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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담론윤리학의 결과주의적 요소와 

심리주의적 오류의 문제

서 원 주

【주제분류】현대 윤리학

【주요어】하버마스, 담론윤리학, 결과주의, 보편화 원칙, 심리주의적 오류

【요약문】본 논문은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에서 어떤 결과주의적 요소가 내

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 요소가 도덕원칙의 정당화 과정에서 문제시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도덕규범이 보편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형식적 논증규칙으로서의 보편화 원칙 (U)를 정식화한다. 이에 따르면 모

든 타당한 규범은, 해당 규범을 준수한 결과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식화를 통해, 하버마스는 칸트적 도덕철학의 형식주의

적-의무론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행위자들의 경험적인 필요와 욕구까

지도 공통 이익의 형태로 도덕규범의 범위 안에 들여오고자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편화 원칙이 내면적 진실성과 규범적 정당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범주

를 혼동하고 있다는 ‘심리주의적 오류’의 지적이 제기된다. 본문에서는 이 오

류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이 왜 담론윤리학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명이 더 자세히 요구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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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덕규범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커다란 질문이 칸트

의 도덕이론과 공리주의적 도덕이론 사이에 위치한다. 결과에 대한 어떤 고

려도 배제한 채 실천이성의 형식적 판단만이 정당화의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칸트와, 반대로 행위자의 동기 및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직 실

질적 결과만이 도덕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공

리주의적 입장 사이에는 결코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구분이 그어져 있다. 도

덕이론가들은 이 진영들 사이의 논쟁에서 한 쪽을 지지하거나, 혹은 두 입

장을 아우르는 대답을 제공하는 이론을 구축하려고 시도한다. 위르겐 하버

마스의 담론윤리학(Diskursethik)1)의 경우, 칸트의 도덕철학을 결과주의적 

관점과 절충적으로 결합하는 쪽에 속한다. 이처럼 상반되는 두 도덕적 관점

이 어떻게 하버마스에 의해 결합되고 있는지의 문제는 자세한 숙고를 요한

다. 담론윤리학의 정당화 기획을 상세히 고찰한 렉은, 하버마스의 보편화 

원칙 논증에서 두 가지 이론적인 전제들을 발견한다. 한 가지 전제는 실천

적 담론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담론의 규칙들/

전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며,2) 다른 한 가지 전제는 도덕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3) 여기에서 우리의 논의와 직결되는 

1) 하버마스의 윤리학의 명칭 및 한국어 번역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discourse”라는 

개념에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번역인 ‘담론’과 결합된 ‘담론윤리학’이라는 이름이 흔

히 사용된다. 그러나 혹자는 ‘담론’이라는 번역어가 ‘discourse’에서 이루어지는 타당

성 주장에 대한 검토라는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논의’ 또는 ‘토
의’, ‘담화’, ‘논증대화’ 등의 번역을 대응시키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담론윤리학’이라

는 번역을 사용하되, ‘담론’ 개념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담론’
의 의미는 어떤 주제에 관해 주고받는 이야기에 가깝다. 그러나 하버마스가 사용하는 

‘discourse’ 개념은 일반적인 언어행위보다 더 심층적인 개념으로, 일상적 언어행위에

서 문제화된 타당성 주장을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McCarthy, Critical Theory of 
Jürgen Habermas, Cambridge: Polity Press, 1978(재판: 1984), 291). 담론 내부에서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배경 맥락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언어행위에 결부되어 있었던 

타당성 주장들이 가설적으로 여겨지고 주제화된다.
2) Rehg, “Discourse and the moral point of view: Deriving a dialogical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Inquiry, Vol. 34, Issue. 1, 1991, 38.
3) Rehg, 위의 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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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후자, 즉 도덕규범의 의미 및 이를 다루는 담론에 대한 규정이다. 렉

에 따르면, 도덕규범의 타당성의 의미는 도덕규범이 “모두의 보편적 이익

에 대한 고려”를 갖는다는 세부적인 의미로 규정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의무론적 윤리학으로서의 담론윤리학이 지닌 결과주

의적 요소를 고찰하고, 이로부터 보편화 원칙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

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검토할 문제는, 하버마스의 도덕이론이 (1) 결과주의

적 요소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2)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도덕규범을 

성공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때 평가의 한 가지 기준은 

범주적 관점이다. 도덕규범의 정당성은 보편화 원칙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

는가? 만약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이 도덕적 정당성과는 서로 다른 범

주에 속한다면, 이는 범주 혼동의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담론윤

리학의 보편화 원칙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혹은 범주적 경계를 뛰

어넘는 정당화를 위한 추가적인 논증이 요구된다.

위의 문제제기를 통해, 필자는 담론윤리학이 보완되어야 할 지점을 진단하

고자 한다. 범주적 오류의 문제는 하버마스에게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

다. 담론윤리학에서 행위자들의 공통이익을 성공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이로부터 도덕규범을 정당화하는 것은 범주적인 오류이다. 히스

(Heath)가 ‘심리주의적 오류(psychologistic fallacy)’라고 명명하는 이 오류

는, 도덕규범의 의사소통적 정당화 기획이 놓치는 지점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 논문의 논의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U)에 내재된 전제, 즉 규

범에 대한 결과주의적 이해의 문제가 논의된다. 이러한 특성은 ‘이익의 충

족에 대한 결과와 부작용의 고려’라는 문구에 잘 드러나 있다. 일견 칸트적 

도덕이론에 이질적일 수 있는 이 전제가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에서 어떻

게 설명되고 있는지가 고찰된다. 3장에서 우리는 담론윤리학의 결과주의적 

요소가 범주 혼동의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을 살펴본다. 이때의 범

주 오류란 개개인의 심리적 바람-이익이 도덕적 타당성으로 환원되고 있다

는 범주 혼동의 문제의 문제이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로 우리는 범주 오류

를 벗어나기 위해 담론윤리학이 짊어져야 할 설명 부담이 무엇인지를 살펴

볼 수 있다.



논문194

Ⅱ. 보편화 원칙과 공통 이익

1.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

이 글에서 필자는 담론윤리학의 핵심 개념인 보편화 원칙이 도출되는 과

정을 개괄적으로만 서술하고자 한다.4) 하버마스는 도덕규범의 정당화를 

한 개인의 이성이 독백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에게서 타

당성은 행위자들 사이의 논증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에서만 의미를 갖

는다. 이때 ‘논증’ 개념은 규범에 내재된 타당성을 가설적으로 검토하는 과

정을 의미한다. 일상의 행위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맥락에 따라 타당성 

주장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반면, 도덕규범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행위자

들은 기존 맥락의 소박한 태도를 버리고 도덕적 주장의 타당성 주장을 검토

한다. 타당성 주장 자체의 검토가 주된 목적이 되면서, 담론 내에서 언어행위

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 및 타당성 주장의 검토 이외의 동기들은 유보된다.

도덕적 논증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서로 상호이해5)를 목표로 하는 의

사소통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를 설득 내

지는 이해시키고자 한다. 이때 청자를 합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담론 참

여자들은, 타당성 주장의 검토에 관련된 내적인 근거 이외의 다른 요소나 

동기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한다. 권력관계에 의한 강제력이나 특수한 문

화-종교적 배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경우, 산출된 결론은 문

제시된 타당성 주장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며 담론의 참여자들은 목표했던 

상대방의 내적인 동기부여(합리적 설득)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담

론의 참여자들은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의도를 지니며, 이를 전

제하지 않는 참여자는 담론에 진지하게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4) 이 도출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Habermas, “Diskursethik: Notizen 
zu einem Begründungsprogramm”, 실린 곳: Moralbewußtsein und kommunikativen 
Handelns, Framkfurt/Main: Suhrkamp, 1983.

5) 이때 상호이해란 “언어 및 행위능력이 있는 주체들 사이에 합의를 이루는 과

정”(Habermas, 의사소통행위이론, 1권,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 2006, 425)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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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설득과 동의라는 담론의 목적에 대해 참여자들이 지닌 직관적 전

제들이 존재한다. 담론의 주제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담론 참여와 담론 안에서의 발화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한 대

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버마스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상적 담화상황

(ideal speech situation)’6)의 조건들로 규정한다.7) 이 조건 내지 규칙들은 

담론 참여자들 사이에서 타당성 주장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규칙들이다.8) 이상적 담화상황의 조건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면 

합리적 절차로서의 담론은 작동할 수 없다.9) 이 규칙들은 행위자가 도덕적 

논증과정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전제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 규칙을 어길 경

우 자기모순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담론의 조건들에서, 하버마스는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 (U)를 도출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U):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 규범의 일반적인 준수로부터 모든 개개인의 

이익 충족에 대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이 관련된 모든 

이들에 의해 수용될 수 (그리고 알려져 있는 대안적인 규제가능성의 영향

보다 더 선호될 수) 있어야 한다.10)

6) “의사소통이 외적인 우연적 영향뿐만 아니라 강제를 통해서도 방해받지 않는 담화상

황, 의사소통 자체의 구조로부터 생겨나는 담화상황을 나는 ‘이상적’이라고 명명한

다.” (Habermas, “Wahrheitstheorien”, 실린 곳: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Main: Suhrkamp, 1984(3판: 1989), 
177).

7) 이러한 담론의 조건들을 제안하는 것은,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알버트의 회의주의적 

논변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주의와 담론윤리학의 

대결에 관해서는 황설중, ｢회의주의 대 선험철학: 엠피리쿠스와 알버트 대 칸트와 아

펠｣, 철학연구, 제 30집, 2005 참고.
8) 이 규칙들은 반성적 작업을 통해 제안될 수 있으나, 이들의 목록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

은 불가능하다. 이 작업은 언제나 가설적이고 오류가능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Habermas, “A Reply to My Critics”, 실린 곳: Habermas: Critical Debates, J. 
Thompson & D. Held 편, Cambridge, Mass.: MIT Press, 234).

9) Habermas, “Wahrheitstheorien”, 실린 곳: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Main: Suhrkamp, 1984(3판: 1989), 181; 
G. Warnke, “Rawls, Habermas, and Real Talk: A Reply to Walzer”, 실린 곳: 
Hermeneutics and Critical Theory in Ethics and Politics, A. Honneth & H. Joas 편,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90, 202. 

10) Habermas, “Diskursethik: Notizen zu einem Begründungsprogramm”, 실린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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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1)는 칸트의 정언명령과 마찬가지로, 도덕규범의 타당성 주장이 보

편타당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칸트의 정언

명령과 담론윤리학의 (U) 사이에는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담론윤리학은 개인의 독백적인 이성에 따른 정당화 가능성을 배제한다. 담

론윤리학은 도덕적 담론에 참여한 이들의 합의가 갖는 효력에 의해 도덕규

범의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덕원칙은 도덕적 담론의 영역에서 합의

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교량원칙으로서 작동한다.12) 둘째, 칸트가 도덕성 

개념으로부터 모든 욕구와 경향성을 철저히 배제했던 것과는 달리, 담론윤

리학은 이러한 구분을 포기한다. 칸트는 정언명령을 통해 선험적으로 타당

한 도덕적 의무의 내용을 산출해 내고자 하는데,13) 이때 칸트의 윤리학은 

개개인의 욕구나 경향 등의 경험적 내용들을 도덕적 의무의 근거에서 철저

히 배제한다. 반면 담론윤리학의 관점에서 어떤 규범이 정당한 도덕규범으

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선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결정에는 

경험적 요소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칸트의 도덕원칙인 보편화 원칙을 도출하는 

논증의 중요한 근본전제는 도덕적 담론의 대상이 되는 도덕규범에 대한 규

정이다. 하버마스는 칸트 도덕이론의 의무론적-보편주의적-형식주의적 특

성을 수용하면서도, 도덕규범의 의미에 대해서는 칸트와 매우 다른 방식의 

Moralbewußtsein und kommunikativen Handelns, Framkfurt/Main: Suhrkamp, 1983, 103. 
11) 여기에서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 (U)와 담론원리 (D)가 구분되어야 한다. 하버마

스는 보편화 원칙 (U)를 도출한 뒤, 담론윤리학 전체를 축약하는 원리로서 담론원리 

(D)를 제시한다. (D)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실천적 담론의 참여자로서 모든 관여

된 이들의 동의를 얻는(혹은 얻을 수 있을) 규범들만이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

다.”(Habermas, 위의 글, 103) (U)와 (D)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U)는 오직 도덕

적 담론의 원리인데 반해 (D)는 실천적 담론 일반의 원리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U)는 (D)의 한 가지 특수화된 형태이다. 하지만 (D)는 논증과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출 또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U)의 도출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증명된다. 장춘익

의 제안대로, 이 증명과정은 특수한 담론의 원칙들을 추상함으로써 모든 담론에 공통

적인 원리, 즉 담론원리가 해명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장춘익, ｢동의와 당위: 하
버마스의 담론윤리학｣, 실린 곳: 철학의 변혁을 향하여, 홍윤기 편, 철학과현실사, 
1998, 301쪽).

12) Habermas, 위의 글, 73.
13)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5,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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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갖는다. 이처럼 도덕규범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규범의 정당

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도덕규범에 대한 규정은 도덕이론에서 매우 핵

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시도

하지 않는다. 그는 보편화 원칙 (U)의 도출 논증에서, ‘관련된 모든 이들의 

공통 이익(common interest)의 고려’라는 결과주의적 요소를 자세한 해명 

없이 자신의 도덕이론의 한 가지 전제로 정식화한다. 이 점에서 하버마스는 

도덕규범에 대한 규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은연중에 도입한다는 비

판을 받는다.14) 따라서 다음 절에서 우리는 하버마스가 도덕규범을 이해하

는 방식에 대해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담론윤리학에서의 도덕규범과 이익

행위규범의 의미와 역할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인 행위 개념과 연결

되어 있다.15) 하버마스의 사회적 행위 모델은 목적합리적 행위 유형과 의

사소통적 행위 유형으로 구분된다. 의사소통적 행위는 상호이해 지향적인 

행위를 통해 행위계획을 조정하는 유형을 의미하는데, 이를 담론이론의 시

작점으로 설정한다는 점은 담론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규범이 행위자들 사

이의 갈등상황에 대한 행위조정의 관점에서 규정된다는 점을 함축한다. 의

사소통적으로 행위하기를 선택하는 행위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상호이해에 기반한 동의로써 갈등을 해결하

고자 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단순한 외적 강제나 기만을 배제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의 타당성에 의존한다. 규범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때, 행위자들은 도덕적 담론을 통해 담론 참여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규범을 형성하고자 한다. 

혹자는 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으로서의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

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에 대답하기 위해, 하버마스가 규범의 대상을 무엇

14) Wellmer, “Ethics and Dialogue”, 실린 곳: The Persistence of Modernity, D. Midgley 
옮김, Cambridge: Polity Press, 1991, 182.

15) Rehg, “Discourse and the moral point of view: Deriving a dialogical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Inquiry, Vol. 34, Issue. 1, 199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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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는 규범이 개인의 필요와 욕구 충족에 

대한 정당한 가능성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16) 도덕적 담론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문제시된 규범과 관련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해석하여 논증

의 뒷받침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규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17) 규범적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인 동의의 획득은, 해당 규범이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

의 소망 또는 욕구를 충족함을, 다시 말해 공통 이익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

임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통해 모든 행위자들이 이 규범을 의지할 수 있음

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공통 이익의 개념에 대한 두 가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행위

자들의 공통된 이익이 하버마스가 규정하는 도덕성의 개념에 연결되는지 

간략하게나마 해명되어야 한다. 담론을 통해 공통 이익을 찾아내고자 할 때

의 ‘이익’ 개념은 계산 가능한 경제적 이윤(profit) 개념이나 혹은 공리주의

적 쾌락(pleasure)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18) ‘이익’의 개념은 개인이 욕구하

거나 필요로 하는 것, 또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 지향으로부터 해석하

여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따라서 대단히 넓은 개념이다.19) 이 

개념으로서 담론윤리학이 주장하려는 바는, 개개인들은 인격체로서의 자

신을 위협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다.20) 이러한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도덕의 개념이 인격(Person)의 극단적

16) Habermas, “Wahrheitstheorien”, 실린 곳: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Main: Suhrkamp, 1984(3판: 1989), 172.

17) 이는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 가운데 과정적 측면으로서의 논증전제(3-2c. “모든 사람

은 자신의 자세, 희망,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로 제시된다.
18) 롤즈의 경우, 이익이나 쾌락의 계산가능성을 주장하는 공리적 이론의 난점을 피하면서

도 ‘차등의 원칙’의 도입을 위해 개인들 사이의 비교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난점에 직면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정의의 원칙이 다루는 이익 개념을 경제적인 소득이나 직위, 기
회, 권리 등의 “기본적인 재화(primary good)” 개념에 한정시킨다(Rawls, 정의론, 황
경식 옮김, 이학사, 2003, 140∼145).

19) Habermas, The Inclusion of the Other: Studies in Political Theory, C. Cronin & P. 
De Greiff, 편,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98, 42; P. Gilabert, “Should 
Discourse Ethics Do without a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The Philosophical 
Forum, Vol. 36, No. 2, 2005, 183.

20) 아펠은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필요들이 잠재적인 타당성 주장으로서 간주되어야 한

다는 것으로 도덕적 논증의 의미가 표현될 수 있다고 정리한다(Ape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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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훼손가능성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직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

다.21) 담론윤리학은 인격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서 도덕을 이해한다. 따라서 공통 이익의 개념은 인격으로서의 권리

를 보장하고, 행위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보편화 원칙은 행위자들의 복지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구체화하지 않는

다.22) 이 내용은 참여자들의 주장을 통해서만 구체화된다.

둘째, 공통 이익을 찾아내는 작업은 단순히 타협을 통해 교집합으로서의 

공통 이익을 발견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행위자들의 다양한 

관점들 사이에서 공통된 범위를 발견하는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23) 그러나 담론에서의 합의 추구가 소극적인 ‘발견’으로만 해

석될 경우 공통 이익의 한계는 너무 협소한 것으로 한정되며, 타협을 통해 

달성되는 합의만을 의미한다면 이는 도덕적 논증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

의 목적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이 된다.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통해 

공통 이익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행위자들 사이에서의 공통 이익을 형성하

고자 한다.24) 의사소통적으로 행위하는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고립된 관

점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는 타인의 입장에서 섬으로

써 자신 이외의 행위자들이 지닌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경우에만 상호

이해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여자들 간의 관점의 교환을 

통해, 서로의 이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통 이익의 범위는 확장

된다.

도덕규범을 공통 이익의 구현이라는 의미에서 이해할 경우, 규범은 그 

der Philosophie, 2권, Frankfurt/Main: Suhrkamp, 1973, 425).
21) Habermas, 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k, Frankfurt/Main: Suhrkamp, 1991, 14.
22) Abizadeh, “In Defence of the Universalization Principle in Discourse Ethics”, 

Philosophical Forum, Vol. 34, No. 2, 2005, 203.
23) 이와 같은 작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는 자신의 이론적 과제를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중첩적 합의를 통한 정의관을 발견하

는 것에 한정시킨다(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8). 

24) Rehg, “Discourse and the moral point of view: Deriving a dialogical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Inquiry, Vol. 34, Issue. 1, 199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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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준수로부터 지니게 될 결과와 분리될 수 없다. 이때 “결과

(consequence)”란 “규범의 준수가 행위자들의 필요 및 욕구에 대해 부합할 

가능성”을 의미한다.25) 담론에 참여한 행위자는 해당 규범을 준수함으로

써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행위자에게 생겨날 일반적인 결과를 고려

할 경우에만 규범에 동의할 수 있다. 이로써 하버마스는 도덕규범의 개념을 

공통 이익의 실현이라는 개념과 연결한다. 도덕적 담론은 문제화된 규범들

이 이러한 공통 이익에 부합함을 정당화하는 과정으로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이익의 고려라는 개념이 담론윤리학과 결정이론(decision 

theory)에서 각각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분되어야 한다. 모든 이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도덕규범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담론윤리학은, 

개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어떤 점

에서 차이를 갖는가? 필자의 생각에, 두 가지 차이점이 제시될 수 있다. 첫

째로, 이론적으로 설정하는 조건들에 있어 두 이론들의 차이가 존재한다. 

결정이론은 행위자들이 처한 특정한 조건들을 설정하고 이 상황에서 행위

자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어떤 결과를 선택하게 될 것인지를 검토한

다.26) 이 조건들은 행위자의 행위방식이나, 재화의 종류 등의 실질적인 내

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에 처한 

행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의관을 채택하게끔 하는 롤

즈의 정의론 역시 결정이론의 한 종류로 간주될 수 있다.27) 반면에 담론

윤리학은 이러한 내용적인 규정을 미리 가하지 않는다. 담론의 화용론적인 

규칙들은 담론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나기 위한 가정들이지 인위적으로 규

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담론이론은 행위자들이 어떤 정체성 내지 생각을 

지니고 담론에 들어오는지 결정할 수 없다.28)

25) Rehg, Insight and Solidarity: A Study in the Discourse Ethics of Jürgen Haberma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43.

26) Heath, Communicative Action and Rational Choic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01, 59.

27) Alexy, “A Theory of Practical Discourse”, 실린 곳: The Communicative Ethics 
Controversy, S. Benhabib & F. Dallmayr 편,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90, 155.

28) Benhabib, “The Utopian Dimension in Communicative Ethics”, New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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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한 두 번째 차이점은 행위자들이 취하는 합리성의 유형, 즉 도

구적/전략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구분에 있다. 결정이론에서 상

정되는 행위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목적합리

적으로 행위한다. 이들은 설령 타인의 이익을 고려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표를 지닌다. 반면 도덕적 담론에서 행위

자들은 자기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보편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담론 내에서의 ‘역할 교환’

을 통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이해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담론윤리학이 전제하고 있는 도덕규범 

및 이에 대한 논증과정의 의미를 해명했다. 담론윤리학은 관련된 모든 행위

자들의 이익을 구현함으로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범만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도덕규범에 대해 가설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규범이 관련된 모든 이들의 이익을 실현하는지에 대해 담론적으로 논의함

을 의미한다. 도덕적 담론 안에서 참여자들은 문제시된 행위규범이 모든 이

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담론윤리학의 보

편화 원칙 (U)는 이 검토를 통해 담론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이익의 구현으

로서의 도덕규범을 산출해낸다.29)

Critique, no. 35, Special Issue on Jürgen Habermas, 1985, 88∼89.
29) 심사평에서는 2장의 논의가 담론윤리학의 전체 논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심사위

원들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도덕규범을 단순히 공통이익의 산출 또는 구현으로 이해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문제제기는, 담론윤리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

만 도덕규범의 정당성이 오직 담론 참여자들의 불편부당한(impartial) 관점에 의해서

만 확보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하버마스가 제안하는 도덕 개념은 자신의 내용

적 규정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하버마스는 도덕이 인격의 극단적 침해에 대한 저항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며(각주 21번 참고), 이를 위해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담론적 

표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는 도덕적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 중 하나인 과정적 

전제 3-2c에서 드러난다(각주 17번 참고). 이러한 요청은, 담론윤리학에서의 담론적 

의사형성절차가 논변적 정당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칸트적 계약이라는 의미만이 아니

라 타산적 합리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홉스적 계약의 의미 또한 동시에 지니고 있

음을 뜻한다. 만약 전자의 의미(칸트적 계약)로만 담론적 절차를 이해할 경우, 왜 담론

윤리학의 보편화 원칙이 “모든 개개인의 이익 충족에 대해 생겨날 결과와 부작용”의 

수용을 도덕규범의 보편화 조건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논문202

Ⅲ. 보편화 원칙과 범주 혼동의 오류: 

정당성과 진실성

그러나 보편화 원칙에 구현된 전제, 즉 담론 참여자들의 이익에 대한 공

평한 고려로서 도덕규범을 이해해야 한다는 하버마스의 제안은 범주 혼동

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우리는 우선 이러한 범주 혼

동의 문제가 담론윤리학의 논증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두 번째로 히스의 비판에 대해 하버마스의 논증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대답 및 반론들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들은 심리주의적 오류를 해

결하는 데 있어 궁극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게 될 것이다.

1. 범주 혼동과 심리주의적 오류

흄 이후의 도덕이론들은 도덕성을 해명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제약을 갖

는다. 이 제약이란, 사실 명제(is)로부터 가치 판단 혹은 규범적 판단(ought)

를 도출하는 것은 해명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다.30) 특정한 인간 본성

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도덕성을 산출하거나, 자연적 사실로부터 규범적 주

장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들은 범주적인 오류에 속한다. “흄의 구분(Hume’s 

distinction)”으로 명명되어 온 이 문제는 도덕성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는 통찰을 제공해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덕규범의 정당화 및 도덕성의 

해명에 대해 커다란 난점을 제공한다. 흄의 구분을 받아들일 경우, 도덕이

론은 다른 영역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은 채 오직 도덕적 영역 안에서만 발

견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칸트가 시도했듯이 ‘이성

의 사실’을 독단적으로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작업이다.

하버마스는 사실과 규범에 대한 흄의 구분을 받아들인 뒤, 보편적 화용

론을 통해 이를 더 세부적으로 발전시킨다. 화자는 발화 행위를 통해 세 가

지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 이 세 가지 타당성 주장이란, 객관세계에 대한 

30)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L. A. Selby-Bigge (편), Oxford: Clarendon 
Press, 1888(재판: 1978), 4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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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주장, 규범(사회)세계에 대한 정당성 주장, 그리고 행위자의 내면세계

에 대한 진실성 주장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사실과 도덕의 영역을 구분

하지 않는 이들은 타당성 주장의 분화를 면 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

다.31) 이러한 타당성 주장의 구분은, 오늘날 진⋅선⋅미의 타당성 영역이 

분화되었으며 더 이상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로 파악될 수 없다고 본 베버의 

구분을 수용한다. 이에 따라 흄의 구분은 하버마스의 화용론적 관점에서 더 

확장된다. 흄이 진리주장과 규범적 주장 사이의 타당성 영역을 구분했다면, 

삼원화된 타당성 주장을 제시하는 하버마스의 경우 더 복잡한 구분을 제시

한다. 이러한 타당성 주장들 사이의 관계 및 전이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

리된다.32)

∼으로
∼로부터

서술적 화행 표출적 화행 규제적 화행

서술적 화행 O X

표출적 화행 O X

규제적 화행 X O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진실성 주장과 정당성 주장 간의 관계이다. 

① 주희가 영수에게 거짓말을 한 경우, 영수는 주희에게 “너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화를 낼 수 있다. 영수의 이러한 분노는 단

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정당한 공동의 규범이 위반된 데 대한 감정의 

표출이다.33) 거짓말에 대한 영수의 분노는 도덕규범을 위반한 행위자인 주

희에게 향한다. 이때 주희가 일반적으로 영수의 분노에 상응하는 죄책감을 

갖는다는 사실은, 영수의 분노가 단순한 1인칭의 선호나 기호의 표출을 넘

어 근거가 있는 감정임을 나타낸다. 때문에 주희는 영수에게 사과하거나 자

31) Heath, “The Problem of Foundationalism in Habermas’s Discourse Ethics”,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Vol. 21, No. 1, 1995, 78쪽.

32) Habermas, 의사소통행위이론, 1권,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 2006, 483.
33) Habermas, “Diskursethik: Notizen zu einem Begründungsprogramm”, 실린 곳: 

Moralbewußtsein und kommunikativen Handelns, Framkfurt/Main: Suhrkamp, 1983,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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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덕적 정

당성에 대한 주장은 행위자의 감정적인 진실성으로 전이될 수 있다. 

② 그러나 ①에서 설명된 정당성 주장과 진실성 주장의 전이관계는, 그 

역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수가 주희에게 부정적 감정을 느낀

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의 발생 자체만으로 주희가 영수에게 부당한 행위를 

저질 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영수가 오해로 인해 감정이 상한 경

우, 혹은 다른 이유로 기분이 나빴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진실성 

주장은 규범적인 정당성 주장으로 곧장 전이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전이를 

시도하는 논증은 정당성과 진실성의 범주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진다. 바로 

이와 같은 오류를 히스는 “심리주의적 오류”로 명명한다.34)

심리주의적 오류는 여러 도덕이론들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쾌락과 고

통의 양을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행

위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할 경우 이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

러나 고통 자체는 개인의 심리적인 영역이지, 결코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정당/부당한 것은 이 행위에 관한 규범이다. 행위를 부당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히스가 지적했듯이, “고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

다.”라는 규범이 위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35) 따라서 공리주의자

들은 쾌락/고통이 어떤 이유에서 규범의 정당성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해

명해야 한다. 이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인의 감정이나 감각적 경험으

로부터 곧바로 도덕규범의 정당성을 도출해내고자 한다면, 이는 범주 혼동

의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히스는 현대의 많은 계약론적-합의적 도덕이론들 역시 비슷한 오류를 저

지르고 있음을 지적한다. 롤즈, 고티에를 비롯한 계약론이나 하버마스와 같

은 도덕적 합의이론의 이론가들은, 개인들의 필요-욕구 충족 또는 이익의 

고려를 도덕규범의 산출 근거로 삼는 “사적 형태의 계약론(private version 

of contractualism)”36)에 연결되어 있다.37) 롤즈는 직관에 대한 의존도를 

34) Heath, “The Problem of Foundationalism in Habermas’s Discourse Ethics”,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Vol. 21, No. 1, 1995, 80.

35) Heath, 위의 글, 80.
36) 히스에 따르면, 관련된 모든 이들의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추구하는 계약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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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해, 원초적 상황의 행위자들이 도덕 판단 대신 “타산적 사려 판단

(prudential judgment)”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38) 하버마스에 따르

면 도덕적 담론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도덕규범이 자신과 다른 모든 이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 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필요

와 욕구에 대한 주장은 각 개인들이 특권적으로 접근가능한 심리적 영역의 

해석-표출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버마스의 보편화 원칙이 도덕규범의 정당화를 시도

함에 있어 어떻게 심리주의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지 분석해 보자. 안락사 

제도의 타당성을 주제로 논의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를 인

정해야 하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안락사의 권리를 찬성하는 행위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증 (가)를 제시한다.

사실: 불치병에 걸려 고통받는 
시한부 환자 A가 있다.

↑

주장: A는 안락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추론규칙: 인간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를 갖는다.
↑

근거: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겪을 경우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논증 (가)

그런데 안락사의 권리를 논의하는 이 논증39)은, 사실 영역에 대한 논증

이상은, ‘합리성’에 내재된 애매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개개인

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합의를 추구하는 “사적인 형

태의 계약론”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고려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공적인 형태의 계약론”이다. 전자에서 규범의 정당화가 합의 자

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후자에서 규범의 정당화에 필요한 것은 합의 자체가 아니라 

주장에 대한 논증적 정당화이다(Heath, 위의 글, 81). 히스는 롤즈와 하버마스가 이 두 

가지 모델을 이론에서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심리주의적 오류에 빠져든다고 본다.
37) Heath, 위의 글, 82.
38) Rawls,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85.
39) 이 논증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이 논증은 연역적인 도출과는 

거리가 멀다. 고통의 호소 및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그들의 생명

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도출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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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사실 논증 (나)를 살펴

보자.

사실: 해리는 버뮤다에서 태
어났다.

↑

주장: 해리는 영국인이다.

추론규칙: 버뮤다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국인이다.
↑

근거: 내가 봤던 버뮤다 태생의 사람들은 모두 영국인이었다.

논증 (나):

우선 두 논증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자. (가)와 (나) 모두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뒷받침을 위해 (가)는 

행위자들의 욕구/필요를 제시하여 담론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을 산출하며, 

(나)는 관찰한 사실을 귀납적으로 일반화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은 논증 (가)와 (나)가 지닌 다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두 논증이 제시하

는 뒷받침 근거의 성격은 명백히 다르다. (나)의 논증의 뒷받침으로 사용된 

관찰 내용은 진리주장에 속하는 것이며, 이에 의해 뒷받침된 이유와 주장 

한 해명은 매우 중요한데,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이 기초를 두고 있는 ‘비형식적 논리학

(informal logic)’과 긴 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량의 제약상 이 부분에서 이

를 충분히 길게 설명할 수 없으며, 매우 개략적으로만 해명하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툴

민의 비형식적 논리학을 통해 실천적 담론의 구조를 해명한다(툴민의 해당 논의는 

Toulmin, The Uses of Argumen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8(재판: 2003), 87∼100 참고). 고통을 겪는 불치병 환자에게 안락사의 권리가 있

다는 주장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일차적으로는 불치병 환자가 생명의 자기결정권

을 갖는다는 추론규칙(warrant)을 통해서이다. 하지만 이 규칙만으로는 아직 충분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들에게 생명의 자기결정권이 주어져야 하는가? 툴민

은 이 근거에 대한 정당화로서 근거(backing)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위 논증에서는 

누구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한다는 기본적인 욕구가 생명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뒷받침

으로 제기되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도덕적 논증에서 추론규칙에 대한 정당화로서 무

엇이 충분한 근거인지는 형식논리적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귀납적

(혹은 결의론적casuistic)인 것에 가깝다는 사실이다(Rehg, “Discourse and the moral 
point of view: Deriving a dialogical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Inquiry, Vol. 34, 
Issue. 1, 199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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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전칭명제와 단칭명제라는 차이는 있으나) 진리주장이다. 반면 (가)에

서는 상황이 다르다. (가)에 제시된 이유와 주장은, 행위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도덕적 타당성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

용된 내용은 행위자들의 진실성의 영역에 속하는 욕구 주장이다. 따라서 

(가)에서 이유와 뒷받침으로 사용된 발화의 타당성 주장들은 서로 다른 범

주에 속한다. 더욱이 이 논증과정은 진실성 주장으로부터 규범적 타당성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타당성 주장들 사이의 전이가능성

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와 같은 전이는 허용되지 않음을 보았다. 바로 여기

에서 범주 혼동의 오류, 정확히는 심리주의적 오류가 발견된다.40)

개인들의 이익이 규범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보편화 원칙 (U)

는,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욕구와 필요에 대한 내면적 진실성 주장

이 왜 도덕규범의 근거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하버마스의 

해명은 별로 분명하지 않다. 그는 담론적으로 정당화된 도덕규범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의미란, 해당 규범이 모든 이들의 이익

을 충족한다는 것에 대한 통찰, 그리고 모두의 의지가 행위자들에게 외적 

강제 없이 수용된 일반적 의지로서의 규범이다.41) 이러한 규정에서 하버마

스는 도덕성의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행위자들의 필요와 욕구, 이익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

용 없이 도덕규범을 규정하는 도덕성은 공허한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하버마스가 전제했던 타당성 영역들 사이의 분화를 깨

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덕규범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세계는, 뒤르켐

이 주장했듯이 사실세계 또는 내면세계와 구분되는 독특한 실재(sui 

generis)로서의 성격을 갖는다.42) 사회적인 것에 속하는 도덕규범을 자연

40) Heath, 위의 글, 87∼88.
41) Habermas, 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k, Frankfurt/Main: Suhrkamp, 1991, 113.
42) 뒤르켐은 사회적 현상들을 자연적 사실이나 심리적인 표상으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

며, 사회적 사실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취급할 것(‘사회적 현상을 사물로 간주할 것’)을 

주장한다(Durkheim,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S. Solovay & J. Mueller 옮
김, G. Catlin 편, New York: Free Press, 1938, 26∼28). 이때 그가 생각하는 ‘사회적

인 것’은 개인을 통제하는 다양한 행위양식이나 사고양식, 감정양식을 포함하며, 도덕

규범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사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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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험적 사실이나 심리적인 경향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자립적인 성격

을 갖는 도덕규범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행위에 대한 공동의 

규제 근거를 제공하는 도덕성의 영역은, 독립된 타당성 영역을 갖기 위해서

는, 자신의 내적인 논리로서만 해명되어야 한다. 

물론 도덕규범의 정당성 고려에 있어 다른 두 세계영역과의 관련이 모두 

제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우리는 정당성 주장이 진실성 주장으로 전

이될 수 있음을 보았다. 또한, 사실세계와 내면세계의 타당성 주장들은 규

범적 타당성 주장에 언제나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에는 생태계의 종 다양성이 2012년과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한

다.’라는 사실은, 정책적 고려나 도덕적 규범의 정당화 과정에 있어 환경윤

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아동 노동자들의 진실성 주장은, 아동노동의 금지 규범을 

정당화하는 데 관련될 수 있다. 이처럼 행위자들은 담론 안에서 무엇이 유

관한 측면인지에 대해 논의하며 규범의 타당성을 고려한다. 

그러나 타당성 주장 사이의 연관성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잠정적으로만 

존재한다. 앞서 보았듯이 정당성 주장은 진실성 주장으로 전이될 수 있으

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타당성 영역들 사이의 관련성은 그때

마다 행위자들에 의해 내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연관을 이론적으로 

미리 결정하려고 시도한다면, 왜 그러한 이론적 연관이 서로 다른 타당성 

주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난다. 담론윤리학의 

경우, 왜 모든 개인들의 욕구와 필요라는 요소가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명은 담론윤

리학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43)

만약 우리가 히스의 비판을 받아들인다면, 도덕규범의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히스에 따르면, 규범적 타당성에 대한 정당화는 오직 같은 

타당성 영역 안에 있는 타당성 주장들, 즉 다른 도덕규범들을 통해서만 가

능하다. 사실세계와 내면세계의 조건들은 내용적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

43) Heath, Communicative Action and Rational Choic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01,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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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배경일 수는 있으나, 정당화의 내적 요소로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도

덕적인 것은 오직 도덕적인 것을 통해 정당화된다. 물론 이러한 정당화 절

차는 무한퇴행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익의 고려를 합의의 동기로 삼

는 사적 형태의 계약론과 달리, 공적 형태의 계약론은 도덕이 어떻게 생성

되는지 해명할 수 없으며, 오직 도덕을 전제한 가운데 도덕규범을 해명한

다.44)

2. 담론윤리학의 대답 및 반론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 도출 논증이 심리주의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

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하버마스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선 담론윤

리학은 담론 참여자들의 욕구와 필요가 도덕적인 규범의 조건으로 이어지

는 이 연결에 의해 사회세계와 주관세계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버마스는 규범적 타당성의 영역에 대해 ‘일

반화될 수 있는 욕구’라는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무언가를 

욕구한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것으로

부터 이 내용들이 곧바로 도덕규범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는 없다. 규범의 

사회적 효력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생겨난

다.45) 규범적-사회적인 영역과 심리적-내적 세계 사이의 간극은 합의적 토

대를 통해 메워진다. 만약 이렇게 볼 경우, 타당성 영역들 사이에서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규정을 덧붙여야 한다. 주관세

44) Heath, “The Problem of Foundationalism in Habermas’s Discourse Ethics”,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Vol. 21, No. 1, 1995, 81. 한편 도덕적 담론에서 행

위자들의 필요와 욕구라는 결과주의적 요소들이 논의배경으로 려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중요성이 격하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 사회, 특히 후기 자본주의 사회(또는 복지

국가)의 정치적 담론에서 행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문제는 점점 더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Fraser, “Talking about Needs: Interpretive Contests as Political Conflicts in 
Welfare-State Societies”, Ethics, Vol. 99, No. 2, 1989, 291). 그러나 정치적 담론에서 

다루어지는 행위자들의 이익 고려는 도덕적 담론에서처럼 합의지향적인 방식으로 이

루어지지 않으며, 개별 행위자들이 지닌 특수성과 차이를 매우 세 하게 고찰하도록 

요구된다.
45) Habermas, 의사소통행위이론, 1권,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 200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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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타당성 주장은 곧바로 도덕적 정당성 주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그

러나 담론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진실성 주장은 규범적 타당성으로 전이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 이와 같은 답변은 여전히 범주 혼동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반론이 되지 못한다. 규범적-사회적 세계에 관련된 타당성 주장과 행위자의 

주관세계에 대한 타당성 주장의 거리가 합의에 의해 좁혀진다는 발상은, 규

범적 타당성 주장을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진실성 주장

으로 환원하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모든 도덕규범은 행위자들의 일반화

된 욕구와 필요의 내용들로서 해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서 전제되었

던 타당성 영역의 분화는 담론적 합의를 통해 다시 탈분화되고 만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담론이론이 대답해야 하는 문제지점

은 다음과 같다. 전혀 다른 유형의 타당성 주장들이 어떻게 합의라는 과정

을 통해 연결되는가? 만약 규범적 타당성 주장이 본질적으로 진실성 주장

과 합의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면, 타당성 영역들의 분화는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은 것이 된다. 이 경우 도덕적 논증의 대상영역은 불분명한 채로 남는

다. 또한 서로 다른 타당성 영역들이 어떻게 합의 속에서 매개될 수 있는지

에 대한 해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 개념은 상당히 커다란 이론

적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도덕이론에서 이에 대한 상세

한 해명은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러한 타당성 영역 사이

의 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한다면, 담론윤리학의 논증은 범주 

혼동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도덕규범의 내용을 선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대답 역시 성공적

인 반론이 되지 못한다. 도덕성의 영역이 미리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개인의 이익을 도덕성의 내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연결되

지는 않는다. 도덕적 정당화 논변에 대한 형식적인 규정만을 제공하고자 하

는 담론윤리학은, 실질적인 도덕규범의 내용으로서 무엇이 요구되는지 미

리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해명 이

상을 넘어, 도덕규범의 내용을 미리 결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추가적인 이

론적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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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아비자데는 두 가지 보충대답을 제시한다. 

첫째로 개인의 필요와 욕구가 왜 도덕규범의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보편화 원칙 (U)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고려는 도덕규범의 정당화 절차에 대해 “복지적 제약(welfarist constraint)

을 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46) 이 대답은 앞서 2장에서 언

급된 이상적 담화상황의 전제들을 통해 해명된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

은, 의사소통적으로 행위하는 이들은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도덕적 논증과

정에 있어 중요한 가치 기원으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47) 따라서 

이러한 전제들로부터 보편화 원칙이 성공적으로 도출된 경우, 보편화 원칙

이 제안하는 이익에의 호소가 담론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임이 파악된다. 그

러나 이 제약은 도덕규범의 내용을 전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

해, 복지적 제약이 모든 도덕규범의 내용적 기원을 인간의 복지와 동일시하

는 것이 아니다. 도덕규범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 다른 가치들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48) 다만 담론윤리학은 이 가운데 

하나의 요소로서 인간의 복지가 후보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보편화 원칙은 

자신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유관한 것인지를 담론

적으로 구체화한다. 

둘째, 개인의 욕구와 필요라는 요소가 도덕규범의 정당화에 도입되지 않

으면, 정당화 논증은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개별 규범에 대한 정당화는 다

른 도덕규범들에 의해 비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도덕성 일반

의 정당화가 관건이 될 경우, 개별 규범의 정당화와는 다른 상황이 된다. 히

스가 주장하는 대로 도덕규범에 의해 도덕규범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면, 이

러한 작업은 도덕적 타당성의 전체 영역에서 볼 때 무한퇴행에 빠진다.49) 

하나의 규범에 대한 근거가 되는 도덕규범은 또다시 정당화를 위해 다른 도

덕규범을 요청할 것이다. 히스는 규범적 정당화에 있어 무한퇴행은 불가피

46) Abizadeh, “In Defence of the Universalization Principle in Discourse Ethics”, 
Philosophical Forum, Vol. 34, No. 2, 2005, 202.

47) Abizadeh, 위의 글, 203.
48) Abizadeh, 위의 글, 203.
49) Abizadeh, 위의 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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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행위자들의 이익 개념에 호소하는 하버마

스의 논증은 정초주의적 토대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아비자데

는 이익에 기반을 둔 정당화가 반드시 정초주의적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고 대답한다. 담론윤리학의 규정은 실천적 담론에서 행위자들의 이익을 다

루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의해 정당화가 이

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한다.50)

그러나 이 대답들은 여전히 불충분한 대답이다. 아비자데가 제안한 대

로, 복지적 제약은 다른 가치들 역시 도덕규범의 정당화 근거로서 허용한다

고 가정하자. 만약에 이 가치들이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주관세계 영역에 속

하는 것이라면, 이는 범주 혼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을 주

지 못한다. 반대로 주관세계의 진실성 주장 이외의 근거로서 가치들이 존재

한다면, 이는 규범적 타당성의 영역에 속한다. 이 경우 아비자데의 대답은, 

규범적 타당성 주장은 오직 동일한 타당성 영역에 속하는 근거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는 히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비

자데의 대답에는 심리주의적 오류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된다. 규범적 타당성 주장들은 무한퇴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위자들

의 이익 주장들로부터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당성 주장과 진실

성 주장 간의 범주 혼동의 오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증들을 통해, 보편화 원칙 (U)가 지닌 심리주의적 오

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음이 입증된다. 이는 도덕규범의 정

당화 기획으로서 담론윤리학에 대한 중대한 문제제기로 작용한다. 하버마

스가 전제한 타당성 영역의 분화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도덕적 논증 이론은, 

다른 타당성 영역에서 자신의 근거를 직접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정당화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담론의 전제들로부터 도출된 보편화 원칙 (U)는 정

당성의 규정을 담론 참여자들의 필요와 욕구와 연결시킴으로써, 도덕적 정

당성과 심리적 진실성 사이의 범주적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50) Abizadeh, 위의 글,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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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필자는 보편화 원칙을 통해 도덕규범을 정당화함에 있어 범주 혼동의 오

류가 생겨난다는 비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장에서 담론

윤리학의 도덕규범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하버마스에 의해 상세히 해

명되지 않은 이 규정에 따르면, 관련된 모든 이의 공통된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한 도덕규범의 조건임을 주장한다. 이때 담론윤리학이 규정하는 

이익의 개념은 공리주의처럼 쾌락/고통의 양을 수적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

니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구와 필요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 또

한 담론적 절차에서 형성되는 공통 이익은 단지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익을 발견하는 것만을 넘어, 담론 안에서 상호이해를 통해 확장될 수 있

는 것임을 보았다. 이때 공통 이익의 형성은 참여자 개개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은 담론 내에서 일반화된 관점을 통해 

모두의 이익으로서 규범이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필자는 도덕규범에 대한 이러한 규정에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이

고자 했다. 즉 우리는 위의 규정들로부터 형성된 보편화 원칙이 범주 혼동

의 문제를 저지르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도덕규범의 결과주의

적인 이해를 제안하는 담론윤리학의 논증은 도덕적 정당성과 내면적인 진

실성 주장을 뒤섞는 오류에 빠진다. 담론에 참여한 모든 행위자들의 필요/

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규범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타당성 영역에 있다. 도덕규범의 정당성은 주관세계에 대한 표출적 주장의 

타당성으로 전이될 수 있으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도덕규범이 정당

화됨에 있어 다른 타당성 영역의 주장들이 관련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은 담론 내의 참여자들이 내용적으로 다룰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형

식적인 절차적 규정으로서 미리 이론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보편화 원칙으로서 도덕규범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담론윤리학의 기획이 범주 오류라는 결함을 지니고 있

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보편화 원칙 (U)는 도덕규범의 정당성을 가져옴

에 있어 쉽게 연결될 수 없는 다른 범주적 타당성에 기반을 둔다. 때문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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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윤리학의 도덕원칙은 도덕규범의 정당화 가능성을 보여주려던 목적에 

있어 장애물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담론윤리학의 답변은 합의 개념을 

통해 두 타당성 영역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더욱 상세히 해명함으로

써 답변될 수 있다. 담론 내에서의 합의는 어떻게 규범적 정당성과 내면적 

진실성이라는 두 타당성 범주를 각각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연결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담론윤리학의 옹호자는 하버마

스가 도덕이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던 진리합의론과 보편적 화용론을 

더 자세하게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51)

51) 여기에서 필자가 ‘도덕이론의 출발점’으로서 진리합의론과 보편적 화용론에 주목하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하버마스는 진선미 영역의 분화라는 베버적인 근대성 

이론을 수용한다. 이 분화는 도덕적 정당성이 사실판단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도덕규범의 타

당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해명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는 진리조건 의미론

을 확장시킨 보편적 화용론을 통해, 타당성 영역이 세 가지 영역에서 확보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또한 이때의 타당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합의

이론적 해명이 반드시 요청된다. 더욱이 각 타당성 영역들 사이에서 타당성의 전이가 

어떻게 가능한지, 특히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라는 담론적 합의과정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더 자세히 탐구하지 않는다면, 본문 3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해결되

지 않은 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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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equentialist Elements in Habermas’ 

 Discourse Ethics and the Problem of 

a Psychologistic Fallacy

Seo, Wonju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elements of consequentialism in 

Habermas’ discourse ethics could be problematic. In his theory, 

Habermas formulates the universalization principle (U) in which valid 

moral norms should be justified by the consent of all affected who 

consider the consequences of the norm’s general observance for the 

satisfaction of everyone’s interest. Within this formulation, valid moral 

norms cannot ignore the empirical desires and needs of the discourse 

participants. Thus, discourse ethics eliminates the dichotomy of Kantian 

ethics between the moral and the empirical. Habermas’ theory, however, 

encounters with an objection that his consequential theory commits a 

“psychologistic fallacy” - the confusion between moral validity and 

sincerity. Even though the participants of the discourse reach an 

agreement that satisfies all of their desires and needs, it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validity of the norm. It is because, in Habermas’ 

universal pragmatics, there is no 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lidity of moral legitimacy and psychologistic sincerity. 

Keywords: Habermas, Discourse Ethics, Universalization Principle, 

Consequentialism, Psychologistic Fall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