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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칸트는 자신의 나이 70세인 1 793년에 검열에 걸려 출판 금지된 논문들을 묶어 

r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j란 제목으로 출판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는 사실상 신학적 논쟁에 뛰어들고 국가권력과의 갈둥에 말려들게 된다. 그는 많 

은 다른 근대철학자들과는 달리 천성적으로 평온했고， 변회를 싫어했다. 자신의 

제자였던 헤르츠(Markus Herz)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네도 알듯이， 큰 무대에 서 

서 이익과 관심올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별로 없다네. 내가 원했고 유지하 

고 싶은 것은 ... 평온하고 나의 펼요에 적합한 상황이라네"1) ， “필요에 따라 평화 

롭고도 한가로운 상태에서 연구하고 철학적 사색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맺는 것은 나도 이주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것은 나를 더욱 우울하게 

할 뿐이라네 ... 냐에게 있어서 변화란 곧 나 자신에 대한 불안이라네"2)라고 썼듯 

이 남 앞에 나서거나 정치적 논쟁에 끼어드는 삶은 그에게 낯설었다. 그럽에도 불 

*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1) 1. Kant, K anl's 8rieflllechsel, in: Kallls Gesamme/le Sch，.끼en ， hrsg.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erlin und Leibzig, 1902 
(이하 AA ), X권 p. 337. 

2) K. 포르랜더 지옴， 서정욱 옮김， r칸트의 생애와 사상J， 서광샤 2001,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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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검열에 걸려 출판 금지된 논문틀올 묶어 책으로 출판한 사건은 우리의 흥 

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r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는 당시 보 

수적인 신학자틀과 딩국을 당황하게 할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칸트는 의도적으로 

당시 교회 지도자와 신학들과의 갈퉁을 빚고자 문제의 책을 출판하였다는 검열 

당국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칸트는 이 사건이 국가와의 갈둥 

뿐 아니라 철학이라는 학문의 존재 이유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1798년 

에 출판된 r학부간의 논쟁」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올 명확히 밝힌다. 

칸트의 종교철학은 많은 갈퉁 속에 탄생하였다. 우리는 그 갈동의 본질적인 요 

인을 칸트 종교철학의 성격에서 찾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프로 

이센 제국의 반계몽적 종교정책과 칸트와의 갈동을 소개하고 종교 신앙문제에 관 

한 철학 및 철학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살펴본 다음， 칸트 종교 

철학의 초월철학적 성격을 논의하그l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제의 책 출판으 

로 빚어진 신학자들과 당국과의 갈퉁이 칸트 종교철학의 초월철학적 특성에서 비 

롯된 것이지， 결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칸트의 왜곡의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올 

밝히려고 한다. 

2. 프로이센 제국의 반계몽적 종교정책과 칸트와의 갈등 

프로이센의 계몽군주였던 프리드리히 대제를 이어 왕위에 오른 프라드리히 빌 

헬름 2세와 그의 측근들은 정통 기독교 교리 수호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계몽의 

뿌리를 뽑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운동올 주도한 자는 그리스 정교 신학자 뭘 

너(Joh. Christoph W öllner)였다. 그는 왕의 특별한 신뢰를 얻어 1788년 법무부장 

관이자 교회 및 학교관련 최고 책임자에 임명되었고， 임명된 지 6일 후에 종교칙 

령을 공포하여 어떠한 성직자나 수도숭을 막론하고 또한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교 

사라 할지라도 “계몽이라는 이릅 하에 불손과 몰염치로 국민들에 만연해 있는"3) 

오염되고 적대적인 오류를 확산시킬 경우 크게 처벌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는 연 

이어 강력한 검열에 관한 칙령들올 공포하고 베를린에 “직접조시위원회”를 설치하 

여 종교문제와 관련해서 프로이센에서 출판되거나 출판되기 위해 들어오는 모든 

3) N. Hinske (Hrsg.), Was isl 씨(erklärllng? ， Darmstadt 1990, p. xxxi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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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검열에 붙였다. 이 위원회는 “성경의 근본 진리를 파헤치고 계몽주의의 이 

릅으로 파령치하게 무수한 일반적 오류를 퍼뜨리는."4) 모든 저직올 몰수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칸트의 종교철학적 논문들을 실은 r베를련 월간지j도 검열의 예외적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문제의 책 r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의 바탕인 된 네 편의 

논문 중 한 편을 뺀 나머지 글들은 모두 검열에 걸려 출판 금지를 당하였다 r베 

를린 월간지j에 기고하고자 계획했던 원고들이 잇따라 출판이 불허되자 칸트는 

자신의 글들올 묶어 단행본으로 출판부에 검열올 요청하여 하기로 결심하고서， 뢰 

니히스베르그 대학의 신학부에 자신의 저술이 신학서적에 해당하는 검열이 필요한 

지， 아니면 철학서적에 해당되는 검열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였다. 그리고 

철학서적에 해당하는 검열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자 그는 예나대학의 철학부에 

검열을 요청하여 마침내 출판허가를 받아낸다._5) 

이 사건으로 칸트는 신학자들과 당국의 반김L올 샀고 그의 논문은 계속해서 베 

를련의 검열기관에서 검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1794년 r만물의 종말 

」이라는 글올 또 다시 r베를린 월간지j에 발표하여， 사랑 대신에 강맙적인 권위로 

무장한 베를린의 기독교 신앙의 독재는 반그리스도라고 풍자함으로써 프로이센 제 

국의 종교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6) 결국 같은 해 10월 l 일 벌너는 자신이 

서명한 왕의 칙령을 통해 칸트가 지·신의 철학올 성서와 기독교의 주된 교리를 

왜곡하고 평하하는 데 오용함으로써 청년들의 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혔다는 비난 

과 함께 계속적으로 반항할 경우에는 처벌하겠다는 내용올 선포하였다J) 이에 대 

하여 칸트는 그 자신이 국가종교인 기독교를 손상시킬 의도가 전혀 없으며， 문제 

의 책 출판으로 빚어진 모든 갈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왕이 살아있는 한 종교에 관해서는 강의나 저직을 통해 캉적A로 말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8)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종교문제에 관한 공적발언 포기선언은 칸트에게는 입장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 

4) U. Schulz, Immanuel Kanl in Selbslzellgnissen IInd Bilddokllmenlen, Ham burg 
1965, p. 155. 

5) K. 포르랜더， 같은 책， p. 238. 
6) 1. Kant, “Das Ende aller Dinge", in: Immanuel Kanl. Werke in sechs Bänden, 

herg. von Wilhelm Weischedel, Wiesbaden 1956-1964, VI권 p. 189f. 참조 
7) 1. Kant, Der Slreit der Fakullälen, AA VII권 p. 6. 
8) 같은 책，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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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었다. 이 시기의 한 편지에서 칸트는 “자신의 내적 신념을 철회하거나 부 

인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우의 청묵은 신민의 의무 

이다. 사랍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 

실올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 의무는 아나다’이고 진술한다. 그리고 짱의 명령과 

관련하여 4년 뒤에 공개했던 편지에서 칸트는 “니는 언제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자신이 확실하게 이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신앙의 조항으로 다른 사뺨11게 

고백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양심적인 정직성을 가지도록 다른 신자들에게 권유했 

다’고 말하면서 이 양심적인 정직성이 또한 자신의 심판자가 되어 자신이 글을 

쓸 때 자기편에 늘 서 있는 것으로 상상했기 때문에 영혼을 타락시킬 수 있는 오 

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오류로부터 자신올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다，.10) 

3. 종교 신앙문제에 대한 철학 및 철학자의 권한과 책임 

종교문제에 대한 철학 및 철학자의 권한은 칸트에게 확고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미 r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J 제 I 판의 서문에서 종교문제를 다룬 

저술들에 대한 정부의 검열올 비판하였다. 지역 교인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성직자 

들은 그들이 위배할 수 없는 교회의 규정올 따라야 하지만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학문적인 오성올 공적A로 사용하는 학자와 철학하는 신학자는 완전히 지유를 자 

져야 함으호 검열은 학문의 영역에서 어떠한 방해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川 

칸트는 자신의 저술들과 관련하여 갈동을 빚은 프리드리히 벌헬름 2세가 죽고， 

월너가 장관직에서 물러나자 1798년 r학부들 간의 논쟁j올 서둘러 출판하였다. 

여기서 그는 지신의 강의와 저작에 종교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오류도 없었음을 

적극 변호하괴 대학의 신학부와 철학부의 역할에 대해 셜영하면서 철학 및 철학 

자의 권한과 책임올 명확히 규정한다. 

9) K. 포르랜더， 같은 책， p. 247. 
10) 1. Kant, Der Slreil der Fakultäten, AA VlI 권， pp. 9-10. 
11 ) 1. Kant, Die Rel냉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이하 Religion), 

AA V I 권， p. 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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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책 출판에 대한 검열 당국의 비난과 관련하여 자신은 바움가르텐의 책 

들을 토대로 캉의하고 있고， 이 책들은 모두 철학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성경과 

기독교와 관련된 제목올 단 것은 한 줄도 없으며 신학과 철학의 범위를 서로 혼 

합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또 샌l이 쓴 책은 일 

반 대중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학자들 씨의 논쟁대상이 되는 책이어서 조국 

의 공적인 종교에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았고 대학의 학자로서 지식과 양심에 따 

라 공개적으로 판단할 지·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이 평가한 것은 오직 

순전히 이성에 근거한 자연종교일 뿐 계시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것이 아니며， 이 

성은 교회 신앙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한다. 끝으로 칸트는 종교 

문제를 대중과 관련해서 디루는 신학자나 목시들은 대중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거 

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기독교 신앙은 인간과 우주 그리고 신에 대한 이론적 지 

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실천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작업의 목표는 “가장 순수한 도덕적 이성신앙”과 

기독교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올 보이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1 2) 

칸트는 이처럼 검열딩국의 비난과 강압적인 요구가 자신의 의도와 신념의 오해 

로부터 생긴 것임을 지적하고 대학의 신학부와 철학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철학 및 철학자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규정한다 

칸트는 우선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일을 결합하여 뒤섞어 버리면 각각 고유한 

특색에 관해서 어떤 일정한 개념올 가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철학과 신학이 다 

른 임무와 과제를 가지고 있음올 분명히 한다. 그에 따르면 대학의 신학부에 속하 

는 신학자는 오직 성경을 토대로 성경 안에서 말해야 하며， 성경 외의 어떤 자료 

나 원천으로부터 판단올 내려서는 안 된다. 또 신학자는 성경의 문지적 의미가 아 

니라 도덕적 의미와 같은 비문자적 의미를 부여할 권리가 없으며，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도덕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 

해야 한다. 따라서 신학자는 이성올 써서 성경올 이해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진리 

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이해의 운을 열어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준 

수와 관련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이성에 의존한다면 교회신앙의 벽을 넘어 개 

인적인 판단과 철학의 영역으로 잘못 들어서는 것이라고 칸트는 경고 한다 1 3) 

반면 철학부는 진리와 이성에 자발적으로 종속할 뿐 어떤 외적 권위나 권력에 

12) 1. Kanl, Der Slreil der Fakullälen, AA VII권 pp_ 7-9. 
(3) 같은 책， pp_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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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칸트는 본다. 철학부에서 다루는 지식은 상급자의 지시를 

지침으로 삽을 수 없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적인 것은 명령에 따라 순종 

할 수 있지만， 명령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을 참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진리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자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 

이 바로 이성이므로 어떤 가르침의 진리문제에 답해야 할 경우 철학부는 국가권 

력이 아니라 오직 이성이 스스로 부여한 법칙만을 따라야 한다고 칸트는 생각한 

다.1 4) 

칸트는 철학부가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 둥 소위 “상위학부”와 관련하여 비판 

자로서 역할올 수행해야 함올 강조하면서， 철학부는 “진리를 검중하기 위해 모든 

가르침에 대해 권리 주장올 할 수 있다2’ 고 말한다.1 5) 또 진리와 지식과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문제에서도 상위 학부 교수들과 이들이 산 

출한 전문직 종사자들， 즉 성직자 법률개 의사들이 대중들의 취향에 영합하거나 

이들의 요구에 따라 마치 예언가나 마술사 같은 역할을 할 경우 그들에 공개적으 

로 대항해 행동하는 것을 칸트는 철학자의 사명으로 규정한다;16) 

4. 칸트 종교철학의 초월철학적 성격 

『순수이성비판J， r실천이성비판』처럽 특정한 경험들에서 이성의 범위와 한계를 

규명하고 규정하는 작업이 비판철학이라면， r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라는 제목이 할뷰듯이 칸트의 종교철학도 비판철학이다. 칸트는 비판작업올 수 

행하는 자신의 철학올 특별히 ‘초월철학{T ranszendentalphilosoph ie)’이라 부르는데， 

이는 지신의 비판철학이 초월철학적 관찰방법(transzendentalphilosophische Betrach

tungsweise) ’ 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칸트의 인식론과 윤리학과 미학과 국가법론에서는 초월철학의 의미가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지만， 초월철학적 시각이 종교철학 분야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관점 

들을 열어줌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종교철학에서는 그와 반대로 초월철학의 역할이 

덜 주목받아온 것이 시질이다. 초월철학적 시각에서 종교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떠 

14) 같은 책. p. 27. 
15) 같은 책. p. 28. 
16) 같은 책.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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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기를 알기위해선 우선 초월철학적 관찰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간단히 알 

아볼 필요가 있겠다. 

4.1 초월철학적 관찰방법 

칸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초월적’ 물음이다 : 어떻게 학문이 기능 

한개， 어떻게 선천적 종합판단이 7}농한7}?， 어떻게 경험(판단)이 가능한개 즉， 

‘경험 및 인식올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칸트가 말하는 초 

월적 물음이고 그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올 해명하는 것이 초월철학의 과제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자신의 입장을 r순수이성비판j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대상틀을 디루는 것이 아니라 대상일반에 대한 우리의 선천적인 개념들을 디루는 

모든 인식올 나는 초월적 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의 체계가 초월철학 

이라 불렬 것이다~" 17) 초월적 물음이 초월적 관찰방법올 결정짓고 초월적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하나의 이론 틀 속에서 얻어진다. 따라서 19세기 마부르그 신칸트학 

파 코헨(Hermann Cohen)은 ‘경험의 원리들올 탐권Prinzipienforschung von 

Erfahrung)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칸트의 r순수이성비판」을 하나의 “경험이론 

(Theorie der Erfahrung)"이라 부르게 된다 

초월적 인식론 혹은 경험이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체가 어떻게 자신의 인 

식능력을 통해 인식대상올 만들어 낼까’ 하는 물음이 아니라 ‘경험을 가능하게 하 

기 위해선 무엇이 전제되어야만 할까’ 하는 물음이다. 이를 위해서 경험이론은 먼 

저 경험올 분석한다. 분석의 출발점은 일상적이든 학문적이든 우리가 경험한다는 

사실， 즉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주장되는 판단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 

올 설명하기위해선 하나의 이론 툴이 필요한데， 칸트에 따르면 이 이론 툴은 직관 

형식A로 이해되는 “시간”과 “공간” 개념， “원인” 과 “실체” 둥과 같은 오성개념 

그리고 이런 개념의 도움으로 형성되는 “인과의 원리” 나 “질량 및 에너지 보존 

의 원리” 같은 순수 오성의 근본원칙들을 포함한다. 칸트는 이런 근본개념들과 근 

본원칙들올 “경험의 가능조건들{Bedingungen der Möglichkeit von Erfahrung)"이 

라 부르는데， 그는 경험분석을 통해 경혐의 가능조건들을 밝혀내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까 이론 틀올 구성하는 근본개념들과 근본원칙들의 성격파 

그 이론 틀 자체에 대해 반성올 한다. 예를 들면 칸트는 시간과 공간 개념은 왜 

17) 1. Kanl. Kritik der reillen Verm ll1jt (이하 KrV) B 25, AA 111권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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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인 것A로 간주되어야 하는재 인과의 원리가 왜 근본원칙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깨 그 이론 틀이 절대적인가 혹은 대체될 수 있는개 퉁의 불음을 던지고 

해답올 찾는다. 요약하자연 초월철학의 방법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 

는 경혐의 가능조건을 밝히기 위한 경험분석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경험가 

능 조건들올 토대로 한 경협이론에 대한 메타적 반성이다. 칸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초월철학적 관찰방법을 경험이론뿐만 아니라 윤리학， 미학， 종교철학， 국 

가법론 동에도 적용한다. 

윤리학에 적용된 칸트의 초월철학적 관찰방법을 간단히 알아보연， 칸트는 개개 

인은 도덕적 의무감， 즉 자신의 결정과 행위에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올 가지고 있 

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면타당한 도덕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 

를 묻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하나의 이론을 발전시킨다. 그 이론에 따르면 인 

간은 물질계의 구성원일 뿐이 아니라 예지계， 즉 신이 군주로 있는 도덕왕국의 구 

성원으로서 자유로운 존재로 이해되는데， “최고선”， “신”， “자유로 인한 원인성 

(Kausalität aus Freiheit)", “영혼”， “불멸성” 동의 이념틀(Ideen)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험가능조건들로서의 근본원칙들의 역할올 이제 윤리학에선 “순수 실천이 

성의 요청들(Postulate der reinen praktischen Vernunft)"이 한다. 즉 “자유로 인한 

원인성”， “신의 존재”， “영혼불멸”에 관련된 요청들은 보면타당한 도덕명령을 가능 

하게 하는 조건들로 이해된다. 경험이론과 딴}가지로 윤리학에서도 메타적 반성 

이 행해진다. 예를 들면 칸트는 도덕적 의무이론의 근본개엽들 (이념들)， 즉 신， 

자유， 불멸은 어떤 의미에서 객관적 실재성(0비ektive Realität)를 가지는7}? 라는 

물음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다. 그에 따르면 언급된 이념들은 도덕적인 삶과 도덕 

이론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힐올 하기 때문에 실재한다. 

국가법론에 적용된 칸트의 초월철학적 관찰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칸트는 개 

개인은 법질서와 법적 규범들에 구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리 

고 그러한 보편타당한 법질서와 법적 규범들의 구속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고 

이 불음에 답하기 위해 하나의 이론을 구상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개개인의 법적 

구속감은 사회계약을 통한 모든 개개인의 합의， 즉 보편의지의 일치에서 기인하는 

데， 여기에선 자유， 보편의지의 일치， 사회계약 퉁과 같은 이념들이 중심적 역할올 

한다. 경험이론과 윤리학에서처럼 칸트의 국7~법론에도 메타적 반성이 이루어진 

다. 예를 들연 칸트는 근원적 계약인 사회계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닐 진데 어떤 

의미에서 실재성올 가지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다. 칸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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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사회계약 이념은 법적인 삶과 국가법론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재한다. 

4.2 칸트의 종교철학 

칸트가 종교철학에서의 시용한 방법도 자신의 경험이론， 윤리학， 국가법론속의 

초월철학적 관찰방법과 동일하다. 즉， 그는 후자들에서처럼 종교철학에서도 특정한 

종류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묻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하나의 종교철학적 이론을 세운다. 그리고 끝으로 그 이론 틀 

을 형성하는 특정한 ‘경협의 가능조건들’ 로서의 개념들과 명제들에 대한 메타적 

반성이 이루어진다. 칸트가 자신의 종교철학에 적용했던 초월철학적 관찰방찰방법 

과 그 결과를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칸트 종교철학의 특정올 간단 

히 짚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칸트의 종교철학은 종교를 이성적으로 도덕화하려는 계몽주의적 경향이 두드러 

진다.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모든 관념들올 종교에서 배제시키지는 요구로 말 

미암아 종교와 도덕의 전통적 관계는 뒤집힌다. 칸트에 따르면 종교는 더 이상 윤 

리학의 전제가 되지 못하며， 신에 대한 신앙을 위한 독자적 통로를 마련하지도 못 

하며， 단지 도덕의 보조물로서 도덕에 의존한다. 칸트는 “도덕적 종교” 라는 신조 

아래서 종교에서 신화적 요소를 벗져내기를 요구한다. 어떤 식으로 칸트가 종교적 

관념을 도덕적으로 뒤집어 해석했는지는 죄와 악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잘 나타 

난다. 칸트에 따르면 악은 인간의 경향들에eigungen)로 말미암아 도덕법이 무시되 

어 이성적 도덕법과 감성적 충통간의 올바른 관계가 지양되기 때문에 생긴다. 칸 

트는 그러나 악을 단순히 충동으로 환원하지는 않았다. 악은 선파 마찬가지로 자 

유의 행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나아가 인간본성의 나약 

함에 뿌리를 둔 곡해 내지 거꾸로 하려는 성향， 즉 모든 비도덕적 준칙의 뿌리로 

서 “근본에das radikal Böse)"를 가정한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자마자 

그런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은 선천적이며， 또 비경험적 결정의 결 

과라는 점에서 원죄(Ursünde)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예수를 신의 아 

들로 해석하는 이론도 도덕적으로 이해해 버린다. 그에게 예수는 신의 마옴에 드 

는 인간의 원형(Yorbild)이며， 선의 이상구현일 뿐이다. 따라서 “종교는 (주관적으 

로 보자연) 모든 우리의 의무들을 신적인 명령으로 인식효}는 것"18)이며 “법률이 

입법자와 법관올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올 행사하는 한， 종교는 우리내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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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9)이라고 규정한다. 

종교가 도덕아래에 귀속됨으로 말미암아 종교철학과 신학은 분명하게 분리된다. 

따라서 칸트는 “신적 계시들로서의 일정한 교리들의 총체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런 총체는 신학이기 때문임)， 신적 명령들로서의 모든 우리 의무들 일반의 총체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그 명령틀 자체를 따르는 준칙의 총체) 가 종교디J’20)고 말 

한다. 도덕적 규범들을 신의 명령들인 것처럼 바라보라는 요구는 신이 존재한다거 

나 신의 존재가 증명된다는 전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며， 도덕법의 원조로서의 신 

이념을 도덕을 위해 도입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행위가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위를 구속적A로 여겨서는 안 되며， 우리가 행위에 대해 내적으로 구속적이기 

때문에 행위를 신적 명령으로 간주해야만"21 ) 한다고 칸트는 말한다. 

4.3 종교철학에 적용된 초월철학적 관찰방찰방법 

칸트의 윤리학에서 신 이념은 전통{특수) 형이상학의 한 분과로 이해되었던 ‘이 

성 신학(rationale The이ogie)’ 의 핵심 사상이 실천적 차원에서 해석되고 새로운 의 

미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칸트가 강조했듯이 윤리적 

신론은 결국 종교에 이르게 된다. 신 개념은 근원적으로 인간존재에 대한 구속력 

과 떼어놓올 수 없어서， 그 개념 없이는 우리의 의무 인식과 이성이 우리에게 부 

여한 최종목적의 인식이 야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2) 칸트의 융리학은 그러나 종 

교철학이 아니다. 종교철학이 되려면 사립들이 윤리학에서 고찰되지 않는 특정한 

경험， 즉 인간이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경험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의 경험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의 윤리학은 도덕 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물음에 관계하는 반면에 그의 

종교철학은 윤리학의 질문에 보충되는 질문， 즉 우리가 도덕적 명령에 반하여 행 

위 할 수 있다는 사실， 인간의 본성 속에 놓여있는 성향이 도덕법올 위반하도록 

우리를 나、쁜 길로 유인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 관계한다. 그 

런데 칸트에 따르면 이런 악에의 생행der Hang zum Bösen)은 인간이 자연적 존 

18) 1. Kant, Re/igion, AA VI 권， p. 153. 
19) 1. Kant, Ober Pädagogik, AA IX 권， p. 494. 
20) 1. Kant, Del' Slreil der Fakll/lälen, AA VII 권， p. 36. 
21) KrV B 847, AA 111권. p. 53 1. 
22) 1. Kant. Krilik der Urte i/skrajt. A nhang, A IIgemeine A nmerkung zur Teleologie. 

AA V권， p. 4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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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서 충동올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상황에 따라 

서는 도덕명령올 위반해도 된디는 준칙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데에서 기인 

한다 그리고 인간에게 악에의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셜명하는 것이 바로 칸트의 

종교철학의 과제이다. 

경험되는 악에의 성향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칸트는 하나의 이론을 세우는데， 

여기에선 “예지적 행위(ìntelligible Tat)", “참된 교회”， “신의 국민” 같은 이념들이 

중요한 역할올 한다 성향들tDispositionen)은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그것틀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만 도덕적 가치를 가진 성향들이 되기 때문에23)， 악에의 성향은 어떤 

자유의 행위를 전제해야만 한다， 그런데 칸트는 악에의 성향에 기초가 되는 자유행 

위， 즉 악에의 성향의 근원으로서의 챙위는 자연계의 내부， 특히 내향적으로 관찰되 

는 심리적 사건이 아닌 예지계의 사건임으로 시간적 행위가 아니라 무시간적 행위， 

즉 예지적 행위로 간주한다. 이 행위는 “단지 이성올 통해서얀 모든 시간 조건들 없 

이 인식되기 때문에"24) 예지적이다. 참된 교회라는 이념은 칸트에 따르면 고립된 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악에 더 효과적으로 저항할 목표를 가지고 유한한 이성적 

존재들이 서로 연합해서 생기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그러한 도덕 공동체는 국가 공 

동체와는 달리 단지 사유 속에서만 존재하는 “비가시적 교회(unsichtbare Kirche)"25) 

이다. 따라서 칸트는 유일하고 모든 것올 포훨F는 것으로서의 참된 교회 이념을 구 

체적이고 다수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파 뚜렷하게 구분한다. 

경험이론과 윤리학과 국가법론에서처럽 ‘악에의 성향에 대한 이론’에도 메타적 

반성이 이루어진다. 칸트는 예지적 행위라는 이념을 메타적으로 반성하여 그 이념 

올 모든 시간적 조건을 떠난 순수 이성개념으로서의 규정하고 단지 사고 속에서 

만 존재하는 참된 교회 이념이 어떻게 객관적 실재성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 

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올 찾으려고 노력한다. 

칸트에 따르면 참된 교회라는 이념은 인간들의 도덕적 입장과 도덕적 행위들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객관적 실재성을 갖는다. 즉 인간은 참된 교회 이념으로 말미 

암아 자신이 하나의 도덕 공동체의 구성들인 것처럼 행동한다. 한편 “신의 직접적， 

도덕적 세계 통치 밑에 있는 모든 의로운 인간들의 연합체의 단순한 이념"26)으로 

23) 예를 들연 마약중독지는 자신들의 고질병에 책임이 었지만， 도벽중을 가진 사랍은 
그렇지 않다. 

24) 1. Kant, Religion, AA VI 권， p. 31 
25) 같은 책， p. 10 1. 
26)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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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7씨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들의 원형A로 구실올 하는데， 인간들을 통합하고 

미신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교권적(hierarchische) 구조들로부터 해방시키는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인간들의 근본법에 불변성올 제공한다. 

참된 교회이념은 위와 같은 실천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실재성올 얻을 

뿐 아니라， 선과 악의 갈둥 및 그 극복 가능성을 설명하려는 이론에서 빼놓올 수 

없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실재성올 얻는다. 칸트는 선과 악의 갈퉁 및 

그 극복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교회론을 자신의 국가론과 비교한다 국가론에서 

법적 구속이 없어 서로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대항하는 상태로서 자연상태를 

가정했듯이， 그는 교회론에서도 일종의 자연상태를 상정하고 그 자연상태를 선과 

악의 전투로 표현한다. 사회적 자연상태가 무법적 상태이듯이， 칸트에 따르면 도 

덕적 자연상태는 “내면적 윤리 상실의 상태이므로 자연적 인간은 가능한 속히 이 

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27) 사회적 자연 상태가 법질서 

가 창조됨으로써만이 극복될 수 있듯이， 도덕적 자연상태도 법률들 아래 예속됨으 

로서 극복된다. 물론 이 법률들은 공통체 구성원들의 동의에 근거하거나 모든 구 

성원들의 통의가 이루어지는 실정법들이 아니라， 어떤 통의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실천이성의 법률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동의로 얻어진 법률들은 도덕법의 본질적 

특성인 엄격한 보면타당성을 잃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 공동체는 인간적 

제정으로 이해되지 않는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더 높은 관청， 즉 최고 입법자 

로서의 신을 상정해야 한다. 즉， 도덕 공동체가 근거하는 법률들은 그것들이 신의 

명령인 것처럼 간주되어야 하고 악한 원칙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이성적 존재들의 

공동체는 그것이 신의 지배하에 있는 공동체인 것처럼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적 자연 상태를 끝내뼈F는 의무를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갖는 의 

무가 아니라 인간 종족의 의무로 본다)8) 따라서 그는 도덕적 토대위에서 건립된 

공동체를 “덕법들에 따른 공화권Republick nach Tugendgesetzen)"29)이라 부른다. 

왜 악의 원칙 극복올 순수 도덕적 과제로 파악하는 것이 충분치 못하고 실천이성 

이나 의무명령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행위의 지표로 만드는 것이 충분치 못할까? 

왜 실천이성이 명령하는 것이 신의 명령으혹 이해되어야만 하교 왜 덕의 왕국이 

신의 국민과 연관되어야 할깨 그 이유는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이념들이 가농한 

27) 같은 책， p. 97. 
28) 같은 곳 
29) 같은 책.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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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올 미치게 하기위해서 그것들은 구체화 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그래서 순수이성신앙은 성경의 역사적 보고틀과 권력을 토대로 하는 교회 

신앙을 “수레(Vehikel)"로 이용한다고 칸트는 말한다._3이 

종교적 이념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방향을 정하게 하고 자신을 도덕 

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이해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이념들이지만， 악한 

원칙에 대한 선한 원칙의 숭리가 더 이상 개개인의 과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과제 

로 이해시킨다는 점에서 도덕적 이념들을 뛰어넘는다 

초월철학적 시각은 종교철학 분야 주목할 만한 관접을 열어준다. 시민공동체와 

구분되는 도덕공동체 이념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도댁공동체와 관련하여 종교 

철학은 실정법속에서 생기거나 실정법으로 환원되어질 수 없는 공동체의 관점들이 

었다는 의식을 일깨우거나 강화시켜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종교철학은 공동체를 

순수 법적인 관점으로 보려는 제한적 시도들을 저지하고 공동체 이념을 다룸에 

있어 지평선올 넓혀준다. 즉 종교철학은 인간의 공동생활은 실정법으로 규정된 

관계들 속에서 만으료 끝나는 것이 아니리는 시각을 열어준다. 왜냐하면 실정법적 

법질서는 “악마들의 국민(Volk von Teufeln)"31)에 의해서도 창조되어 진다. 그러 

나 종교와 도덕의 이론 틀 속에서는 법질서가 마치 “자연의 기계장치(Mechanìsm 

der Natur)" 에서 생겨나듯이 한다는 사상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칸트의 종교철학적 입장의 많은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겐 진부하지만， 도덕적 

공동체 이념은 국가라는 강제법적 공동체 개념에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것과， 공 

동체 개념과 국가 개념은 통치가 아니라는 칸트의 생각은 그의 견해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과 더불어 주목 받올 만하다. 칸트는 국가를 강제법적 질서로 특정 지 

웠지만，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각인하는 다른 요소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짧다. 도덕적 토대위에서 세워진 칸트의 공동제 이념은 사회적， 법률적 공동체 

해석의 편협하고 단적인 변을 부각시켜 인식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5. 맺는말 

많은 다른 근대철학자들과는 달리 칸트는 천성적으로 평온했고， 변화를 싫어했 

30) 같은 책. p. 100, 106, 123 Anm. 참조 
31) 1. Kant, lllln e lVigen Frieden , AA VIII 권‘ p.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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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그의 종교철학 저술인 r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j는 많은 갈 

퉁 속에 출판하였다. 프로이센의 왕과 뭘너 풍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칸트가 자 

신의 철학을 성서와 기독교의 주된 교리를 왜곡하고 펌하하는 데 오용함으로써 

청년들의 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난과 계속적A로 반항할 경우에는 처 

벌하겠다는 압박을 가하였다 이 갈퉁의 본질적인 요인은 칸트 종교철학의 성격에 

서찾올수있다. 

r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j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칸트의 종교철학 

도 비판철학이다. 그의 비판철학은 초월철학적 관찰방법에 근거하며， 이 방법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는 경혐의 가능조건을 밝히기 위한 경험분석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경험가능 조건들을 토대로 한 경험이론에 대한 메타적 반성이 

다. 칸트가 종교철학에서의 사용한 방법도 자신의 경험이론， 윤리학， 국가법론속 

의 초월철학적 관찰방법과 통일하다. 즉 그는 후자들에서처럼 종교철학에서도 특 

정한 종류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묻 

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하나의 종교철학적 이론올 세운다. 그리고 끝으로 그 

이론 틀올 형성하는 특정한 ‘경험의 가능조건들’ 로서의 개념들과 명제들에 대한 

메타적 반성이 이루어진다 

그의 종교철학은 윤리학의 질문에 보충되는 질문， 즉 우리가 도덕적 명령에 반 

하여 행위 할 수 있다는 사실， 인간의 본성 속에 놓여있는 성향이 도덕법을 위반 

하도록 우리를 나쁜 길로 유인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 관계 

한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런 악에의 성향이 있다는 사실올 설명하는 것이 바로 칸 

트의 종교철학의 과제이다. 경험되는 악에의 성향의 사실올 설명하기 위해 칸트는 

하나의 이론을 세우는데， 여기에선 “예지적 행위(intelligible Tat)". “참된 교회”， 

“신의 국민” 같은 이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경험이론과 윤리학과 국 

가법론에서처럼 ‘악에의 성향에 대한 이론’에도 메타적 반성이 이루어진다. 칸트 

는 예지적 행위라는 이념을 메타적으로 반성하여 그 이념올 모든 시간적 조건을 

떠난 순수 이성개념으로서의 규정하고 단지 사고 속에서만 존재하는 참된 교회 

이념이 어떻게 객관적 실재성을 가질 수 있을까? 리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초월철학적 시각은 종교철학 분야 주목할 만한 관점을 열어준다. 도덕공동체와 

관련하여 종교철학은 실정법속에서 생기거나 실정법으로 환원되어질 수 없는 공동 

체의 관점들이 있다는 의식올 일깨우거나 강화시켜준다. 이러한 방법A로 종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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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공동체를 순수 법적인 관점으로 보려는 제한적 시도들을 저지하고 공동체 

이념올 다룸에 있어 지평선을 넓혀준다 

칸트에 따르면， 철학부는 진리를 검중하기 위해 모든 가르침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진리와 지식과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문제에 

서도 상위 학부 교수들과 이들이 산출한 전문직 종사자들， 즉 성직자， 법률자 의사 

들이 대중들의 취향에 영합하거나 이들의 요해 따라 마치 예언가나 마술사 같은 

역할올 할 경우 그들에 공개적으로 대항해 행동하는 것이 철학자의 사명이다. 

주제어: 칸트 종교철학， 비판철학， 종교철학자의 역할과 사명， 도덕공동체， 이성 

이념，갈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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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cendental-Philosophical Character of Kant’s 

Philosophy of Religion 

]eong, Seong-kwan 

It is well known 버al Kanl tended to live in peace and disliked a life of 

change. His writing on the philosophy of religion, Religion within the Limits 01 

Reason alone (Die Religion innerhalb de/' Grenzen der bloßen Vernu끼) was 

published in conflictual situations. Wilh Ihe publicalion of this writing he was 

charged of an abuse of philosophy, which results in dislortion and vilification 

of main and basic doclrines of Bible and Christendom and which leads to a 

beach of duty as a youth teacher. And he was pressed to keep quite about the 

religious mallers by the conservative theologians and the king of Prussia. The 

ultimate cause of this conflict lies in Ihe character of his philosophy of religion 

which is in essence a Critical Philosophy. The Iranscendental-philosophical 

approach, on which bases the Critical Philosophy, is made up two stages. The 

first step is Ihe analysis of experience for finding out preconditions of a 

specific experience, and the second step is a meta-reflection on Ihe elements of 

preconditions of experience and on the frame of a theory of experience. The 

Iranscendental-philosophical approach in field of the philosophy of religion 

starts with the analysis of a specific experience, namely the propensily to Evil, 
and asks for the objective reality of the ideas like ’intelligible act’, ’true 

church ’, ’ethical Com monwealth’ Unlike civil community, ’ethical 

Commonwealth' is a idea of community which cannot come from positive laws 

and reduce to positive laws. 

The philosophical faculty can assert its rights on all teachings in oder to 

verify their lrulh. The vocation of philosopher is to work in public against 

professionals (like clergymen, lawyers, doctors) and government officers in their 

playing the role of a kind of magician in face of religious and secular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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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er sake of common people who like 10 live for Ihe fulfillment of natural 

needs. 

Key Words: Kant, philosophy of religion, Critical Philosophy, the role and 

vocation of philosopher of religion, ethical Commonwealth, idea of 

reason, conO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