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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윤리학의 연구동향

1. 머리말

한국 윤리학계의 연구현황 Ⅰ(해방- 1979)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윤

리학계는 해방이후 철학일반으로부터 실천철학으로서의 윤리학의 분과화

와 더불어 성립하게 되며 이로부터 1979년에 이르기까지는 윤리학의 학

문적 토대를 다지는 메타윤리학적 탐색기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는 명시

적으로 메타윤리학을 수용했던 영미윤리학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칸트

로부터 쉘러, 하르트만에 이르는 독일 윤리학에 있어서도 대체로 해당된

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물론 해방이후 70년대 후반까지의 전반기에 있어서도 규범윤리학적 천

착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규범적 관심이 보다 본격화되어 그것이 사회윤

리적 형태로 나타난 것은 7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에 이르는 후반기

한국윤리학계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윤리학이라

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철학까지도 규범과학적 관심영역 속에 포함

시키고자 하며 그런 뜻에서 사회윤리를 광의의 개념으로 쓰고자 한다.
70, 80, 90년대에 걸쳐 나타난 광의의 사회윤리적 관심은 크게 세 가

모습을 띤다고 판단된다. 그 중 하나는 국민교육헌장 의 발표와 더불

시발되었으나 이것이 이념교육과 접합함으로써 본격화된 국민윤리와 관련

* 서울대 철학과 교수



특집

된 분야이다. 국민윤리가 제도권 내에서 논의된 규범윤리라면 제도권 밖

에서 그에 맞서 관심을 모은 규범윤리가 바로 맑스주의를 중심으로한 사

회철학이다. 제 3의 분야로서의 사회윤리적 연구는 70년대 후반부터 논

의되기 시작한 J . 롤즈의 정의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80년대 이후 한국 윤리학계의 연구 동향을 사회윤리적 성

향을 띤 규범윤리로 특징화 한다고 해서 그간에는 메타윤리학을 중심으로

한 순수 이론 윤리학적 천착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70년대 후

반 이래 한국윤리학계의 지배적 관심은 규범윤리 내지는 넓은 의미의 사

회윤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80-현재

한국 윤리학계의 연구현황을 편의상, 국민윤리 분야, 사회철학 분야, 사

윤리 분야로 나누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2. 국민윤리의 전개

60년대 후반에 제정, 공표된 국민교육헌장 으로부터 시발된 국민 정

교육의 필요성은 그 후 정치교육 내지는 이념교육에의 요청과 연관되어

국민윤리라는 국책과목이 설강된다. 이는 초중등 교과과정, 나아가서는 대

학 교육에 있어서까지 필수과목으로 부여되었고 이를 위해 여러 대학에

국민윤리학과가 개설되었다. 국민윤리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이것

이 우리의 규범윤리적 관심사의 어떤 표현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며 그런

점에서 많은 윤리학자, 철학자를 위시하여 인문, 사회과학자들이 학적

의 및 연구에 가담하게 된다. 국민윤리라는 이름아래 쓰여진 수많은 교재

논문, 단행본들은 한국윤리학계의 연구업적을 평가함에 있어 결코 간과되

기 어려운 비중을 지닌 것만은 사실이다.

그간에 나타난 국민윤리와 관련된 교재집필이나 연구과제는 크게 몇가

지 주제로 대별될 수 있다. 국민윤리도 윤리학의 한 분야이니만큼 윤리학

일반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주제는 일반적으

로 윤리의 기본 혹은 윤리와 인간 이라는 이름아래 서장으로서 다루어

다. 여기에서는 윤리의 기원, 윤리설의 제형태, 인간성과 윤리, 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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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세목으로서 논의된다.

다음에는 현대사회의 윤리적 문제가 논의되는데 이는 주로 산업사회와

윤리 혹은 시민사회와 윤리 등의 주제아래 다루어진다. 현대 기술문명

명암이 논의되고 그로부터 인간소외, 인간상실 등이 일반적 논제로서 나

타난다. 이어서 대부분의 국민윤리 교재는 다음 주제로서 전통사상과

리문제 를 논의한다. 대체로 유불도 삼교의 윤리사상이 소개되던가 아니면

원효, 지눌, 퇴계, 율곡 등의 윤리사상이 논의된다. 그런 가운데 불교의

쟁사상과 유교의 의리정신 등이 강조된다.

다음으로 국민윤리에서 다루어 온 주제로는 이념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주로 공산주의 비판 , 북한사회의 실상 , 민주주의 이념 등을 다루

다. 최근에는 한민족 공동체의 문제 , 통일에 대한 문제 등이 추가해서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이 대체로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한 지극

히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윤리가 지니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당위가 이해될 수 없는 바는 아

니나 그것이 군사독재 치하에서 발상된 것이라는 태생적 불신과 더불어 국

민윤리의 학문적 가능근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다. 많은 학자

들이 국민윤리의 학적 지위에 대해 갖가지 정당근거를 제시해 왔음에도 불

구하고 이 점에 있어 아직도 설득력 있는 논거를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다

더욱이 이데올로기 비판 부문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의혹이 보다 커진다.

설사 국민윤리가 학문으로서 성립 근거를 갖는다해도 지금까지 국민윤

리 연구성과는 학문내용의 체계적 정립에 있어 그다지 성공하고 있지 못

하는 듯 하다. 우선 국민윤리가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서 발상된 것이기

하나 그 다양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단일 교과를 만드는데 실패

한 듯하다. 한 예로서 서구의 산업사회내지 시민사회의 윤리가 논의된 후

우리의 전통사상과 윤리가 따로따로 병열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 이 두

주제사이에 상호 논의를 통한 비판적 종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피교육자는 서구의 윤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화되어야 하는지, 우리

의 전통윤리가 이런 현대적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양자간의

상호보완적 논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배운 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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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윤리의 학적 시효는 이미 대학사회에서 소멸되어 갔고 중고등학교

에서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군사독재의 산

물인데다 다른 사회과목들과의 중복으로 인해 국민윤리는 6차 교육과정

에서 폐기되어 단지 윤리 과목으로만 명맥을 유지하다 7차 교육과정에

서는 다시 시민윤리 로 개명되는 운명에 처하여 그 본체는 이미 사라졌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사회철학적 탐색

전통윤리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새로운 윤리가 아직 정립되

지 않은 무규범적 혼란기에 새로운 규범에 대한 갈증은 증대될 수밖에 없

다. 새로운 규범에 대한 관심은 그러나 더 이상 이론규범윤리를 소개하는

강단의 윤리학에 만족할 수 없었다. 특히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해방이

후 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강단 윤리학은 대체로 메타윤리학 내지 순

수 이론 규범적 논의에 몰두하고 있었던 까닭에 현실의 규범적 갈증을 해

소하는 일과는 먼 거리에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규범적 갈증은 제도권

규범윤리인 국민윤리에 만족할 수 없었고 오히려 국민윤리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 선 규범의 잣대를 요구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 대한 규범적 관심

을 강하게 갖는 젊은 학도들이 맑스주의에서 그 해결을 탐색하고자 한 것

은 여러 관점에서 당연한 귀결로 여겨진다.

비록 직접적으로 윤리학 자료라 하기는 어려우나 넓은 의미에서 윤리학

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사회, 역사, 인간, 문화 등의 자료 중(700여 편)
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건수는 그 70%가 넘는 500여 편에 이른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해방이후 사회철학 방면의 논저 약 600여 건 중

75%가 넘는 450여 편의 논저가 80년도 이후의 성과이고 보편 80년대의

사회철학적 관심이 어느 정도 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맑스와 관련된

논저도 그 80%정도가 80년대 이후로 분포되어 있다.

맑스 연구에 있어서 가장 빈번히 논의되는 개념은 인간, 소외, 노동,
사, 이데올로기, 유물론, 변증법, 실천, 국가, 인식, 과학, 자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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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맑스와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철학자는 루카치, 알튀세, 그람

시, 하버마스, 마르쿠제, 헤겔, 칸트 등이다. 현실 사회주의가 패망한

이후 90년대부터는 맑스에 대한 연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대신 하버마스

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맑스주의에 대한 접근은 극단적인 비판론과 극단적

인 찬양론으로 갈린채 그 어느쪽도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

며 더욱이 그것이 갖는 한국사회적 함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권 내의 국민윤리적 접근은 공산주의에 대한 일방적 비판

을 통해 목욕물과 더불어 아이까지 팽개치는 누를 범하고 있는 듯 하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타난 제도권 밖의 사회철학적 접근은 마치 맑

스가 우리사회의 유일한 구제책인 듯한 착각에 빠진듯하다. 오늘날 우리

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맑스에 있어서 죽은 부분과 살아있는 부분을 가림

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허실을 보완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4. 사회윤리적 관심

메타 윤리학적 기초가 윤리학의 학문적 정립에 있어 더 없이 중요한 역

할을 한 것이 사실이긴 하나 그것이 갖는 지나친 추상성 내지 협애성으로

인해 70년대 중반이후 많은 윤리학자들은 보다 사회적이고 실천적인 윤리

적 주제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는 일찍부터 윤리의 사회

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고범서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1970)가

있으나 하나의 흐름으로서 보다 본격적인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김태길을 위시해서 여러 윤리학자들에 의해 토론되고 집필된 정의의 철

학 (1976 )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70년대 후반과 80년대를 걸쳐

번역, 소개된 롤즈의 정의론 (1977), 노직의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포퍼의 개방사회와 그 적들 은 이러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 밖에도 권리론을 연구한 조성민, 정치윤리를 연구한 김용한, 사회

리를 본격적으로 전공한 김형철, 박정순 등이 윤리학계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윤리적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 그 방면의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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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더욱이 이와 더불어 실천윤리, 생명윤리, 의료윤리, 노동윤리,

성윤리, 기업윤리, 직업윤리, 군인윤리 등에 관한 논문들도 사회적 요구

에 부응하기라도 한 듯 자주 거론되기에 이르며 대학에 따라서는 관련

강의도 설강되고 있다.
또한 70년대 중반이후 한국철학회에서 분과학회로 시작된 한국철학회

윤리분과 연구회 는 80년대에 들어 김용정, 김영진, 김기순 등 회장을

치면서 연 2회에 걸쳐 정기 연구발표회를 빠짐없이 수행해 오고 있으며

주제는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황경식이 회장을 맡은 90년대 초반부터 윤리분과 연구회는 단

독학회로 독립함과 아울러 그 명칭을 한국 사회·윤리학회 로 변경하게

된다. 그 이유로는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한 규범적 연구는 윤리학자들만으

로 수행할 수 없으며 사회철학도들과의 제휴가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회철학과 윤리학의 통합학회라는 의미에서 사회·윤리학회

에로의 개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윤리학회는 영미중심의 이른바 윤리학자들과 대륙중심의 사

회철학자들이 한데 모여 월 1회의 세미나를 갖기로 결정하였고 동계와 하

계에 1박2일의 워크샵을 갖기로 하여 지금까지 5년이상 실행하고 있다

그간에 발표된 논문을 모아 사회계약론 연구 라는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앞으로는 <사회윤리>라는 학회지도 출간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

윤리학회는 한국사회에 대한 규범적 관심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

해 단지 철학자들 간의 제휴를 넘어 법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등과

학문간 공동연구가 긴요하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한국 규범과학 세미나

등도 기획하고 있다.

Ⅱ. 국민윤리의 대두와 전개

1. 국민윤리의 개념과 기원

우리나라에서 국민윤리 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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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반이다. 국민윤리 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50

년대 중반 김범부 선생의 국민윤리특강 이라는 강연 제목에서 발견된

다.

국민윤리는 50년대의 민주시민교육론, 민주적 민족론 등으로부터 시발

되고 있다. 식민지지배의 흔적들, 해방과 더불어 유입되는 외래문화, 경

적인 낙후, 6. 25와 같은 동족간의 전쟁, 극도의 정치적 혼란 등으로 민

사에 면면히 계승되어온 민족정신과 공동생활의 원리는 아주 급속하게

그리고 철저히 파괴되어 갔다. 이같은 민족적, 문화적 위기에 직면하여

족 고유의 공동생활의 원리를 지켜나가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국민적 윤리교육운동 으로 표현되었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학자들은 국민윤리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자존

심을 회복하고, 공동사회의 국민적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는 다른 나라에는 유래가 없는 독특한 것이었다. 이런 운동을 주도한 인

물들로 김범부, 안호상, 사공환, 손진태 등이 있다. 국민윤리는 민족주의

인 색채가 강한 민주주의 신봉자들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윤리 과목은 1970년 2학기 당시 문교부의 방침에 의해 교양필수과

목으로 정해져서 90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고, 일부대학에서

폐지되기까지 20년 동안 모든 대학, 전문대학에서 가르쳐 왔다. 당시

유신 직전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박정희 정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

윤리 과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

었지만, 공개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70

대 중반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대학에 몸담고 있던 철학, 정치학 교수라

면 누구나 한번쯤 국민윤리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철학쪽에서

는 박순영, 김형효, 정진홍, 민동근, 심재룡, 김민하, 진교훈, 신오현

간여하였고, 정치학 쪽에서는 양흥모, 황성모(사회학) , 이용필, 정세구,

원구, 진덕규 그리고 교육학계에서는 박용헌, 배찬복, 안정수, 유상근 등

들 수 있다.

그러던 것이 10·26 이후 폐지 주장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다시 군사독재 정권이 등장하면서 국민윤리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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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학과( 1977 )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

리교육학과( 1979 ) ,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국민윤리학과( 1980 ) 1981

년에 와서는 전국의 국립 사범대학에 국민윤리교육과가 설치되었다

(1981년 현재 24개) .
동시에 국민정신교육추진위원회, 국민윤리교육연구회( 1972 ) 이는 전국

의 국민윤리 담당교수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 국민윤리연구회, 이

교수협의회 등 많은 연구단체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1973년

한국국민윤리학회가 전국적인 대규모 학회로 발족하면서 흡수되었고, 한

국국민윤리학회는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학회지 <국민윤리연구>는 현

재 37집을 내고 있다) .
국민윤리가 현실－정치적인 요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창자들은 주로 그 학문적 가능성과 정당성을 사회적 현실 에서 찾으려

고 하였다. 국민윤리의 가능성을 주창했던 학자들은 철학자들보다는 정치

학자들이었고, 그런 흐름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 한승조, 정세구, 박용

이용필, 김갑철 등이 그렇다.

* 국민윤리 교육의 주도적 인물들 *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 안호상, 유달영

70년대 초반이후 80년대까지 : 이규호, 한승조, 김태길

80년대 전반기까지 : 박용헌, 정세구, 박순영

80년대 후반기 : 강재륜, 이서행, 진교훈, 이용필

2. 학제적 연구로서의 국민윤리

1979년에 조사한 국민윤리의 중심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윤리학 일반 16. 7%

공산주의 비판 25%

민주주의 교육 16. 4%

역사와 민족문제 22. 3%
민족의 진로 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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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사에서 보듯이 국민윤리는 규범과학으로서 윤리학과 민주시민

교육보다는 당시 한국의 정치적 현실과 결부된 이데올로기 교육에 치중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학교수들이 국민윤리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

는 아마도 윤리교육이어야 할 국민윤리가 정치학 전공자들에 의해 정치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국민윤리는 종합과학, 혹은 협동과학의 성격이 강하다. 국민공동생활의

도덕, 규범 내지 기본가치이며, 사회관계의 기본질서, 나아가서 경제생

의 기초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이념, 정치이념의 기초가 된다. 그러

이런 필요성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실제로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 윤리학과

전통사상의 연결, 정치이데올로기 비판과 민주주의 철학의 연결, 나아가서

유교적 정치문화와 서구의 정치문화를 종합하여 한국적인 윤리학의 모

델 을 제시하는 일은 실패하고 말았다. 국민윤리학 개론 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재의 서문은 어디서나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70년대 초반

의 저서나 80년대 후반의 저서에서나 국민윤리학의 학적정립을 위한 시도

는 언제나 차후과제 로 미루고 여러 저자들이 각론을 기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만약 국민윤리가 국가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정권 이데올로기의 앞잡

이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쓰지 않았더라면, 논의는 좀더 진지하

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때 장사

되는 학문분과로 생각하여, 너도 나도 국민윤리를 거론하였던 많은 철학

교수들, 정치학교수들은 기나긴 군사독재정권이 끝나기가 무섭게 국민윤

리 무용론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80년대 초반 이념교수협

의회는 문교부의 엄청난 재정지원에 힘입어 다른 어떤 학회보다도 호화판

연구, 세미나, 연찬회를 가졌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국민윤

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했던 철학교수, 정치학교수들은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좀더 진지하게 한국 시민사회의 공동생활의 원리 를 체계화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실상 국민윤리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학문 분야이다. 인문과학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현실적인 학문이며,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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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립하고, 공동생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한

다. 물론 그것이 국민윤리 라는 분과로 새롭게 분화할 필요가 있었느냐

에는 반론이 많았다. 기존의 철학교육, 윤리학 교육의 강화로 충분하였

다고 생각한다. 국민윤리라는 새로운 학문분과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박

정희의 유신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학과는 없고, 단지 교양으로

국민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77년 이후 학과가

생기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교육개혁에 앞장섰던 이규호의 역할이 컸다. 이른바 爲人設官 의 성격

이 강했다.

90년대 초반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민윤리 교사자격증 문제를 놓

고 철학 전공자들과의 힘 겨루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철학과 출신들에게

도 국민윤리 교사자격증을 주도록 하자는 주장은 엄정식, 이명현, 황경

등이 핵심이 되어 <한국철학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김태길 교수의

영향 아래 있던 황경식 교수는 국민윤리의 폐지 보다는 철학적 윤리학교

육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폈고, 이명현 교수는 국민윤리학 폐지와 철학

으로의 대체를 주장했다. 세상이 바뀌자 많은 철학교수들이 이런 주장에

동조했고, 국민윤리 옹호론자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윤리

운명은 이미 그 태생적 불구 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전국 대학의 국민윤리학과는 5- 6개(동국대, 동의대, 호서대, 목포대,

명대 등)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범대학의 국민윤리교육학과이다. 국

민윤리교육학과는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의 모델에 따라 도덕교육이론,

초등학교 도덕교육, 도덕교수법 등의 연구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민윤리

본래의 연구로부터 벗어나 있는 느낌이다. 더욱 큰 딜레마는 국민윤리학

과이다. 여기서는 국민윤리학의 학적 정립을 의도하고, 그야말로 국민공동

생활의 기본 윈리를 연구해야 하는데, 현재의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한

디로 지향점을 상실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윤리, 시민 공동체의 생활규범 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은

중요하다. 국민윤리는 개방사회의 시민윤리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그런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윤리학과는 철학과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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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도덕교육의 일원화, 도덕교사 양성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현재의

두 학과 체제로는 철학적 윤리학 연구 및 도덕교육은 계속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21세기 세계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지금보다 더 개방될 것이다

더욱이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언어 영토를 중심으로 한 문화공동체

는 급속히 와해될 것이다. 이런 시기에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국가의 정

체성 확립을 위해 국민윤리교육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그러나

과거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국민윤리교육이어야 할 것

이다. 지난 30여년간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민윤리는 시민공동

체윤리 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90년대 들어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냉전의 종식과

독일 통일을 계기로 미국의 유럽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

처하기 위해 민족동질성교육(Er z i ehung der Na t i ona l i dent i t ät ) ,

교육(Pol i t i sche Bi l dung )이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

고등학교에서의 윤리교육 교과과정을 이런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다.

3. 국민윤리에서 시민윤리로

지난 30여년간의 국민윤리 연구는 외견상 실패한 것 같다. 그러나 성패

를 떠나 지난 60년간 한국의 학문연구사에서 창조학 이라 할만한 것은

직 국민윤리 밖에 없다. 지금까지 한국의 학문의 역사는 모두 수입학

었을 뿐이다. 수입학에서 한걸음 나아간 시비학 (이런 개념은 조동일

수의 것이다)이 한국의 학문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윤리는

한국의 학문사에 중요한 실험적 모델이 된다 하겠다.

국민윤리의 부흥기(대체로 1978- 1987까지 10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문교부와 대학 당국이 대학에 국민윤리학과를 설치할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국민윤리가 대학 강단에서 연구 교육되는 시기로부터 문민

정부의 군사독재정권과 서구의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에 이르는 시기이다)
의 주도적인 학자들은 국민윤리를 정치교육(예를 들면 박용헌 정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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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 으로 이해했으며, 그러다 보니 국민윤리교육의 중심은 정치학자

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위에서 보았듯이 이데올로기 및 공산주의 비

판이 논의의 핵심이 되었다.

시민공동체적 윤리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할 국민윤리 가 잘못된 길

로 접어든 것이다. 이데올로기 비판과 공산주의 비판은 곧바로 좌파 학

생운동 집단으로부터 어용학문 으로 매도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과격

학생들의 주장에 동의함으로써 국민윤리 는 정권 홍보용 학문 으로

락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서 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는 동시에 합당한 정의의 원칙에 의해 성원들의

기본 복지가 보장되면서도 정부는 각자의 인생관, 가치관, 종교관 등에

중립을 유지하며, 그런 의미에서 가치관의 다원주의가 용납되는 사회이다

개개인의 이기심을 긍정하고, 영리추구 행위를 시인하는 자본주의 사회

의 윤리를 시민윤리로 이해한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갈등 상황을 목도하면서 필자는 홉스가 그려낸 근대적 자연상태와 흡사하

다는 생각을 갖는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불신풍조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곤경으로 치닫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번도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 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어쩌면 이런 갈등은 필연적이기도 하다. 서구 사회가 겪

은 근대라는 2- 300년간의 경험을 20- 30년 사이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역사에는 비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과도기

갈등을 인내하지 못하고, 혁명적인 해결책에 호소한다거나, 어중간한 퇴행

적인 미봉책에 호소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이런 불신과 갈등

을 지나치게 자조하거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해서도 안된다.

시민운동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각자의 생활로부터 매개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자발적 활동이다. 시민운동은 정체된 시민윤리를

각성시키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 공동체 내부의 상호 조정의 원리를 의도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에는 언제나 갈등 과 경쟁 의 원칙만 지배하는

은 아니다. 거기에는 협동 과 연대 의 법칙도 있다. 시민운동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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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는 개인들을 공동체 내로 불러 들여서 협동하고, 연대하도록 조정

함으로써 파편화된 개인들을 시민공동체 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

다.

시민윤리는 개인윤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들에게 안분지족(安分知

足)을 설교하거나, 분수(分數)를 지키라고 가르치기 전에 사회, 제도,

제도들 간의 관계(시스템)가 먼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시민윤

리는 시민사회의 시민공동체의 윤리규범으로서 시민운동을 통해 확산되

고, 정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윤리는 다양한 이해를 가진 공동체

내의 소집단들의 타산적 행위(그것이 시민운동이다)를 정당화해 주는 근

거이며, 이해관계가 다양할수록 시민사회는 건강하게 지켜질 것이다.
시민윤리 라는 행위규범과 시민운동 이라는 실천적 규정은 시민사회

라는 삶의 무대 내에서 운동하며, 시민사회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

Ⅲ. 사회철학적 반란과 탐색

1. 사회철학적 연구의 성과

80년대 이후 윤리학과 관련된 사회철학적 연구 성과들은 크게 세 가지

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 경향은 70년대 사회철학적 연구의 연

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헤겔철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이다.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초기에 특히 두드러진다. 헤겔철학에 대한 이러한 연구경

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해 볼만하다. 첫째 우리는 철학계, 좁

는 윤리학계 내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7
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강단의 윤리학은 대체로 메타 윤리학 내지 순수

이론 규범적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던 까닭에 현실의 규범적 갈증을 해소

하는 일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또한 국민교육헌장 제정과 더불어 구

체화된 제도권의 규범 윤리인 국민윤리는 그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 말

미암아 강한 의혹을 받으면서 오히려 현실비판적인 규범윤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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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강단 윤리학의 괴리와 제도권 윤리의 보수성은 결국 새로운 규범윤리에

대한 요구를 절실하게 한 것이다.

둘째 우리는 80년대 초기 헤겔철학이 많은 사회철학도들의 관심의 대

상의 된 원인을 1980년대라고 하는 독특한 역사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

다. 1980년은 정치 사회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철학의 연구 경

향에서 있어서도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 서울의 봄을 뒤

로하면서 등장한 집권 세력이 정권의 정통성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신들

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해 매우 경직된

태도로 일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태도는 학자들의 학문의

자유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대한 현실

비판적인 규범적 연구가 맑스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나아가기 앞

서 헤겔에 대해 연구하는 우회로를 거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었다.

두 번째 경향은 맑스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이다. 물론 70년대에도

이미 맑스주의에 대한 연구 논문들과 단행본들을 볼 수는 있다. 특히 윤

리학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70년대의 연구성과들로는, 채수한의 K. Mar x

의 Ant hor opol ogi e의 批判的 考察(1972) 와 Mar x 속의 Feuer bach 思

想의 吟味; 人間의 自己疎外 問題와 關聯하여(1978 ) , 김홍명의 룻소

마르크스에 있어서 價値의 客觀化 문제(1977) 등이 있었다.

그러나 철학계에서 맑스주의에 대한 연구는 8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

적으로 이루어진다. 80년대 중반 이후 맑스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집권 세력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해 일정 정도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점도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맑

스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결정적인 요소는 현실을 변혁하

고자 하는 젊은 사회철학도들의 뜨거운 규범적 관심이라고 보는 것이 더

욱 합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설사 집권 세력이 얼마간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고는 하나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폭이 과거와 비교해 의미있을 정

도로 증대된 면을 찾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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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경향으로 우리는 비판철학에 대한 연구를 볼 수 있다. 70년대

에 이미 차인석에 의해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인간 (1974)이 번역 소개

되었으며, 김종호 역시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 (1975)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비판철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역시 80년대 젊은 사회철

학도들의 연구성과라 하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비판철

학에 대한 연구 역시 새로운 규범을 모색하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였

으며, 그 결과 한국의 사회철학도들로부터 상당 기간 주목받은 비판철학

자들의 면면을 볼 때 그들 대부분은 맑스를 주제적으로 연구한 인물들이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하버마스의 경우 특히 두드러진다. 하버마

스 철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만 해도 그의 철학

중 소개된 대부분은 맑스와 관련된 부분에 국한된다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독일 사회철학, 특히 맑스주의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윤리학의 견지에

평가하고자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관행적으로 이해해 온 윤리

학의 성격 규정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 학계에서는 윤리학이라고 하면 영·미 계열의 분석철학의 전통에서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규범 연구로 이해하고, 독일철학적 전통에서

규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대체로 사회철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부지

불식간에 팽배해 있었다. 특히 맑스 자신이 도덕의 사회 변혁적 역할을

크게 평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반도덕주의적 입장을

표방했다는 점 역시 이런 경향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80년대

이후 맑스주의를 연구한 대부분의 사회철학도들은 설사 우리 현실에 대한

치열한 규범적 문제 의식에서 맑스주의를 연구했을지언정 윤리학적인 주

제들에 대한 규범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의식은 별반 가지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맑스주의를 연구한 사회철학도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변증법, 유물론, 역사의 합법칙성, 과학적 실천, 노동, 이데올로기 등 맑

철학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맑스의 철학이, 노동가치설과 같은 경제학의 이론이나 독일 관

념론 등 다양한 사상적 전통과 맞닿아 있지만, 19세기 산업자본주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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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질식당하는 인간에 대한 절절한 휴머니즘에서도 그 중요한 연원을 갖

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연유에서 맑스주의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회철학적 연구는 불가불 인간 존재의 규범적 특성에 주목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맑스주의와 연관된 이러한 규

범적 연구를 넓은 의미에서 윤리학적 연구의 성과들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먼저 학문의 태동 지역의 차이에 근거해 윤리학이나 사회철학

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무의미한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

다. 또한 1970년대 이후 롤즈(J . Rawl s ), 노직(R. Nozi ck ), 고티에

(D. Gaut hi er ) 등 일군의 윤리학자들의 연구 경향을 볼 때, 윤리학의

연구 역시 사회구조적인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야 비로소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규범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범적 성격이 강한 사회철학적 연구성과들은 우리 윤리학계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이자 우리 사회에 대한 규범적 연구의 장래를 위해서

도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2. 헤겔철학의 규범적 내용 탐구

헤겔 철학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이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는 변증법, 방법론, 실체개념, 모순

이념의 문제, 이성의 간계, 의식의 변증법 등 독일관념론의 전통에 충실

것이었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철학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헤겔과 맑

스를 비교 연구하려는 시도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논의의 양과 질

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된 흐름은 관념론의

전통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 헤겔철학에서 다루어진 규범적인 주제들은 인

륜, 소외, 가족, 시민사회론, 자유 등이었다. 먼저 80년대 이전의 주요

문들을 찾아본다면, 김인제의 Hegel 의 인륜에 있어서 주체성에 관한 연

구 (1976 ), 이수윤의 Hegel 의 자유개념 (1976 ), 황필호의 Al i enat
in Hegel and Mar x (1977), 최성묵의 Hegel 인륜체의 宥和性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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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1979 ) 등을 들 수 있다.

80년대에 오면서 젊은 사회철학도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

흥식은 가족개념, 시민사회론, 국가론 등 헤겔 철학의 사회윤리적 문제

들에 대한 수 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Hegel 의 인륜사상에 관한 연구

(1989)로 학위를 취득한다. 황태연, 박준건, 최민자, 임혁재, 장도규,

안형관 등은 헤겔 정신현상학 의 주요 주제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 소외문제를 다룬 학자들이다. 사회윤리적 주제들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연구성과들로는, 변삼석의 Hegel 法哲學에 있어서 刑罰

의 辨證法的 意味에 관한 硏究 (1990 ), 양운덕의 학위논문인 Hege l 哲

學에 나타난 個體와 共同體의 辯證法: 精神現象學의 精神章과 法哲學을

중심으로 (1990 ), 임화연의 헤겔에 있어서 사적 소유권의 문제

(1990), 강유원의 학위논문인 Hegel 에 있어서의 자유에 관한 연구

(1990), 남봉균의 학위논문인 헤겔의 자유 개념에 관한 연구: 법철

학 을 중심으로 (1994), 위상복의 헤겔의 법철학 에 있어서 가족론

(1995), 임재진의 헤겔 시민사회론의 현대적 함의 (1996 ) 등을 볼 수

있다.
헤겔 철학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영미 계열 사회철학적 논의들과 관련

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등장한 공동체주

의자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다양한 고전에서 찾고자 한다. 특히 M.

Walzer , C. Taylor 등은 현대 자유주의의 지나친 개인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헤겔철학의 견지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체주의적인 활동들은 독일철학에서

도 활발하다. 아펠이나 쿨만 등 독일에서 공동체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이

들은 대체로 칸트 철학의 후예들이라고 하기보다는 헤겔철학의 전통을 잇

고 있다는 점에서 80년대 이후 젊은 사회철학도들이 이룬 헤겔철학에 대

한 연구성과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간의 최근 논쟁을 연구하는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쉬운 점이라면 90년대 초반

이후 헤겔 철학에 대한 연구결과물이 적어도 양적으로는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철학 연구자들의 관심이 80년대 중반 이후 헤겔에서 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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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옮겨간 연구 동향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3. 맑스주의에 대한 규범적 연구

(1) 1980년대의 연구동향

80년대 이후 규범적 연구에서 단일 철학자로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학자라면 단연 맑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까지 맑스에 대한 연구

가 대체로 반공 이념 교육을 목적으로 매우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인 데 반해, 이 시기 맑스 연구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면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사회철학을 전공한 젊은 철학도

들이 우호적인 입장에서 맑스의 철학을 연구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80

년대 맑스 철학의 연구에서 시급한 과제는 맑스의 왜곡된 면을 바로 잡

아 맑스의 참 모습을 밝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반공교육을 목표

로 한 제도권의 맑스 연구의 한계뿐만 아니라 일부 운동권에서 이루어지

고 있던 맑스 철학에 대한 과대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

었다.
따라서 80년대 연구들은 대체로 맑스의 원전에 대한 이해와 맑스와 헤

겔의 철학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맑스주의 철학에 대한 이 시기의 규범적

인 연구에서 대체로 다룬 주제들로는, 소외이론, 인간관, 국가론, 이데올

기론, 노동의 문제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 비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과 소외의 문제, 인간관의 문제, 그리고 실

의 문제가 연구자들의 가장 큰 관심대상이었다. 정영도, 강재륜, 장현

박종도, 한흥식, 이상훈, 이병창, 김창호, 도성달, 안현수, 이정원, 이

이호연 등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꾸준히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박진환, 손봉호 등은 맑스주의의 이데올로기론을 다룬 논문을 발

했다. 한 편, 박상섭, 한흥식, 김세균 등은 맑스 철학이 자유주의자들로

터 많이 비난받는 대목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과 국가관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다른 한 편, 삶의 태도를 주제로 헤겔

맑스를 비교한 이병창의 논문이나, 인간관 문제에 주목하여 헤겔, 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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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스를 비교연구한 한흥식, 민주주의 개념에 주목하여 헤겔에 대한 맑

스의 비판을 다룬 김영숙의 연구 역시 눈에 띈다.

(2 ) 1990년대의 연구동향

90년대의 연구 활동에서도 이런 경향은 이어진다. 안상헌, 안형관,

이병수, 이국배, 김창호, 김억환, 이찬훈, 김영숙, 박병기, 박찬국, 김

범춘 등 다수의 학자들이 여전히 맑스철학에서 인간관, 노동과 소외, 이

론과 실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이러한 주

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거쳐 안상헌( 초기 마르크스의 실천적 유물

론 의 형성과정: 마르크스의 이론과 실천의 통일 의 방법론적 성격

(1990) ), 김창호( 마르크스 역사적 유물론에서 인간 의 지위에 관하

여: 인간의 능동성 , 활동 , 노동 개념을 중심으로 (1991) ), 김영

숙(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있어서 인격 개념 (1993 ) ), 박병

기( 칼 마르크스의 인간관 연구: 자본론 에 나타난 현실적 인간 을

중심으로 (1993 ) ) 등이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러한 연구성과는 또한 한

국에서 맑스주의의 규범적 측면에 대한 연구의 폭과 깊이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맑스 철학의 규범적인 측면에 대한 80년대 연구 활동이 원전을

중심으로 한 맑스 철학의 본연의 모습을 밝히고자 했다면, 90년대 연구들

은 맑스 철학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는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철학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기인했다기

보다는 철학 외적인 상황이 변화한 결과로 보인다. 첫째 1980년대 후반부

터 진행된 구 소련의 개혁 움직임은 1990년대에 이르러 동구 사회주의권

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는 우호적 입장에서 맑

스주의를 연구하던 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어떤 형태로든 맑스주의

철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방식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는 하나의 외

적인 요인임에 분명했다. 둘째 영미 계열의 분석적 맑스주의(ana lyt i c

Mar xi sm)의 국내 수용 및 포스트 맑스주의(pos t Mar xi sm)의 등장 역

시 이러한 연구동향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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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미국 윤리학계에서는 A. Wood, A. E. Buchanan, R. C.

Tucker , Z. I . Husami , G. A. Cohen, J . Roemer , R. J . Ar ner son 등

군의 학자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맑스주의 철학에 접근하고자 했다. 이들

은 대체로 분배적 정의나 착취, 노동가치론, 경제적 평등 등 맑스주의

학의 중요한 주제임에도 기존의 연구에서 독립 주제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윤리학적인 주제들을 치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접근하고자 했

다. 80년대 후반 무렵 이들의 연구 성과가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국내에

소개된다. 영미철학의 하나의 전통이 된 치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맑

스주의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새로운 시도였으며 그런만큼 분

석 맑스주의는 맑스주의에 관심을 둔 국내 학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분석 맑스주의의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80년대 말 황경식이 강의를 통

해 이들의 저술을 처음 소개한 이후, 박영욱, 고창택, 김범춘, 서유석,

혜령 등에 의해 폭넓게 이루어졌다. 분석 맑스주의의 견지에서 보자면 이

러한 노력 모두 매우 소중한 연구성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윤리

학적 주제를 더욱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논문을 꼽는다면, 강혜령의 학위

논문, 마르크스주의의 반도덕주의 에 관한 윤리학적 비판: 분석적 마르

스주의의 관점에서 (1994)와 황경식의 맑스에 있어서 정의의 문제: 분석

맑스주의의 정의관 (1995)을 들 수 있다.

맑스주의 철학에 대한 90년대 연구의 특징을 하나 더 든다면, 맑스 연

구자들을 통해 맑스주의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지적할 수 있다. 김

억환은 맑스주의 휴머니즘에 대한 뤼시앵 골드만의 입장을 소개하였으며

이순응은 그람시를 통해 헤겔과 맑스의 국가론과 시민사회론을 이해하고

자 했으며, 문성원 역시 알튀세르를 통해 맑스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윤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90년대 맑스 연구에서 가장 큰 특징

이라면 맑스주의의 윤리성 내지 도덕성을 정면으로 다루고자 한 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장호, 우명섭, 이국배, 이상목, 이상훈,

정원, 임화연, 허재윤, 이병창 등은, 물론 도덕에 대해 매우 다양한 이해

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나, 맑스주의 철학 전반의 도덕성이나 맑스주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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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구체적인 규범적인 문제들을 주제적으로 다룬 학자들이다. 특히 맑

스의 소유이론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밝힌 이상훈의 연구(1990)와 박영욱

의 연구(1991), 사회윤리적 시각에서 노동의 윤리와 자본의 윤리를 주제

로 다룬 이정원의 연구(1990 ), 윤리적 당위와 역사의 필연성을 다룬 임

연의 논문(1990 ), 사회정의에 대한 맑스의 입장을 밝힌 허재윤의 논문

(1990)과 이상목(1991)의 논문, 역사에서 사회구조와 실천의 문제를 다

룬 이상훈의 학위 논문(1995) 등은 규범적인 견지에서 맑스주의를 이해

하고자 할 때 중요한 연구 성과로 남게 될 것이다.

(3 ) 비판철학에 대한 규범적 연구

주지하다시피 20세기가 되면서 맑스 철학의 영향은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난다. 여기서 편의상 비판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지만, 그 명칭이

썩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만일 철학의 근본 정신을

그 가장 밑바탕에 놓인 전제까지 철저히 반성하여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

는 비판정신이라고 한다면, 모든 철학은 곧 이러한 비판 정신 위에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그런 한에서 모든 철학은 또한 비판철학이라고 해야 하

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 철학을 규범적인 견지에서 비판

적으로 계승한 일군의 사회철학을 비판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다

른 철학자들과는 달리 현실에 대한 뜨거운 비판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로 보인다.

우리의 사회철학도들이 비판철학에 관심을 두게 된 것 역시 바로 이런

연유에서가 아닌가 한다. 특히 다양한 정향을 지닌 비판철학자들 중 한국

에 소개된 하버마스, 마르쿠제, 알튀세르, 루카치 등 대부분의 학자들

맑스에 대한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었으며, 또한 이들 학

자들의 이론 중 한국의 사회철학도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면은 대부분 맑

스주의 철학에 대한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주목할만한 일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한 연구이

다. 후기 자본주의를 매섭게 비판하면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참상을 고발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한 관심 역시 넓은 시각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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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맑스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0년대 후

반 차인석에 의해 소개된 프랑크푸르트 학파 철학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

구한 이는 문현병이다. 자신의 학위논문을 보완하여 출간한 문현병의 프

랑크푸르트 학파의 사회비판이론 은 프랑크푸르트학파뿐만 아니라 비판철

학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판철학자들 중 가장 받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하버마스다. 물론 하버마스의 철학 중에서도

맑스주의 철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부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문현병, 박병기, 서규환, 배철영, 김재현, 권용혁 등 많은 학자들이 하

버마스의 해방론,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에 주목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비판철학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의사소통 이론에 대한 연구 역시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

다. 그의 의사소통이론과 관련해 이정원, 배철영, 진기행, 권용혁 등은

주목할만한 연구성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

에 대해 윤리학인 고찰을 시도한 이정원의 논문과 최근 의사소통이론에

서 진일보한 최근의 담화윤리학을 정당화해 보고자 하는 권용혁의 논문

이나 박해용의 논문은 우리 윤리학계의 논의의 장을 확대시키는 귀중한 연

구 성과로 보인다.

하바마스의 철학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 주목받는 또 한 명의 사회철학

자를 꼽는다면 홍윤기이다. 그는 이미 1982년 하버마스의 이론과 실천

을 번역 소개한 이후 하버마스에 대한 꾸준한 연구성과를 낳고 있다. 더

욱이 하버마스는 최근 들어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

문제에 주목하는 법철학을 개진하면서 그 방법상 롤즈(J . Rawl s )의 정치

적 자유주의와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즉 통치권에 대한

정당화는 이상화된 담론 공간에서만 가능하다는 그의 입론은 그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원초적 입장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보여 준

다. 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철학과 영미윤리학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두 학자는 실례로 1995년 The Journal of Phi losophy 지면을 통해

대의 철학에 대해 중요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서로 다른 전통에서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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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에 천착해 온 두 거장의 이러한 대화는 우리 윤리학계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하버마스의 법철학

론을 다룬 홍윤기의 최근 논문, 하버마스의 법철학 (1996 )은 한국 윤리

학계의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의미있는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철학, 특히 맑스주의 철학에 대한 규범적 연구들은

그 시대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할 수 있다. 이 점은 우리

사회를 변혁하는데 일조하고자 한 젊은 사회철학도들이 맑스주의 철학에

대해 애초에 지녔던 연구동기와 기대를 생각해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결

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동기에 비추어 보자면 사회철학도

들이 받는 기대와 부담은 다른 철학 전공자들과 비교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철학도들이 지금까지 쌓은 상당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성과가 토착화 작업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더욱 큰 안타까움이 남는 것이리라.

Ⅳ. 사회윤리적 관심과 모색

1. 윤리학계의 지배적 담론(정의론, 계약론 논의)

70년대 후반에서 비롯되어 80, 90년대의 한국 윤리학계의 지배적인 담

론의 핵심개념은 정의 혹은 사회정의 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같은

념이 담론의 중심을 이룬 것은 어떤 면에서 필연이었고 다른 면에서 당위

었다고 생각된다. 이미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해방이후 한국철학계의 수

용사는 20세기 세계 철학계의 판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한국 윤리학

계 역시 세계 윤리학계와 맥락을 같이하며 그 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점에서 이는 학문세계의 식민화라고 할만하나 다른 점에서는 피할수

없는 현실이 아닐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80년대 이후 한국 윤리학계에 정의론이 지배적인

담론이 된 것은 일차적으로 그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영미윤리학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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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인 담론이 70년대 이후 정의론이었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71년 롤즈

의 정의론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반향은 철학계를 비롯하여 경제학, 사회

학, 정치학, 법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주간지 월간지

대중지들은 연이어 서평 및 특집을 통해 대서득필 하였다. 극단적으로는

롤즈 이후 담론자들은 포스트롤지안이라 부르기까지 하며 롤즈는 담론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평가되기도 하나 영미의 이같은 지배적 담론이

우리에게 직수입된 것은 어떤 점에서 필연의 형세가 아닐 수 없다.

다른 의미에서 정의론이 우리의 담론이 된 것은 마땅히 논의될 만한 주

제가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독재

마저 사회정의의 구현을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것은 적이 역설적

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같은 역설은 현실의 부정의에도 불구하

고 사회정의가 얼마나 절실한 시대정신의 표현인가를 알 수 있다. 사회

적으로 법적으로 부정의의 나락에서 우리의 이같은 갈구는 맑스주의자들

의 탐색속에서 절실히, 국민윤리학자들의 구상 속에 보수적으로 표현되

었다.

한국 윤리학계의 지배적 담론으로서 정의론 혹은 계약론의 자료적 전거

로서 거론할 만한 것은 한국 사회·윤리학회가 1993년에 정기 월례 연구

발표회 발표 논문 중 가려 뽑은 20여 편의 논문 묶음집 사회계약론 연

구 를 들 수 있다. 단행본 편집의 취지나 내용 요약을 대신해서 머리말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 철학계에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학문 공동체라 할 만한 철학인의 모임은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각기 언젠가 우리 철학인의 모임이 진정한 학문 공동체가 되기

를 오래도록 열망해왔고, 근래에 이르러 이러한 열망이 성숙해가는 가운

데 몇몇 소규모 학문 공동체가 싹을 틔우게 되었다.

우리 한국 사회·윤리학회 역시 철학도들 중에서도 보다 사회적이고 규

범적인 관심을 가진 학도들의 소규모 학문 공동체로서 성장해 가고 있다

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모이는 날에는 깊은 학문적

담론은 물론이거니와 흥미로운 여흥도 곁들여, 그야말로 소크라테스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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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를 방불케 하는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단지 모임의 명칭이 가리키듯

이 도덕철학도만이 아니라 사회철학도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울

뿐이다.

우리 공동체의 첫번째 탐구과제이자 담론의 주제는 사회계약에 관한 것

이었다. 전통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를 오직 이성만을

권위로 해서 세우고자 했던 근세 서구인들에게 사회구성의 방법적 모형

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서구의 근세와 유사한 전환기적 혼란과 병증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사회계약론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학적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비합리와 각종 힘의 역학에 의해 강제되는 현실의 계약이 아니라 가상

적인 계약의 이념, 그 속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구상하고 합의

하는 사회질서, 그것은 주어진 현실세계에 대한 단순한 분석이나 설명이

기보다는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하고 쟁취해야 할 당위요,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이념을 추구하고 모색하는 일은 다소 비현실

적이긴 하나, 영원한 이상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철학인들의 공유된

속성이라 할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사회·윤리학회의 월례 집담회에서 발표, 토론된

것으로서, 크게 세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Ⅰ부는 전통적 사회계악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홉스, 로크, 칸트의

장을 소개하고, 흄과 헤겔의 비판적인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앞쪽

실린 논문은 사회계약론의 전통 전반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킴

리카 교수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제Ⅱ부는 현대에서 계약론을 재활시킨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된 논문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대윤리학의 계약론적 전회라는 논문은 계약론

이라는 방법론적 패러다임의 제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

며, 계약론과 경제학을 윤리적 관점에서 대비한 마지막 논문도 특기할 만

하다.

제Ⅲ부에서는 대체로 계약론이라는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을 소

개한 것이며, 특히 로티의 사회철학, 유학과 자유주의와의 만남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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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들은 주목할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J . Rawl s 교수가 공정으로서의 정의 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은 1958

이지만, 그 이후 분배적 정의 , 정의감 ,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등

논문을 발표한 다음 이 모든 논문들에 나타난 사상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은 정의론 (A Theory of Jus t i ce ) 이며 이의 영

향력에 의거 70년대 이후의 정의론의 담론이 시작된다. 정의론의 의의는

자본주의적 에토스를 반영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권리

론에 바탕한 그 실질적 정의 원칙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의 정당화 근

거를 사회계약론적 이념에 둔다는 방법론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론에 대한 관심이 일게된 것 또한 매우 이른 편이다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김태길 교수가 황경식과 함께 이 책

을 강독하게 된 것이 1974년경이며 한국철학회에서는 미 공보원 후원으

로 정의론을 주제로한 발표회를 1975년에 갖게 되었다. 이때 정의론의

Ⅰ부 원리론을 김여수 교수가, Ⅱ부 제도론을 차인석교수가, Ⅲ부 목적

론을 황경식 교수가 맡아 소개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했다.
이어 1976년 크리스챤아카데미에서 정의 의 철학을 주제로 워크샵을 하

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롤즈의 정의론을 배경으로 하고 동서의 갖가지 정

의론이 소개 되었고, 그 후 대화출판사에서 정의의 철학 이라는 이름으

로 출간됨으로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보다 일반화 되기에 이른다.

이어 1977년 정의론의 제Ⅰ부가 <청조각>이라는 출판사에서 황경식

역으로 출간됨으로써 롤즈의 정의론이 본격적으로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

되고, 79년에 <서광사>로 출판사를 옮겨 Ⅱ부, Ⅲ부 전 3권으로 완역본

이 출간되었고 그후 한권으로 묶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2번의 수정본을 내

놓고 있다. 역자인 황경식은 1982년 고전적 공리주의와 Jonh Rawl s의

정의론 비교연구 로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81년 미

국하바드대 객원연구원으로 롤즈에게 수학한 뒤 돌아왔다. 이를 전후해서

김태길, 황경식, 이인탁, 김상배, 김희준 등이 롤즈와 관련된 논문들을

표하고 있다. 롤즈와 관련된 자료로는 80년대에 롤즈의 논문모음집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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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외 역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 라는 이름으로 서광사에서 간행되었다.

71년 정의론의 출간에 이어 이에대한 비판서이자 자유지상주의적 대안

이 Rober t Noz ick에 의해 1974년 무정부, 국가 그리고 이상향

(Anarchy , St at e and Ut opi a ) 이라는 책으로 제시되었다. 이로써 정의

의 담론은 사회주의를 좌측날개로 자유지상주의를 우측날개로 하고서 보

다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된다. 국내에서도 노직의 저술이 남경희 교수

에 의해 <문학과 지성사>에서 번역 간행됨으로서 기왕에 활발하게 논의

되어 오던 맑시즘과 더불어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을 이루며 전

개되기에 이른다. 국내 학회에서도 정의를 중심으로 한 심포지엄과 소유

권을 중심으로 한 심포지엄이 열리게 됨으로서 정의의 담론에 활기를 더

하게 된다. 지금까지 롤즈만을 주제로한 논문이 50여 편을 넘고 그밖에

정의의 문제 혹은 사회계약론 내지 사회윤리적 시각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른 논문이 50여 편을 능가하고 있다.

2. 윤리학의 영원한 출발(칸트 윤리학 연구)

80년대 이후 600여 편 되는 윤리학관련 논문 가운데 칸트와 직접 관계

된 논문이 무려 90여 편이나 되며 이밖에도 간접적으로 관련된 논문까지

합하면 100여 편을 능가한다. 이는 개인 관련 연구로서는 단연 최고일 뿐

만 아니라 이에 다음가는 롤즈 관련 논문 60여 편과도 비교가 안될 정도

이다. 칸트가 이같이 한국 윤리학도들의 영원한 출발이 되는 까닭은 나변

에 있는지, 이는 지극히 흥미롭고도 궁금한 물음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트는 윤리학도들이 찾아들만한 여러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윤리학자이

다. 우선 그가 최대 최고의 철학자요 윤리학자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알

스의 최고봉이 모든 알피니스트들의 선망이듯 그는 모든 규범철학자들이

탐할만한 철학 혹은 도덕철학의 최고봉에 우뚝 서 있는 존재이다.

또한 칸트는 고전중의 고전 즉 고전을 대표할 만한 학자이다. 고전

(c l ass i c )의 특성을 흔히 정의하듯 고전은 초시간적( t i me less ) 성격을

는 동시에 시의에 맞는 (t imel y)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칸트의 도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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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정한 문화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정도로 현실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

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현실주제를 끌어낼 정도로 함축적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칸트의 철학적 성향이 성리학적 전통을 등

에 업고 있는 한국 철학자들의 기질에 맞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칸트는

다소 본원적이고 사변적이기에 그리고 인성을 기초로해서 그 사변을 전개

하기에 성리학적 전통에 잘 부합되는 듯하다.

이상과 같은 점은 한국 사람들이 칸트와 비교해서 공리주의나 실용주의

에 대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학문적 관심이 적은 것을 설명하는데도 도움

이 된다. 칸트 관련 연구논문이 100여 편을 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서구

에서 그에 필적할 만한 공리주의에 대한 연구논문은 20여 편 미만이다

실용주의에 대한 연구논문 역시 그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철학자들에게

는 공리나 유용성 혹은 실용 등등의 개념은 철학적 깊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같은 개념들은 선험성, 초월성, 근본, 근거 등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 천박하기 짝이 없고 비철학적인 것으로 간주된 것

이다. 이 점은 한편에서는 우리의 철학이 끝없이 심오한 그 무엇을 추구

했음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 우리의 철학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허구를

추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칸트 연구논문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노라면 그 연구 주제들이 대부

분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것이라는 점이 눈에 뛴다. 대부분 칸트

의 도덕형이상학, 도덕철학, 도덕철학, 윤리학, 도덕의 근본원리 연구 등

로 되어있거나 혹은 도덕성, 의무론, 정언명법, 가치판단, 자유, 자율성

덕신앙, 인간관, 시민사회론, 국가이념, 실천이성, 도덕신학 평화등이다.
트연구에 있어서 주제의 세분화를 찾기 힘들며 특히 칸트 윤리학의 문제

해결능력을 검토하거나 비판적 논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게된다

공리주의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도 피세진, 김용남의 Bent han연구, 신광철

의 Sidgwick 연구, 황경식의 고전적 공리주의 연구, Smar t 공리주의 연

구, 김명식, 김형철의 J . S. Mi l l 연구 등이 있다. 김형철의 자유론

도 눈에 띈다.
참고 삼아 제시해 보자면 칸트 원전의 국내번역으로는 순수이성비판

80



한국 윤리학계의 연구현황 Ⅱ ( 80-현재)

으로 최재희 , 전원배, 윤성범 제씨의 번역이 있고 실천이성비판 으로

재희의 번역이 있으며 이석윤의 판단력 비판 , 신옥희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 서동익의 프롤레고메나 , 도덕형이상학기초 , 영원

평화를 위하여 등이 있고, 이한구 편역으로서 칸트의 역사철학 이 있다

칸트의 연구서로서는 최재희의 칸트의 생애와 사상 , 칸트의 순수이

성비판 연구 , 김용정의 칸트철학 연구 등이 있고 역서로서 백종현 역

카울바하의 칸트 비판철학의 형성과정과 체계 , 임재진 역 코플스톤의

칸트 , 최재희 역 크뢰너의 칸트 등이 있다. 특히 칸트의 윤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저서로는 임혁재의 칸트의 도덕철학 연구 가 주목할

만 하다.
이밖에도 칸트에 대한 연구로서 80년대에 주목할만한 학자와 논문으로

는 박선목, 칸트의 최고선에 관한연구 ; 철학연구(한국철학연구회,

1980 ), Kant 의 도덕형이상학에 관한연구 ; (박사 충남대, 1981), 길

병휘, 칸트의 선의지 ; 철학연구(한국철학연구회; 1982 ), 칸트 윤리

학의 근본원리 ; (석사, 경북대, 1982), 김낙구, 칸트의 도덕철학에

대한 소고 ; 논문집(대구교대, 1981), 칸트의 가치철학에 관한 소고 ;
논문집(대구교대, 1982), 칸트의 윤리학과 자유의 개념에 대한 소고 ;

논문집(대구교대, 1983), 손승길, 칸트의 도덕률의 근거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 1982 ), 칸트의 의무론에 관한 연구 ; 철학연구(한국철

학연구회, 1983 ), 칸트의 실천이성에 있어서 최고선의 위치 ; 철학논

총(영남철학회, 1985), 신옥희, 칸트에 있어서 근본악과 신 ; 철학(한

국철학회, 1982), 이일수, 칸트의 선험적 자유 ; 논문집(군산대,
1983 ), 칸트의 실천적 자유 ; 논문집(군산대, 1984 ), 이한구, 칸트

의 시민사회론 ; (동국대, 석사, 1984 ), 임혁재, 칸트에 있어서 도덕

자유의 개념 ; 논문집(중앙대, 1984), 칸트에 있어서 정언명법의 존재

근거와 정형의 문제 (중앙대 박사, 1984), 정언명법 정형과 상징적 도

식론 ; 문리대 학보(중앙대, 1985), 배석원, 칸트 윤리학체계의 비판

적 해석 ; 철학연구(대한철학회, 1987) 등이 있다.
90년대에 나타나 칸트연구 논문으로는 김낙구, 칸트 도덕형이상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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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관한 내재적 해석 ; (동아대, 박사, 1990), 류의근, 칸트의 정

령 일고 ; 논문집(부산여대, 1990), 손승길, 칸트의 도덕법칙의 정당화

(동아대, 박사, 1990 ), 칸트의 이론이성과 실천이성 ; 철학논총(영남철

회, 1991), 하영석, 칸트에 있어 인격성의 근거로서의 자유 ; 철학(한국

학회, 1990), 칸트의 이론이성과 실천이성 ; 철학논총(영남철학회, 199

임홍빈, 칸트의 도덕성 개념에 대한 헤겔의 비판은 과연 정당한가 ; 철

학(한국철학회, 1991), 엄정식, 칸트와 현대의 평화사상 ; 철학(한국

철학회, 1992 ), 이진우, 정치적 정의론 - 칸트의 초월론적 법철학을

중심으로 ; 철학연구(대한철학회, 1992), 윤평중, 형식주의적 실천철

학의 의미와 한계 - 칸트와 하버마스 ; 철학연구(대한 철학회, 1993 ),
허정훈, 칸트철학에서의 실천적 자유에 관한연구 ; (전북대 박사,

1993 ), 이윤복, 칸트에 있어서 도덕성과 목적 (경북대 박사, 1994),

박찬구, 흄과 칸트에 있어서의 도덕감 ; 철학(한국철학회, 1995).

윤리설내지 윤리학 체계의 두 전통으로는 일반적으로 희랍철학에 기원

을 두고 있는 목적론적 체계와 기독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법칙론적

내지 의무론적 체계가 있다. 그런데주로 덕의 윤리와 관련을 갖고 있던

목적론적 체계가 근세이후 결과론적 체계로 발전하여 공리주의자들에 의

해 계승됨을 전후해서 의무론적 체계가 칸트에 의해 대변됨으로써 근세

이후 윤리설은 칸트주의를 중심으로한 의무론적 체계와 공리주의를 중심

으로 한 결과론적 체계로 양립된다.

일반적으로 의무론적 윤리가 이성주의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결과

주의 윤리는 경험주의 철학에 바탕하고 있다. 고래로 특히 조선 오백년

동안 우리는 성리학에 학문적 토대를 두고 있었고 성리학이 대체로 이성

주의 철학과 유관하다고 볼 때 우리의 철학적 성향에 보다 부합하는 서양

의 윤리체계는 칸트주의적 의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경

험주의에 바탕을 둔 공리주의나 그 연장선상에서 대두된 실용주의 윤리설

이 우리의 철학적 취향에 매력이 없었던 것은 어느정도 이유있는 사태였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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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로 내려온 윤리학(응용윤리학적 관심)

윤리학을 대별하면 서술윤리학,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으로 나눌 수 있

다. 이중 단지 도덕적 현실이나 윤리적 사태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기

술하는 서술윤리학은 철학자보다는 오히려 사회과학자의 고유 과제에 속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도덕언어의 논리적 분석이나 윤리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메타윤리학 역시 본격적인 윤리학인 규범윤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예비학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도덕철학으로서 윤리학의 본령은

규범윤리학이라 해서 과언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규범윤리학은 다시 이론규범 윤리학과 응용규범 윤리학으로 나

눌 수 있으며 전통 규범 윤리학은 이 중에서 주로 이론규범 윤리학에 골

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도덕의 근본원칙이나 의무론과 목적론 혹은 결

과론과의 논의를 다루는 것이 이론규범 윤리학의 주요 쟁점으로 되어 있

다. 물론 이같은 이론규범 윤리학의 쟁점들이 철학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일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보다 요긴한 것은 각론과 관련된

응용규범 윤리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종래의 윤리학자들은 이론규범 윤리학에 골몰했던 나머지 응용규범 윤

리학을 소홀히 하거나 경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의 절

실한 요청과 더불어 응용규범 윤리학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기에 이르렀

으며 현금에는 오히려 응용규범 윤리의 제반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에 의

거해서 이론규범 윤리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 평가하게 됨으로써 응용윤

리학은 윤리학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보다 중심적인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그런 뜻에서 이론이 우선적이고 응용은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 다른 뜻에서 응용윤리학(appl i ed et hi cs )이라는 용어의 적합성까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학계의 연구도 주로 원론적인 이론규

범 윤리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영미윤리학에 있어서

최근 응용내지 실천윤리학의 비중이 크게 부상함과 아울러 우리 학계에서

도 응용윤리학의 여러분야들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가히 철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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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과거에는 철학이나

리학의 주제로 보기 어려운 듯한 것까지도 보다 철학적, 윤리학적인 주제

가 됨으로서 철학이 현실 가까이 다가섬은 물론 현실이 철학에 관심을 가

지고 접근하는 통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응용윤리 연구가 다루고 있는 주제로는 크게 생명의료 윤리, 환경윤리

문제, 성윤리 문제, 기업윤리 문제들이다. 생명의료 윤리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철학자로서는 김영진이 있고 이어서 황경식, 김수철, 박

은정, 이진우, 황필호, 김형철이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방면에

전공을 한 구영모, 임종식, 한국에서 학위를 한 김상득 등이 합세함으로

서 앞으로 보다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다음 환경윤리에 대해서는 일

찌기 진교훈의 생태윤리에 대한 관심에서 다음에는 송상용의 과학철학적

관심, 그 이후 이진우, 황경식, 김형철, 구승회 등에 의해 본격화되고

최근에는 이 방면에 김명식, 한면희 등의 국내 학위논문이 제시되고 있

다. 기타 성윤리나 기업윤리들에 대해서도 논문과 역서가 눈에 띄고 있

다.

이 방면의 성과로서 주목할만한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논문으로서는

김영진, 자비사(안락사)에 대한 철학적 연구 ; 철학(한국철학회, 198

황경식, 응용철학으로서의 생의 윤리학 (철학과 현실, 1988 ), 김수철,

덕철학과 생의 윤리 (동서철학연구, 1989 ), 김진숙, 안락사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 1989), 박은정,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윤리 (철학과 현

1992 ), 박이문, 생명의 형이상학 ; 철학연구(대한철학회, 1993), 우명

생의 윤리와 사회 ; 시대와 철학(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3), 뇌사판

과 장기이식에 대한 도덕적 평가 ; 철학연구(철학연구회, 1994 ), 이진

낙태 - 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 ; 철학연구(대한철학회, 1994 ), 황경

첨단·생명 - 의료과학과 윤리 ; 과학과 철학(과학사상연구회, 1996 )

그밖에 환경 및 생태윤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서는 진교

훈, 생태학적 위기와 윤리학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 ; 사회와 사상(서울대

1989 ), 송상용, 환경위기의 뿌리 (철학과 현실, 1990 ), 이진우, 한스

스의 생태학적 윤리학 (철학과 현실, 1991), 허재윤, 환경윤리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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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면 ; 철학논총(영남철학회, 1992 ), 이완재, 현대에서의 환경윤리

제 ; 철학회지(영남대학교, 1993 ), 장우주, 환경철학의 존재론적 근거

화여대 석사, 1994 ), 한면희, 환경철학의 세계관과 윤리 ; 철학연구(철

연구회, 1994), 구승회, 에코필로소피, 생태, 환경의 위기와 철학의 책

(새길, 1994), 한면희, 자연한경에 대한 도덕적 고려 ; 철학(한국철학

1996 )

4. 윤리학을 위한 기초연구(메타, 분석윤리학)

80년대 이후 사회윤리, 응용윤리, 실천윤리 등 대체로 규범윤리적 관

이 한국윤리학계를 지배했던 것은 사실이나 윤리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메타윤리 혹은 분석윤리적 업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는 Har e나 St evenson 등 대표적인 메타윤리학자들에 대한 연구논문이

30여 편을 넘으며 그 밖에 도덕적 언어분석 혹은 윤리 인식론에 관한 본

격적인 메타윤리학 연구논문도 50여 편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80년대 이후 600여 건의 연구 자료중 13∼14%에 달하는 논

문이 윤리학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메타윤리학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중 가장 본격적인 메타윤리학 연구 실적을 열거해 보면 우선 국외에

서 취득한 학위논문으로서 80년에 국내에 소개된 김연진의 처방주의와

신-자연주의: 해어 풋 그리고 와녹 (Pr escr i pt i vi sm and Neo

Nat ur a l i sm: Har e , Foot and War nock ) ; 동서문화(계명대) , 미국에서

윤리적 실제론 논쟁으로 학위를 하고 그 중심내용을 국내에 소개한 주동

률, 윤리적 실재론 논쟁의 구조와 외적 실재론의 가능성 ; 철학논구

(1995)가 있다.

국내에서 나온 자료로는 서울대에서 메타윤리로 학위를 한 김상배의

윤리학 방법론 연구: 직각주의와 이모우티버즘을 중심으로 ; 논문집(서울

시립대, 1985), 이초식 피세진의 가치·규범: 의사결정의 논리연구 ;
학(한국철학회, 1980 ), 김기순의 윤리학에 있어서 존재 와 당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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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과 그 한계 ; 철학연구(철학연구회, 1981), 김영기의 가치에의

의의 문제 ; 논문집(마산대, 1981), 김상배의 나는 왜 도덕적이어야만

는가 ;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1982), 소흥렬의 당위명제의 논리적 관계

철학(한국철학회, 1982 ), 이종권의 Von Wr i ght 의 당위논리에 관한 연

구 ; 철학(한국철학회, 1983), 이종일의 R. M. Har e와 J . Rawl s의 윤

학적 방법론 비교연구 (계명대 석사, 1983) 등이었다.

또한 박범수, 본래적 선에 관한 고찰 ; 논문집(서울교대, 1984), 이

수, John Rawl s의 정의론에 있어서의 선 ; 논문집(육사, 1984), 이석

재, 거짓말의 윤리적 의미, 언어 현상의 분석적 접근을 통하여 ; 인문

논총(부산대, 1985), 황경식, 윤리와 논리 ; (논리연구, 1985), 김영

기, 헤어의 규정주의적 윤리설 ; 철학논구(서울대, 1989 ), 이종일,

의무윤리학과 덕 윤리학 ; 철학논총(영남철학회, 1989), 황경식, 덕의

윤리에 대한 찬반논변 ; (현대사회와 윤리, 1989 ), 이석재, 윤리적 언

어의 의미변화 ; 사대논문집 (부산대, 1990), 강혜령, 일상언어 의미

론의 도덕언어 의미 분석 ; 인문논총 (전북대, 1990 ), 길병휘, 지향성

과 도덕적 회의의 극복-가치와 사실의 이분법은 해소가능한가 ; 경북대

박사 (1992), 박이문, 도덕개념으로서의 합리성 ; (철학과 현실,

1993 ), 허라금, 덕 개념과 도덕적 실재론 ; 철학 (한국철학회, 1994 )

주동률, 수반과 윤리적 실재론 ; 철학 (한국철학회, 1996 ) 등이다.

5. 동양 및 한국윤리의 탐색(동서윤리의 융합)

서양윤리 수용을 통해서 한국 윤리가 나아갈 목표는 결국 우리에게 요

청되는 한국윤리의 모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철학자 내지 윤리학자들은 철학적 공백상태속에

서 서양철학내지 윤리사상의 수용에 급급했을 뿐 우리의 윤리나 도덕의

구상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철학자내지 윤리학자는

서양사상을 소개하는 소개인 혹은 보다 나쁘게 말해 수입상이라 해도 과

언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해방 50여년을 맞으며 우리 윤리학계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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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 대한 절실한 반성을 통해 서양윤리와 우리의 전통윤리간의 대화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에 적합한 규범체계 모색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말한다해서 지금까지 우리 윤리학계에 우리 것을 추구하고

자 하는 노력이 전무했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한국윤리학계를 이끌어 온

김태길 교수는 최근 한국윤리의 정립 이라는 소중한 저작을 내놓기까지

우리 윤리에 대한 부단한 연구를 해오신 분이다. 그는 일찍이 소설문학

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와 더불어 현대 소설에 나타난 한국인

의 남녀관 성윤리 의식 (1984, 학술원 논문집), 한국인의 가치관 연

구 (1982, 문음사), 현대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Ⅱ-근대

화의 과정과 가치관의 혼란 (1982, 학술원 논문집) 등을 출간했다. 최

근에는 철학연구회가 윤리질서의 융합 이라 해서 동서윤리를 주제별로

비교 연구하는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아산 사회복지 사업재단에서 기획

시행한 사회윤리 심포지엄도 주목할만한 윤리적 모색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한국윤리의 모색과 관련해서 한국철학계 전반의 반성적, 집단적 기획으

로서 언급할만한 것은 철학연구회가 1996년부터 시작한 동서철학의 융합

프로그램 중 윤리질서의 융합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회장인 정

대현 교수가 중심이 되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기획된 이 과제는 동서

철학의 융합총서를 출간하기로 하고 동양철학전공자와 서양철학전공자

각각 2인이 팀을 이루어 2인1조로서 공동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

로 발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서철학의 융합과제중 윤리질서의 융합을

앞세운 것은 윤리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보다 긴요한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삼아 윤리질서의 융합에 참여한 학자와 과제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

과 같다. 황경식과 정인재는 군자와 시민 이라는 주제를, 이승환과 김형

은 의리와 정의 라는 주제를, 이기동, 박찬영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

김수중, 남경희는 대동사회와 유토피아 , 최영진, 이좌용은 가족과 개

정병석, 이진우는 덕치와 법치 이다. 물론 동서철학 내지 윤리의 융합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닐 것이나 이는 해방 50여 년 역사를 지닌 한국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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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나 윤리학계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성과를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

에서 크게 기대하고 성원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 윤리의 모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룩한 주목할만한 성과로는

역시 한국윤리학계를 주도해온 김태길 교수가 펴낸 한국윤리 재정립

(1995, 철학과 현실사)이 아닌가 한다. 이 책의 서장에 해당하는 제1장

서 김교수는 윤리라는 것이 인간성에 근거를 둔 삶의 지혜라는 견해를 제

시한다. 제2장에서부터 제6장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았으며 그들의 사회가 가졌던 도덕성 또는 부도덕성이 어떤 것이었나를

살피고 있다.

나아가 제7장에서는 현대 한국을 위한 윤리의 기본과 그 전략을 고찰하

고 있으며 제8장에서는 현대 한국의 윤리문제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일반

사회의 것으로 나누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제

9장에서는 윤리의 문제는 결국 인간교육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따

라 인성교육내지 가치관 교육의 문제의 여러 측면들을 고찰하고 있다. 과

거 국민윤리를 집필하던 가운데 부분적으로 피력한 한국윤리에 대한 견해

들이 보다 체계를 갖추어 정리됨으로써 앞으로 한국 윤리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한국윤리학의 모색과 관련된 단행본으로서 주목할만한 것은

김형철의 한국사회의 도덕개혁 (철학과 현실사 1996), 황경식의 시민공

동체를 향하여 (민음사, 1997)가 있다. 김형철은 자유주의적 공리주의

기초위에서 한국사회의 제반 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

들로는 공직자 윤리, 소비문화, 시민의식, 환경문제, 장기이식의 문제,
보윤리 등이다. 황경식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간의 쟁점과 관련하여 한

국사회가 지향할 시민사회모형으로서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와 공동체주의

적 전통간의 변증법적 종합으로서 시민공동체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갖

가지 논의를 전개해간다.

아산 사회복지 사업재단에서 황경식(서울대) , 임희섭(고려대) 교수의

도아래 개최된 10여년간의 사회윤리 심포지엄 또한 한국 윤리학계 내지

유관 학자들의 역량을 결집, 한국사회의 윤리적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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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과제요 성과로 간주될 만하다고 본다. 1989년부터 주년행사로

개최된 이 심포지엄의 8회까지의 주제를 열거해보면 아래와 같다. 제1회

현대 한국의 사회윤리, 제2회 한국의 시민윤리, 제3회 도덕성 회복을 위

교육의 과제, 제4회 한국 자본주의와 경제윤리, 제5회 현대 산업사회와

경문제, 제6회 현대사회와 의료윤리, 제7회 정보사회와 사회윤리, 제8

현대사회와 성윤리이다.

1997년에는 재단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21세기의 도전, 동양윤리의

응답 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신유교의 전망을 중심으

로 기조발표를 한 하바드대 뜨 웨이밍 교수, 유교윤리와 자본주의 를

발표한 프린스턴 대학의 위잉스 교수등을 대표로 25명의 세계적 석학들

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양윤리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밖에 주목할

만한 논제로는 불교와 생명윤리, 환경문제와 동양윤리, 기독교와 유교의

상층과 대화, 인류의 미래와 동양사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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