째, 모든 인간(혹은 
욕구를 가진 이성적 행위자)은 자신의 존재를 목적 그 자체라 여기고 있다. 
(이것은 주관적 원리이다.) 둘째, 이러한 생각은 정당화된다. 즉, 각각의 인
간은 정당한 근거로 자신의 존재를 목적 그 자체라 여길 수 있다. (이로써 
주관적 원리가 정당화된다.) 셋째,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을 목적 
그 자체라 여겨야 한다. (이로써 객관적 원리가 확립된다.) 이 논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인 결론으로의 이행이 어떻게 가능
한지다. 인간성의 주관적 원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어떻게 객관적 원리로서
의 목적 그 자체 원리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첫 번째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각기 자기 자신을 목적 그 자체라 여길 
수밖에 없다.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주관적으로는 각자 자기 자신을 목적 그 
자체라 여기고 있으며,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만이 그는 스스로 목적을 세우
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행위자일 수 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러한 믿음은 
정당하다. 이 믿음의 정당성은 객관적 원리의 근거와 같은 것이므로, 이 근
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진다. 이제, 세 번째로, 그가 스스로
에 대해 갖는 가진 이러한 필연적이면서 실천적인 믿음이 어떻게 객관적인 
것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101) 이상의 확장 논증은 앞서의 <논증 (라)>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재서술한 논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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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또한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자도, 나에게도 타당한 바로 그 동일한 이성 
근거를 좇아 그의 현존재를 그러한 것으로[목적 그 자체로] 표상한다.”(GMS. 
Ⅳ:429)

인용에서 칸트는 이성적 존재자가 일관성을 가질 것을 가정한다. 만일 이
성적 존재자가 자기 자신을 목적 그 자체라 여기고 또 만일 그가 일관적이
라면, 그는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여기는 자신의 태도를 정당한 것으로 만
들어주는 “동일한” 근거가 뒷받침하는 다른 태도까지도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여겨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의 목적 그 자체임도 받아들여야 한다. 행
위하는 존재인 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자기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여길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이성적 존재자도 목적 그 자체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각자가 자기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여기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그 동일한 이성 근거”란 무엇인가? 이것은 중요한데, 이것이 밝혀져야만 문
제의 주관적 원리가 정말로 정당화되는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 
문제를 뒤에서 밝히겠다며 논의를 3절로 뒤로 미룬다. (“이 명제를 나는 여
기서 공리공준으로 제시한다. 그에 대한 근거들은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될 것
이다.”(GMS. Ⅳ:429 주))

우리는 그 동일한 이성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데에 앞서 앨리슨이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데에 사용했던 칸트의 글이 중요한 단서를 준다
고 본다.

“무릇 도덕성은 그 아래에서만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이
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만 목적들의 나라에서 법칙수립적인 성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리성과, 윤리적일 수 있는 한에서의 인간성만이 존엄
성을 갖는 것이다.”(GMS. Ⅳ:435,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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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에서 칸트는 도덕성이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
건”이라고 주장한다.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로 ‘정당하게’ 대접받을 
조건으로서, 이성적 존재자는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은 앞서 우리가 다뤘던 앨리슨의 주장처럼 인간성이 도덕성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 대목의 관건은 인간성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목적 그 자체라는 지위가 정당화되는 것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용에서 칸트가 말하는 것은 도덕성이 인간성의 목적 그 자체라
는 지위를 정당화해준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설해 보자. 우리 모두는 각자 나 자신의 인간성이 목적 그 자체
라고 여긴다. 그런데 이러한 여김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이면서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긴 하나, 검증되지는 않은 것이다. 그리고 칸트는 이것이 
이성적 존재자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공통적인, 이성적인 근거로 정당화
되며, 따라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
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의 인간성을 목
적 그 자체라 여길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도덕성, 더 정확히는 도덕성을 실행하는 능력인 선의지가 유일하
다는 것이다.

『윤리형이상학 정초』 1절에서 첫 번째로 칸트는 오직 선의지만이 무제한
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세계 안에 혹은 세계 밖에 있는, 그리고 
세계 안이나 밖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조건적인 가치만을 갖
는 반면에, 오직 선의지만은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다. 선의지 말고는 무제
한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한 가지 중대한 함축은 무조건적인 가치를 가질 만한 것은 의
지뿐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이지 않은 가치, 혹은 무조건적인 가치는 오로지 
이성적 행위자의 의지를 통해서만 세계로 유출된다. 이성적 행위자가 없다면 
의지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일 것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의지란 이성적 행위자만이 갖는, 법칙 표상에 따라 스스로를 결
정해 행위를 하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선의지를 갖는 이성적 행위자는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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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욕구를 가진 이성적 행위자인 
인간이라면 그는 자신의 준칙을 정언명령의 정식으로 검증할 것이며, 검증에 
통과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 안에서나 밖에서나 
유일하게 선한 것은 스스로 정언명령에 따르는 준칙을 세우고 그러한 준칙
에 따라서만 스스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인 선의지뿐이다.

따라서 인간성의 목적 그 자체라는 지위에 전적으로 정당화된 근거를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성이 선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밖
엔 없다. 왜냐하면 선의지만이 무조건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궁극적인 
정당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선의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는 이
성적 존재자밖엔 없기 때문이다. 목적 그 자체 정식은 이러한 실천 이성의 
능력을 가진 이성적 행위자를 목적 그 자체로 대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명령
한다. 전적으로 이성적인 의지는 도덕적으로 선하므로 전적으로 이성적인 행
위자는 언제나 도덕적으로 행위한다. 전적으로 이성적이지는 않은 인간은 도
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성적인 행위자와 함께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대해져야 한다.

인간성을 목적 그 자체로 여기는 우리의 실천적인 믿음은 정당하다. 왜냐
하면 인간성은 이성적 능력으로서 선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인간성만이 아니라 다른 인간성도 모두 선의지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
성적 행위자는 나의 인간성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성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 이로써 목적 그 자체 정식의 객관적 원리가 정당화된다.

5. 소결론

이성적 행위자가 세우는 여러 목적들이 수단-목적의 위계 관계를 맺어져 
있다는 목적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코스가드나 앨리슨처럼 칸트의 논의를 소
급논증으로 보려는 시도는 이해할 만하다. 목적 그 자체 정식은 목적들의 위
계 관계에서 이성적 존재자가 최종 목적으로 대해져야 할 것을 무조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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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령하는데, 이성적 존재자의 최종 목적으로서의 위상을 정당화하는 좋은 
방법은 인간성이 목적의 ‘좋음’을 궁극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든
지, 아니면 인간성이 목적과 수단의 ‘위하여’ 계열에서 가장 상위의 있음을 
소급해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 
논증으로 목적 그 자체 정식 도출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보기에 성공
할 수 없다. 소급 논증 해석은 텍스트에 의해 뒷받침되지도 않으며,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도출하는 적절한 방법도 아니다.

목적 그 자체 원리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목적 그 자체 정식에 대해 우리
는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인간성은 이성적 능력 일반을 의미하며, 특히 
목적을 세우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인간성이 목적 그 자체로 대해져야 하
는 근거는 선의지이다. 오로지 선의지만이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데 선의지
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성 능력을 가진 존재자뿐이기 때문이다.

소거 논증을 통해 밝혀진 것은 가능한 모든 존재자 중에서 목적 그 자체
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인격뿐이라는 것이었다. 인격은 물건 및 이성
이 없는 자연 존재자와는 달리 이성을 가지며, 이성을 통해 목적을 세울 수 
있는 존재자로, 그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은 오직 그만이 목
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주관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존재인 한에서 자기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대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원리이다. 그러나 이성적 존재
자가 스스로를 목적 그 자체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정당한 것이기 위해서는 
그의 원리가 정당화돼야 하는데, 이러한 정당화는 오로지 선의지를 근거로 
해서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자체로 가치있는 유일한 것은 
선의지밖에 없는데, 이성을 통해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자만이 선의지
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의지라는 공통적인 이성적 근거로 인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인간성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할 무조건적인 의무를 진
다. 그러므로 인간성이 목적 그 자체로 대해져야 한다는 것은 목적을 세우는 
이성의 능력을 갖는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로 대해져야만 한다는 것
이며, 인간성의 목적 그 자체라는 위상은 오로지 선의지를 통해서만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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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단,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성은 한 편으로는 욕구에 따른 수단-목적의 

위계에서 최종 목적의 자리에 있으나, 다른 편으로는 적극적인 목적이 아닌 
소극적인 목적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욕구에 따른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희생해선 안 되는, 절대적 규범으로서 기능한다. 적
극적이면서 최종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행복과 같은 목적은 
인간성을 위해 추구되지는 않으나, 인간성보다 상위의 목적일 수는 없으며 
언제나 인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추구돼야 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적 그 자체 원리의 위상을 논의해야 한다. 최종 논증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목적 그 자체 원리의 객관적 원리로의 확장이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적용 영역 및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앞
서의 확장 논의를 통해 우리에게 실제로 드러난 것은 목적 그 자체 원리의 
확립이 세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가 자기 자신
에 관해 갖는 “표상”을 정당화하는 문제라는 것이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현존을 이렇게 표상한다.”(GMS. Ⅳ:429)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임을 밝히는 일은 세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 발견하는 
일이 아닌 인간이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는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성적 존재자로서 ‘나’는 나의 존재가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여기며, 
다른 모든 ‘나’들도 자신이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러
한 생각이 정당화되면 각각의 ‘나’가 자기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것
은 정당해지며, 뿐만 아니라 각각의 ‘나’에게는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자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목적 그 자체 
정식이 인간에게 정언적으로 명령하는 바이다.

이 해석이 맞다면, 목적 그 자체 원리 및 정식은 일종의 상호주관적인 원
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문제는 이성적 존재자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되면서도 정당한 어떤 믿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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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최종적인 것인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문제
는 칸트가 목적 그 자체 원리를 단순히 이성적 존재자들이 공유하는 정당화
된 생각에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에 대한 참으로 확장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는 것이다. 

우리는 목적 그 자체 원리가 세계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는 이론적인 앎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앎의 문제라고 주장했었
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세계와 접할 때, 다시 말해 행위로써 서
로 영향을 주고받는 실천적인 영역에서 이성적 존재자인 우리가 가질 수밖
에 없는 필연적인 믿음 및 태도를 정당화하는 문제라고도 했었다. 그러나 이
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인간성의 원리는 동시에 “객관적 
원리”이기도 하다. 이 원리는 이성적 존재자들 모두가 합의로 도출한 결론
도, 집단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믿음인 것도 아니고, 이성적 존재자라는 존재
에 대한 객관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성의 의미를 우리는 무엇
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게다가 목적 그 자체라는 인간성의 지위가 선의지로 
인해 정당화된다는 점도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만일 이것이 세계에 대한 사
실적 원리라면, 이 원리는 선의지가 아니라 세계의 다른 사실에 의해 정당화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선의지와 그것이 무제한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세계와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3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목적 그 자체 원리의 의미와 정당화가 밝혀냈
지만, 필자는 목적 그 자체 원리의 위상에 대한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을 비롯한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소위 
객관적인 원리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갖는 집단적인 믿음도, 그렇다고 세
계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명제도 아닌 무엇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칸트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이성적 존재자를 정점으로 하는 목적론을 도입했
다고 생각한다. 칸트는 목적론 논의에서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로 존
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정당한 주장이라고 
말다. 4부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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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연의 목적으로서의 인간

4부의 목표는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칸트의 윤리학
적 주장을 자연의 목적론적 체계 하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인
간의 실천적인 믿음에 근거하면서도 자연의 객관적인 원리로 확립되어야 하
는데 왜냐하면 행위는 예지계에서가 아니라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으며, 이 결과는 자연의 인과연쇄에 통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 원인을 갖지 않는 자유로운 것이면서 동시에 현상에서 
자리매김 돼야 할 행위라는 것의 특별한 위상은 예지계와 현상계라는 두 세
계를 칸트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할 것이 요구되는 문제적인 것이다.

실천 철학의 맥락에서 다루어졌던 목적 그 자체 원리가 자연의 객관적인 
원리로서 성립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선의지의 가치와 자연 간의 관
계가 문제가 된다. 만일 칸트가 주장한 것처럼 가치가 인간을 비롯한 이성적 
존재자가 선택을 통해 비로소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자연은 그 자체로, 인간
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가치는 자연에 있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무제한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선의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의지의 무제한적이고 절대적 가치도 자연과는 관련해서는 무관
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선의지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다
는 것은 인간 및 이성적 행위자의 실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실천적인 사실
일 수는 있어도 자연에서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간성이 목적 그 자체임을 주장하는 목적 그 자체 원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인간은 자연 존재자 중에서 유일하게 목적을 
세우는 존재자이며, 인간은 자연의 산물들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거나 자신의 
목적으로 세운다. 인간을 통해 자연의 산물들은 수단이나 목적이 되며, 그로
써 자연 산물들은 수단적 가치를 갖거나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
처럼 목적-수단 개념에 따라 자연의 산물들이 부여받는 가치는 인간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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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연 산물들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이라고 하기
는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객관성이 부정된다면 인간성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인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칸트의 테제도 공허해질 위
험에 처하게 된다. 인간이 목적 그 자체라는 발견은 인간에 무관심한 자연 
앞에서 무기력한 외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칸트는 『판단력비판』의 후반부인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서 인간이 자
연의 최종목적이자 궁극목적임을 정립하는 작업을 한다. 목적을 세우는 존재
로서의 인간이 수단-목적 개념을 통해 세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세계에 결과를 산출하는 존재라는 실천철학의 주장을 목적론적 체계로 이루
어지는 자연관에 통합하려는 기획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칸트의 이러한 
기획이 실천철학에서 정립된 이성적 행위자로서의 인간관이 실천적 믿음의 
차원에서 국한될 경우에 생기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 난
점이란 바로 인간성을 갖춘 인간이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행위
자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실천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으며, 자연의 관점에서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서의 그러한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
다.

그렇다면 칸트는 어떻게 목적 그 자체 원리의 실재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 자연에서 목적 개념의 실재성이 성립할 조건은 무엇인가?

본고의 4부에서 우리는 ‘목적 그 자체 원리’를 자연에 유효한 객관적인 원
리로 성립시키려는 칸트의 기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3부에서 목적 그 자체 
원리는 행위자로서 이성적 존재자가 그 자신의 행위를 도덕성의 요구에 부
합시키고자 할 때 무조건 따라야 할 규준을 제공하는 정식의 하나로서, 어디
까지나 실천철학이라는 범위에서만 다뤄졌었다. 그러나 칸트는 『판단력비판』
에 와서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성을 자연의 목적론적 체계의 정점에 두고
자 한다.

4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4부 1장에서는 자연의 궁극 목적으로 인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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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우는 칸트의 목적론 논증을 구성한다. 2장에서는 이러한 목적론적 기획
이 기계론과 비교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목적론적 기획의 위상
을 자리매김한다.

1. 합목적성과 목적론

칸트에게서 목적론은 기계론적 세계관과 상대되는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자연을 설명하면서도 기계론적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는 원리로서 제시된다. 
우리는 칸트의 목적론 개념을 간단하게나마 규정하기 위해 합목적성이 무엇
인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목적(Zweck)이 무엇인가를 그것의 초월적 규정들에 따라서 (쾌의 감정과 같은 
어떤 경험적인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 설명하자면, 목적이란 한 개념이 대상의 
원인(즉,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실재적 근거)으로 간주되는 한에서 그 개념의 대
상(Gegenstand)이다. 그리고 그 객관(Objekt)에 대한 한 개념의 원인성이 합목
적성(Zweckmäßigkeit)(目的 形式)이다.”(KU. Ⅴ:219-20, 강조는 칸트)

본고의 2부에서 우리는 목적의 성격을 논의하면서 목적이 결과 표상이면
서도 원인 표상임을 논의하였다. 이에 더해서 칸트는 위의 인용에서 목적이 
어떤 결과를 가능하게 한 “실재적 근거”인 그러한 어떤 개념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가령 한낱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대상의 형식 또
는 실존이) 결과로서 오로지 그 결과의 개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을 생각한다. 결과의 표상은 여기서 그 원인의 규
정근거로서 그 원인에 선행하는 것이다. 주관을 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주관
의 상태에 대한 표상의 원인성에 대한 의식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쾌감
이라고 부르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불쾌는 표상들의 상태를 그것들 
자신과 반대로 규정하는 (그 표상들을 저지하거나 제거하는) 근거를 함유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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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표상이다.”(KU. Ⅴ:220, 강조는 칸트)

기계론에서 원인이 결과를 일으키고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일으키는 과정은 순전히 기계적이면서도 물리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 행위에서의 원인-결과 관계에 따르면 원인은 결과를 일으키지
만 이 원인은 결과 표상이기도 하다. 원인이면서도 동시에 결과 표상이기도 
한 것을 칸트는 바로 목적이라고 부른다. 이어서 칸트는 이러한 관계를 쾌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는데, 이를테면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서 쾌를 일으
킨다고 할 때, 그는 쾌라는 결과를 또한 원인 표상으로 갖고서, 즉 이 결과
이자 원인인 표상을 행위를 근거로 삼아서 쾌를 결과로 일으킬 수 있다. 이
처럼 행위에서의 인과는 의식을 갖는 행위자의 존재 및 행위자가 표상하는 
바의 목적이라는 차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합목적성은 목적 개념이 갖는 원인성의 이러한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객관에 대한 한 개념의 원인성이 합목적성”(KU. Ⅴ:220)인 것이
다. 어떤 사물이 마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때, 즉 어떤 목
적을 세울 수 있는 지성적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물이 합목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칸트는 합목적성이 목적성과 
그 목적을 세운 의지를 상정함에도 불구하고, 목적 없는 합목적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우리의 
판단이 대상에 대한 규정적 판단력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인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102)

“그러나 하나의 객관이나 마음 상태 또는 행위는, 비록 그것들의 가능성이 어떤 
목적 표상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지 않을 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원인성을 목적들
에 따라서, 다시 말해 모종의 규칙의 표상에 따라서 그 행위를 그와 같이 배열했

102) 합목적성을 느끼나 목적을 상정하지 않는 판단에는 대표적으로 미감적 판단이 있다. 미
감적 판단은 반성적 판단력의 일종인 미감적 판단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한 송
이 꽃, 예컨대 튤립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을 지각할 때 마주치는 어떤 합목적
성이 우리가 그 꽃을 판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아무런 목적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
이다.(KU. Ⅴ:23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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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지를 그 행위의 근거로 상정하는 한에서, 한낱 그것들의 가능성이 우리에 
의해 단지 설명될 수 있고 파악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도 합목적적이
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므로 합목적성을 목적 없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
리가 이 형식의 원인들을 의지 안에 두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하
나의 의지에서 이끌어냄으로써만 그 가능성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그
러하다.”(KU. Ⅴ:220)

그러므로 합목적성은 목적이 없이도, 즉 지적인 행위자 및 이 행위자의 목
적을 갖는 의도적 행위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성립이 가능하다. 칸트는 이러
한 합목적성의 예로 미감적 판단의 대상 외에도 기하학적 도형들을 든다.103)

지금까지의 설명만을 본다면 목적론적 세계관 없이 기계론적 세계관만으로
도 자연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목적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목적론이라는 하나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
면 어떠한 경우에 우리는 목적론적 세계관이 요청됨을 요구할 수 있는가? 
목적론적 세계관이 별도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칸트의 근거는 무엇
인가? 칸트는 외적 합목적성과는 달리 내적 합목적성의 경우에는 목적론적 
체계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연목적인 유기체는 그 형
식으로서 내적 합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체의 합목적성을 설명
하기 위해 목적론적 체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물을 그것의 내적 형식(inner Form) 때문에 자연목적(Naturzweck)이
라고 판정하는 것은 이 사물의 실존을 자연의 목적(Zweck der Natur)으로 여기
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다. 후자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낱 가능한 목적
의 개념뿐만 아니라, 자연의 궁극목적(Endzweck)(目標)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거니와, 이것은 우리의 모든 목적론적 자연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자연의 어떤 
초감성적인 것(etwas Übersinnliches)과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자연 
자신의 실존의 목적은 자연 너머에서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KU. Ⅴ:378)

103) “하나의 원리에 따라 그려지는 모든 기하학적 도형들은 다양하고, 자주 경탄스러운 객관
적 합목적성을 보여준다. 즉 많은 문제들을 단 하나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또한 문제들 
하나하나를 그 자체로 무한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유능함의 합목적성을 보여준
다.”(KU. Ⅴ:362) 칸트는 이러한 도형의 객관적이고 지성적인 합목적성을 주관적이고 미감
적/감성적 합목적성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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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상이 외적 합목적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이용하는 행위자에
게 그가 세운 목적의 수단으로 그 대상이 유용하다는 것이다.104) 그러나 칸
트는 외적 합목적성을 갖는 사물은 “어떤 절대적인 목적론적 판단을 정당화
하지는 못한다.”(KU. Ⅴ:369)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자연유용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성질을 위한 자연원인들의 충분함에 대해 아
무것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적 합목적성을 갖는 대
상은 “대상의 내적 가능성의 근거를 함유하는 어떤 내적 목적이라는 개념”
을 갖는다. 이어지는 2장에서 우리는 내적 합목적성을 가진 존재인 유기체가 
목적론적 체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
자.

2, 창조의 궁극목적으로서의 이성적 존재자

『판단력비판』의 중심 주제는 판단력의 반성적 사용이다. 전반부에서 다루
는 취미 판단과 후반부에서 다루는 목적론적 판단은 반성적 판단력이 사용
된 특정 판단의 영역을 말한다. 그런데 후반부의 목적론적 판단 논의에서 칸
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도출하기 위해 전개한 것
과 매우 유사한 논증을 전개한다. 목적 그 자체 정식 논의에서 칸트는 인간
이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함을 결론으로 하는, 다른 가능한 다른 후보들을 제
거하는 소위 ‘제거 논증’을 전개했다면, 『판단력비판』에서는 인간성이 자연
의 최종 목적(letzter Zweck)임을 결론으로 하는, 자연의 목적을 소급하는 
목적론적인 ‘소급 논증’을 전개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두 논증의 공통점에 주목할 것이다. 『판단력비판』에서

104) “나는 외적 합목적성을 자연의 한 사물이 다른 사물에 대해 목적에 대해 수단으로 쓰이
는 데서의 그런 합목적성이라고 이해한다. 무릇 아무런 내적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
나 또는 자신의 가능성을 위해 어떤 내적 합목적성을 전제하지 않는 사물들, 예컨대 흙, 
공기, 물 등은 그럼에도 외적으로는, 다시 말해 다른 존재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합목
적적일 수 있다.”(KU. Ⅴ: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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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간을 자연의 목적으로 두는 소급논증을 살펴보고, 소급 논증과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소거 논증을 비교할 것이다. 먼저 목적론적 세계관의 도입을 
요청하는 내적 합목적성을 갖는 유기체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자연의 
최종 목적과 궁극목적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자연의 최종 목적

① 자연목적인 유기체

유기체는 그 구조가 합목적적이라는 점에서 인공물과 공통점을 갖는다. 인
공물의 합목적성을 설명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를테면 인공물의 하나인 
시계는 합목적적인 존재자로, 시계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시계가 시계로
서 기능한다는 목적에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 존재한다. 시계는 인간이 특
정한 의도-시간을 나타내는 기구-로 만들어낸 덕분에 합목적적인 구조를 갖
는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유기체의 구조가 인공물과 같이 합목적적인 것은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 유기체는 인공물처럼 어떤 지적인 존재자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의 유기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 마치 유기체의 생을 유지한다는 목적을 내재한 양, 유기체의 생명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에 반해 유기체도 인공물도 아닌 존재자의 경우에는 합목적성을 갖는다
고 하기 어렵다. 예컨대 산은 합목적적인 존재자가 아닌데, 산을 이루는 부
분들이 하나의 전체로서의 산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말하기가 어
렵기 때문이다.105) 산이라는 전체는 흙, 나무, 물 등의 부분들로 구성되지만, 
흙과 나무, 물 등이 산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거나 산이 합목적적인 
존재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흙이나 나무, 물 등이 우연히 모인 결과로 우연

105) 칸트도 산의 예를 든다. “그래서 물, 공기, 흙을 산악의 퇴적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산악이란 것 그 자체는 목적에 따라 자신의 가능성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
이라고는 전혀 아무런 것도 함유하고 있지 않고, 그러므로 이런 관계에서 산악의 원인이 
결코 (산악에 유용하겠다는) 수단이라는 술어로써 표상될 수는 없다.”(KU. Ⅴ: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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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산이 이뤄진 것이지, 이것들이 하나의 산을 만들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 그루의 나무가 합목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
색하지 않다. 나무의 잎과 줄기, 열매 등은 나무를 이루는 부분일 뿐만 아니
라 나무라는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봉사하며, 따라서 나무는 합
목적적인 존재자이다.

칸트는 유기체의 합목적성이 갖는 특성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첫째, 유기
체를 이루는 부분들은 유기체 전체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유기체는 
“그 부분들이 (그것들의 현존과 형식의 면에서) 오로지 그것들의 전체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KU. Ⅴ:373)

“왜냐하면 그 사물 자신이 하나의 목적이고, 따라서 그 안에 함유되어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선험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어떤 한 개념 또는 한 이념 아래에 포섭되
어 있기 때문이다.”(KU. Ⅴ:373, 강조는 필자)

이로부터 추론되는 유기체의 첫 번째 특징은 유기체를 이루는 모든 부분들
이 하나의 목적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하나의 
목적이란 전체로서의 유기체이다. 칸트는 이러한 목적을 “한 개념” 혹은 “한 
이념”이라고도 부른다. 하나의 목적은 부분들에게 일종의 규범성을 가지고 
작동한다. 다시 말해, 잎과 줄기, 뿌리는 모두 하나의 나무라는 개념 아래에 
있으며, 이 부분들은 나무라는 전체를 나무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규범 하에
서, 혹은 마치 그런 규범이 있다는 듯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기체
가 갖는 이러한 특성은 인공물도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공물은 “이성적
인 원인의 산물”(KU. Ⅴ:373)로서, 하나의 인공물을 이루는 부분들은 유기체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둘째, 유기체의 부분들은 이념으로서의 전체를 유지하는 수단이일 뿐만 아
니라 그 자신이 목적이기도 하다. “사물의 부분들은 상호간에 교호적으로 그 
형식의 원인이자 결과가 됨으로써 하나의 전체의 통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KU. Ⅴ:373) 이것은 인공물과 차별되는 유기체만의 특성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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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경우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은 개념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전체를 유
지하는 수단이며, 언제나 수단일 뿐이다. 이처럼 인공물에서 수단-목적 관계
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 반면에 유기체의 경우 부분들은 전체
를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목적일 수 있다. 예컨대 잎은 광합성을 
함으로써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나무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한 그루의 나무는 하나의 잎이라는 목적을 유지하는 수단일 수 
있다. 유기체의 부분과 하나의 유기체 전체에서 수단-목적 관계는 양방향적
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 존재자를 칸트는 “자연목적
(Naturzweck)”이라고 부른다. 자연목적은 전체가 갖는 하나의 형식을 통해
서만 부분이 가능한 존재자, 그리고 부분들이 교호적으로 형식의 원인이자 
결과인 그런 존재자이다. 유기체가 바로 그러한 자연목적이다.

칸트에 따르면 목적론은 자연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이다. 자연을 설명
하는 인과 원리인 기계론을 통해서는 자연목적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
문에 자연목적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계론과는 전혀 다른, 목적론적 
인과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② 기계론적 인과와 목적론적 인과

유기적 존재자는 내적 합목적성을 갖는다. 그런데 사물은 그 자신이 아무 
목적도 지향하지 않더라도, 즉 내적 합목적성이 없어도 다른 존재자에 의해 
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다른 존재자에 의해서 사물이 자기 외부에 
있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 사물은 외적 합목적성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비유기적인 사물이 (외적) 합목적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존
재자가 이 사물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외적 합목적성을 갖는 사
물의 경우에 우리는 그것 자체의 목적성을 묻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에 반해 
내적 합목적성을 갖는 ‘자연목적’들은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그것은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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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현존하는가?(wozu ist es da?)”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외적 합목적성은 내적 합목적성 개념과는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내적 합목적
성은 어떤 대상의 현실성 자신이 목적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 대상의 가능성
과 결합되어 있다. 사람들은 한 유기적 존재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를 묻지만, 한낱 자연의 기계성의 작용결과(Wirkung)로 인식하는 
사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묻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전자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그것의 내적 가능성을 위해 목적들에 따른 인과성, 즉 창조하는 지성을 표
상하고, 이 활동적 능력을 이 능력의 결정근거, 즉 의도와 관련시키고 있기 때문
이다.”(KU. Ⅴ:425, 강조는 필자)

내적 합목적성을 갖는 자연목적만이 왜 저러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가? 
칸트의 대답은 내적 합목적성을 갖는 존재자의 경우에는 기계론적인 인과 
작용에 의해 산출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인과 설명에 따르면 모든 작용은 선행 원인을 갖는데,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어떠한 개념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 간에는 필연
적인 법칙이 있으며, 발생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언제나 그에 선행하는 원
인을 댈 수는 있다. 그러나 하필이면 왜 저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기계론은 선행 원인과 법칙을 말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설명도 줄 수 없다.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맹목적으로, 즉 어떠한 의도의 개입 없이 일어나는 것
이며, 결과는 무언가를 위해 현존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일 뿐이
다. 그러므로 기계론적 인과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필연적인 물리 법칙
을 따르지만 개념적으로는 우연적인 인과 연쇄이다.

그렇다면 기계론적인 인과를 가지고는 비인공적이면서도 비유기체인 존재
자의 발생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산을 예로 들어보자. 흙이 퇴적되고 물
이 모이고 나무가 자라는 등의 원인들은 하나의 산을 결과로서 산출한 원인
이지만 이 결과는 의도로서 생긴 것이 아니다. 산은 (법칙적으로는 필연적이
나 개념적으로는 우연적인) 일련의 작용들이 모인 결과로서 맹목적으로 생겼
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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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유기체의 발생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충분히 설명되
지 않는다.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설명은 전혀 충분하지가 않
다. 잎과 뿌리와 줄기가 모여서 하나의 나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것은 흙과 
물과 나무 등이 모여서 하나의 산이 만들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데, 왜냐하면 
하나의 나무라는 유기체는 내적으로 합목적적인 형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유
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체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계론과 
전혀 다른 종류의 인과가 필요하다. 칸트는 이러한 인과성이 바로 “목적들에 
따른 인과성”, 즉 목적론이라고 주장한다.

목적론적 인과에서는 원인-결과를 수단-목적의 관계로서 파악한다. 수단은 
기계론에서와 같이 결과를 일으키는 선행 항으로서의 원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위해서 작용하는 의도적인 원인이다.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일으켜진다. 목적은 수단을 일으킨 원인이면서 수단이 일으킨 결과이다. 우
리는 “어떤 원인의 결정근거가 순전히 그 원인에서 나오는 결과의 표상일 
때, 그러한 원인의 산물을 목적이라고”(KU. Ⅴ:408) 부른다.106)

목적론적 인과 관계의 특징은 수단-목적이라는 두 항 사이에 의도적인 관
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두 관계는 개념적으로 우연적일 수가 없는데, 수단
은 그것이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해서 채택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
해 기계론적 인과 관계에서는 하필 이 원인에서 저 결과가 일어난 것은 개
념적으로 전적으로 우연적인 일이다. 경험적인 규칙성 말고는 우리는 두 개
념의 관계에 대해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다. 반면에 수단-목적 관계에서 하
필 그런 목적을 위해 저런 수단이 채택된 것은 개념적인 관계가 있는데, 왜
냐하면 그 수단은 행위자가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자가 의도적으

106)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칸트는 목적론(Teleologie)과 목적의 나라(Reich der Zweck)
를 구분한다. “목적론은 자연을 목적들의 나라로 보고, 도덕은 목적들의 가능한 나라를 자
연의 나라로 본다. 전자에서 목적들의 나라는 현존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이념이
다. 후자에서 그것은 현존하지는 않으나, 우리의 행동거지에 의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그러면서도 바로 이 이념을 좇아, 성립시키기 위한 실천적 이념이다.”(GMS. Ⅳ:436 
주) 칸트는 그 자신이 목적 그 자체이면서 목적을 세우는 이성적 행위자들의 공동체인 목
적의 나라는 세계를 목적론적 질서로 이루어진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론적 질서로 
이루어야할 이념으로서 본다고 하면서 목적론을 행위의 층위에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에 
선을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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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한 것으로, 이성적 행위자에게 수단으로 표상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
럼 목적론적인 인과에서 수단-목적 관계는 개념적이고 비우연적인 관계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수단-목적 관계로 이루어진 목적론에서는 목적을 세
우고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취하는 지적인 행위자를 상정하게 
된다. 이것을 두고 위의 인용에서 칸트는 이렇게 말한였다. “왜냐하면 전자
[한 유기적 존재자]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그것의 내적 가능성을 위해 목적
들에 따른 인과성, 즉 창조하는 지성을 표상하고, 이 활동적 능력을 이 능력
의 결정근거, 즉 의도와 관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③ 자연의 최종 목적 논증

이상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부터 『판단력비판』에서 칸트가 전개한 
소급 논증을 살펴보자. 기계론적 설명에 따르면, 작용인에 의해 산출된 결과
는 그것으로 완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결과를 산출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 점은 목적론적 인과 설명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목적인에 
의해 산출된 목적도 그것으로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 기계론에서 작용의 결
과는 다른 작용의 원인이 되고 이 결과 또한 다른 작용을 일으키듯이, 목적
론에서 목적은 또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기
체라는 자연목적의 존재는 특별히 그것이 갖는 내적 합목적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것이 갖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게 만든다. 그 질문이란 이러하다. 
‘유기체는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

자연목적인 유기체에 대해 ‘그것은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를 묻는다면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유기체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유기체는 다른 목적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답이 
후자라면 우리는 이 유기체가 수단으로 봉사하는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도 
‘그것은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를 물을 수 있고, 그 또 다른 목적에 대해
서는 계속 묻는 식으로 해서, 그 목적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면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칸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연목적이 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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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요컨대, 유기체라
는 내적 합목적성을 갖는 존재는 ‘그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
문을 불러일으키며 이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유
기체의 현존이 그 자체로 자연의 궁극 목적이라고 대답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유기체의 현존은 다른 궁극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칸트는 후자가 맞는 대답이라고 본다. 자연 내에서 현존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인 그런 “자연산물”은 없으며, 이는 선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런데 자연목적이 자연의 최종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소급 논증은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의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도출하면서 우리가 살펴보
았던 소거 논증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자
연의 최종 목적 논증부터 살펴보자.

“식물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의 온 땅에 퍼져 있는 식물의 측량할 수 
없는 번식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연이 광물계의 형성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자연의 기계성의 순전한 산물로 간주하는 사상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나 
식물계의 형언할 수 없이 지혜로운 유기조직을 좀 더 자세히 앎은 우리를 이런 
사상에 집착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이 피조물들은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 하
는 물음을 유발한다. 만약 사람들이 “그것은 이 식물계를 통해 영양을 취하는 동
물계를 위한 것이며, 그로 인해 동물계는 그토록 다양한 종류가 지상에 퍼질 수 
있었다”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대체 이 초식동물들은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
하는 물음이 다시금 제기된다. 그 대답은 대략 “생명을 가진 것들에서만 영양을 
취할 수 있는 육식동물들을 위해서이다”일 것이다. 마침내 물음은 “이것들 및 앞
서 말한 자연계들은 무엇을 위해 좋은가?” 하는 것이다. “인간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이 그에게 가르쳐주는 저 모든 피조물들의 다양한 사용을 위
해서이다. 인간은 이 지상에서 창조의 최종 목적이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만이 
목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합목적적으로 형성된 사물들의 집합으로부터 그의 
이성에 의해 목적들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존재자이기 때문이
다.”(KU. Ⅴ:426-7)

칸트는 각 종류의 유기체에 대해 ‘이것은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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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던지고 각각의 대답을 검토한다. 식물은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초식동물의 현존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다. 초식동물은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육식동물의 현존을 위해서, 육
식동물은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에 대해서는 인간의 현존을 위해서라는 대
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매 단계마다 반복되는 물음은 각각의 
자연목적이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쓰이는지를 묻는 것인데, 물
음에 대해 주어진 대답을 통해 각 종류의 자연목적은 목적론적으로 위계화
될 것이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을 위해, 식물과 동
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은 더 이상의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 자연
의 최종 목적(der letzter Zweck)이라는 위계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위계를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인용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의 최종 목적인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오
직 인간만이 목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오직 인간만이 목적 개념을 형성
할 수 있고”), 둘째, 오직 인간만이 합목적적인 사물들의 집합을 목적론적 
체계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합목적적으로 형성된 사물들의 
집합으로부터 그의 이성에 의해 목적들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지상의 유일
한 존재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번째 근거는 첫 번째 근거를 전제한
다. 오로지 인간만이 자연을 목적론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지상의 자연 
존재자 중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목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그러나 칸트가 내세우
는 두 가지 근거가 인간이 자연의 최종 목적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자연의 최종 목적이기 위해서 왜 그 자신이 목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연의 최종 목적이기 위해 왜 목적론적인 
체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지가 확실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인지 칸트는 
뒤이은 문단에서 이것을 “이성의 준칙(Vernunftmaxime)”이라고 부른다. 이
것은 인간이 자연의 최종 목적이라는 위의 증명이 세계에 대한 사실을 밝혀
내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이성이 갖는 주관적인 규칙을 발견하는 문제임을 
암시한다.107) 우리는 이 문제는 뒤에사 다루기로 하고 먼저 두 논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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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자.

『판단력비판』의 ‘소급 논증’은 목적 그 자체 정식을 도출하는 ‘소거 논증’
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나, 두 논증은 목표하는 바는 다른 별개의 논증
이다. 우선 두 논증은 각각이 검토하는 후보 목록과 후보의 성격이 다르다. 
소거 논증에서 칸트는 경향성의 대상, 비이성적인 자연 존재자, 이성적 존재
자를 후보로 검토하는데, 이 후보들은, 우리가 앞서 길게 논의하였듯이, 이
성적 행위자로서 인간이 행위로서 대할 수 있는 존재자의 종류를 일반화해
서 빠짐없이 나열한 목록이었다. 이와 비교해 『판단력비판』의 소급 논증의 
경우에는 오로지 유기체, 즉 비이성적인 자연 존재자(식물과 동물)와 이성적 
자연 존재자(인간)만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향성의 대상을 제외하면 소거 논증의 후보들이 소급 논증
에서 검토하는 후보들과 거의 겹친다는, 두 목록의 유사성에 주목하고자 한
다. 소거 논증에서와는 달리 소급 논증에 경향성의 대상이 후보가 되지 못한 
이유는 소급 논증에서는 내적 합목적성을 갖는 자연목적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소거 논증은 목적 그 자체인 존재자를 찾는 논증으로, 현존하는 
모든 존재자군을 검토해야 하는 데에 반해, 소급 논증에서는 자연의 최종 목
적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유기체군을 검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두 논증이 목표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 소거 논증의 목표는 어떤 정언명령
의 목적을 찾기 위해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 것인 목적 그 자체를 찾는 것
이지만, 소급 논증의 목표는 자연 산물인 유기체의 내적 합목적성을 설명해
줄 최종 목적을 찾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그 목적을 볼 때, 전자와 달리 소
급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자연의 최종적인 목적을 찾는 일
은 목적들 간의 위계 관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목적을 거슬러서 찾는 일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의 소거 논증의 

107) 『판단력비판』 KU. Ⅴ:387-88에서 칸트는 “판단력의 준칙”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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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판단력비판』의 소급 논증의 결론은 유사한데, 그 결론이란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하며 자연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두 논증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같다. 목적 그 
자체 정식에서 이성적 존재자 및 인간성이 목적 그 자체인 근거는 인간이 
목적을 세우는 이성 능력을 갖는 존재, 즉 인격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소
급 논증에서 이성적 존재자가 자연의 최종 근거인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성적 존재자가 최종 목적으로 대해져야 하는 근거는 이성적 존재자만이 
목적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세계를 목적론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자연을 목적론이라는 체계로 이해하고, 다른 자연 
산물들을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자이며, 그런 존재자의 존재
로 인해 자연의 목적론적 체계도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성이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의 결
론이 『판단력비판』에서 발전되어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윤리형이상학 정
초』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된 이성적 존재자의 위상 문제가 『판단력비판』에 
와서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제기되고 또한 대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고 3부의 마지막에서 제기했던, 실천 이성을 가진 행위자로서의 인
간이 자연과 세계에서 갖는 위상 문제는 『판단력비판』의 논의를 통해 대답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자연의 최종 목적이 인간이라면 우리는 과연 인간의 어떤 면이 자연이 자
기의 목적으로서 추구할 만한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이 물음에 가능한 대답
은 두 가지이다. 먼저 인간이 가진 면 중에 자연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면일 
수 있다. 아니면 자연이 직접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나 인간이 자연을 사용해 
만들어냄으로써 충족되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을 칸트는 전자는 인간의 행복, 
후자는 인간의 문화로 요약한다. 행복이 인간의 욕구들을 만족시켜줌으로써 
자연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라면, 문화는 자연을 인간이 도구로서 사용함
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다. “그것은 자선을 베푸는 자연에 의해 충족
될 수 있는 유의 목적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인간이 그것을 위해 자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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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갖 목적들에 대한 유능성과 
숙련성이다.”(KU. Ⅴ:430)

칸트는 인간의 행복이 자연의 최종 목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의 행복은 자연이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의 본성상 특정한 상태에 머물러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어서, 설령 자연의 
목적이 인간 행복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둘째, 자연이 
다른 자연 사물과 달리 특별히 인간에게만 호의적으로 작동한다고 간주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자연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 자연을 사용해서 만
들어내는 문화, 혹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 두 가지 근거는 인간의 행복이 자연의 목적이 
아닌 근거일 수는 있어도 문화가 자연의 목적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닌 
것 같다. 문화가 자연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문화는 자
연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문화가 자연만으로 산출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인간이 다른 
유기체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화는 인간이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자연을 사용함으로써만 산
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인간이 없다면 문화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
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지성을,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의사대로 목적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상의 유일한 존재자로서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 호칭되고, 또 사람들이 자연
을 목적론적 체계로 볼 때는, 인간은 그의 사명의 면에서 자연의 최종 목적이기
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조건적으로만, 곧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고, 자연
과 그 자신에게 그러한 목적관계를 부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관
계가 자연에 대해 독립적으로 스스로 충분하다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연 중에
서 찾아져서는 안 되는 궁극목적일 수 있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러하다.”(KU. 
Ⅴ:431)

자연의 최종 목적이란 모든 자연이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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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인간 및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가 자연의 최종 목적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자연이 문화라는, 인간이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
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기계론적 인과라는 관
점에서 보면 아무 근거도 가지지 못한다. 자연이 목적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생각, 자연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고 자연은 문화 발전을 위한 수단으
로서 존재한다는 생각은 오로지 세계가 목적-수단의 체계로 위계화되어 있
다는 목적론적 세계관으로 자연을 파악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인과에 따른 이해와 목적론적 인과에 
따른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만일 두 인과 이해가 
동일한 대상을 설명하면서도 서로 양립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을 선
택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계론적 인과관을 택하고 목적론적 인
과관을 버리는 쪽을 택하게 될 것이다.108)

(2) 창조의 궁극목적

칸트의 반성적 추론을 따라서 자연목적의 목적이 문화를 창조하는 인간이
며, 자연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나 우리
는 여기에서 질문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를 물을 것이다. 자연은 문화를 만드는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런 인간 및 문화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로 다른 목
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를 계속 물을 것이다. 칸트도 이 물음을 멈
추지 않는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라는 물음을 종결해줄 목적을 칸트는 
“궁극목적”(Endzweck)이라고 불렀다. 궁극목적이란 “자신의 가능성을 조건
으로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목적”(KU. Ⅴ:434)을 말한다. 
칸트는 이것을 창조의 궁극 목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것은 무엇을 위
해 존재하는가?’에 대답을 주는 목적으로 수단-목적 계열의 가장 마지막에 

108) 기계론적 인과와 목적론적 인과의 이율배반의 문제는 뒤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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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는, 그 이상의 다른 목적이 필요하지 않은 최종의, 무조건적인 목적을 
말한다. 이 목적은 “순전히 자기의 이념 외의 다른 어떤 외부의 조건에는 의
존되어 있지 않은 종류의 것이어야만 한다.”(KU. Ⅴ:435) 우리는 앞에서 코
스가드의 소급 논증을 검토하면서 어떤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기 위해
서는 그 목적이 정당화된 목적이어야 함을 논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자연의 
궁극목적은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 최종 목적이어야 한다.

칸트는 창조의 궁극목적이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인간”, 즉 “예지체로 간
주된 인간”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없으면 서로서로 종속적인 목적들의 연쇄가 완벽하게 기초되
지 못할 것이니 말이다. 오로지 인간에서만, 또한 도덕성의 주체인 이 인간에서
만 목적들에 관한 무조건적인 법칙수립을 찾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 무조건적
인 법칙수립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전체 자연이 목적론적으로 그에 종속하는 궁
극목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KU. Ⅴ:435-6)

도덕은 인간에게 무조건적 요구를 한다. 도덕은 욕구를 가지면서도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며, 도덕의 정언명령을 인간은 그저 
그것이 옳기 때문에 따른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이것의 역도 성립함을 논
의하였다. 인간에게 도덕은 정언적으로 명령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정언
적인 명령은 도덕의 명령이다.109) 그래서 도덕이 아니면서 무조건적으로 따
라야 할 그런 정언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도덕이 인간에게 부과하
는 무조건적인 강요는 인간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한 것이기도 하다. 도덕
법칙은 강요일 뿐만 아니라 자율이다. 인간은 준칙을 세워 행위를 하는 존재
로, 자신이 세운 준칙이 도덕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본다. 인간은 자신
의 목적이 ‘도덕의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 이 때 
도덕의 목적은 경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향성과 독립적으로 
세운,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 목적일 수밖에 없다. 칸트는 이러한 목적을 
“목적 그 자체”라고 부른다.

109) 정언명령과 도덕의 관계는 2부의 3-(1)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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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에서 칸트가 인간, 그것도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을 창조의 
궁극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수단-목적의 연쇄가 정당화되려면 정당화
된 최종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왜냐하면 인간이 없으면 서로서로 종속적인 
목적들의 연쇄가 완벽하게 기초되지 못할 것이니 말이다.”), 오직 인간에게
서만이 무조건적인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조건적인 
법칙”을 “수립”하며 그 법칙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
덕 법칙 수립과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은 
바로 선의지이다. 선의지는 이성적 존재자가 갖는 도덕을 실행하는 능력으
로, 오직 선의지만이 자연의 목적론적 연쇄의 최종 근거일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의 궁극목적이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의지야말로 
그것에 의해 인간이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또 그것과 관계해서 세계
의 현존이 하나의 궁극목적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KU. 
Ⅴ:443, 강조는 칸트)

(3) 선의지

선의지가 없는 세계를 한 번 상상해 보자. 이성적 존재자의 선택에 의해 
대상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세계는 선의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치
나 가치 있는 대상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치들은 이성적 존
재자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상대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에, 가치는 
인간의 욕구 여하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칸트는 오직 선의지만이 무제한적
이고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므로, 선의지가 없는 세계에서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칸트는 이 가치의 근거가 
인간의 선택이라는 데에도 동의할 것이다.

다시 앞서의 물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처럼 모든 가치가 의존하는 인
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인간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물을 수 있다. 인
간이 자연 사물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더라도, 정작 그러한 
인간 자신은 얼마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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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간이 자연의 최종 목적이고,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의 보존과 
행복, 그리고 문화를 위해 존재함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정작 인간 자신
이 그렇게 목적 그 자체로 삼아질 만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근거는 무엇이
냐고 묻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우리는 인간이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절대적
인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지를 물음으로써 가치들의 근거인 가치의 정
당성을 묻는다.

칸트의 대답은 선의지가 바로 그 근거라는 것이다. 인간은 선의지, 즉 도
덕적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며, 그래서 창조의 
궁극목적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의지는 어떻게 그러한 절
대적인 근거일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것과 관계해서 창조의 궁극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욕
구능력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자연에 (감성적 충동에 의해) 매이게 만드
는 그런 욕구능력이 아니고, 또 그와 관련하여 인간의 가치가 그가 감수하고 향
유하는 것에 의거하는 그런 욕구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만이 자기 자
신에게 부여할 수 있고, 그가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것에, 그가 자연의 한 항으
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능력의 자유 안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원리들에 
따라 행위하는가 하는 것에 있는 가치이다. 다시 말해, 선의지야말로 그것에 의
해 인간이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또 그것과 관계해서 세계의 현존이 하나
의 궁극목적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KU. Ⅴ:443, 강조는 칸트)

인용에서 칸트는 창조의 궁극목적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나열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가치는 절대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납득할 만한데, 개념상 다른 것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
를 갖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건은 그 가치가 타고난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비로소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그 가치는 처음부
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비로소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칸
트가 절대적인 가치를 타고난 본성에 주지 않은 이유는, 본성은 자연에서 나
온 것인데 자연의 모든 산물은 선행 원인에 의해 조건지워진 것이어서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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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대적인 가치만을 갖는다는 그 자신의 이론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칸트
는 행위에서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를 일으킨 원리에 그 절대적인 가
치를 부여한다. 세 번째 조건으로 그것은 자유로워야 한다.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은 기계론적인 인과 관계에서 원인으로부터 가치를 물려받을 수 없
고, 자연과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선행 원인을 갖는 인과 계열의 하나의 항이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인과 계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이어야 한다. 그
러므로 무언가가 창조의 궁극목적이기 위한 조건은 그것이 자유로운 활동 
그 자체를 통해 자연이나 타고난 본성과 독립적으로 스스로 절대적인 가치
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창조의 궁극목적이 인간이라는 말은 오직 인간만이 행위를 통해 자유롭게 
절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적 행위자이다. 
이성적 행위자로서 인간은 자연에서 정해진 대로나 자연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가치를 창출한다. 인간이 특별한 존
재인 이유는 그에게는 한 가지, 자연이 가지지 않은 능력을 갖기 때문이고, 
이 능력으로 자연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 의
지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만이 가진, 자연이 갖지 못한 것이다. 그렇
다면 의지가 뭐가 특별한 것인가? 자연으로는 할 수 없는, 오로지 의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의지는 자연이 아니라 이성의 활동이며, 의지의 선함은 자연과 무관하게 
가치를 갖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어떤 의지가 선한 것은 그것이 유용한 
결과를 가져와서가 아니다. 선한 의지는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선의지는 내재적으로 선하며, 오직 선의지만이 내재적으
로 선하다. 이와 비교해 자연의 산물들 중의 그 어떤 것도 내재적으로,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않다. 가치는 인간이 부여하는 것인데, 인간이 
자연에 부여하는 모든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무제한
적으로 선한 것인 선의지만이 인간이 창조의 궁극목적일 자격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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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지는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세워진 
목적 달성에 쓸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GMS. Ⅳ:394, 강조는 필자) 

선의지가, 그것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내재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외부에서 
부여받지 않고 그 자신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재적으로 
선한 것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다. 칸트는 
선의지의 내재적 가치를 보석의 빛에 비유한다. “비록 특별히 호의적이지 않
은 운명이나 계모 같은 자연의 인색한 지원으로 인해 이 의지가 자기의 의
도를 관철시킬 능력을 전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의
지의 최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에 의해서는 아무 것도 성취되지 못한 채, 
오직 선의지(물론 가령 한낱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의 투입으로서)만이 남는다 할지라도, 선의지는 보석과 같이 그 자
체만으로도, 그 자신 안에 온전한 가치를 가진 어떤 것으로서 빛날 터이
다.”(GMS. Ⅳ:394) 선의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내재적
인 가치를 갖는다.

더 나아가서 선의지는 어떤 것이 무조건적인 가치를 가질 조건이기도 하
다. 이를테면 행복은 가치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가치는 모든 상황에서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칸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악한의 행복을 예로 든다. 악한 사람의 행복은 공정한 관찰자에게 혐오
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공정한 관찰자는 악한의 행복이 가치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의 행복은 경우에 따라서는 악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처럼 행복은 가치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혹은 누가 누리든
지 가치있는 것은 아닌,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선이다. 행복이 무조건적인 가
치를 갖기 위해서는 선의지를 조건으로 갖춰야 한다. 이처럼 선의지는 어떤 
것이 무조건적인 가치를 가질 조건이기도 한다. 도덕성을 갖춘 행복을 칸트
는 최고선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내재적으로 선한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
며, 선의지를 조건으로 갖춘 가치는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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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가드는 선의지의 선함 및 선의지를 조건으로 갖춘 것의 선함을 “객관
적인 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녀에 따르면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선하다는 것
은 그것이 세계에서의 선의 총량을 늘린다는 의미이다.110) 코스가드의 객관
적 선 개념이은 선의지가 갖는 가치의 성격을 잘 설명해준다. 선의지, 선의
지를 갖춘 행복, 선의지를 갖춘 건강, 선의지를 갖춘 부, 선의지를 갖춘 지
식 등은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다.111) 즉, 그것이 있는 세계는 그것이 없는 
세계보다 더 나은 곳이다. 그리고 목적을 세우고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인 모
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이것들이 있는 세계는 없는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
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좋은 것은 우리가 목적으로 추구할 가치를 갖는 것
이다.

오로지 선의지만이 무조건적인 가치를 가지며 이성적 존재자만이 선의지를 
가질 수 있으므로, 창조의 궁극목적은,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이성적 존재
자인 인간이다. 선의지는 앞서 인간의 목적 그 자체라는 지위를 정당화하였
듯이, 여기에서는 자연의 최종 목적이라는 지위를 정당화해 준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전제해야 할 한 가지의 중요한 제한이 있다. 창조의 
궁극목적이라는 생각은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관점이라는 틀 내에서만 유효
하다. 앞서 우리는 유기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목적”이라는 개념이 필
요하며, 이 개념을 통해 목적들의 연쇄로 이루어진 하나의 목적론적인 체계
를 사변하지 않을 수 없음을 논의하였다. 목적론적 체계로서의 자연은 그것
의 최종 목적을 찾아 나서게 하는데, 최종 목적은 그것이 가치를 근거지울 

110) “어떤 것이 무조건적으로 선하거나 혹은 조건적으로 선하지만 그것이 선하게 되는 조건
이 충족된 경우, 그것은 객관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다.” (코스가드(2007, 200쪽)), 다른 
논문에서 코스가드는 훌륭한 그림을 객관적 가치의 예로 든다. 훌륭한 그림은 내재적 가치
를 갖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이 그림이 아무도 열 수 없게 꽁꽁 잠긴 벽장 속에 숨어있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그림은 가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서 코
스가드는 말한다. “만약 그림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랑스러움에 황홀해
하거나 만족스러워 하고 혹은 사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면, 그 그림은 객관적으
로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 더 나은 곳이 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세계의 좋음의 실제적 총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코스가드(2007, 395
쪽)).

111) 여기서 선함과 좋음은 동일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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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의 궁극목적을 정당화의 근거로서 요구하며,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만이 
자연의 목적론적 체계를 완결시킬 수 있었다.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은 반
성적 판단력을 사용해 창조의 궁극목적에까지 다다른다. 이러한 추론에서 자
연의 최종 목적 및 창조의 궁극목적은 모두 인간이다. 인간이 궁극목적이라
는 것의 근거는 오직 인간만이 선의지라는 무조건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오직 도덕적 존재자로서만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하
므로, 첫째로, 세계를 목적들에 따라 연관되어 있는 전체로, 그리고 목적인들의 
체계로 볼 하나의 근거를, 적어도 중요조건을 갖는 바이다. 그러나 특히 우리 이
성의 성질상 우리에게 필연적인, 자연목적들과 지성적 세계원인과의 관계에 대하
여 목적들의 나라에서 최상의 근거로서의 이 제일의 원인의 자연본성 및 속성들
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제일 원인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하나의 원리를 
갖는다.”(KU. Ⅴ:444, 강조는 칸트)

그러나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이해가 그 자체로 자연을 잘 설명해준다고 
하더라도, 목적론이 기계론적 자연 이해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설명을 
노리는 한에서 두 세계관은 충돌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다. 이 문제를 정식
화해 보자.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인과 설명에 따르면 세계 내의 모든 것은 
선행하는 원인을 갖는 것으로서, 조건 지워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개념은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인과 설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목적론적 
인과 설명에서는 선행 원인을 갖지 않는 무조건적인 목적인 궁극목적의 존
재가 상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인과 해석
과 목적론적 인과 해석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두 해석이 
정말로 양립될 수 없다면 한 쪽이 폐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기계론적 설명을 받아들이고 목적론적 인과 설명을 폐기할 것이며, 그렇다면 
목적론적 설명은 무용한 것이 된다.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관점을 견지하려면 우리는 목적론과 기계론 간의 소
위 이율배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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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것이다. 칸트는 기계론과 목적론이 둘 다 구성적 원리가 아니라 규제적 
원리이기 때문에 이율배반의 문제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어
지는 장에서는 자연에 대한 기계론과 목적론의 위상을 다루겠다.

3. 목적론에 제기되는 문제들

(1) 기계론과 목적론의 이율배반 문제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인과 설명과 목적론적 인과 설명이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는 소위 이율배반의 문제에 대해 칸트는 이율배반은 발생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자연에 대한 기계론과 목적론은 규정적 판단력의 구
성적 원리가 아니라 반성적 판단력의 규제적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기계론을 규정적 판단력의 구성적 원리라고 하지 않고, 반
성적 판단력의 규제적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칸
트 철학 내에서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한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인과 
개념이 경험에 대한 구성적인 원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계론이 칸트가 
제2유추에서 제기한 “자연의 기계성”과 같은 것이라면 칸트는 상반된 주장
을 하는 것이 된다.112)

그러나 일관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칸트는 기계론적 인과에서 “자연의 기
계성”과 “물질의 기계성”을 구분해 전자는 경험의 구성적 원리이고 후자는 

112) 자연의 기계성과 물질의 기계성은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초월
적 자유는 일체의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그러므로 자연 일반-이것이 순전히 시간상의 내감
의 대상으로 고찰되든, 아니면 동시에 공간과 시간상에서 외감의 대상으로 고찰되든-으로
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으며, (후자의 본래적 의미의) 이 자유, 유일하게 
선험적으로 실천적인 이 자유 없이는 어떠한 도덕 법칙도 가능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어
떠한 귀책도 가능하지가 않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인과의 자연 법칙에 따르는 시
간상의 사건들의 모든 필연성을 자연의 기계성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러나 이 말로써 
이에 종속하는 사물들이 실제로 물질적 기계들이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
기서는 단지, 자연 법칙에 따라 전개되는 바, 시간 계열 상의 사건들의 연결의 필연성만이 
주목된다.”(KpV. 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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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 판단력의 규제적 원리라고 하는데, 『판단력비판』에서 주로 논의하는 
기계론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자는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초월적 조건에 대한 원리이지만, 후자는 이러한 자연 기계성이 자
연에서 구현되는 가능한 여러 경우들 중에서 한 가지를 가리킨다. 전자에서
는 “단지, 자연 법칙에 따라 전개되는 바, 시간 계열 상의 사건들의 연결의 
필연성만이 주목된다.”(KpV. Ⅴ:97)

시간 계열 상의 사건들이 서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지성이 현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른바 초월적인 조건으로서, 이러한 조건
에 대한 원리는 구성적이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 아
래에서 자연의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 
자연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반성적 판단력의 활동이 필요하다. 기계론적인 자
연 인식 하에서도 반성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칸트는 지성이 선험적
으로 갖는 순수 개념들만으로는 자연에 대한 경험적인 법칙을 충분히 발견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성적 판단력은 특수한 것만이 주어져있을 때 그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발
견해내는 능력으로, 칸트는 과학적 탐구에서도 반성적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학은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경험 개념들과 경험 원리들을 발견
하고 이 원리들을 체계화함으로써 자연을 탐구한다. “그러므로 자연 안에 있
는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올라가야 하는 임무를 갖는 반성적 
판단력은 하나의 원리를 필요로 하는 바, 반성적 판단력은 이 원리를 경험에
서 빌려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바로 모든 경험적 원리들과 마찬
가지로 경험적이기는 하나, 보다 고차적인 원리들 아래서의 통일성과, 그러
므로 그 원리들 상호간의 체계적 종속관계의 가능성을 기초 지어야 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초월적 원리를 반성적 판단력은 단지 자신
에게만 세울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취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
은 규정적 판단력일 터이다- 자연에게 지정할 수도 없다.”(KU. Ⅴ:180)

물질적 기계론은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로 제시된 특수한 기계론으로, 여기
에는 심리학적인 인과와 같은 비물질적인 대상 영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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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기계론이라는 말로 칸트가 의도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따져볼 부
분이 더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물질적 기계론이란 부분과 전체에 대
한 비-목적론적인 인과를 가리킨다.

“만약 우리가 이제 물질의 전체를 그 형식의 면에서 부분들과 이 부분들이 스스
로 결합하는 힘들 및 능력들-이 부분들이 서로 전달하는 다른 물질들을 덧붙여 
생각해서-의 산물로 본다면, 우리는 이 전체의 기계적 산출방식을 표상하는 것이
다.”(KU. Ⅴ:408)

물질적 기계론에서 전체는 부분들의 성질이나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
과로 환원될 수 있다. 맥러플린은 이것을 제2유추의 시간적인 계기와 연관시
켜 설명하는데, 이에 따르면 부분이 전체에 시간적으로 언제나 선행한다면, 
부분은 언제나 전체를 결정할 것이며, 부분과 전체 사이에는 어떠한 논리적 
필연성도 없을 것이다.113) 물질적 기계론도 자연의 기계성의 한 방식으로서 
계기적인 관계를 전제하므로,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부분들은 그것들의 성질
들과 그것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질적 
기계론에서 전체는 부분들의 작용으로 환원되며, 따라서 전체는 부분들의 성
질과 상호작용의 귀결에 지나지 않게 된다.

칸트가 반성적 판단력에 따른 기계성의 원리라고 한 것은 바로 물질적 기
계론이다. 물질적 기계론은 판단력이 자연의 개별적인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발견한 일반적인 원리이지만, 대상 자체에 대한 원리는 아니다. 이러한 생각
은 물질적 기계론이 기계론의 가능한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에 의해 뒷
받침된다. 물질적 기계론은 자연에 가능한 여러 가지 기계론들 중의 한 가지
이면서도 인간이 자연에 대해 유일하게 갖는 기계론으로, 경험의 구성적 원
리는 아니지만 판단력의 규제적 원리이다.

칸트는 기계론적 인과의 자연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론이 필요

113) McLaughlin, Peter. "Newtonian biology and Kant’s mechanistic concept of 
causality." Kant’s critique of the power of judgment(2003), 209-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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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기체의 경우가 그런데, 유기체 전체와 유기체를 이
루는 부분의 인과는 교호적이지만 기계론은 이러한 작용을 설명하지 못한다. 
유기체의 특징은 부분이 전체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체가 부분의 원
인이기도 하다는 것인데, 기계론적 인과 설명에서 따르면 선행 원인은 결과
를 결정하는 일방적인 것이어서 결정된 것이 결정하는 것의 원인일 수가 없
다.

또한 기계론은 유기체 내의 인과 작용이 갖는 특유의 필연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기계론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우연적이어서 그런 원인에서 
왜 꼭 저런 결과가 귀결돼야 하는지 개념적으로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이러
한 설명은 하나의 산이 형성되는 것은 잘 설명할 것이다. 이를테면 지리산은 
일련의 퇴적과 융기 등의 원인을 통해 산출된 산물이며, 꼭 그런 모양과 그
런 높이, 그런 넓이로 생겨났어야 했을 할 필연성은 없다. 그러나 기계론은 
올챙이가 왜 필연적으로 개구리가 되고 병아리가 왜 필연적으로 닭이 되는
지, 심장은 왜 뛰는지와 같은 유기체가 갖는 특별한 필연성은 충분히 설명하
지 못한다.114)

긴스보그는 유기체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의 불충분성을 설명하기 위해 유
기체만이 갖는 특별한 종류의 규칙성을 지적하는데, 그녀에 따르면 기계론도 
법칙을 통해 자연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기계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연의 
규칙성을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계론은 환원론적 설명으로서, 유기체
가 갖는 규칙성도 물질의 일반적인 운동 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체는 가능한 한 작은 부분들로, 혹은 가능한 한 일반적인 법칙으로 환원되
어 설명된다. 따라서 기계론은 병아리가 닭이 되는 필연성, 유기체만이 갖는 
특별한 규칙성을 설명하지 못한다.115) 그래서 유기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14) 이 사례들은 긴스보그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Ginsborg, Hannah. "Kant on 
understanding organisms as natural purposes." in Watkins, Eric, ed. Kant and 
the Sciences(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15) Peter MacLaughlin은 유기체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의 불충분성을 과소결정
(underdetermination)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매우 적절해 보인
다. 그에 따르면 기계론은 환원론적인 설명으로, 전체는 부분들의 성질과 부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된다. 그러나 유기체를 부분의 특성만으로 환원해 설명하는 것은 유
기체가 갖는 특유의 유기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부분들의 특성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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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설명하는 또 다른 원리인 목적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목적론의 핵심적인 특징은 전체를 통해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이

다. 칸트는 우리의 지성은 직관적(intuitiv)이지 않고 논변적(diskursiv)이기 
때문에 목적론적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논변적 지성에 의거해 전체의 가능성을 뿐들에 의존해 
있는 것으로 표상하지 않고, 직관적(원형적) 지성의 기준에 따라 부분들의 가능
성을 (그것들의 성질과 결합의 면에서) 전체에 의존해 있는 것으로 표상한다면, 
이런 일은 우리 지성의 바로 그와 같은 특유성에 따라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가 부분들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함유하지 않고, -이런 일은 논변
적 인식방식에서는 모순이겠다- 단지, 전체라는 표상이 전체라는 것의 형식을 가
능하게 하고 전체에 필요한 부분들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함유하는 것
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표상이 자기의 가능성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전체는 결과
(산물)이겠고, 어떤 원인의 규정근거가 순전히 그 원인에서 나오는 결과의 표상
일 때, 그러한 원인의 산물을 목적이라고 일컬으므로,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만약 우리가 자연의 산물들을 물질의 자연법칙들의 인과성과는 다른 인과성에 
따라서, 곧 다지 목적들 및 목적인들의 인과성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으로 표상한
다면 그것은 한낱 우리 지성의 특수한 성질로부터의 귀결이라는 것과, 이 원리는 
이러한 산출방식에 따르는 그러한 사물들 자신-현상들로 고찰된다 해도-의 가능
성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물들에 대한 우리의 지성에게 가능한 판정
에 관계한다는 것이다.”(KU. Ⅴ:407-8, 강조는 칸트)

논변적 지성이란 개념, 즉 분석적이고 보편적인 표상으로 특수한 표상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통해 특수한 것을 파악하는 
직관적 지성과 구별된다.116)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보편 표상인 개념이 특수
한 표상인 직관과 합치하는 것은 우연적일 뿐이어서 판단력의 도움이 필요

유기체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McLaughlin, Peter. "Newtonian biology and 
Kant’s mechanistic concept of causality." Kant’s critique of the power of 
judgment(2003), 209-217쪽.

116) 논변적 지성이라는 개념은 판단하는 능력인 인간의 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핵심적인 
개념이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의 형이상학적 연역 부분에서 이 개념을 주로 논의한다. 
“따라서 모든 혹은 적어도 인간의 지성 인식은 개념을 통한 인식으로 직관적이지 않고 논
변적이다.”(KrV. A68/B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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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래서 논변적 지성은 자신의 개념으로 특수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지
는 못한다. 인간의 지성은 논변적이어서 “부분들의 가능성을 전체에 의존해 
있는 것으로 표상”할 수는 없으며, 대신 “전체의 가능성을 부분들에 의존해 
있는 것으로” 표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논변적 지성으로 전체로부터 부
분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가? 한 가지 가능한 방식이 있다. “전체”가 
아니라 “전체라는 표상”이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 표상을 칸트는 목적이라고 부른다. 목적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인 표상이다. 따라서 논변적 지성이 전
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목적론이다. 이처럼 목적 개
념 및 목적론을 통한 판정은 논변적이라는 인간 지성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순전한 기계성에 의해서는 유기적 자연산물들의 산출이 불가능
함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지 경험적으로 인식될 뿐이기에 우리에
게는 우연적인 특수한 자연법칙들의 무한한 다양성을 우리는 그 제일의 내적 근
거에서 통찰할 수 없고, 그래서 자연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일관적으로 충분
한 원리-이것은 초감성적인 것에 놓여있다-에 절대로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
다.”(KU. Ⅴ:388)

인간은 자연을 그것의 내적 본성을 그 자체로 파악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자연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현상이기 때문이다. 기계론과 목적론은 둘 다 
인간이 자연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인
과 원리이다. 그런데 인용에서 칸트가 말하듯이 기계론은 자연에 대한 목적
론이 틀렸음을 증명하지 못하며, 목적론도 자연에 대한 기계론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없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심지어 두 원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두 원리가 제 삼의 원리에 의해 연결될지 아니면 결국엔 한 가지로 환원될 
것인지조차 알아낼 수 없다.

그래서 칸트는 자연에 대한 목적론과 기계론을 “반성적 판단력의 준칙”이
라고 부른다. 목적론뿐만이 아니라 기계론(특히 물질적 기계론)도 자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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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간이 갖는 준칙이라는 것이다. “주장되는 것은 단지, 인간 이성은 이 
준칙[자연에 대한 기계성의 원리]을 준수함에 있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결코 자연목적의 특수성을 이루는 것의 근거는 조금도 찾아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자연법칙들에 대한 또 다른 인식들은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것뿐이다 이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자연 자신의 내적 근거 안에서 
동일한 사물들에서의 물리적-기계적 결합과 목적 결합이 하나의 원리 안에
서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어떨까 하는 문제는 미결로 남는다.”(KU. Ⅴ:388, 
강조는 칸트)

그렇다면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인과 원리와 목적론적 인과 원리는 이율배
반에 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 원리가 자연 산물들 간의 법칙적 관계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현상을 구성하는 원리가 아니라, 자연에 대해 인간이 갖
는 “준칙”이자 반성적 판단력의 규제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론과 목적론이 판단력의 “준칙”이라고 하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칸트의 설명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기계
론적이거나 목적론적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으며 객관적 실재성을 가지지 않
는다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기계론과 목적론의 위상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우리는 기계론과 목적론 사이에 이율배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정확한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117) 다음 장에서 규제적 원리가 무엇이고, 규제
적 원리의 객관성은 어떻게 담보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로써 밝혀지
는 목적론의 의미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117) 이율배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칸트 주장에 대해 긴스보그는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한다. 
그녀에 따르면, 유기체라는 같은 대상을 두고 기계론과 목적론에서 각각 인공물과 자연목
적으로 보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우리도 비슷한 반론을 제기한다. 두 원리가 판단력
의 준칙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태도의 모순이라는 문제가 남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
적인 원리라도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준칙을 함께 견지하는 것은 모순을 범하
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 행위자가 어떤 준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준칙
을 폐기하지 않고 이와 상충하는 또 다른 준칙을 세운다면, 그의 태도가 비일관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대상인 자연에 대해 기계론과 목적론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원리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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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적 원리로서의 목적론

『순수이성비판』에서 자유와 결정론 간의 이율배반을 논하면서 칸트는 “이
성의 규제적 원리를 경험적으로 사용한”(A554/B582) 한 가지 예를 든다. 악
의적인 거짓말로 타인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친 한 남자가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한 편으로 
남자의 거짓말을 함이란 행위를 낳은 동인을 선행 원인들의 연쇄를 따라 탐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받은 나쁜 교육이나 불량한 친구들과의 교제, 
수치에 무감한 사악한 천성 등의 원인을 탐구하고, 이 남자의 행동은 이런 
원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 남자의 행
동을 비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결정론이 아니라 다
른 입장에 서야 한다. 이에 대해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품행이 어떠했건 그런 것은 전적으로 제쳐놓을 수 있다
고, 그리고 조건들의 지나간 계열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그러니 이 행실은 
이전의 상태에 관해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 그로써 그 
행위자는 마치 결과들의 계열을 자신으로부터 개시한 것인 양 전제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 비난은 이성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 사람들은 이성
을 거론한 모든 경험적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처신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었고 결정했어야 마땅했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성의 원인성을 가령 한낱 경합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벽한 것으로 본다. 
비록 감성적 동기들이 그것에 전혀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심지어 반대까지 할지
라도 말이다. 행위작용은 그의 예지적 성격에 돌려지고, 그가 거짓말하는 그 순
간에 그는 지금 전적으로 빚을 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은 그 행실의 모든 경험
적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유로웠고, 이 행실은 전적으로 그의 부작위의 
탓으로 돌려진다.”(KrV. A555/B583, 강조는 필자)

인용에 따르면, 우리는 한 편에서는 거짓말하는 그의 행위를 결정한 선행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편에서는 그가 “마치” 
행위의 순간 새로운 인과 계열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가 새로운 인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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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시작한 것이라고 “전제”한다. 우리는 이 남자가 그 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선행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가 남자의 행위를 평가하면서 갖는 전제를 칸트
는 이성의 규제적 원리라고 부른다. 우리가 행위자에게 귀책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규제적 원리 덕분이다.

규제적 원리란 마치 대상 세계에 타당한 양 우리가 전제하고 또한 우리가 
전제할 수밖에 없는 원리이다. 인간이 정말로 인과 연쇄를 최초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인지, 자연 법칙으로부터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인식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가 틀렸
다는 인식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인과를 자유로서 이해하는 이
러한 원리는 실천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 이를테면 자유의 원리는 행위자에
게 귀책을 돌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규제적 원리는 그것이 틀렸음이 증명될 수 없지만 맞다는 것이 증명될 수
도 없는, 그러나 우리가 마치 그것이 맞다는 듯이 사용하는, 실천적으로 유
의미하면서도 불가피한 원리이다. 규제적 원리는 대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
리 자신에 대한 원리로,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을 이해하게 해주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판단력은 또한 자연의 가능성을 위한 선험적 원리를, 하지만 단지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기 안에 가지며, 이에 의해 판단력은 (자율
[Autonomie]로서) 자연에게가 아니라, (자기자율[Heautonomie]로서) 그 자
신에게 자연을 반성하기 위해 하나의 법칙으로 지정한다.”(KU. Ⅴ:185-6) 그
러므로 규제적 원리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자기자율의 원리이다.

그런데 규제적 원리가 대상에 대한 원리가 아니라 대상을 파악하고 대상 
세계에서 행위하는 주체에 대한 원리라면, 구성적 원리와 규제적 원리의 차
이는 객관적 실재성을 갖느냐의 차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더 밀고 나가
면, 구성적 원리는 그것이 없으면 대상이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대상을 인식
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원리이므로 객관적 실재성을 갖지만, 규제적 원리는 
객관적 실재성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
게 간단하지 않은데, 칸트가 규제적 원리에도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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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폴 가이어는 규제적 원리가 인간이 이성적 존재자의 활동 및 능력과 긴밀

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규제적 원리는 삼중의 구조를 갖는
데,118) 첫째, 인간의 인식 활동이나 실천 활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질서지우
는 “내재적인 목표”가 있다. 둘째, 이 활동이 미치는 영역의 대상들에는 해
당 활동이 노리는 그 목표의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를테면 자연에 대한 규제적 원리의 경우 자연이 인식이나 실천 활동이 갖
는 내재적 목표가 달성 가능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고 전제된다. 셋째, 이 
전제는 그에 상응하는 능력에 의해 근거지워져 있다. 이러한 삼중 체계가 있
음을 가이어는 아래 구절을 통해 뒷받침한다.

“만약 그것에 의해, 객관들 자신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체계적 통일이 
선험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초월적 원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규
칙들을 통일하는 이성의 논리적 원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도 사실 간파될 수가 
없다. 무릇, 만약에 이성에게 모든 힘들은 이종적이고, 그것들을 도출하는 체계
적 통일성이 자연에 맞지 않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가능함을 인정할 자유가 있다
면, 무슨 권한으로 이성은 논리적 사용에서, 우리에게 자연을 인식시키는 잡다한 
힘들을 순전히 감추어져 있는 통일로 다룰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잡다한 힘
들을 가능한 한에서 어느 근본력에서 도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 우리
는 법칙 없이는 전혀 아무런 이성도 갖지 못할 것이고, 이 이성 없이는 아무런 
연관성 있는 지성사용도 갖지 못할 것이며, 지성사용이 없는 곳에서는 경험적 진
리의 충분한 징표를 갖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충분한 징표를 고려
하여 자연의 체계적 통일성을 철두철미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KrV. A 650-51/B 678-79)

가이어는 규제적 원리도 경험을 가눙하게 해주는 일종의 초월적 원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인용에서 칸트는 이성의 원리가 대
상에도 타당하다는 것이 전제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이성은 자연의 대

118) Guyer, Paul. "Kant’s Principles of Reflecting Judgment." Guyer, Paul ed.. Kant’s 
Critique of Power of Judgement.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2003),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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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하나의 체계로서 파악하고자 하는데, 만일 자연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
다면 이성의 원리와 자연의 대상이 맞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성
의 원리는 비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의 원
리가 자연에 타당하고 자연이 이성에 맞게 “체계적 통일성”을 갖는다고, 즉 
이성의 원리가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이어의 지적대로 칸트가 이성의 규제적 원리에 어느 정도의 객관적 타당
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 「초월적 변증학」의 부록인 
<순수 이성의 이념들의 규제적 사용에 대하여>에서 이성의 규제적 원리들이 
갖는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 원리들에서 주목할 만하고, 또 우리가 전념할 점은, 이 원리들이 초월적인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것들이 이성의 경험적 사용의 준수를 위한 순전한 이념들
을 함유하며, 이성의 경험적 사용은 이 이념들을 단지 말하자면 점근선적으로만, 
다시 말해 한낱 점근적으로만 따를 수 있고, 결코 그에 이를 수는 없다고 하더라
도, 이 원리들은 선험적 종합 명제들로서 객관적인 그러나 무규정적인 타당성을 
가지며, 가능한 경험의 규칙으로 쓰이고, 또한 실제로 경험을 가공하는 데 있어 
발견적 원칙들로서(als heuristische Grundsätze) 유리하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증명되었듯이 이념들에 관해서는 항상 불가능한바, 이런 원리들에 대한 
초월적 연역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KrV. A 663-64/B 61-92, 강조는 
필자)

인용에서 칸트는 규제적 원리가 경험에 타당한 객관적 원리이며 따라서 초
월적 원리임을 인정하면서도 규제적 원리가 갖는 객관성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성의 규제적 원리는 경험의 규칙이면서도, “가능한” 경험 규칙이다. 다시 
말해 규제적인 원리는 경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원리가 아니라 경
험될 수 있는 가능한 대상들을 “발견”하는 원리이다. 다시 말해 이성의 규제
적 원리는 가능한 경험 대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한 원리이나 대상이 무
엇인지를 규정해주는 원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는 초월적 원
리이긴 하지만, 초월적 연역을 통해 그 타당성이 증명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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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칸트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성의 규제적 원리는 경험
에 대해 객관적 타당성(“objektiv gültig”)을 갖긴 하지만 경험에서 객관적 
실재성(“objektive Realität”)을 갖지는 않는다. 『순수이성비판』에서의 칸트
가 규제적 원리가 갖는 객관적 타당성을 강조한다면, 『판단력비판』에서의 칸
트는 규제적 원리가 객관적 실재성을 갖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자연목적 개념]을 규정적 판단력을 위해 교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개념의 객관적 실재성을 우선 보장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연사물도 그 개념 아래 포섭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목적으로서의 사물의 개념은 경험적으로 조건 지어진, 다
시 말해 오직 경험에서 주어진 어떤 조건 아래서만 가능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경험에서 추상될 수 없는, 오히려 오직 하나의 이성원리에 따라서 대상
을 판정함에서 가능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그러한 원리로서 그 객관적 
실재성이 (다시 말해, 이 개념에 따라 한 객관이 가능함이) 전혀 통찰될 수 없고, 
교조적으로 정초될 수 없다. […] 다시 말해, 자연목적들로 간주된 자연의 사물들
이 그 산출을 위해 (의도들에 따르는) 전적으로 특수한 인과성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지는 결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물을 수도 없
다. 왜냐하면 자연목적의 개념은 그 객관적 실재성에 대해서는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니 말이다. (다시 말해, 이 개념은 규정적 판단력에 대해서 구성
적인 것이 아니라, 반성적 판단력에 대해 한낱 규제적이다.)”(KU. Ⅴ:396, 강조
는 필자)

판단이란 논변적 지성의 활동으로서, 보편적인 표상으로 특수한 표상을 포
섭하는 통일 작용이다. 따라서 판단에는 언제나 보편 표상인 개념이 필요한
데, 이러한 개념은 지성에 의해서 공급되거나 이성에 의해 공급된다. 그런데 
지성의 개념만이 그에 상응하는 직관을 가지기 때문에 지성 개념만이 객관
적 실재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참/거짓의 문제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이에 반해 자연목적 개념 및 합목적성 개념은 이성의 개념으로 그에 상응하
는 직관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객관적 실재성을 갖지도 않는다. 단, 이러한 
개념은 대상에 타당하긴 한데, 왜냐하면 규제적 원리 및 그로부터의 이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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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은 새로운 경험 법칙들을 발견하거나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데에 유
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규제적 원리는 첫째, 대상에 타당한 것
으로 우리가 전제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원리이지만, 둘
째, 그것이 맞다고도 틀렸다고도 증명될 수 없는 원리로서,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원리인 것이다.

(3) 이율배반의 해결

칸트는 자연에 대한 목적론과 기계론이 모두 구성적 원리가 아닌 규제적 
원리이기 때문에 목적론과 기계론은 이율배반에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칸트의 전략은 두 인과 원리가 대상을 규정하는 판단에 사
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기계론과 목적론은 <모든 x는 A에 따라 
가능하다.>나  <몇몇 x는 A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다.>를 주장하는 원리가 
아니다.119) 만일 이렇게 해석된다면 목적론과 기계론은 대상에 대한 구성적 
원리로서 서로 양립될 수 없이 모순될 것이다.

규제적 원리에 따른 기계론의 주장은 “나는 항상 그것들에 관해 순전히 자
연의 기계의 원리에 따라 반성해야 하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것을 탐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기계성을 탐구의 기초에 놓지 않고서
는 본래적인 자연인식은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KU. Ⅴ:387, 강조는 
칸트)이다. 이처럼 규제적 원리가 갖는 구성적 원리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은 
대상 x가 아니라 “나”가 전면에 나온다는 것이다. 규제적 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이 어떤 원리에 따르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원리를 채택해
야 하는가이다.

이에 따르면 내가 자연을 인식하기 위해서 나는 기계성의 원리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계론의 원리는 자연에 대한 남김없이 완전한 인식을 

119) 칸트의 말로, 전자는 “물질적 사물들의 모든 산출은 순전히 기계적 법칙들에 따라 가능
하다.”이고, 후자는 “물질적 사물들의 몇몇 산출은 순전히 기계적 법칙들에 따라서는 가능
하지 않다.”이다.(KU. Ⅴ: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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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특히 유기체가 갖는 자연목적으로서의 특이한 성
격을 기계론은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기계론은 우리가 자연을 인식하기 위
해 사용하는 원리이지만, 충분한 설명을 주지는 못하는, 자연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 한에서”(KU. Ⅴ:387) 하는 원리일 뿐이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기계론의 설명이 실패하는 곳에서 나는 목적론적 인과 개념으로 자연을 설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 목적은 목적론적 인과로 충분히 설명된다. 두 원
리는 객관적으로 타당하긴 하지만 객관적 실재성을 갖진 못하는, 주관적으로
는 필연적인 원리이다. 나는 자연 설명에서 기계론적 개념으로는 불충분한 
부분을 목적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목적론적 인과론을 자연 전체로 확
장시켜 자연을 궁극목적을 갖는 하나의 체계로 파악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계론과 목적론은 판단력의 규제적 원리로서, 인간이 자연을 파악
하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준칙이다. 기계론은 목적론이 틀렸음을 증명
하지 못하며, 목적론도 기계론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없다. 게다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두 원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 기계론과 목적론 각자는 일관되긴 하나 그것만으로 자연을 설명하기에
는 불충분한 원리인 것이다.

4. 소결론

3부의 말미에서 우리는 목적 그 자체 정식의 원리가 세계에 대한 앎을 주
는 원리가 아니라 세계 내에서 사물 및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행위하는 유
한한 이성적 존재자에 관한 원리로, 이성적 존재자가 행위하는 존재이기 위
해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실천적인 생각이라고 했었다. 그렇다면 4부에서 우
리가 결국 대답해야 할 문제는 목적 그 자체의 원리가 어떠한 의미에서 자
신의 ‘객관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판단력비판』에서 칸트는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을 내놓는다. 이에 따
르면 인간은 자연의 최종 목적이자 창조의 궁극목적이며, 인간이 그런 목적



- 189 -

일 근거는 인간의 도덕성이다. 이러한 해석은 목적 그 자체 정식에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 관해 개진되었던 것보다 더욱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나아
감은 칸트의 철학이 이성적 행위자의 행위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물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인간이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목적 그 자체 원리는 ‘정언명령의 목적
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진 것이며, 정언명령의 목적
을 묻는 물음의 관심은 도덕이란 무엇이고,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칸트의 대답은 도덕적 행위의 목적은 이성
적 존재자이며, 도덕적 행위는 이성적 행위자를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
는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 인간이 자연의 최종 목적이자 창조의 궁극목적이라는 『판단력
비판』의 주장은 자연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다. 인간은 자연의 최종 목적이자 주인이며, 자연의 모든 것은 인간의 
문화와 도덕성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봉사한다. 왜냐하면 자연은 인간 존
재로 인해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되며, 행위하는 인간 없이는 자연의 존재는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먼저 자연의 모든 존재자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가치
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인간이 없다면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
다가 인간은 상대적 가치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자연 어디에도 없는 절대
적 가치를 갖는 존재이다. 바로 선의지를 갖는 인간은 그의 의지함만으로도 
무제한적인 가치를 갖는다.

현대에 와서 목적론은 자주 회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만일 목적론이 자연
을 설명하는 한 가지 인과 해석으로서 동일한 자연을 기계론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그리고 목적론적 해석과 기계론적 해석이 양립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목적론의 해석을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목적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론을 버릴 이유가 없으며, 버려서도 안 된
다는 것이다. 유기체는 내적 합목적성을 갖는 자연 목적으로서 무기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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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잘 설명하는 기계론적 설명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처럼 기
계론으로는 자연이 남김없이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목적론과 기계론은 비록 
양립할 수는 없지만, 자연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해석 방식으로서 
어느 해석도 다른 해석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없으며, 기계론적 인과 해석의 
우월성을 주장할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두 해석은 모두 경험 대상을 규정
하는 원리가 아니라 경험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판단력의 규제적 원리
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목적론적 세계는 기계론적 세계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세계가 의도 없는 원인-결과들의 무한
한 연쇄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만큼이나 세계가 목적론적으로 구조화되어 있
다고 믿으며, 목적론적 세계관은 기계론적 세계관 만큼이나 유용하다. 두 세
계관은 서로를 반박할 수 없으며, 기계론적 세계관은 목적론적 세계관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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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성취하
기 위해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자이다. 칸트는 가언명령의 원리를 통해 이성
적 행위 일반의 규범적인 규칙을 정식화하는데, 이에 따르면 목적을 세운 행
위자는 그에 필요한 수단을 사용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한다는 필
연성을 지게 되며 인간과 같이 전적으로 이성적이지는 못하며 이성에 반할 
수도 있는 욕구를 갖는 이성적 존재자는 그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 
가언명령이라는 필연적 규칙에 메이게 된다.

목적을 세우고 자신의 목적을 세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존재 없
이는 목적-수단 개념은 공허한 것이다. 이성적 행위자의 실천적 관점 아래에
서 세계는 목적들과 수단들과 방해물들로 이루어진 곳으로, 인간은 목적을 
세우고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세계에 가치를 만들어내며, 세계는 이성적 존재
자를 통해서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된다.

칸트는 가치라는 것이 인간 및 이성적 존재자의 목적을 세우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목적 및 수단이 갖는 가치들의 근거는 도덕을 실행하는 능력인 선
의지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정언명령의 정식의 하나인 ‘목적 그 자체 
정식’을 통해 칸트가 밝히고자 한 도덕의 본질이다. ‘목적 그 자체 정식’을 
통해 칸트는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내
놓는데, 그 답변이란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목적은 이성적 존재자를 존
중하기 위해서이며, 그 근거는 이성적 존재자 없이는 가치 및 절대적 가치가 
세계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목적 그 자체 정식’에서 주장되는 인간의 목적 그 자체라는 위상
은 이성적 존재자들의 실천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상호보증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실천적인 관점에서 파악된 세계의 사실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칸트는 이후의 작업에서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실천철
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연에 대한 객관적 사실로서 정립시키려는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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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시도의 내용은 자연을 목적론적 질서를 가진 곳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

목적론은 기계론과 같이 자연을 설명하는 유일하게 대안적인 원리이지만 
기계론과 양립할 수 없다. 칸트에 따르면 유기체의 내적 합목적성이라는 특
징을 볼 때 기계론은 자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고 목적론적 세계
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최종 목적
의 자리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
로, 인간 존재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도 비로소 가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인간이라는 이성적 자연 존재자의 존재 없이는 자연은 어떠한 가치도 없
다는 것이다.

인간을 정점으로 하는 자연의 목적론적 질서는 가치 중에서도 유일하게 내
재적 가치를 갖는 선의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에 
의해 최종적으로 정당화된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며 그래서 선한 의지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 존재 없이는 인간을 포함해 자연은 정당하
게 존립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두 가지 점에서 그 기여가 있다. 첫째는 칸트의 행위 이론 및 
도덕 이론을 목적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적으로 체계화해 제시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적 그 자체 정식’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텍스트와 부
합하는 해석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목적 그 자체 정식’을 칸트의 목
적론 논의와 연결 짓는 일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작업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기될 법하지만 본격적으로 해명되지 못한 문제
를 한 가지 지적하겠다. 인간의 목적 그 자체라는 위상은 도덕적 행위를 설
명한다는 윤리학적 필요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후에는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질서에서 자리매김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목적론적 질서가 이
론 철학과 실천 철학의 이원적인 탐구라는 칸트의 비판 철학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는지에 대한 더욱더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목적론은 
한 편으로는 자연에 대한 설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 철학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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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김되어야 할 것 같지만,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그 질서를 보증자로 둔
다는 점에서는 실천철학적인 함축도 충분히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 논문은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문제가 성립할 이론적인 조건을 
조성했다는 것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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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cept of End in Kant’s Practical Philosophy

- ‘Formula of End in Itself’

Kang E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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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roblem of this Essay is that what is that means that the 
end of moral action is humanity and based on what is it justified 
in Kant’s practical philosophy. Specifically, I would focus on the 
‘Formula of End in Itself’ which is presented as one of the 
formulas of categorical imperative.

However,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the justification of 
humanity as the end of moral ac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kant’s general theory of action based on concept of end. And to 
construct Kant’s theory of action, we should understand the model 
of hypothetical imperative and its rational, normative feature. So, 
before we examine the meaning of humanity as the end of moral 
action and its justification, we should construct the process and 
model of rational action according to hypothetical imperative. Thus 
the second problem of this essay is to establish Kant’s theory of 
action based on the concept of end and its normative feature.

But in kant’s theory of action, action takes place in the world of 
appearance not in noumenal world. At the same time, action 
should be free, that is without no preceded cause. So if universal 
mechanism is true, human as the end in itself could not justified. 
Third problem in our essay is to understand and evaluate k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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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to establish natural teleology and human as an ultimate end 
in nature.

So the themes of this essay could be summarized as three 
answers of these three questions. First, What is the end of action? 
Second, What is the end of moral action? Third, What is the 
ultimate end of our nature?

First, What is the end of action? I would argue that end serves 
as a normative ground in acton in general. Contrary to theory of 
action in Hume, Kant’s theory of action could accept irrationality 
in action. Kant asserts that action of rational agent could only be 
rational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failure of action and of 
accepting normativity.

Second, What is the end of moral action? Kant’s answer is that it 
is end in itself and that human as a rational agent is only one that 
could be the end in itself. I will argue that end in itself should 
require three requirements and those requirements are the 
condition that makes it deserve to be an end of moral action. In 
addition, I will argue that Kant’s way of arguing is not regressing 
but eliminating that examines everything in the world and eliminate 
which does not satisfy those requirements. So I will find out those 
three requirements and Kant’s arguments of deducing humanity as 
the end in itself. The consequence of my argument is that moral 
action is not to produce good result but to prevent from harming 
against people.

Then, third, what is the ultimate end of natural world? Kant’s 
answer is human being who could have good will. The only thing 
that could have unconditional and absolute value, according Kant, 
is will. Except will, every good is conditioned. The unconditional 
value of moral action only comes from the very source of good 
will. Because the only one who has will is rational being in nature 
is human being, human must be treated as the ultimate e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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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teleology. But if everything in nature is mechanically 
conditioned, how could it possible that human action has 
unconditional value? Kant’s answer is that nature has teleological 
order and the teleological viewpoint could be justified.

Keyword : end, end in itself, coercion, rational action, categorical 
imperative, hypothetical imperative, Formula of en in itself, 
teleology, mechanism, regulative principle

Student Number : 2010-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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