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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흄의 공감론에 대한 연구

박경일

본 논문의 목적은 흄이 제시하는 공감 개념의 특징과 의미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흄의 공감론이 가지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흄은 도덕감 이론의 지배적 영향 하에서 당대의 도덕론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의 도덕이론을 전개한다. 그 과정에서 흄은 이성은 어떤 의지적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고, 정념을 막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이성주의 윤리를 거부한다. 흄은 도덕적인 선을 시인하는 내적 감각인 도

덕감을 제시하는데, 이 도덕감은 개별적 이해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 보편적인 도덕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리가 공감이다.

공감(sympathy)과 유사한 개념들로는 감정이입(empathy), 동정심(compa

ssion) 등이 있다. 감정이입과 동정심의 경우에는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

의가 어느 정도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공감의 경우에는 학자 별

로 상이하다. 흄이 제시하는 공감(sympathy)은 사람들 각각의 정념을 공유

하게 해주는 심리적 기제이다. 그의 공감은 한 사람의 느낌이 다른 사람에

게 비교적 생생한 느낌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공감능력이 도덕심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준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보편

적 도덕성을 보증해주지는 않는다. 우리의 공감은 종종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일관성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감정의 보편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성찰과 인간이 가진 감정의 지속적 교정

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반적 관점’을 따를 수 있게

되며, 결국 도덕도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흄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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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흄의 공감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이성에 대한 흄의 독특한 규정에 대한 문제이다. 흄은 이성이 제한된 역할

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인식론과 도덕론을 전개한다. 하지만

칸트와 현대 윤리학자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평가해볼 때 도덕적 판단과 실

천의 영역에 감정과 이성이 모두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둘

째, ‘일반적 관점’의 수용이 인간에게 규범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가의 문제

가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공감의 원리를 통해 각자의 감정을 교정하여 ‘일

반적 관점’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가 사회의 유용성을 위해 ‘일

반적 관점’을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공감의 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도덕 판단의 ‘보편성’ 수준에 대해 비판이다. 흄 도덕이론의

‘보편성’은 칸트의 것만큼 확고한 초월적 근거를 제공해주지는 못하지만 사

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보편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흄의 도덕철학은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내적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인

간이 가진 중요한 한 측면인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도덕적 행

위의 동기와 실천에 주목을 두었다는 점에서 윤리학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

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타고난 공감의 원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정서를 공유하고, 자신의 감정을 교정하여 보편적인 도덕감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이다. 도덕철학은 일상인의 경험현상에 대

한 설득력 있는 규명을 바탕으로 보편적 도덕 가치의 추구 가능성을 제공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흄의 도덕론은 분명히 가치 있는 도덕철학이라

고 할 수 있다.

도덕교육에서 있어서 흄의 공감론은 타고난 공감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

는 통합적 도덕 교육 모형과 교수기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공감, 감정이입, 도덕감, 정념, 도덕적 정서주의, 일반적 관점

학 번 : 2008-2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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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유사한 의

견과 감정을 공유하기도 하고, 해결하기 힘든 생각의 불일치를 확인하기도

한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견과 감정의 불일치는 종종 도저히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심각

해지기도 한다. 이런 의견과 감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

람의 입장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처지와 고

난에 공감하는 행위는 시간의 할애나 경제적 비용 등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 평범한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략적

혹은, 타산적으로 자신의 공감행위를 멈추기도 한다. 이런 공감의 억제는

때때로 한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에 쓸데없는 괴로움을 주고 심지어 미래에

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기도 한다.1) 즉, 가치 상대주의나 윤리적 회

의주의와 같은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윤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려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겉보기와는

달리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만약 도덕의 문제를 저마다 가

지고 있는 선입견, 감정 또는 직관에 호소하여 다루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단지 의사소통상의 혼란만을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윤리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거

기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기가 어렵다.2) 이러한 어려움이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최소 도덕의 원리(principle of minimu

m morality)의 소박한 준수만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

1) Cameron, C. D., & Payne, B. K., “The cost of callousness: Regulating compassion

influences the moral self-concept”, Psychological Science(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Vol.23, No.3 (Mar., 2012), pp. 225-229.

2) 박찬구, 「윤리학의 학문적 성격과 과제」, 『윤리학과 윤리교육』, (서울: 경문사, 199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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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대 사회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상적인 도덕의 최고 원리를 요구하는 일은 무모하거나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3) 그러나 도덕성에 대한 추구가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이라

고 본다면, 인간이 과연 최소 도덕의 원리와 그것의 준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현실적인 부담이 적은 도덕적 준칙

을 선호하는 일상인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경험적 세계와 타산적 이익

추구를 넘어서 초월적 세계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도자, 학자의 모

습도 보게 된다. 인간이 타산적 일상인으로 계속 머물러 있고 그러한 삶에

만족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도그마(dogma)에 사람들이 만족하고

살 것이라고 보는 것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

고 보편적 가치 기준에 대한 탐색과 추구가 필요하며, 이 기준은 일상인이

경험하는 도덕적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또

한 도덕적 가치의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위의 동기화 과정에 대해서

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도덕철학은 일상인의 경험현상에 대

한 설득력 있는 규명을 바탕으로 보편적 도덕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

-1776)의 공감론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흄 자신이 급격한 사회적 변동과

정치적 갈등의 시기에 살았으며,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타산적 개인

주의, 이기주의의 등장을 목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바탕으로

보편적 도덕원리를 발견하려고 한 사상가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그가 살

았던 17·8세기의 역동적 변화와 다양한 도덕론, 특히 이기주의 도덕론의

등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흄의 도덕론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다. 흄은 그의 저서 『도덕의 여러 원리들에 관한 탐구』를 ‘완고하게 자신

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재간을 뽐내고 그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스스로 실제로 믿지도 않는 원리를 내세우는 사람들

과의 논쟁이 가장 진저리가 난다.’는 말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어떤 말로도

그들이 옳은 원리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4) 전자는 종교적

3) 김용환, 「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 韓國哲學會, 『哲學』제76집, 2003.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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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후자는 이기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목적은 당대의 도덕에 관한 다양한

이견들을, 그 중에서도 이기주의 도덕론을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 해소하고,

건설적인 도덕철학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데이비드 흄은 17·8세기 영국의 정치·사회적 변동과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 속에서 ‘실험적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경험적 ‘인간학’을 완성시키고

자 노력한 학자이다. 그러나 도덕 판단이 관찰자의 시인(是認) 혹은 부인

(否認)의 감정에 따라 내려진다고 본 그의 견해처럼, 그의 도덕론에 대해서

도 상반된 시인과 부인의 의견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흄의 견해를 전체적

으로 바라보면 흄은 윤리학적 문제에 대하여 회의적이지 않다. 흄은 도덕

에서 보편적 원리가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실험적 방법’을 통해 그것이 가

능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5)

도덕성과 행위의 근원 및 도덕적 인식의 원천을 새로 모색하기 위한 흄

의 실천철학적 탐구는, 허치슨(F. Hutcheson, 1694-1746)을 계승하여 ‘도덕

의 영역에서 이성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도덕적/윤리적

이성주의(moral/ethical rationalism)’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6) 흄이 윤

리학에 있어서 이성의 능력을 불신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첫째는 윤리 인식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서, 도덕적 선·악은 인지적으

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느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윤리의 실

천적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서, 감정은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반면, 이

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7) 감정이 도덕성을 해명하는 데 있어 차지하

는 비중을 강조한 철학자는 현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

아 학파, 데카르트, 스피노자 등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복과 관련하여 행

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감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행복한 사람

4) Hume, David,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 of Morals, Tom L. Beauchamp,
(ed.), (Oxford: Clarendon Press, 1998). p. 3. 이하 Enquiry로 표기함.

5) 김태길, 『윤리학』,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10). p. 83.

6) 전영갑, 「도덕적 이성주의에 대한 흄의 논박」, 大同哲學會, 『大同哲學』제44집, 2008. p. 244.

7) 박찬구, 「흄과 칸트에 있어서의 도덕감」, 韓國哲學會, 『哲學』제44집, 1995. pp.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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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8) 그러나 감정 혹은 정

념이 도덕성의 토대가 된다고 보는 전통을 확립한 철학자는 잘 알려졌다시

피 흄이다.9) 도덕성의 토대를 감정에 둠으로써 흄은 도덕적 가치의 실천성

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의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10) 이런 흄의 감

정 혹은 정념 우위 도덕론은 일상인이 경험하는 도덕현상을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 유효한 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념에 우위를 두는 흄의 도덕

론이 하나의 가치 있는 도덕이론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강조하는

‘도덕감(moral sentiment)’이 보편적 관점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흄에 따

르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공감(sympathy)’이다. 따라서 그의 ‘경험

적, 실험적 방법’을 통한 보편적 도덕 원리 탐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의

독특한 ‘공감론’이 유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경험적으로 느끼는 심리현상을 근거

로 한 감정 우위 도덕론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바

탕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의 추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흄 도덕론의 배경이 되는 근대 유럽 도덕론의 흐름을 살피고, 각

이론들과 흄 도덕론의 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흄의 정념 우위 도덕론에서

도덕감과 공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셋째, 흄 공감론

의 특성과 과제를 살펴보고, 공감을 통해 보편적 도덕 판단이 도출될 수

있는 지 검토한다. 넷째, 흄의 공감론이 우리의 도덕 교육 방안에 줄 수 있

는 교육적 함의를 탐색한다.

이상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공감 개념이 흄 도덕이론의 보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근거임

8) 양선이, 「공감의 윤리와 도덕규범: 흄의 감성주의와 관습적 규약」, 철학연구회, 『哲學硏究』

제95집, 2011. p. 154.

9) 양선이(2011), p. 155.

10) 김남준, 「흄의 신념욕구모델에 대한 비판적 이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제67집,

2012. pp. 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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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이성적 판단과는 달리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도덕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은 각 개인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있어서 감정의 편파성이 영

향을 끼친다면 ‘정념 우위 도덕론’은 그 실효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난점을 흄은 공감의 작용과 일반적 관점의 수용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둘째, ‘도덕적/윤리적 이성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흄의 ‘도덕적 정서주

의’의 논지를 이해하고 그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덕적 이성주

의자들은 도덕성이 이성을 토대로 형성되고 작동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해

당하는 사상가들로는 전통적 형이상학자들과 근대의 도덕적 이성주의자 등

이 있다. 특히, 흄이 당대에 사상적으로 대결했던 영국의 대표적 도덕적 이

성주의자로는 커드워스(Ralph Cudworth, 1617-1688), 클라크(Samuel Clark

e, 1675-1729)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항하여 허치슨은 샤프츠베리(Shaftesbu

ry, 1671-1713)를 따라 도덕감 이론을 전개하였고, 흄은 그 직접적 영향 하

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서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11)

셋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삶의 처세법으로 여기는 ‘냉담한’

개인주의적 태도와 타산적인 공감 억제가 우리의 도덕적 정체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냉담한’ 개인주의는 솔

직한 감정의 표현을 최대한 절제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현실적 이익을 최

대한 고려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인간이 가진 따뜻한

감성의 표현조차도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하여 타인에 대한 감정적 배려를

삼가게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곤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촉발되는 공감을

전략적, 타산적으로 억제하는 심리적 행위는 그 순간의 시간적, 경제적 비

용을 절약하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도덕적 민감성을 약화시킬 것

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삶의 태도는 우리의 도덕적 정체성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도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도덕 교육의 방법을 모색한

다. 공감능력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가지는 경향성이며, 도덕심의 토대가 될

11) 전영갑(2008),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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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공감의 방향과 범위는 편파성을 가질 수 있으며, 공감하는

힘도 의도적 억제로 차츰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론을 통해

도덕적 지도(guide)를 제공하여 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흄의 도덕철학에서 공감론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을 탐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전과 번역서를 중심으로 흄의

도덕철학을 분석하고, 흄을 연구한 연구자들의 저서와 논문들에 대한 문헌

연구방법을 통하여 흄의 공감론에 대해 탐구한다.

흄의 도덕철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의 대표 저작인 『인성론(A Tre

atise of Human Nature)』과 한글 번역본인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1: 오

성에 관하여』(서울 : 서광사, 1994),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2: 정념에 관

하여』(서울 : 서광사, 1996),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3: 도덕에 관하여』

(파주 : 서광사, 2008), 그리고 『도덕의 원리들에 관한 탐구(An Enquiry c

oncerning the Principle of Morals)』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흄

의 공감 개념이 흄의 도덕론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에 주목하였다. 그

외의 흄의 저작으로 『인간 오성에 관한 탐구(An Enquiry concerning Hum

an Understanding)』를 참고하였다.

흄의 대한 여러 전문적인 연구서 중에서 켐프 스미스(Norman Kemp S

mith)의 『The Philosophy of David Hume』의 자연주의적 해석을 참고하

였다. 켐프 스미스는 흄에 대한 회의주의적 해석과 논리실증주의적 해석과

는 다른 자연주의적 해석으로 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는 흄의 이론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유지하는

어떤 신념들인 ‘자연적 신념’에 관한 이론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이런 해석

은 흄의 도덕철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코혼(R

achel Cohon)의 편저 『Hume: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노튼(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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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 Fate Norton)과 테일러(Jacquelin Taylor)의 편저 『The Cambridge C

ompanion to HUME』을 흄 도덕론 이해의 틀로 삼았다.

국내의 흄 공감론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용환의 「공감과 연민의 감정

의 도덕적 함의」, 양선이의 「공감의 윤리와 도덕규범: 흄의 감성주의와

관습적 규약」 등이 있다. 김용환은 공감, 연민의 감정이 가진 도덕적 함의

와 공감과 연민이 불교의 자비, 유가의 충서 윤리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양선이는 신 감성주의자들의 흄 해석을 비판하면

서 도덕 규범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흄의 공감이론과 관습적 규약을

제시한다. 두 연구자 모두 흄의 도덕이론에서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

하고 있지만, 공감을 통한 일반적 관점의 수용이 도덕적 행위자에게 규범

적인 의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의 전개와 관련하여 이상의 선행 연구 문헌들을 참조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Ⅱ장에서는 흄 도덕론의 배경이 되는 근대 유럽의 도덕론을 다룬다. 다

른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흄 역시 시대적 한계 속에 있다. 흄이 살았던

시기의 도덕론으로 자연법 이론, 합리주의 도덕론, 이기주의 도덕론, 도덕

감 이론이 있다. 그는 당대의 다양한 도덕론들의 영향 하에서 자신만의 독

특한 도덕론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그의 도덕론을 살피기 전에 17·8세기

도덕론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는 당대의 도덕론과 구별되는 흄 도덕론의 특징을 알아본다. 흄

은 이성주의 윤리에 대한 거부를 명확히하고, 자신의 독특한 인식론에 기

반하여 정념과 이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흄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일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을 따르고 뒷받침하는 이외에 다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12)라고 말하며 이성에 대한 정념의 우위를 선언하였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흄은 도덕감을 강조하였고, 보편적 도덕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

감을 중시하였다.

12) Hume, David, A Treatise of Human Nature, Selby-Bigge L. A., (ed.), (Oxford:
Clarendon Press, 1978). p. 415. 이하 Treatise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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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흄 도덕론의 중요한 부분인 공감론의 특성과 과제를 비판적

으로 고찰해 보고 흄 도덕론의 의의를 살펴본다. 1, 2절에서 공감 개념의

성격과 그 작동 방식, 그리고 ‘일반적 관점(general point of view)’을 수

용하게 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흄이 제시하는 공감(sympathy)의 성격을 살

피기 위해 우선 공감(sympathy)과 유사한 개념들인 감정이입(empathy),

동정심(compassion)의 개념을 구분해서 살핀다. 흄의 공감은 하나의 감정

이 아니라 사람들 각각의 정념을 공유하게 해주는 심리적 기제이다. 수술

도구인 메스를 보았을 때 우리는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

하고 그 고통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흄의 공감은 한 사람의

느낌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적 생생한 느낌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공감능력이 도덕심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준다 할지라

도 그 자체가 보편적 도덕성을 보증해주지는 않는다. 우리의 공감은 종종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일관성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도

덕적 감정의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성찰과 인간이 가진 감

정의 지속적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반적 관점’

을 따를 수 있게 되며, 결국 도덕도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흄은 보았

다. 3절에서는 흄 공감론이 남긴 주요 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의 원리를 통한 보편적 도덕 판단의 도출 가능성을 검

토한다. 그리고 흄의 도덕이론과 공감이론이 현대 윤리학에서 가지는 의의

를 검토한다. 흄은 이성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규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식론과 도덕론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그의

논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 관점’의 수용을 인간에게

규범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감의 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도덕 판단의 ‘보편성’ 수준을 검토한다. 연구자는 도덕

원리의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각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검토과정에서 한 도덕이론의 ‘보편성’이 도덕 원리의

확고한 초월적 근거를 제공해주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보편성’을 제공해줄 수는 있다고 본다. 흄은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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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성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험적 관찰과 검증

을 중시하였다. 또한 도덕적 정서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보편적 도덕감을

강조하였고, 도덕적 행위의 동기와 실천에 주목하였다.

Ⅴ장에서는 흄 공감론이 현대 도덕 교육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한다.

공감능력은 인간의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이지만, 공감의 방향과 범위는

‘편파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경쟁 지향적이고 타산적인 현대 사회에서

공감능력 자체가 쉽게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공감은 도덕규범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공감능력을 전제로 한 도

덕 교육 모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이트(Jonathan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과 도덕적 직관과 도덕적 추론을 통합하는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흄의 도덕적 관점에 따라 공감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목해야 할 도덕 교육 요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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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흄 도덕이론의 배경

1. 자연법 이론

자연법(natural law)은 인간에게 두 가지 의미로 자연적인 법칙이 존재

한다고 보는 사유방식이다. 먼저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일정한 법칙이 주

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그 법칙은 자연적 법칙이다. 그리고 성경과 같은 계

시된 지식이 아니라 자연적 지식을 통해 접근 가능한 법칙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자연적 법칙이다.13) 흄은 『Enquiry』 등의 저작들에서 자연법 사

상가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의 사상에 가장 영향을 준 당대의 자연법 이론

가들로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와 푸펜도르프(Samuel Puf

endorf, 1632-1694)가 있다.14)

11살에 Leiden대학의 학생이었을 정도로 일찍부터 천재성을 드러낸 그로

티우스는 네덜란드 출신의 법학자이며 정치가이다. 그로티우스는 현대의

학자들에게 “자연법의 아버지”로 알려질 정도로 자연법 이론의 주요 제창

자이다.15) 그는 도덕적 회의주의에 대항하여 도덕의 토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4가지의 도덕적 토대를 제시한다. 그 토대는 인간이 지닌 특유의 사

회성, 인간의 이해력 혹은 이성, 개인을 사회 또는 특정 행위 과정에 구속

하는 제약들, 그리고 신의 자유의지이다. 이를 통해 그로티우스는 정의와

선이 인간 본성의 작용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며, 인간 본성 안

에 내재하는 이런 기질들이 사회적 체제를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렇

게 구현된 사회체제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구별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구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 체제가 만들어내는 규칙들

과 구별들은 단지 고립되고 일시적인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들이 낳은 계

13) 최희봉, 「근대 유럽의 도덕론과 흄」,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제22집, 2007. p. 73.

14) Enquiry, Introduction, p. 19.
15) Miller, jon (2011, Jul.). “Hugo Grotiu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Online]. p. 1. Available: http://plato.stanford.edu/entries/grot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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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적 산물이라기보다 자연 자체 즉, 인간 속에 있는 자연(본성, nature)의

산물인 것이다.16)

독일의 정치 법학자인 푸펜도르프의 사상은 준(準) 자율적인 정체(政體)

들로 구성된 제국 내부의 권력관계 재설정과 제국 외부의 국가들에 대한

대응이 주요 목표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상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푸펜도르프는 개인들 간의 도덕적 관계, 국가의 권위와 의무, 국

가들 사이의 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의 주요 목표

는 ‘자연 상태’로 일컬어지는 호전적 상태를 피하기 위해 파괴적인 사회적

분쟁과 지방분권(devolution)을 피하는 것이었다.17)

푸펜도르프는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사상을 계승하였지만 이성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으로부터 자연법을 도출해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비

판적이었다. 그는 국가와 시민법에 도덕적 토대를 제공하는 자연법의 기능

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세속적인 지역 국가 체계에 맞게 도덕적 토대의 근

거를 재조정하려 하였다. 그는 자연법의 영역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영원한 법인 이성적인 도덕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법은 세속적

인 인간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독자적 영역이 되고, 그에게 있어 인간 본성

의 도덕적 특징은 경험적 관찰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모든

자연법은 인간이 안전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사회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푸펜도르프는 주장한다. 그의 세속화된 자연법 이론은

사회성을 인간의 본성에서 찾기보다 현실적인 자연의 규칙들에 따라 계발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로티우스와 구별된다.18)

자연법 사상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보편적 윤리 규범을

확립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흄의 도덕이론과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도덕

적 분별의 근거를 궁극적으로 신에게서 찾는다는 점에서 흄과는 구별된다

고 볼 수 있다. 흄에게 있어서 도덕적 분별은 도덕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16) 최희봉(2007), p. 74.

17) Seidler, Michael, “Pufendoorf’s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Online], (2013, Mar.). Available: http://plato.stanford.edu/entries/pufendorf-moral. p. 1.

18) 최희봉(2007), 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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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 반면에 자연법 사상가, 특히 주의론자(主意論者, voluntarist)인 푸펜

도르프에게는 도덕적 구별이 신에 의해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 도덕적 구

별이 신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결국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신의 마음

에 들기 위한 것이 되어 버릴 것이며 이것은 흄의 견해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2. 합리주의 도덕론

『Enquiry』의 앞부분에 흄은 당대의 큰 논쟁에 대해 논의하며 도덕의

일반적 기초를 이성으로부터 도출하는 입장에 대해 언급한다.

“최근에 논쟁이 있어 왔다. …(중략)… 도덕의 일반적 기초와 관련하여, 도

덕은 이성으로부터 도출되는가 아니면 감정으로부터 도출되는가, 도덕적 지

식은 일련의 논변과 귀납에 의해 획득되는가 아니면 감정이나 어떤 섬세한

내적 감각에 의해 얻게 되는가, 또한 진·위에 관한 모든 건전한 판단처럼 도

덕성도 모든 이성적·지성적 존재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미·추

에 관한 지각의 경우처럼 인간의 특정한 기질이나 성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인가.”

합리주의자들은 옳고 그름의 영원한 기준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지지하

였다. 합리주의 도덕론자로 커드워스(Ralph Cudworth), 클라크(Samuel Cla

rke) 등이 있다.19) 이들은 감정을 도덕에 부적합한 위험한 것으로 여겼고,

감정이나 이기심을 선과 악에 대한 적합한 관념을 가짐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적합한 관념의 근원은 이성이며, 이성은 선과 덕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20)

대표적 합리주의 도덕론자인 커드워스는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 중의

한 명으로 홉스의 단호한 반대자였다. 홉스에 대항하여 그는 우리가 사실

19) Enquiry, Introduction, p. 19.
20) 최희봉(2007),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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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신의 관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물론을 감각주의로 보고 감

각적 인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감각 기관들에 의해서 지각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의 관념들을 가진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우리는 단지 감

각 기관에 의해서 지각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존재의 존재함을 정당하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21) 또한 커드워스는 주의론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도 비판적이었다. 도덕적 구별이 신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신의 의지

에 따라 도덕적 명령이 좌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용인할 수 없는

사악하고 불의한 것도 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정의롭고, 옳은

것이 될 수 있다.22)

홉스와 푸펜도르프의 견해에 대응하여 커드워스는 지식론을 바탕으로 그

의 도덕론을 전개한다. 그는 사물에 관한 지식이 언제나 그 사물의 본성을

아는 것을 함축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식이 존재한다면, 지식의 대상으로

서의 본성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본유적 관념들에 적합하게 맞

추어져 있어서 이 본성들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본유적으로 사물들

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개념들을 현실 세계의 대응하는 사물에 일치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본성들, 실재적이고 지속적인 선 또

는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어떤 사물들이 기학학적 도형

의 성질을 공유하는 것처럼, 어떤 행위들은 선한 덕을 공유한다. 삼각형의

형태를 가진 사물을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이듯이, 정의로운 행위에

대해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참이다. 이런 명백한 사실들은 이기적 욕망

이나 관습 혹은 가장 위대한 존재인 신의 결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커

드워스가 보기에 홉스는 도덕성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푸펜도르프는 신의

명령으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정의로움과 같은 덕은 그 자체로 어

떤 명령보다 우선하여 정의롭기 때문이다.23)

클라크는 윤리학을 하나의 과학으로, 마치 수학처럼 기본적이고 명증적

21) 이재영 역, Copleston, Fredrick,『영국 경험론: 홉즈에서 흄까지』, (서울 : 서광사,

1991), p.85-86.

22) 최희봉(2007), p. 79.

23) 최희봉(2007), 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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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명제들로 구성된 학문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가 보기에 우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감각 대상들인 기본적 성질들인데 그

것으로부터 수학자가 인식하는 모든 성질들이 도출되어 나온다. 다른 하나

는 정신적 존재들의 위계 서열인데, 그것은 신적인 것으로부터 인간에게까

지 이른다. 그 밖의 모든 것들은 기본적 성질들 간의 작용과 반작용의 결

과로 생겨난 것들이다. 이성은 이러한 사물의 질서를 파악하는 능력인 반

면에 감각은 변화하는 현상의 한 가상(假象)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클라

크는 도덕이 자의적이고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 안에 있는 필

연적이고 영원한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 보았다. 그러므로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은 다양한 사물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사태의 적합성(fitness)을 인

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행위 해야 한다고 클라크는 주

장한다.24)

합리주의 도덕론자들은 도덕원리의 보편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흄

과 비슷한 입장이라 할 수 있으나, 도덕적 분별과 이성의 역할에 있어서는

흄과 다른 견해를 보인다. 합리주의 도덕론자들에게 도덕적 구별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이고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에 관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하고, 합리적 존재인 인간은 이성을

통해 초월적인 가치의 세계를 인식한다. 합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초월

적인 도덕 원리를 준수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흄은 모든 의지

적 행위의 동기가 정념일 수밖에 없으며, 도덕적 분별은 도덕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흄은 인간이 행위를 할 때 이성이 할 수 있는 역할

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이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념이 결정한 행

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정보를 제시해주거나 정념의 잘못된 판단을

교정해주는 역할 정도라는 것이다. 또한 흄에게 있어서 도덕적 분별은 시

인과 부인의 감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관념들의 관계나 관계들에 대

한 일치, 불일치에 따라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흄이 보기에 합리론자들은

24) 박찬구, 「도덕감 윤리학에 대한 연구: 캠브리지 플라톤 주의자와 샤프츠베리」,

『삶, 윤리, 예술』, (서울: 以文出版社, 1997). p.119.



- 15 -

이성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행위의 의지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3. 이기주의 도덕론

이기주의 도덕론은 흄의 명명 방식으로는 ‘이기적인 도덕의 체계’이며 현

대의 용어로는 심리학적 이기주의이다. 이기주의 도덕론은 홉스와 맨드빌

(Bernard de Mandeville, 1670-1733)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Enquiry』에

서 흄은 홉스와 로크가 ‘어떤 정념도 무사심적(disinterested)일 수 없다.’라

는 원칙을 지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그들이 ‘이기적 체계’를 옹호하였다고

지적하였다.25)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기이익에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고 타인에 대한 애정이나 우정도 자기애의 변형으로 보

았기 때문이다. 이기주의 도덕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동기(moral mo

tive)’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26)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선한

결과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행위자의 자기 이익 증진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는 것이다.

홉스는 근대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 유물론적으로 인간의 도덕현상

을 해석한다. 홉스에 따르면 어떤 욕구들은 음식에 대한 욕구와 같이 생득

적이거나 선천적이며, 다른 욕구들은 경험에서 생긴다. 인간의 욕구나 욕망

의 대상은 그가 선(善)이라고 칭하는 것이고, 증오와 혐오의 대상은 그가

악(惡)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고, 선과 악은 상대적

인 개념들이 된다. 대상들 자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객관적 기준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규칙은 개인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따라서 인간이 국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생활한다면 개인

의 도덕적 규칙은 그의 “자발적 운동”에 따라 결정되고, 국가 속에서 살아

가기로 결정한다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가의 통치자가

25) Enquiry, Introduction, p. 20.
26) 최희봉(2007),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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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7) 윤리학적으로 볼 때 홉스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첫째, 이론적 근거로 각 개인의 자기 보존욕에서 유래한 이기주의(egoi

sm)를 전제하고 있다. 둘째, 도덕 판단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윤리적 상대주의(relativism)를 함축하고 있다. 셋째, 그의 이론은

윤리적 자연주의(naturalism)를 표방한다.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에 따라 세

계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과학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28)

맨드빌은 도덕감 윤리학을 주장한 샤프츠베리가 인간을 지나치게 낙관적

으로 보았다고 비판하며, 도덕의 객관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

이 있다는 사프츠베리의 주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확인하는 경험적 증거와

모순된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행위는 자기 이익의 동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도덕은 사람들을 조종하기 좋아하는 영리한

소수가 필요에 의해 고안한 것이다. 확고한 도덕적 구별들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확산시키면 사람들을 지배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29)

맨드빌은 인간 본성에 대한 홉스의 이기주의적 해석을 발전시켰다. 그러

나 홉스가 인간이 사회적 도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힘에 의해 강

제될 수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맨드

빌은 사적인 악덕의 융성이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30)

이기주의 도덕론자들은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는 면에서는 흄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흄은 이기주의 도덕론자들의

도덕적 회의주의를 거부한다. 홉스는 모든 행위의 동기가 자기이익이나 자

기애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흄은 공익을 증진하려는 동기에서 사

람들이 행위 하는 사례를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자기애의 원

리를 가지고 모든 도덕감을 설명하는 이론을 거절해야 한다.”31)라고 주장

한다. 또 흄은 현명한 소수의 정치가가 도덕을 고안했다는 맨드빌의 창안

27) Copleston(1991), p. 49-50.

28) 박찬구(1997), p.111.

29) 최희봉(2007), p. 84-85.

30) Copleston(1991), p. 239.

31) Enquiry,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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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artifice theory)을 우리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흄이 보기에 정치적인 지배와 상관없는 덕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은

맨드빌의 이론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흄은 우리가 도덕감을

본성 안에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현명한 소수가 아무리 도덕을 고안한다

고 할지라도 우리가 도덕적 문제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장하며 맨드빌의 이론이 경험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다.32)

4. 도덕감 이론

타고난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을 옹호한 학자들로는 사프츠베리와 허치슨

이 있다. 샤프츠베리는 도덕감(the moral sense)의 강조를 통해 도덕적 분

별과 판단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의 관점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나타나자

허치슨이 샤프츠베리의 이론을 옹호하며 도덕감 이론을 발전시켰다. 샤프

츠베리와 허치슨의 사상은 흄이 『Treatise』를 저술할 때 많은 영향을 주

었고 이후의 저작인 『Enquiry』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흄은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의 초기 판에서 그의 도덕

사상에 허치슨과 버틀러가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흄은 허치슨이

가장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말한다.

“도덕성은 추상적인 사물의 사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별 존

재의 감정이나 정신적 기호와 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각 기

관이나 감각의 특정한 느낌에서 나타나는 단 것과 쓴 것, 뜨거운 것과 차

가운 것을 구별하는 방식과 같다. 따라서 도덕적 지각은 오성의 작용으로

분류되어선 안 되고, 기호들이나 감정들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음 단락에

서, 흄은 버틀러의 『Sermons』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표현한다. 우선 흄

은 버틀러가 ‘정념들을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 두 등급(Classes)으로

단순하게 나누는 것’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고 밝힌다. 그리고 흄은 ‘일

반적으로 이기적으로 평가되는 정념들조차 자아(Self)를 넘어서 마음(Min

32) 최희봉(2007),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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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 직접적으로 대상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정념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즐거움의 전망이 정념의 원인은 아니다.’라

고 보는 버틀러의 관점도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33)

도덕감 윤리학자들은 홉스의 이론과 같은 도덕에 대한 유물론적 입장에

반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합리주의 도덕론자들과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

만 그들은 도덕에 대한 이성적 정당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이 보기

에 도덕은 수학적 자연과학의 이상을 지향하는 이성적 원리만으로는 제대

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에게 도덕적 통찰을 가능

하게 해주는 어떤 고유한 ‘도덕감’을 상정하게 되었다.34)

샤프츠베리는 홉스가 도덕적 동기와 도덕적 덕을 자기애로 환원시킴으로

써 도덕의 존재를 부정하였다고 비판한다. 그는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선하게 행위할 수 있고 옳음과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능력을 도

덕감(moral sense)이라 하였다.35) 그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도덕감을 지

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의 가능 근거가 된다.

도덕적 통찰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샤프츠베리는 도덕적 경험을 미

적 경험에 비유한다. 우리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이나 추함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듯이, 우리는 어떤 행위나 성격의 선·악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는 일종의 유비추리를 통해 미학적 경험을 직관적 도덕적 인식

의 방법과 연결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물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체계의

전체를 통찰하는 직관(intuition)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에 의한 논

리적 분석으로는 얻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샤프츠베리에게 있어서

도덕은 기호(嗜好) 혹은 안목(taste)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름다움을 평가

하기 위해 미적인 안목의 수련이 필요하듯이, 도덕 판단을 위해서도 도덕

적인 안목의 수련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샤프츠베리는 윤리적 상대

주의와 자연주의에 맞서서 도덕적 가치의 실재성과 도덕의 자율성을 강조

33) Enquiry, Introduction, p. 20-21.
34) 박찬구(1997), p.108.

35) 최희봉(2007), p.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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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합리주의 도덕론과는 달리 도덕적 동기의 실체를 규명하려 하였

다.36)

허치슨은 샤프츠베리에 대한 맨드빌의 비판에 대응하여 도덕감 이론을

발전시켰다. 우주에서 진·선·미의 총체적 조화를 단번에 알아보는 어떤 미

학적·도덕적 능력으로서의 도덕감을 가정한 샤프츠베리와는 달리 허치슨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서술함으로써 인간의 자연

적 경향들과 다양한 자연적 원리들을 알아내려 하였다. 따라서 허치슨에게

있어 도덕감은 주로 도덕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그는 인간이 자

기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도 생각할 수 있고, 참으로 사심이

없는(disinterested)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인

간은 자기 이익의 관점을 떠나서 어떤 행위를 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때 자기 이익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이타심(benevolence)

에, 또 사심 없는 판단의 형식은 시인 혹은 비난(approbation or condemna

tion)의 감정에 그 근거를 두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감(感),

곧 도덕감(moral sense)과 관련된다. 도덕감이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타적

인 행위이고, 동시에 이타적인 행위는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37)

허치슨에 따르면 이타심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행복

이나 불행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한 냉철하고 폭넓은 애정(affecti

on) 또는 선한 의지(good will)”이고, 둘째는 “어떤 비교적 작은 집단이나

개인들의 행복을 향한 냉철하고 사려깊은 애정”이며, 셋째는 “몇몇 특수한

친절한 감정들(passions)”이다. 허치슨은 세 가지 이타심 중에서 냉철하고

폭넓은 이타심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 보았으므로, 그에게 이것은 윤리학의

최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

복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최선의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불행

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최악의 것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허치슨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우리의 시인과 부인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

36) 박찬구(1997), p. 125-134.

37) 박찬구, 「도덕의 기초에 대한 허치슨과 칸트의 이해」, 한국칸트학회, 『칸트연

구』, 제5집, 1999. p. 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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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지, 도덕적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여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의 입장은 벤담의 공리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 할 수 있다.38)

허치슨에 의하면 인간은 물리적 자극을 감지하는 육체적 감각기능 외에

도덕적 판단, 도덕적 분별 그리고 도덕적 지식을 낳는 내적 감각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타인들의 도덕적 성질들을 지각하여 도덕감을 통해 타인의

행위와 동기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허치슨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이유는 그 행위의 동기가 그 행위를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익과 무

관하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의한 자에 대한 공적이지만 난

폭한 복수 행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 행위가 우리를 불쾌하게 하거나

우리의 이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덕이 있는 행위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

러나 그의 이런 이론은 도덕적인 행위에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과 악

행에 즐거움을 얻은 사람이 존재할 경우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

에 대해 허치슨은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를 시인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부

인하는 이유는 자연의 창조자인 신에 의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39)

흄은 도덕감 이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많은 부분에서 허치슨의

견해에 동조한다. 특히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동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도

덕적 분별에 있어서 내적 감각인 도덕감의 시인과 부인을 강조했다는 면에

서 그러하다. 그러나 허치슨은 도덕적 시인과 부인을 하나의 단순 관념으

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허치슨에게 있어서 도덕감의 작용 방식은 하나의

인지적(cognitive) 과정40)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흄은 도덕감을 하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보았기 때문에41) 허치슨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흄은 도덕감 사상가들과는 달리 실험적 방법(experimental metho

d)을 통한 인간 본성 탐구로 ‘도덕 과학’을 추구했다.

38) 박찬구(1999), p. 233-234.

39) 최희봉(2007), p. 88-90.

40) 박찬구(1999), p. 236-237.

41) 박찬구, 「흄과 칸트에 있어서의 도덕감」, 韓國哲學會, 『哲學』제44집, 1995. p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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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흄 도덕이론의 특징

1. 이성주의 윤리에 대한 거부 : 도덕감 이론의 계승

도덕적 시인과 부인에 대한 판단이나, ‘가치’에 대한 어떤 형태의 판단도

이성적 통찰이나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감정42)에 기반하여 내려진다고 보

았다는 점에서 흄의 사상은 허치슨의 직접적 영향 하에 있다.43) 허치슨의

도덕감 이론은 흄에게 ‘새로운 사상의 장(new Scene of Thought)’를 제시

해주었고, 이후 흄은 『Treatise』에서 이성에 근거하여 인간의 도덕적 문

제를 밝히려는 당대의 도덕론을 비판한다.

흄은 『Treatise』의 제2권 「정념에 관하여」 3부 3절(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에 관하여)에서 이성주의 윤리에 대한 거부를 명확하게 밝힌

다.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이성을 선호하고, 사람은 이성의 명령

에 따를 때만이 유덕할 뿐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철학은 물론 심지어 일상생

활에서조차 가장 흔한 일이다.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이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

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중략)… 지금까지 이성의 영원성, 불변성 및 그

신적 기원은 최고의 장점으로 드러났다. 정념의 맹목성 및 불안정성과 기만

성 따위는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강조되었다. 이런 철학 전체의 오류를 명시

하기 위해 내가 증명하려고 노력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 홀로는 어

떤 의지적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다. 둘째, 이성은 의지의 방향을 결정

할 때 결코 정념과 대립할 수 없다.”44)

42) 흄은 감정과 관련된 단어로 ‘sentiment’, ‘passion’, ‘emotion’, ‘feeling’ 등의 단어를 사용

한다. ‘sentiment’는 내적 감각이라는 의미를 담아 주로 ‘정감 혹은 감’으로 번역하였으

나, 문맥에 따라 ‘감정’을 사용하였다. ‘passion’은 통례에 따라 ‘정념’으로 번역하였고,

‘emotion’은 ‘감정’으로 번역하였으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에 한해서 ‘정서’로 번역하였다.

‘feeling’은 주로 ‘느낌’으로 번역하였으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은 ‘감정’으로 번역하였다.

43) Kemp Smith, Norman, The Philosophy of David Hume (London: Macmillan and Co.
Limited, 194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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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명제 “이성 홀로는 어떤 의지적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다.”와

관련하여 흄은 이성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성의 기능을 ‘논

증적 이성’과 ‘귀납적 이성’으로 나누는 이런 구분은 이성주의자와 크게 다

르지 않지만, 흄은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린다.45) 논증적

이성은 관념들의 관계에 대해서나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증명(demontra

tion)’의 기능을 말하고, 귀납적 이성은 경험적이고 인과적인 지식 또는 신

념과 관계되는 ‘개연성(probability)’의 기능을 말한다.46)

논증적 이성은 수학과 논리학에서 관념들의 관계를 밝히는 기능을 한다.

수학의 영역에서 삼각형인 것은 사각형일 수 없고, 논리학의 영역에서 부

모는 자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념들의 관계는 이성에 의해 확실하

게 인식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성의 이런 관계 규명 능력

이, 일어난 어떤 행위에 이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사실, 수학은 모든 역학과 관련된 작업에 유용하고, 산술은 거의 모든 분

야의 기술(art)과 전문 직종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그것들 자체로는 어떤 영

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47)

흄이 보기에 논증적 이성은 어떤 관계에서 원인과 결과를 관련짓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어떠한 행위의 원인도 되지 못한다.

귀납적 이성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인과적으로 관계되는지

밝혀내는 기능이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인과적 관계를 인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귀납적 이성은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흄은 귀납적 이성 역시 우리

44) Treatise, p. 413. 강조는 필자.
45) 전영갑(2008), p. 252.

46) 최희봉, 「흄의 자연주의적 프로그램: 도덕론의 경우」, 범한철학회, 『범한철학』제19집,

1999. p. 287.

47) Treatise, p.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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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본다. 도덕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건들의 인과적 연결에 관한 사실적 지식이 어떤 행위나 동기를 유

발할 수 있는가 또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인과적 추론에 따라 우

리의 행동이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흄은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행위의 동기를 제공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48) 예를 들어, 과식을 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건강

이 나빠질 것이라는 인과적 관계를 안다고 해서 과식을 하지 않을 동기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도 계속해서 과식을 할 수

있다. 흄에 따르면 우리가 과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체중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겪을 불편함과 불쾌감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이것은 명백하다. 행위의 동기(impulse)는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성에 의해 지도될 뿐이다. 어떤 대상을 향한 혐오나 어떤 행

동을 하려는 성향은 고통 혹은 쾌락에 대한 전망에서 유래한다.”49)

이성에 의한 인과적 추론은 정념의 방향을 지도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동기를 유발할 수는 없다. 흄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외

부 상황에 대한 시인과 부인, 선호와 혐오 등의 내적 감정에서 유발되는

것이다.

두 번째 명제 “이성은 의지의 방향을 결정할 때 결코 정념과 대립할 수

없다.”에 대해서, 흄은 이성만으로 행위를 낳을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행

위를 막을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50) 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이성 홀로는 결코 어떤 행동이나 의욕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의 능력은 의욕을 금지시킬 수 없고, 감정이나 정서의 우선성에 대해 반박

할 여지도 없다고 추정한다. 이런 결론은 필연적이다. 감정에 반대되는 방향

48) 전영갑(2008), p. 253.

49) Treatise, p. 414.
50) 최희봉(1999), p. 288.



- 24 -

으로 충동을 주지 않고서는, 이성이 의욕을 금지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충동이 작용하기만 한다면, 충동이 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는 있을 것이다. 상반되는 충동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감정의 충

동을 늦추거나 거역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상반된 충동이 이성으로부터

유발된다면, 이성능력은 반드시 의지에 근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분명

하고, 어떤 의욕적 활동을 방해하거나 야기할 수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성이 어떤 근원적 영향력도 없다면, 이성은 의욕을 방해하거나 야기하는 효

력을 가지거나, 잠시 마음을 쏠리게 할 수 있는 어떤 원리에 맞설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상반되는 원리는 이성과 같은 것일 수 없고,

부적절한 의미에서만 이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보인다.”51)

흄은 “이성 홀로는 어떤 의지적 활동의 동기도 될 수 없다.”는 명제가

참으로 인정된다면, 이성은 결국 어떤 행위도 촉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즉, “의지에 근원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의지적 행위

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것에 반대되는 내적 충동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성은 그러한 내적 충동을 일으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

문에 결국 “이성은 의지의 방향을 결정할 때 결코 정념과 대립할 수 없

다.” 이성은 결코 정념의 방향과 상충될 수 없는 것이다.

도덕적 합리론자 혹은 이성주의자들은 의지가 이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

다고 본다. 그러나 ‘이성적 인식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합리주

의자들의 견해를 흄은 거부한다. 흄에게 있어서 도덕 판단의 최종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동기의 원천이 일치되는 데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흄

은 이성이 이런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52) 즉, 흄은 도덕의 규

범적 근거와 동기화의 근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은 규범적 근거를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동기화의 근

거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고 흄은 주장한다.

51) Treatise, p. 414-415.
52) 박찬구(1995),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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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의 동기화 이론은 그 당시의 이성주의 윤리학에 반대하면서 도덕적 실

천의 영역에서 감정과 욕구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도덕의 규범적

근거와 도덕적 행위 동기화의 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하였다.53)

2. 정념과 이성의 관계 규명

흄은 당대의 도덕적 이성주의자들이 이성과 이성의 직능에 대해 잘못 이

해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았다. 엄밀하고 철학적

인 탐구를 통해 이성과 정념의 싸움을 바라본다면 도덕적 이성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흄은 이성과 정념 사이의 전

통적 관계를 역전시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노예일 뿐이어야 하고,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

는 일 이외에는 어떤 직무도 하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다소 특이하

게 보일 수는 있지만 다른 어떤 고려를 해보더라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부

적절한 일이 아닐 것이다.”54)

흄의 이런 언명은 모든 지식, 모든 신념 및 모든 합리적 고찰은 그 자체

만으로는 무력하다는 견해로 이해할 수 있다. 지식, 신념, 합리적 고찰을

흄은 넓은 의미로 ‘이성’에 포함시킨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를 하

거나 하지 않을 동기는 이성이 가지지 않은 다른 어떤 힘을 요구한다. 즉,

정념과 같은 욕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 내적 충동과 결합할

때만이 비로소 지식이나 신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실천하기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55)

흄의 ‘노예의 비유’는 이성이 정념에 종속되어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

53) 김남준(2012), p. 48.

54) Treatise, p. 415.
55) 최희봉(1999), p.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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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런 그의 주장이 이성이 실천적 도덕의 영역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가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은 이성 혼자서는 의지와

행위의 동기도 될 수 없고, 정념의 지배자나 적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다. 이성이 정념의 노예라는 주장은 이성이 더 이상 정념의 지배자가 아

니라, 의지와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욕과 행위의 직접적 동인인 정념

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성은 의욕을 실현하는 과정에

서 정념에 봉사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56) 이성의 역할에 대해 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엄격하고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성은 우리의 행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관찰되어 왔다. 하나는 정념의 적절한 대상의 존재를 우

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정념을 촉발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과관계를

밝혀내어 정념을 실행할 수단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이다.”57)

이성은 정념과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정보를 알려주고 고

통과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성이 우리

에게 정보를 알려준다 해도 그 정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게 하거나, 어떤 행위를 실천하게 하지는 못한다. 어떤 행

위를 실천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우리가 정서적 반응

을 보여 의지가 촉발될 때이다. 따라서 이성의 역할은 우리의 내적 감정에

봉사하고 감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성은 정념이 의도하는 목적에 도달하

는 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58) 그런데 흄은 정념에 의해 설정된 궁극

적인 목적은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궁극적 목적들에 대한 설명은 지성의 능력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56) 전영갑(2008), p. 255-256.

57) Treatise, p. 459.
58) 전영갑(2008),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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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과 감정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왜 운동을 하느냐

고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왜 건강하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아

픈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곧바로 응답할 것이다. 당신이 계속해서 질

문하여 왜 고통을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하면, 그는 어떤 이유도 제

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며, 어떠한 다른 대상에게서도

절대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59)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내적 감정의 호응이나 동의를 받고, 내적 감정

과 조화를 이룬 것이기에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은 정념이 설정

한 목적을 파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성은 정념이 잘못된 믿음에 근거하고 있을 때 그 거짓을 밝혀

내어 그 정념을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와 타인 간에

다툼이 벌였을 때, 이성은 그 다툼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나의

분노가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려줄 수 있다. 이성은 관념들 간

의 관계나 사실에 대해 적절한 추론을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성의 기능 역시 정념의 보조자로서의 역할

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행위 자체는 정념에 의해 촉발되는 것

이고, 이성은 그 행위가 근거한 믿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념의 방

향을 교정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흄의 정념 우위론은 이성이 행위의 동기 유발에 있어서 무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이성은 선행하는 욕구가 없이 그것 스스로가 우리에

게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60) 이런 흄의 분석은 일상

인 겪는 심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합해 보인다. 일상인이 어떤 도덕

적 상황을 경험하고 특정한 도덕적 행위를 할 때,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의

근원을 스스로 살펴본다면 가장 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심리적인 현상이

정서적인 반응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적인 현상의 표면적인 영역,

59) Enquiry, p. 88.
60) 최희봉(1999), p.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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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영역 근저에 감정과는 다른 도덕적 분별 능력이 존재

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논하겠다.

행위의 동기 유발에 있어서 이성이 무력하다는 흄의 견해는 도덕적 분별

이 이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의 견해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 흄

은 도덕적 분별이 인간의 내적 감정의 시인과 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흄은 도덕 판단과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어떤 감정적 상태인 도

덕감의 사실에서 찾고 있다.61)

3. 공감을 통한 도덕감의 보편화

의지적 활동의 동기가 이성이 될 수 없다면, 실천적 영역인 도덕의 영역

에 있어서도 이성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덕적 분별도

이성에서 유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흄은 부모살해라는 다소 과격한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한다.

“이성 혹은 과학은 관념들을 비교하여 그들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

다. 그래서 만약 동일한 관계들이 다른 속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런

속성들이 단지 이성만으로는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이와 같이 시험에 붙여 보자. 참나무와 느릅나무와 같은 무생물적인(i

nanimate, 지적 능력이 없는 혹은 이성이 없는) 대상들을 골라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자. 그것은 자신의 씨앗을 떨어 뜨려 그것 아래에 어린 나무를 자라

게 한다. 이 어린 나무는 점점 자라서 결국은 부모 나무보다 높이 솟아 부모

나무를 죽게(destroy) 만든다. 나는 이런 경우에 부모 살해나 배은망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계(의 속성)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빠져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겠다. 하나의 나무가 다른 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이지 않은

가?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을 때와 같이 후자(자식)가 전자(부모)를 죽게 만

든 원인이 아닌가? 선택이나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것은 충분한 대답이 아니

61) 박찬구(1995),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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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 살해의 경우, 의지는 어떤 다른 관계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

를 끌어내는 원인일 뿐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참나무나 느릅나무가 다른

원리들에 근거해 만들어낸 관계들과 동일한 관계들을 만들어낸다. 사람이 그

의 부모를 살해하게끔 하는 것은 의지나 선택이다. 그리고 어린 나무가 자신

이 나온 참나무를 죽이도록 만드는 것은 물질(matter)과 운동(motion)의 법

칙이다. 이 상황에서 동일한 관계들이 다른 원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관계들

은 여전히 동일하다. 그리고 이 동일한 관계들의 두 경우가 함께 비도덕성의

개념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비도덕성) 개념은

이러한 관계들의 발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62)

부모 살해는 어느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그런데 흄은 부모 살해의 비도덕성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관계 양상에

서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관계들은 인간이 아닌 경우에도 생

겨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비도덕적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만약 부모 살해의 비도덕성이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린 나무의 행동도 비도덕적이라고 당연히 생각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나무의 비도덕성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관념들의 관계를 따지는 논증적 이성으로는 도덕적 분별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인과적으로 관계되는지 밝혀내

는 귀납적 이성을 통해 도덕적 분별을 얻어낼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도

덕성은 어떤 것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사실의 문제인가? 흄은 이것 역시

부정한다.

“사악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행위든 검토해보자.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살인

과 같이 말이다. 이것을 모든 관점에서 검토하고, 당신이 악덕(vice)이라 칭

할 사실의 문제나 실제적 존재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라. 어떤 방식으로

살펴보아도 당신은 단지 정념들, 동기들, 의욕들(volitions)과 사고들만을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다른 사실의 문제는 없다. 당신이 대상에 대해

62) Treatise, p.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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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찰하는 한 당신은 전혀 악덕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성찰 방

향을 자신의 마음으로 돌려, 이 행위에 대해 당신에게서 생기는 부인의 감정

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결코 악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사실의 문

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느낌(feeling)의 대상이지 이성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 안에 있지, 대상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행위

나 성격이 사악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그 행위에 대한 숙고(contemplation)

로부터 유래한 비난의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본성(nature)의 구조

(constitution)로 인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덕과 덕은 현대의

철학에 따르면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마음(mind)의 지각(perceptions)인 소

리, 색, 열, 냉기와 비교될 수 있다. 도덕의 영역에서의 이런 발견은 물리학에

서의 발견과 같이 사변적(speculative) 과학의 상당한 진보로 간주되어야 한

다.63)

이 구절에 도덕에 관한 흄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흄은 도덕이

비록 사실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서 확립할 수 있는

사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즉, ‘도덕은 느낌에 대한 사실’인 것이다. 고

의적인 살인의 사악함은 우리의 관찰에 기초한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 얻을

수 없다. 도덕은 어떤 행위에 대한 시인 혹은 부인의 느낌을 가지는 것이

지 이성에 의한 추론이나 증명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다. 흄의 인식론에 따

르면 모든 관념은 그것에 대응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64) 그러나

도덕적 관념은 이에 대응하는 인간 외부에서 유래한 감각 인상을 가지지

않는다.65) 그러므로 흄에게 있어서 도덕적 관념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

63) Treatise, p. 468-469.
64) 흄은 인간의 지각(perception)을 크게 인상(impression)과 관념(idea)으로 구분한다. 인

상은 1차적인 인상인 감각 인상과 2차적인 인상인 반성(reflexion) 인상으로 나뉜다. 감

각 인상은 육체적인 쾌락과 고통 같은 것을 말하며, 반성 인상은 정념들과 그와 유사한

다른 감정들을 말한다. 반성 인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그 하나는 격렬한

(violent) 종류의 것이고, 대개 그렇게 불리어 지는 정념들이나 감정들이다. 다른 하나는

평온한(calm) 종류의 것이고, 시인과 부인을 하는 미적, 도덕적 감정들이다. 관념은 인상

이 있고 나서, 그 인상이 기억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관념은 생생하고 강렬한

성질을 가진 인상과는 달리 희미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인상이 있은 후에만 나타날

수 있다. (Kemp Smith, Norman, The Philosophy of David Hume (London: Macmillan
and Co. Limited, 1949). p. 1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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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의 내부에서 온 것이다.

도덕적 분별이 이성의 논증이나 감각을 통해 얻어진 사실의 추론에서 얻

어질 수 없다면 도덕적 분별은 우리의 내부에서 온 것이다. 흄은 『Treati

se』의 제3권 「도덕에 관하여」 1부 2절(도덕적 분별은 도덕감에서 유래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까지의 논증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다. 악덕과 덕은 단순히 이성 또는 관념들의 비교에 의해 발견될 수 없기에

우리가 이것들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

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임이 틀림없다. 도덕적 청렴과 타락에 관한 우리의 결

정들은 명백히 지각들이다. 그리고 모든 지각은 인상이거나 관념이기에, 하나

의 제거는 다른 하나에 대한 확실한 논증이 된다. 그러므로 도덕성은 판단된

다고 하기 보다는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록 도덕감이 대체로

부드러운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흔히 관념(idea)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는 하지만 말이다.”66)

흄이 ‘고의적 살인’의 예에서 이미 주장했듯이, 어떤 사람의 선하거나 악

한 성격, 행동은 우리에게 칭찬 혹은 비난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칭찬의

감정은 우리에게 쾌감을 주고, 비난의 감정은 불쾌감을 준다. 이런 감정이

도덕적 시인 혹은 부인의 감정이다.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이런 감정을 흄

은 도덕감(moral sentiment)이라 부른다. 흄은 기존의 도덕감 이론가들이

도덕감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moral sense67)’라는 표현 보다는 ‘moral sen

timent’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실제로 흄은 ‘moral sense’란 표현을

『Treatise』의 한 절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흄이 도덕감의 성

격을 기존의 도덕감 이론가들과는 다르게 규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흄은 도덕감이 외부에 실재하는 도덕적 성질에 대한 감각이 아니라 인간

65) 최희봉(1999), p. 293-294.

66) Treatise, p. 470.
67) 흄 당대(18세기)의 영어 용법에서 ‘sense’는 주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신체적 감각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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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감정적 반응 혹은 경험이라고 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68)

그러나 흄이 모든 종류의 쾌, 불쾌의 느낌이 도덕적 판단을 낳는다고 보

는 것은 아니다. 흄은 덕을 관조함으로써 우리 안에 일어나는 쾌락은 다른

쾌락과는 종류가 다르다고 본다.69)

“우리가 인격(character)과 행위에 대해 칭찬하고 비난하는 감정은 독특한

(peculiar) 것이어서, 모든 쾌락과 고통의 감정이 그런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

다. 적의 선한(good) 자질들(qualities)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그것은 우리의

존경과 존중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격에 대해 고려할 때, 우리의 특

정한 이익(particular interest)과 상관없이 칭찬과 비난의 감정 혹은 느낌을

불러일으킬 때만 우리는 그 인격을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명명할 수

있다.”70)

인간과 그들의 인격적 특징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평가는 우리의 감정에

서 기인한다. 덕과 악덕은 시인과 부인을 산출하는 인격적 특징에 대한 비

이기적(disinterested 無私心的) 숙고(contemplation)에 따라 나온 특징들이

다. 여기서 비이기적 숙고의 의미는 어떤 인격적 특징에 대해 어느 누구가

숙고를 하여도 동일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자신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든, 없든 동일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 시인의 대상은 쾌락이고, 부인의 대상은 고통이나 불편함이다. 도덕

감은 보통 격렬하기보다는 평온한(calm) 감정이지만, 타인의 도덕적 반응

에 대해 우리가 인지했을 때 강렬해지는 경우도 있다. 도덕감은 자부심과

겸손, 애정과 증오의 정념과 연관된 쾌감과 불쾌감의 종류이다. 우리가 다

른 이에 대해 도덕적 시인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

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격적 특징을 시인하게 되면 우

리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흄에게 있어서 덕은 다음과 같은 특징

68) 박찬구(1995), p. 91.

69) 최희봉(1999), p. 296.

70) Treatise, p.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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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덕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나 그 외의 사람이

즉각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점이 있어서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악덕은 반대의 특징을 가진다. 악덕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나 그 외의 사람이 즉각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손해가 되는

것이다. 흄의 이런 설명은 ‘덕’과 ‘악덕’의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도덕감

이 분별한 인격적 특징들에 대한 경험적 일반화라 할 수 있다.71)

인간 행위의 당위를 다루는 도덕이론이라면 필수적으로 보편성이 요구된

다. 보편성이 없는 도덕이론은 어떤 실천적 규범을 행위자에게 납득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흄의 도덕감에게도 보편성이 요청된다. 흄은 우리

가 어떤 인격적 특징에 대해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

신에게 유리한 특정한 이익과 상관없이 그 인격적 특징에 대해 쾌, 불쾌감

을 느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즉, 도덕감은 우리의 개별적 이해관계

에서 벗어난 것이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주관성과 편파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모든 정서 중심 윤리

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흄은 도덕감이 보편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

다고 말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흄은 공감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공감의 본성(nature)과 역량(force)을 고려하는 것으로 도덕의 진

정한 원천과 관련된 원리들의 탐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느낌과 마음의 작동(operation)에 있어서 유사하다. 일반적인 범위에

서, 어떤 사람도 다른 모든 이들이 허용하지 않는 감정에 의해 행동하지 않

는다. 줄이 동일하게 감겨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활동(motion)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모든 감정들은 손쉽게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

람에게로 전달되고, 모든 인간들에게 상응하는 움직임들(movements)을 야기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와 몸짓에서 어떤 정념의 결과들(effects)을 볼

때, 나의 마음은 즉시 이런 결과들로부터 이것들의 원인들에로 나아가서, 그

71) Cohon, Rachel, “Hume’s Moral Philosoph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Online]
(Aug., 2010). Available: http://plato.stanford.edu/entries/hume-moral. p. 13.



- 34 -

정념에 대한 매우 생생한 관념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곧바로 그 정념 자체로

전환된다.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내가 어떤 감정의 원인들(causes)을 지각

할 때, 나의 마음은 그 결과들로 옮겨져서, 그 결과들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

게 된다. 내가 어떤 끔찍한 수술실에 있다면, 수술이 시작되기 전일지라도,

도구들을 준비하고 붕대를 정리하고 철제 기구들에 열을 가하는 일들과 환자

와 보조자에게서 보이는 불안과 우려의 온갖 표식들이 나의 마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엾음과 공포의 강한 감정을 일으킬 것이다. 다른 사람

의 정념 자체가 마음에 직접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의 원

인들과 결과들만을 깨달을 수 있을 뿐이다.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그 정념을

추론한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다.”72)

끔찍한 외과 수술을 앞두고 긴장과 불안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될 수 있다. 흄은 모든 인간이 유사한 마음의

구조(느낌과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사람의 정념 자체가

직접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실에서 일어날 두려운 일들을

예측할 수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희미한 관념에서 직접적인 감정인 가엾음

과 공포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느낀 감정이 일으킨 결과와 주변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지식이나 과거 경험을 통하여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인과관계를 추

측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불러온 원인이나, 그 상황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은 매우 생생해서 우리의 정

념까지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 과정을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타인의 정념

↓

② 정념의 결과로 나타난 타인의 신체적 신호

72) Treatise, p. 57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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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우리의 관념

↓

④ 우리의 정념

결국 관념이 인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 공감이라 할 수

있다. 흄에 따르면 공감은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자연적 성향이다.73)

“우리 자신의 이익과 아무 상관없는 사회의 선이나 우리의 친구들의 선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공감 때문이다.”74)

흄은 인간이 공감을 통해 감정을 교류할 수 있고, 감정의 교류를 통해

도덕감이 보편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념에 우위를 두는 흄의 도덕론이

의미 있는 실천적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흄의 이런 ‘공감론’이 유효해야 한

다. 그러나 인간의 공감 능력 자체가 도덕 판단의 보편성을 보증하지는 않

으므로 흄이 제시하는 공감 개념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좀 더 세밀한 탐구

가 필요하다. 아울러 윤리학적 측면에서 흄의 공감론이 가질 수 있는 난점

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 역시 필요하다.

73) 최희봉(1999), p. 297-298.

74) Treatise, p.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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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흄 공감론의 특성과 비판적 고찰

1. 공감 개념의 성격

1) 공감(sympathy)과 유사 개념들(empathy, compassion)

코혼(Rachel Cohon) 같은 학자는 흄의 공감(sympathy)을 오늘날 감정이

입, 공감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empathy’와 유사하다고 평가하기도 한

다.75) 현대의 용어 규정으로 18세기 사상가였던 흄의 공감 개념을 분류하

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도 하나, 용어에 대한 구별 없이 개념을 사

용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공감(sympathy)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감정이입(empathy)과 동정심(compassion) 등이 있다. 특히, ‘sy

mpathy’와 ‘empathy’는 모두 공감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문적

차원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sympathy’는 그리스어의 sympatheia 혹은 라틴어의 sympathia에서 유

래한 것으로 ‘함께’(syn)와 ‘열정 혹은 고통스러워하는’(pathos)의 두 부분으

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공감의 개념이 근대 서양 윤리학에서 등장하게 된

것은 흄과 그의 영향을 받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에 의해

서이다. 이들은 도덕적 동기와 도덕적 발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감이라

는 개념을 끌어들였다. 스미스는 흄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도덕 철학

과 공감 개념은 흄과 달랐다. 흄의 입장은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스미스의

입장만을 살펴보겠다. 흄의 체계에서도 공감 개념은 중요한 것이었지만, 스

미스에게 있어서 공감은 『도덕 감정론(Theory of Moral Sentiments)』(1

759)의 주 관심 대상이다. 그는 상상을 통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

서 봄으로써 그가 느끼는 바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

다고 보았다. 즉, 공감이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 둠으로써 그를

75) Cohon(2010),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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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느낌을 갖는 방식이라는 것이다.76) 스미스의 공감 개념은 내용적 측

면에서는 흄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뒤에서 다루겠다.

‘empathy’는 티치너(Edward B. Titchener, 1867-1927)에 의해 비교적 최

근에 생겨난 용어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empathy 혹은 Einfühlung77)의

관념은 미학에서는 피셔(Robert Vischer, 1847-1933), 심리학에서는 립스(T

heodor Lipps, 1851-1914)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립스는 Einfühlung의 개념

을 체계적으로 형성하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립

스는 이 개념을 지각의 대상으로 자신을 투사(project)하려는 지각하는 자

(perceiver)의 성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은 자아와 대상의 구

별을 희미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립스는 사람이 거대한 대상의 무거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 등과 같은 경험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사

회적, 물리적 지각의 대상과 연결된 다양한 내면적 활동에 대한 사람의 느

낌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자질들(qualities)은

사람이 대상에 관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대상 안에서 있을 때 경험할 수 있

는 것이다. 대상은 보일 뿐만 아니라 느껴진다는 것이다. 티치너는 립스의

개념인 Einfühlung을 그리스어 empatheia78)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empa

thy로 번역하였다. 그는 지각된 대상으로 투사된 자아라는 의미를 유지하

고자 한 것이다.79)

‘compassion’은 라틴어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라틴어 단어 ‘함께’(cu

m)와 ‘고통스러워하는’(passus80))이 결합된 것으로 ‘함께 고통스러워하다.’

의 의미를 담고 있다. ‘patior’는 그리스어 ‘pathos’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76) Wispé, Lauren,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To Call Forth a

Concept, A Word Is Need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50, No.2 (Feb., 1986), p. 314.

77) Einfühlung은 ‘안에’(ein)와 ‘느낀다’(fühlen)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들어가서 느

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박성희, 『공감학 - 어제와 오늘』, (서울 : 학지사,

2004). p. 17.)

78) empatheia는 ‘안’(en)과 ‘열정 혹은 고통스러워하는’(pathos)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합성

어로서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열정’을 의미한다. (박성희(2004). p. 18.)

79) Wispé(1986), pp. 315-316

80) 이태(異態)동사 patior의 과거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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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compassion’(eleos81))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명백한 악이 그런 고통을 당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날 때, 또 그 자

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때 느끼

는 괴로움이라고 정의하였다. 크리습(Roger Crisp)은 연민(pity)은 얕고,

(실천의)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지만, 동정심(compassion)은 (실천

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구걸하는 사람을 불쌍해하

며 지나쳐 버리는 사람은 연민을 느낀 것이고, 멈춰 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동정심을 느낀 것이다. 그는 동정심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동정심은 상황에 의존적이다. 내가 라디오를 킨 시간이나,

어떤 신문을 읽었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동정심

의 계기는 종종 이성을 건너뛴다. 텔레비전의 영상은 신문의 회색 사진보

다 더 나를 실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의 고통은 멀리

떨어진 사람의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셋째, 동정심의 촉발은

관찰자가 지각한 사람들의 고통이 관찰자와 얼마나 밀접한지에 따라 결정

된다. 유대인 대학살을 저지를 때 나치가 보여준 동정심의 부재(不在)는 이

것의 명백한 사례이다. 넷째, 동정심을 막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그 중의 하나가 권위에 복종하려는 우리의 경향성이다. 예를 들어, 밀그램

(Stanley Milgram)의 실험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그들의 ‘피해자’가 명

백하게 고통으로 보이는 신음을 낼 때도 전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82)

‘sympathy’와 ‘empathy’의 개념은 상기한 학자들의 논의로 시작하여 발

전하게 되었는데, 위스페(Lauren Wispé)는 두 개념이 서로 다른 역사적 근

원과 연구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이론화된 속성들을 가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위스페는 ‘sympathy’를 완화되어야

할 타인의 곤경에 대한 고양된 인식(heightened awareness)으로 정의하고,

‘empathy’를 다른 자아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을 (그 사람

81) 연민(pity)과 자비(mercy)가 인격화된 그리스의 신

82) Crisp, Roger, "Compassion and Beyond",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s(Springer
Netherlands), Vol.11, No.3 (jun., 2008), pp. 2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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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으로) 스스로 인식하려는(self-aware) 인간의 시도로 정의한다. 내

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떠할지 아는 것이 감정이입(empathy)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 된다면 어떠할지 아는 것이 공감(sympathy)이다. 감정이입

의 상태에서는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공감의 상태에

서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 감정이입의 목적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고, 공

감의 목적은 타인의 ‘행복’(well-being)이다. 위스페는 공감은 관계의(relati

ng) 방식이고, 감정이입은 앎(knowing)의 방식이라고 결론을 내린다.83)

스위탄코프스키(Irene Switankowsky)는 공감이 전 반성적인(pre-reflectiv

e)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공감을 셸러84)의 용어를 빌려 타인

의 곤경을 느껴서 그 곤경이 자신에게 슬픈 일이던, 기쁜 일이던 상관없이

두 명의 개인을 정서적 동일화(emotional identification)의 형태로 이끄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반면에 감정이입은 반성(reflexivity)을 전제로 한 타인

의 상황에 대한 이해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스위탄코프스키는 공감은 전

반성적인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감정이입은 반성적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한다.85)

글라드코바(Anna Gladkova)는 ‘sympathy’, ‘empathy’, ‘compassion’과 같

은 감정(emotion)에 대한 용어를 의미론적으로 분석한다. 공감이라는 단어

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공감은 타인에게 무언가 나쁜 일이 생겼다는

인식에 따라 생겨난다. 공감을 촉발하는 조건의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

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장기간의 노동)에서 심각한 불행(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전쟁 속의 삶)까지를 포함한다. 동정심은 공감과 유사하게 타인에게

무언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촉발되고,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기분이 나

빠진다. 하지만 공감과 비교했을 때, 동정심은 좀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일어

83) Wispé(1986), p. 318.

84) 막스 셸러(Max Scheler, 1874-1928)는 상호적인 인간 정서 경험들이 동감(Miteinanderfühlen,

compathy), 공감(Mitgefühl, sympathy), 심적 감염(Gefühlsansteckung, transpathy), 정서적 동

일감(Einsfühlung, unipathy or Emotional Identification)을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 (박성희

(2004). pp. 39-40. 참고)

85) Switankowsky, Irene, "Sympathy and Empathy", Philosophy Today(DePaul University),
Vol.44, No.1 (Spring., 2000), pp. 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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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노동은 공감을 촉발할지언정 동정심을 촉발하지

는 않는다. 공감과 동정심의 중요한 차이점은 동정심이 타인의 나쁜 처지

에 대한 보다 ‘실천적인’(active)인 반응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런 반응이

필연적으로 돕는 행위를 낳지는 않지만, 적어도 도우려는 욕구를 보여준다.

감정이입은 타인의 감정들에 대한 의식적인 주목이다. 영어권의 심리학에

서는 일반적으로 감정이입이 감정이라기보다는 상태로 대개 개념화된다.

감정이입의 본질은 타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인지와 이해이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타인이 꼭 무언가 나쁜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 게다가 감정이입은 경험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인 그의 적들에게

도 가질 수 있는 태도이다.86) 글라드코바의 이러한 분석은 학문적 개념 정

의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감정에 대한 단어를 특정 맥락에서 골라 사용하는

화법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특정 단어를 활용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는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맥락이 다르다는 사실은 학

문적 개념 구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감정에 대한 용어 자

체가 사람들의 내면적인 활동을 표현하는 도구이므로, 학문적 개념 구분을

할 때 그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맥락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김용환은 공감이 동정심이나 연민(pity)의 감정 등과 같은 도덕적 감정들

을 일으키기 위한 작동 원리 또는 힘(power)일뿐 그 자체로 하나의 도덕적

감정은 아니라고 본다.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은 타자의 고통이나 불행에

대해 같이 그 고통과 불행을 느낌으로써 갖게 되는 도덕적 감정이며, 공감

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하나의 심리적 작동 원리 또는 힘

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감은 공감력(power of sympathy)이라는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7)

위와 같은 공감, 감정이입, 동정심에 대한 학문적 규정을 살펴보면,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감정이입과 동정

86) Gladkova, Anna, “Sympathy, Compassion, and Empathy in English and Russian: A Linguistic

and Cultural Analysis”, Culture Psychology(SAGE), Vol.16, No.2 (Jun., 2010), pp. 270-274.
87) 김용환, 「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 韓國哲學會, 『哲學』제76집, 2003.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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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감정이입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 즉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 혹은 경험해보

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동정심은 안타까워하는 수준을 넘어 ‘행

위 혹은 실천’과 결부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로 다소 상이하다. 이것은 아마도 글라드코바의 의미론적 혹은 언어

적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공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람들이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인이나 흄을 포함한 일부 학자들의 공감(sympathy)에 대한 표현이

나 설명은 ‘sympathy’와 ‘empathy’의 의미가 뒤섞여 있다. 그럼에도 감히

공감에 대해 정의해보자면, 공감은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어떤 것(방식, 기제, 혹은 타고난 힘)이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상상 속에서 경험해보고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

통 혹은 쾌락을 보고 일순간 그 사람이 느낀 동일한 감정을 마음속에서 느

끼게 하는 어떤 것이다. 이는 위스페의 입장을 다소 차용한 것인데, 흄의

공감 개념에 대한 설명과도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2) 정념을 공유하게 해주는 심리적 기제

흄의 공감에 대한 논의는 맥락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Enquiry』에

서 흄은 공감에 대해 다소 다르게 정의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선 스미스의

공감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흄만의 특징을 찾아보겠다.

스미스는 공감이 타고난 내적인 자질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에 따르면

공감은 순수하게 이타적인 이유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타인의 행운이 일어

나길 바랄 때 나타난다.88) 스미스의 이런 입장은 흄보다 더 확장된 것으로

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오히려 감정이입(empathy)의 의미와 더 가깝다.

커닝햄(Andrew S. Cunningham)은 스미스의 공감이 18세기 정서주의자(sentim

88) Wispé(1986), p.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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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alist)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흄의 ‘제한적인’(limited) 공감은 그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서주의자들과는 달리 흄은 공감의 과정(process)에

주로 관심을 두었고, 공감을 타인과의 완전한 동일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흄에게 있어서 공감은 좀 더 제한된 반응의 도

구로서 도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흄의 도덕

심리학이 맨드빌(Bernard de Mandeville)이나 보어하브(Hermann Boerhaa

ve89))와 같은 의사들의 학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

한다. 18세기 의사들은 공감을 한(single) 인간의 신체 부분들 사이의 소통

원리라고 보았다. 그러다 몇몇 의학 저술가들이 이 개념을 사람들의 감각

과 감정을 상호(inter-personal) 소통하게 해주는 원리로 의미를 확장시켰

다. 따라서 스미스의 ‘확장된’(extensive) 공감과는 다른 흄의 ‘약한’(weak)

공감은 정서주의자들의 전통과는 다른 의학의 전통에 더 강한 영향력을 받

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의 공감을 정서주의자들의 것과 같이 해석

한다면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90) 인간의 도덕적 심리에 대해 임상의

(醫)와 같이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의 방법론과 일관된 자연주의적 접근을

고려해 볼 때, 커닝햄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흄 자신도 『Treatise』를

화가의 접근이 아니라 해부학자의 접근이라고 칭한 바 있다.

켐프 스미스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그는 흄의 공감이 신념(belief)이 그

의 인식론에서 하는 역할과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공감은 그 자

체로 정념이나 감정이 아니고, 신념은 그 자체로 인상이나 관념이 아니다.

공감은 우리가 정념을 분류하려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아니며, 신념

은 경험의 구성 요소를 분류하려고 할 때 주목받지 않는다. 즉, 둘 다 ‘생

생함’(liveliness)이나 ‘강렬함’(forefulness) 같은 ‘어떤 방식’(manner)에 대한

이름인 것이다.91) 흄은 공감의 작동방식을 거울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거울

89) 네덜란드 Leiden 대학의 교수로 많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들이 그의 지도

를 받았다.

90) Cunningham, Andrew, "The Strength of Hume’s “Weak” Sympathy", Hume Studies(Hume
Society), Vol.30, No.2 (Nov., 2004), pp. 249-256.

91) Kemp Smith(1949),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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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를 반영하듯이 인간의 마음도 각자의 마음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서로에게 거울과 같다. 인간이 서로의 감정을

반영해서일 뿐 아니라, 그들의 정념과 감정과 의견의 빛이 종종 반영을 일으

킬 수도 있고, 감각하지 못할 정도로 쇠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것들(정념들)의 희미함과 혼란함으로 인해 이성으로는 빛과 반영을 구별하

기 힘들다.”92)

따라서 흄의 공감 개념은 사람들의 정념을 공유하게 해주는 심리적 기제

(psychological mechanism)로 제한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의

흄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공감만이 사회를 위해 확대된 관심인 것을 알았다. 결론적으

로, 공감은 타인이 느낀 쾌, 불쾌감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게 해주어 우리를

자신만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원리이다. 타인의 쾌, 불쾌감이 마치 우

리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향성이 있기라도 하듯이 말이다.”93)

3) 도덕심의 토대로서의 자연적 경향성

인간이 타인의 정념을 공유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사회적

존재나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덕이나 악덕에

해당하는 것들에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감은 도덕의 토대가 된다.94)

“인간의 마음은 동일한 요소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선에 완전히 무

92) Treatise, p. 365.
93) Treatise, p. 579.
94) 최희봉(1999), p.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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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하거나 인격들의 성향이나 태도들(manners)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인류애(humanity)95)의 감정이 일반적으로 야망이나 허

영심 같이 강한 것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으로서 유일하게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칭찬과 비난

의 유일한 일반적인 체계가 될 수 있다.”96)

그런데 여기서 도덕의 기초, 토대가 된다는 것은 어떤 행위나 성격의 도

덕적 성질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토대가 아니

라, 도덕심을 일으키는 타고난 인간의 근본적인 자질로서의 토대를 의미한

다. 이것은 자연적 경향성이다.97)

“당신이 어떤 행위나 성격이 사악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그 행위에 대한

숙고(contemplation)로부터 유래한 비난의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본성(nature)의 구조(constitution)로 인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98)

앞서 서술했듯이 켐프 스미스는 공감이 신념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

다고 보았다. 타인을 인지함에 있어서, 그들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은 즉각

적이고 무심결에 일어난다. 즉,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념에 의해 자연

적으로 결정된 이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인 내부의 정서적 경험들에

대한 인지는 공감의 속성을 가진다. 즉, 자연적이면서 즉각적인 과정을 통

하여 그들(타인들)의 경험들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99)

흄에게 있어서 공감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는 경향성이다. 흄은 인간

95) 흄은 공감이란 말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타인의 행 불행을 우리가 마음

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이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덕목, 즉 도덕적 시인의 대상이 아

니라, 도덕적 시인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원초적

연대의식 비슷한 것으로서, 인류애(humanity) 또는 동료의식(fellow-feeling)이라 표현되기

도 한다.(박찬구(1995), p. 94.)

96) Enquiry, p. 75.
97) 최희봉(1999), p. 299.

98) Treatise, p. 469. 강조는 필자.
99) Kemp Smith(1949),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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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부 사물을 인지하는 것은 타고난 자연적 신념의 작용으로 보았다. 흄

의 인식론적 지평에서 외부 사물의 존재는 개연성이 있을 뿐이지 증명할

수 없는 명제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상상력의 작용에 의해 외부 사물이 존

재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자연적 본성이

다. 공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타인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본성

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해석은 흄의 도덕론을 이

해하는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흄의 인식론은 흄에 대한 회의주

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Is/Ought 명제는 흄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흄의 도덕론에 접근할 때에는 앞의 두 해석

보다는 자연주의적 해석이 유효한 방법론으로 보인다. 공감과 도덕감이 흄

의 도덕철학에서 핵심적 개념이고, 흄은 도덕감과 공감을 자연주의적으로

정당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2. 공감의 보편성

1) 공감의 ‘편파성’ 극복 : ‘인위적인 덕’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는 흄이 『Treatise』에서 인간은 인류에

대한 사랑(the love of mankind)과 같은 정념을 자신의 본성에서 찾을 수

없다고 적었지만, 『Enquiry』에서는 공감하려는 자연적 성향과 이타심(be

nevolence)이 도덕적 판단과 실천의 효과적인 기반이라고 다르게 서술하였

다고 지적한다. 그는 『Treatise』의 논지에 따르자면, 우리는 공공선을 지

향하려는 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선이 사익보다 우선하다고 보는

도덕성을 발전시켰다는 주장이 된다고 비판한다.100) 이것은 흄이 후기 저

작인 『Enquiry』 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공감을 자연적인 성향으로 설명

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101) 매킨타이어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

100) Macintyre, Alasdair, Hume’s Ethical Writings: Selections from David Hum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5), introduction,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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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을 중시하는 이타적인 공감이 도덕적 정서주의에 기반한 윤리학을 성

립하게 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직접적인 이익과

상관없는 덕을 옹호하게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흄은 덕을 ‘자연

적’(natural) 덕102)과 ‘인위적’(artificial) 덕으로 구분한다.

덕이 자연적인 것이냐 인위적인 것이냐는 도덕성의 근원이 자연에 있느

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흄은 덕을 ‘마음이 따르는

느낌’으로 악덕을 ‘마음이 따르지 않는 느낌’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덕이 자

연적이냐 인위적이냐는 덕과 부덕을 구성하는 ‘마음이 따르는 느낌’과 ‘마

음이 따르지 않는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는가에 달려있다. 즉, ‘마

음이 따르는 느낌’이 행위의 동기가 되고, 동기가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

니면 자연적 덕이라 할 수 있고 동기가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면 인위적 덕

이라 구분할 수 있다.103) 달리 설명하면, 자연적 덕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

의 직접적 표출이라 할 수 있는 호감을 곧바로 산출함으로써 ‘도덕적’이라

지칭될 수 있다. 반면에 인위적 덕은 문화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

고, 인간의 공존을 위한 사회제도의 유지라는 과제를 충족시키므로 호감을

산출한다. 인위적 덕에 대한 호감은 자연적 덕과는 달리 유용성에 대한 고

려를 통한 간접적인 것이다.104)

“유용성은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인을 얻는다. 이것은 일상의

관찰에서 확인된 사실의 문제이다. 하지만, 유용?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물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이익인가? 우리 자신만을 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인은 자주 더 멀리까지 확대되기 때

101) 최희봉은 흄이 『Enquiry』에서 공감을 동포의식(fellow-feeling), 인류애(humanity),

이타심(benevolence)과 같은 자연적인 본성의 원리와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여 전작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흄이 공감의 원

리를 포기했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을 쉽게 고쳐 쓰고자 한 흄의 의도 때문에

많은 부분의 설명이 생략된 것이라 본다. (최희봉(1999), p. 299.)

102) 자선(beneficence), 관용(clemency), 절제(moderation)

103) 양선이, 「공감의 윤리와 도덕규범: 흄의 감성주의와 관습적 규약」, 철학연구회, 『哲學硏

究』제95집, 2011. p. 171.

104) 박찬구(1995),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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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시인되는 인격이나 행위로 도움을 받는 자들의 이익

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것들이 멀리 있어도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원리를 밝힘으로써, 도덕적 분별의 한 커다

란 근원을 발견하게 된다. …(중략)… 우리는 자기애의 원리에 따라 모든 도

덕감을 설명하려하는 이론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보다 공적인 감정을 받아

들이고 사회의 이익들이 심지어 그들(이기주의자들) 자신의 설명에서 조차 완

전히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유용성은 특정한 목적을

향한 하나의 성향일 뿐이다. 그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현명한 영향도 주

지 못하는 것일 때,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면 어떤 것도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

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만약 유용성이 도덕감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

성이 항상 자신과 관련된 어떤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론적으로 사

회의 행복에 공헌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곧바로 우리의 시인과 호의를 얻

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도덕성의 기원을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원리가 있다. 너무나 명백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난해하고 동

떨어진 체계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105)

인위적 덕은 위와 같이 유용성에 대한 고려와 반성을 통해 우리의 도덕

적 시인을 얻는다. 이런 특징은 대표적인 인위적 덕인 정의(justice)에 관해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정의는 사회에 유익한 것이다. 적어도 이 가치의 일부분은 결과적으로 그

에 대한 고려에서 생긴다. 이를 증명하려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될 것이

다. 공적인 유용성이 정의의 유일한 기원이며, 이 덕의 유익한 결과들에 대한

반성(reflection)이 그 가치의 유일한 토대이다. …(중략)… 그래서 우리는 공

공의 이익과 효용에 대한 반성(reflection)으로 나오는 도덕적 시인과 존중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도덕적 탁월성도 더 높게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유지를 위한 정의의 필요성은 그 덕의 유일한 토대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유용성의 환경이 가장 강력한 활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감정에 가장 완전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따라

105) Enquiry, 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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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것은 인류애, 이타심(benevolence), 우정, 공공 정신(public spirit), 그리

고 그와 같은 종류의 다른 사회적 덕들에 속한 가치의 상당한 부분의 원천임

이 틀림없다. 이것이 정절(fidelity), 정의, 진실성, 성실성, 그리고 다른 훌륭하

고 유용한 자질들과 원리들에 부여되는 도덕적 수용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

이다.”106)

흄은 정의라는 행위를 유덕하게 만드는 동기는 무엇인가를 물은 후, 개

인의 사욕이나 탐욕이 이성107)적 반성이나 판단을 통해 제약될 때라고 대

답한다. 이성이 탐욕을 제한함으로써 물질적 자산의 안정성과 관련된 관습

이 가능해지고, 이 관습으로 인해 정의 규칙이 구성된다. 따라서 정의라는

덕에는 자연적인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는 우리의 탐욕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지만, 인간의 탐욕을 제한하는 자연적 원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성적 반성이나 판단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이 생

길 수 있다. 여기에서 흄이 말하는 반성(reflection)은 이성주의자들이 말하

는 논증적 추론을 하는 능력은 아니지만 감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느낌에

대한 2차적 반추능력이다. 이것은 단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세

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고와 반성을 통해 ‘일반적 관점’(general point of

view)을 취하게 됨으로써, 즉 관습적 규약을 따름으로써 공감의 편파성 문

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흄은 주장한다.108)

2) 감정의 교정을 통한 ‘일반적 관점’의 수용

106) Enquiry, p. 13-27.
107) 켐프 스미스는 인위적 덕과 유용성의 원리의 근거에 대한 흄의 처방을 살펴 볼 때,

반성적 이성이 정념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강조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한다. 정의가 왜 시인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능한 유일한 대답은 그것의 유

용성 때문이라는 대답이다. 모든 법과 정부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정의는 사회의 유지

와 진보를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기에 그것은 시인을 받는다. 그리고 시인

이전에 일어나는 이 필요성의 인지가 이성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Kemp

Smith(1949), p. 147.)

108) 양선이(2011),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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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연적 욕구는 우리와 관련된 것, 우리에게 ‘좋음’을 가져다주는

것은 쉽게 시인할 수 있게 해주지만 공공선과 같은 인위적 덕을 시인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사회의 유지나 공공의 이익은 자연적 욕구를 넘어선 무

언가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반성이다. 인간은 반성 능력을 통해 ‘일반적

관점’(general point of view)을 취함으로써 인위적 덕을 시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격에 대해 고려할 때, 우리의 특정한 이익(particular interes

t)과 상관없이 칭찬과 비난의 감정 혹은 느낌을 불러일으킬 때만 우리는 그

인격을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명명할 수 있다.”109)

“도덕의 기초와 관련된 원리들에서 자기애는 제외되어야 한다. 그것이 약

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적합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덕

의 개념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일반적 시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인류에

게 공통된 감정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나 대부분의 그것에 대

해 동일한 의견이나 결정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중략)…그러므

로 그(도덕 판단을 하려는 사람)는 사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멀어져 그와 타

인에게 공통된 관점을 선택해야 한다. 그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보편적인 원

리를 움직여 모든 인류가 화음을 맞출 수 있도록 현을 튕겨야(자신의 목소리

를 내야) 한다.”110)

흄은 우리가 인격이나 정신적 자질에 대해 반성(reflect)할 때 곧바로 타

인들에게 이로움이나 쾌감을 주는지 해로움이나 불쾌감을 주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그 특징들이 타인에게 이롭거나 시인을 얻을 때 쾌감

을 느끼고, 해롭거나 부인을 받을 때 불쾌감을 느낀다. 특별한 정서적 인연

을 가지지 않은 타인들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인격적 자질의 경향성에

대한 우리의 이런 반응은 공감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111) 그러나 우리가

109) Treatise, p. 472.
110) Enquiry, pp. 74-75.
111) Cohon(2010),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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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있는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공감의 방향도 다양해질 수 있다. 따라

서 우리는 보다 일관성을 가진 관점을 취하고 자신의 관점을 교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공감이 무질서할 경우에 우리는 일반적인 관점에 시선을 고정한다.”112)

흄은 아름다운 것을 멀리서 보아도 가까이에서 본다면 그 아름다움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덜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반성을

통해 우리는 그 순간의 모습을 교정할 것이기 때문이다.113) 그리고 이 반

성을 통한 교정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언어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과

감정을 교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14) 또한 흄은 우리가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경험을 하는데 자신 만의 특별한

관점을 유지하고 일반적 관점을 수용하지 않고 남아 있기는 힘들다고 지적

한다.115) 결국 우리는 일상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리고 공감을 통한 타

인과의 감정 교류를 통해 자기만의 관점을 버리고 일반적인 관점을 수용하

게 된다. 경험은 우리의 감정을 교정할 방법을 곧 가르쳐 줄 것이고, 감정

이 보다 고집스럽고 불변하는 것일 때는 적어도 우리의 언어라도 교정해

줄 것이다.116)

흄은 우리가 공감능력에 힘입어 시행착오의 과정 비슷한 어떤 것을 거쳐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고, 또 그로부터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적 규칙’(general rules)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

다.117) 따라서 흄이 보기에 우리가 하는 도덕적 평가는 평가의 대상이 우

리와 비슷하든 그렇지 않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편파적이지 않고 안정

적으로 유지된다.

112) Treatise, p. 581.
113) Treatise, p. 582.
114) Treatise, p. 582.
115) Treatise, p. 603.
116) Cohon(2010), p. 16.

117) 박찬구(1995),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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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마음은 동일한 요소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선에 완전히 무

관심하거나 인격들의 성향이나 태도들(manners)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118)

3. 흄 공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실천 이성의 제한된 역할 규정

흄의 도덕론, 공감론은 일상인이 겪는 심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는 어느

정도 적절해 보인다. 일상인이 어떤 도덕적 상황을 경험하고 특정한 도덕

적 행위를 할 때,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의 근원을 스스로 살펴본다면 가장

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심리적인 현상이 정서적인 반응일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심리적인 현상의 표면적인 영역,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영역 근

저에 감정과는 다른 도덕적 분별 능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선악에 대한 이성적 추론을

바탕으로 쾌고의 느낌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가? 이성적 추론의 순간(실

천적 이성의 작동)이 찰나의 순간처럼 빨라서 일상인의 마음에는 즉각적인

호오의 감정만이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쾌고의 느낌이나 감정은 경험 뒤

에 따라 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느낌이나 감정 전에 마음에 있는 것은 무

엇인가? 결국 이런 물음은 실천 이성이 행위의 동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 이성의 역할

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흄의 이성에 대한 입장과 대비되는 대표적 학자는 칸트라고 할 수 있

다. 칸트는 도덕적 의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이요,

주관적으로는 이러한 실천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이라고 말한다. 또한

118) Enquiry,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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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덕법칙에 대한 이 존경의 감정을 도덕법칙을 따르게 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비경험적, 비감성적 동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행위

의 도덕적 가치는 오직 도덕법칙이 ‘직접적으로’ 의지를 규정하는 데 놓여

있다. 이러한 경향성의 배제와 더불어 도덕적 의지는 어떤 강제성을 내포

하게 되는데,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무조건 법칙에 따라 행위 해야 한다는

의식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강제의식으로부터 하나의 감정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것은 감각의 대상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천적으

로, 어떤 선행하는 의지규정, 즉 이성의 인과성을 통해 가능한 감정이다.

결론적으로 칸트에게 있어서, 이성은 실천이성으로서 흄과는 달리 보편적

도덕법칙을 스스로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그것에 따르도록 의지를

규정할 수 있다.119)

이제 현대 윤리학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겠다.120) 지난 3∼40여 년간 진행

된 실천 이성(practical reason)과 실천적 추론(practical reasoning)의 기능

에 관한 논의, 특히 이와 밀접히 연계된 도덕적 행위 동기화 근거에 대한

논의는 흄의 동기화 이론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네이글(T. Nagel)은 ‘동기화된 욕구’(motivated desire)와 ‘비동기화된 욕

구’(unmotivated desire)를 제시한다. ‘동기화된 욕구’는 “숙고와 결정에 의

해”(by decision and after deliberation) 발생하는 성질의 것으로서 동기의

원천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에 의해 동기화된 결과이다. 이에 비해, ‘비동기

화된 욕구’는 “단순히 우리에게 들이닥치는”(simply assail us) 또는 “단순

히 우리에게 찾아오는”(simply come to us) 성질의 것으로 그 자체가 행위

동기의 독립적인 근거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동기화된 욕구’는 합리적(이

성적) 설명 또는 동기화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지만, ‘비동기화된 욕구’는

배고픔과 같은 상황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

지 않다. 따라서 ‘동기화된 욕구’의 경우, 행위 주체의 숙고와 결정이 실질

119) 박찬구(1995), pp. 104-108.

120) 이하 현대윤리학에서의 실천이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김남준, 「현대 윤리학에서 심리주의와 반심리주의 논쟁」, 새한철학회, 『철학논총』제

73집, 2013, pp 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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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떤 의도적 행위 이유와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실천이성이 욕구

와 감정 이전에 작용한 것이다.

댄시(J. Dancy)는 네이글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의 동일한 도덕적 신념이

덕스러운 사람에게는 도덕적 신념이 요구하는 행위에 관한 욕구를 산출하

지만, 덕스럽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 욕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도덕적 신념이 요구하는 행위에 관한 욕구를 산출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다. 그래서 댄시는 신념은 그 신념에 의존적이지 않은 욕구 없이도 항상

충분한 행위 동기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댄시는 의도적

이고 목적을 지닌 행위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신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

다. 하나는 세계의 현재 상태에 대한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가 성공적

으로 완수된 이후 변화될 세계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다. 그는 이 두 가지

신념을 가진 행위자는 그 신념에 부합하도록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판

단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은 ‘신념이 설정한 방향으로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산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댄시의 이런 입장은 (실천 이성에

서 유래한) 신념이 도덕적 행위 동기화의 지배적이고 충분한 근거라는 것

이다.

스캔론(T. Scanlon)은 합리성(rationality)이 판단과 그에 따른 태도(행위)

사이에 체계적인 연관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한 행위를 행해야만

하는 충분한 근거(이유, reason)가 있다고 판단하는 합리적 존재는 그 행위

를 유발하는 동기의 원천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합리성과 합리적 존재를 전제로 하여, 행위 정당화의 근거(이유)만이 행위

동기화의 근거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스캔론은 ‘지향적 주목이라는 의미의

욕구’(desire in the directed-attention sense)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행위자

가 어떤 행위에 찬성해야 할 훌륭한 이유를 인식하거나 그 행위를 지속적

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그는 그 행위에 대한 지향적 주목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이 욕구에 따라

행위할 때, 스캔론은 이 행위의 동기는 다른 추가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행위자의 인식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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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J. Raz)는 신념은 욕구의 중계 없이 도덕적 행위를 동기 유발하고

그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념이 도덕적 행위 동기화의 근거

를 구성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밝힌다. 그에 의하면, 내가 ‘모든 것을 고

려했을 때’(all things considered) 어떤 행위를 실천해야만 하는 도덕의 규

범적 근거를 인식하면 나는 그 행위에 대한 경향성이나 욕구 없이도 그 행

위를 실천하도록 동기 유발된다. 그는 “어린 아이가 길에 쓰러져 있다.”와

같은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과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이다.”와

같은 비규범적 신념(non-normative belief)을 구분한다. 비규범적 신념은

특정한 행위 목적을 설정하지 않으므로 특정한 행위를 유발하지 않는다.

반면에 규범적 신념은 그 신념에 상응하는 특정한 행위 지니고 있으며, 그

행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여 도덕적 행위를 동기 유발한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규범적 신념은 아이를 도와야 한다는

도덕 판단과 그 판단에 상응하는 행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칸트는 물론 현대의 윤리학자들도 행위

동기화의 문제에 실천 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실천 이성은 흄의 생각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주장이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입장은 도덕 판단과 행위에

서 실천 이성의 역할을 보조적인 범위로 제한한 흄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

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흄의 정념 우위 윤리의 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흄이 이성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일반적 관점을

취하는 데 이성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

다. 이성은 정념이 잘못된 믿음에 근거하고 있을 때 그 거짓을 밝혀내어

그 정념을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인위적 덕의 유용성을 일반적

관점에 의거하여 수용하게 해주는 것은 반성적 이성(일반적인 의미의 합리

적 이성은 아니지만)이다. 특히 일반적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서 반성적 이

성의 작동이 필요하다는 흄의 주장은 음미해볼 만하다. 흄의 정념 우위 도

덕론이 보편적 윤리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의 작용을 통하여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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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관점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위적 덕은 우리의 자연적인 욕구

에 기반한 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

언가가 필요하다. 결국 흄은 반성적 이성의 작용을 통한 유용성의 시인이

라는 해답을 내어 놓는다. 이는 자신의 도덕론의 난점을 흄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흄의 도덕에 대한 입장

을 현대 윤리학에서 유지하고자 한다면, 도덕 판단과 실천에 있어서 실천

이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2) ‘일반적 관점’ 수용의 규범성 여부

“도덕의 개념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일반적 시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모

든 인류에게 공통된 감정을 함축하고 있다.”는 흄의 주장은 도덕에 대한

개념 정의로 이해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도덕 판

단을 할 때 인간이 일반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는 당위로 연결된다면 하나

의 문제가 생긴다. 왜 우리는 일반적 관점을 의무로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즉, 일반적 관점의 수용이 하나의 보편적 행위 규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

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덕’은 우리가 시

인하는 특별한 쾌감과 사랑의 느낌을 유발하는 것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특유의 느낌을 경험해야 만이 덕에 대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정한 시각적 감각을 유발하는 무언가를 ‘파란색’

이라고 명명하듯이, 우리는 이런 특유의 느낌을 유발하는 것을 ‘덕’이라고

명명한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 파란색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햇빛 아

래로 그 사물을 가져가듯이, 덕에 관한 판단에 대한 반박들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일반적 관점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런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특유의 성질에 대해 우리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당위가 생겨나지는 않는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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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가르드(Christine M. Korsgaard)는 일반적 관점을 수용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어떤 공유된 관점을 수용하도록 하는 압박과

사람들을 판단하는 공통된 기준은 한 사람에게 응답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사이의 공감에서 온다. 공감은 한 사람에 대한 갖가지 다른 감정이 그 차

이를 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주관화되도록 만든다. 그 결과 내적인 동요와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는 공유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관점을 선택하게 된다. 둘째, 우리가 도달한 관점이 가진 특유의 속

성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간접적 정념이거나 상대적 태도, 사랑

과 증오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유의

속성은 우리가 좁은 범위(우리가 생활하는 범위)에서 바라본 시점에서 일

반적 규칙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사랑과 증오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적정한 대상인 인격을 가진 사람에 주목하게 한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과

주변에서 행·불행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흄의 인과 이론에 따르자면, 우리

의 인격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좁은 범위 안에 있는 타인의 시선 속에 있

다. 이것은 사랑과 증오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이 존재하는 좁은 범위의

시선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이 존재하

는 좁은 범위의 시선을 통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공감이 다시 작동한다.

그리고 우리는 공감을 통해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증오하게 된다. 그 결과

로 나오는 평온한 정념들이 도덕적 시인과 부인이다. 일반적인 사랑보다

평온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시인은 우리의 일반적인 사랑에 규범적 압력

을 가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의 형태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 주목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은 그 사람의 인격을 시인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

하는 것이라는 사실 역시 주목하게 한다. 우리는 일반적 관점이 타인이 우

리에게 하나의 사람으로 보이는 관점이기 때문에 수용한다. 만약 사랑과

공감이 일반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도록 강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동

121) Korsgaard, Christine M., “The General Point of View: Love and Moral Approval in

Hume’s Ethics”, Cohon, Rachel, (ed.) Hume: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Aldershot:
Ashgate/Dartmouth Publishing, 2001),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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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 인류는 우리에게 유용하거나 해로운 수많은 대상일 뿐이었을 것이다.

흄에 따르면 일반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때만 인격을 가지고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도덕적 세계가 우리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122)

코스가르드는 우리가 일반적 관점을 수용하게 되는 내적 감정의 역학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활하면서 자기의

이익에만 주목하는 관점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일상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우리 마

음속에 있는 관념들을 충돌시키므로 일반적 관점을 수용하게 하는 내적 압

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코스가르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

세계가 결국 좁은 범위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좁은 범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공감의 원리에 의해 타인을 도덕적 인격의 대상

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 일반적 관점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

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 관점을 수용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정당화는 아크라시아(akrasia)에 빠져 있거나 고의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존재할 경우123)에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의 원리에 호응하여 일반적인 관점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선과

같은 인위적 덕에 대해 전혀 어떤 시인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자기애의 원

리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존재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럴 경우

일반적 관점을 설득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인다. 일반적 관점의 수용이 결

국 유용성의 전망에 대한 반성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자기만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원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122) Kosgard(2001), p. 263.

123) 아크라시아(akrasia, weakness of will)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행동으로 옮

기지 못하거나 그와 반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김남준, 「아크라시아 가능성 논쟁: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새한철

학회, 『철학논총』제62집, 201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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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감을 통한 보편적 도덕 판단의 도출 가능성

도덕 원리의 보편성 확보라는 목표를 세운 도덕적 합리주의자들의 시도

는 비현실성이라는 한계에 직면하였고, 도덕을 감정의 차원으로 끌어내린

도덕감 학파는 비록 도덕의 근거를 현실에서 찾아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누

구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관성

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124)

흄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의 원리를 통한 일반적 관점의 수

용을 제시하였다. 공감을 통해 주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 도덕이론을

정립하려 한 것이다. 흄은 당대의 이기주의 도덕론의 자기애의 원리를 비

판하고 개인의 특정한 이익과 상관없이 시인과 부인을 하는 도덕감을 제시

하였다. 이 도덕감은 공감의 원리를 통해 보편화되고, 인간은 일반적 관점

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인위적 덕을 시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관점은 경험이 쌓이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교정된다면

하나의 습관이나 관습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특히, 감정의 교

정과정은 언어의 교정을 포함하며, 지속적인 반성(reflection)을 요구한다.

흄의 이런 설명이 충분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감정에

기초한 윤리가 변하지 않는 보편성을 보증할 수 있는가? 보편적 도덕규범

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행위자에게 동일한 행위 규범을 제시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러나 감정이 확실한 일관성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어렵기 때문

에 감정에 기반한 도덕이론 역시 우리에게 확고한 보편성을 제공하기는 어

렵다. 물론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습속을 교정하여 좀 더 보편적인 규

범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흄의 방법론에 있다. 흄의 도덕철학은 도덕을 받아들

여야 할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기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간은 인간

만의 도덕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흄은 도덕에 대해 ‘설명’하고 ‘보여’준다. 그에게 도덕은 인간

124) 김용환(2003).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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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의 과학이다. 따라서 공감의 원리도 인간의 도덕감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사실일 뿐, 우리가 지켜야할 ‘당위’는 아니다. 도덕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의무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

가 되어 버릴 수 있다.

또한 일반적 관점을 취하게 되는 과정은 보편적인 도덕이 도출되는 과정

으로 한정되기보다는 도덕과 무관한 상식(common sense), 혹은 문화에 대

한 설명으로도 읽힐 수 있다. 같은 삶의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

는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습속이 일반적 관점이라면 나치의 세계관도

일반적 관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흄의 정념 우위 도덕론 자체의 문제이

기도 하다. 일반적 관점에 의해 갖게 되는 정념이 객관적 선을 시인하고

객관적 악을 부인한다고 보증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

에서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점에 따라 무고하거나 선한 소수를

핍박한 사례를 수없이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흄의 공감은 칸트 수준의 도

덕 판단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흄의 공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보편적’ 도

덕성만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일상인이 경험을

통해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소 윤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 윤리는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공감을 통해 반성적으로 성찰할 경우 하

나의 실천 규범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4) 흄 도덕이론과 공감론의 의의

흄은 이성과 정념의 역할과 인간 본성에 관심을 두고 도덕성의 기원과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는 우리의 도덕적 신념이나 판단이 이성에 의

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이성주의적 윤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도덕적 신

념이나 판단이 정념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선언한다. 전통적으로 도덕철학자

들은 도덕성과 도덕 판단의 근거를 이성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왔다. 그러나

흄은 인간 본성에 대한 ‘경험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인간이 행위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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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동기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도덕적 신념은

이성의 발휘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이런 입장은 인간의 도덕

성을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줄기를 만들어 낸다. 그는 도덕감 이론의 지

배적 영향 하에서 정념과 이성의 관계를 종래의 이성주의자들과는 다르게

규명하고 이성에 대한 정념의 우위를 선언한다. 이성으로 정념을 통제하여

야만 진정한 도덕성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인식론적 전제에 입각해 도덕성의 문제를 철저하게 탐

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의 이런 탐구는 인간의 도덕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

인가라는 문제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해주는 것임은 물론 정서주의적

윤리 혹은 주관주의적 윤리의 한 전형을 보여 준다.

인간이 경험적으로 관찰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가공의 능력에 기반하여

도덕성을 정의하려는 시도에 대해 흄은 비판적이었다. 흄 당대의 종교에서

도덕을 인간에게 내려진 ‘신의 명령’이라고 말하며 도덕의 의무성을 정당화

하려 할 때 그는 매우 신랄하게 이를 비판한다. 자연과학의 발달과 이기주

의적 윤리가 창궐하고 있던 시기에 증명할 수 없는 ‘신의 명령’을 내세우는

것은 어떤 합리적 논쟁도 거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완고하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태도는 역설적으로 사람

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반성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흄 시

기의 사람들에게 이기주의 윤리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사실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흄은 인간의 예측할 수 없는 정서적 반응에 기

반하여 도덕성을 정의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125) 양심과

같은 정서적 반응은 인간에게 완벽히 동일하게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양심은 평범한 일상인에게 있어서 특수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정서적’ 반응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정서주의의 입장을 취하더라고 보편적인 도덕감이 가능하다고 흄

은 주장한다. 그런데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정념이나 감정을 강조하는

정서주의에 대해 도덕에 대한 일관되고 보편적인 판단이 과연 가능하냐는

125) 김성호 역, Arrington, Robert L.,『서양윤리학사』, (서울 : 서광사, 2003). 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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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람들은 각각의 처지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

가야하기 때문에 도덕 철학자는 사람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일관되게 도덕

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편적 도덕의 행위원칙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도덕철학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난점을 고스란히 가지게

될 것이다. 흄의 인식론과 도덕론에 희의주의적 경향이 존재하는 것은 사

실이지만 흄은 보편적인 도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흄에게 있어

서 보편적인 도덕은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영역

을 벗어나 이성이나 신의 명령에 따라 영원불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

간의 삶 속에서 관찰하고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초월적인 근거로서의

보편성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인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

편성이다. 흄은 인간의 보편적 도덕감이 공감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흄에게 있어서 공감은 다양한 인간의 정념을 공유하게 해주는 심리적 기제

이며, 도덕심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간의 타고난 자연적 경향성이다. 인간은

공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고 개별적 이해에서 벗어난 보편

적인 도덕 판단과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흄의 입장에 대해 공감의 방향

이나 범위가 편파성을 띌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흄은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덕은 자연적인 덕과 인위적인 덕으로 구별되고,

자연적인 덕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선호하게 되지만 인위적인 덕은 인간이

일반적 관점을 취함으로써 선호하게 된다. 우리는 공감능력을 타고났기 때

문에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반성하고 교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 나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반적 관

점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감의 편파성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 관점에 대한 흄의 생각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의견 차이를 살펴

볼 때 윤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이라고 보인다. 현대인들은 도덕의 문

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을 의무나 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한다. 하지만 완성된 도덕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논의의 장에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는 것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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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덕이 우리의 주체적인 판단과

감정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면 각 개인들에게 도덕이라는 주제의

힘겨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 관점의 수용은 그 자체로

도덕 교육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개인이 자신의 개별적 이해에 집

착하여 바라보지 못하던 도덕문제를 다른 사람과의 감정 교류와 의사소통

을 통해서 인지하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각각의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

가 개인의 특수한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여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반성과 성찰을 통해 깨닫고, 도덕적 문제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야

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 관점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 코스가르드가 지적했듯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 대상으로 인정하고 받아

들이는 것은 도덕의 출발점이다. 우리와 함께 이 세계를 살아가야할 동료

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홉스가 그린 잔혹한 투쟁

의 상태가 계속되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흄은 우리가 일반적 관점으

로 세계를 바라보면 도덕적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도덕적 세계를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흄의 도덕철학은 도덕을 인간의 영역으로 ‘다시’ 가져왔다. 도덕은 ‘천상

의 왕국’과 ‘초월적 이성’의 세계에서 보통의 인간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인의 경험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흄은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내적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중요한 한 측면인 감정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특히, 도덕적 행위의 동기와 실천에 주목을 두었다는 점에

서 윤리학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성의 도덕 판단에 도

덕적 행위 동기와 실천을 종속시키는 관점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온전히 나

타낼 수 없으며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그는 도덕성을 가혹하게 모든 것

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나, 도덕성이 언제나 지나친 것을 요구

하므로 따르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 모두가 전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도덕적인 덕들은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며, 인간성의 정서를 전제하면 일반의 유용성을 증진시키려

는 노력 또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흄은 자기 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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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욕 같은 종교적 덕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성을 성취하기 어려운 것으

로 보게 만든다고 보았다.126) 그에게 도덕은 인간의 반성과 고민을 통하여,

그리고 타인과의 공감적 교류를 통하여 인간이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는 과

정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126) Arrington, Robert L.(2003). p.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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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흄 공감론의 도덕 교육적 함의

1. 공감과 도덕규범의 밀접성

햄린(J. Kiley Hamlin)은 일련의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발달 심리학자

들이 전통적으로 도덕성을 배움과 발달의 측면에서 탐구했지만, 인간의 도

덕적 감각(moral sense)의 어떤 양상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

다. 이 타고난 도덕적 감각은 성공적인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집단적 행위

와 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햄린은 도덕적 학습

의 기회가 가장 적은, 언어를 습득하기 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도덕성이 인간 본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햄린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의 도덕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

장한다. 첫째, 개인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타인을 걱정하고 도우려는 도덕적

선함(moral goodness) 성향을 가진다. 둘째, 현재나 미래에 비협동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싫어하는 능력인 도덕적 평가(moral ev

aluation) 능력을 가진다. 이 능력은 타인의 사회적 행위를 분석하는 능력

이 요구된다. 셋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징을 실행하거나

지지하는 도덕적 응징(moral retribution) 성향을 가진다.127)

리촐라티(Giacomo Rizzolatti)는 뇌 신경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거울

뉴런(mirror neur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거울 뉴런이란 어

떤 행동을 거울 속에서 수동적으로 재현하여 그 행동을 실제로 행할 때와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세포를 의미한다. 이 뉴런은 남의 행동을 보

기만 해도 관찰자가 직접 그 행동을 할 때와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기에,

남의 행동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의미에서 거울 뉴런이라 불린

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127) Hamlin, J. Kiley, “Moral Judgment and Action in Preverbal Infants and Toddlers: Evidence

for an Innate Moral Cor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Vol.22, No.3 (Jun., 2013), pp. 186-187.



- 65 -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이런 감정적 동조 현상은 거울 뉴런을 통해 사람

은 남의 행동을 모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의미를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128) 거울 뉴런의 발견은 인간

의 모방 행동과 공감적 행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불러 왔고 점차 도덕교

육의 영역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햄린과 리촐라티의 연구는 ‘도덕감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구조에 따라

생겨난다.’는 흄의 주장이 경험적 혹은 과학적으로 지지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은 증명의 부담이 크고 더 많은 사실적,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우리는 흄의 이론 중 한 가지는 충분히

자연과학적, 심리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

간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출생 초기부터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과학적 탐구는 현대 윤리학에 중요한 학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도덕에 대한 갖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서 경

험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도덕성의 단초를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적인 근거와 이해만을 바탕으로 인간

의 도덕성과 공감에 대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필요가 있

다. 인간의 행동은 생물학적인 조건과 환경과의 상호작용만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의 의식은 경험 세계와의 상호 작용에서 느끼

고,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지속적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129)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형성한 ‘개인의 역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

식세계를 구성하고 자신의 생활 세계 속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

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 방침을 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공감능력에 대한

인문학적, 윤리학적 이해와 접근 역시 필요하다.

도덕 교육은 도덕성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도덕성

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덕

128) 양해림 외, 『공감인지란 무엇인가』, (대전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 59-61.

129) 양해림 외, (201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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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말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도

덕성을 규정하고 설명하려는 접근방법과 윤리학적 탐구방법을 통하여 도덕

성의 근거를 정초하려는 시도가 조화되어야 한다. 공감과 같은 인간의 도

덕적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첫

째, 인간의 공감능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둘째, 공감능력은 인간에게 어

떤 도덕적 의미를 가지는가? 전자가 자연과학, 심리학의 질문이라면, 후자

는 인문학, 윤리학의 질문이다. 햄린과 리촐라티의 연구는 전자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후자의 질문에 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보

아야 한다.

공감을 억제하는 행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인지적, 정서적 부조화를

일으켜 우리 자신의 가치 기준을 왜곡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타고난 공감

의 감정을 타산적인 이유나 도덕적 감정과 상관없는 이유에서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서로 다른 사고와 감정의 충돌은 도덕적 민

감성을 약화시켜 우리 자신의 도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감능력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

고, 도덕규범과 그 실천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이의 행동에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고 타인이 느끼는 정서를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에 타인을 걱정하고 도우려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천부적 공감능력은 인간이 도덕규범을 정립하고 유지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도덕규범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거나, 그저 규범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규범은 우리의 자연적

욕구를 억제하라고 요구하므로 도덕규범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특수

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넘어서는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도덕규범이

나타내고자 하는 가치에 정서적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공감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성을 통한 논리적 판단으

로 규범을 준수할 수도 있겠지만, 행위 동기에 정서가 가지는 강한 영향력

을 고려한다면 도덕규범의 준수와 공감능력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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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

2. 공감을 통한 도덕 교육 방안 모색

인간에게 공감 능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감이 보편적, 객관적 선함

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공

유하게 해주는 기제나 능력일 뿐이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저

지른 친밀한 사람의 정서를 공감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공감

의 방향이 보편적 도덕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주의적 태도는 자신과 상대방의 현실적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인간이 가진 따뜻한 감정의 표현조차

도 불필요한 간섭으로 받아들여 타인에 대한 감정적 배려를 삼가게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곤경을 보았을 때, 그 고통을 보고 자연스럽게

촉발되는 공감을 타산적으로 억제하기도 한다. 이런 심리적 행위는 그 순

간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약하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도덕적

민감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삶의 태도는 우리의 도덕적

정체성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공감의 행위가 우리 자신과 사회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임을, 그리

고 타산적으로 공감을 멈추는 행위가 자신의 도덕적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것임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흄의 정서주의적 윤리의 영향을 받은 하이트(Jonathan H

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model)과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직관을 통합

하는 모형을 도덕 교육의 모형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이트는 도덕

판단에 대한 연구에서 콜버그와 같은 합리론자들의 이론 모형이 지배해 왔

지만, 이성적인 도덕 추론은 판단이 이미 내려진 뒤에 따라올 뿐이라고 지

적한다. 그는 합리론자들의 이론 모형을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한다. 첫

째, 인간이 판단을 할 때, 두 개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직관의 과정은

언제나 그리고 근저에서 항상 작동하고 있다. 둘째, 동기화된 이성적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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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이다. 이성적 추론은 운동 경기의 심판이나 과학자가 진실을 추구

하는 과정이 아니라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과 같다. 즉, 정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추론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할 논리를 만들어내듯이 이미 직관에 의해 내려진 판단에 대

한 근거를 만들어 낼 뿐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성적 추론은 먼저 일어난

일을 설명할 뿐이다. 이성적 추론의 과정은 직관적 판단에 대한 정당화를

곧바로 수행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내려진 판단이 객관적 추론의 결과라

는 착각을 일으킨다. 넷째, 이성적 추론은 실천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지 않

다. 도덕적 실천은 도덕적 추론(reasoning)보다 도덕적 감정(emotion)에 좌

우된다. 그는 합리론자들의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도덕 교육 모형으로 사

회적 직관주의 모형을 제시한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은 도덕 판단에서

도덕적 추론만을 중요시하는 합리론자들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문화

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덕적 감정과 직관의 중요성을 탐색하려 한다. 사회

적 직관주의 모형을 살펴보면, 문제 상황에 처하면 어떤 사람 A는 바로 그

상황에 따른 직관을 가지게 되고 그 직관은 판단을 낳게 된다. 이 때 A는

이미 내려진 자신의 판단에 대해 이성적 추론(reasoning)을 통해 정당화를

시킬 수도 있고, 친구인 B에게 어떤 직관을 줄 수도 있다. B는 A의 판단

이나 이성적 추론에 의해 직관을 가지게 되고 A와 마찬가지로 직관에 따

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B의 판단은 이성적 추론에 의해 정당화 되거

나 타인의 직관을 자극한다.130)

한편 정창우와 한혜민은 하이트의 모형에 따르자면 도덕 판단은 도덕적

직관을 통해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고, 도덕적

추론은 단지 보조적인 과정이 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자연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실제 행동은 직관적 과정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덕적 의사 결정에는 의식적인 과정과 무의식적인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과 신경과학(neuroscience)의

130) Haidt, Jonathan,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

Approach to Moral Judgement”, Psychological Review(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108, No.4 (Oct., 2001), pp. 8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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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는 하이트의 주장과는 달리 도덕 판단에서 이성적 추론(reasonin

g)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성적 추론은 도덕적 직

관을 따르는 과정이 아니고, 직관의 결과가 부정적인 감정을 낳을 때 도덕

적 직관에 의해 내려진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성적 추론은 당면한 문제가 고도로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문제일 때는 도

덕 판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그들은 도덕

적 직관과 도덕적 추론을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한다.131)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은 흄의 도덕철학에서 중요시 했던 요소

를 받아들이고 있다. 행위 동기화의 근거는 이성적 사유가 아니라 정서적

반응에 있고 각 개인의 정서적 반응은 소리가 공명하듯이, 빛이 거울에 반

사되듯이 퍼져 나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모두가 공유하는 관점이 형성

된다고 본다는 점이 특히 그러하다. 또한 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의사결

정 과정에서 이성이 보조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면도 유사하다.

따라서 흄의 도덕철학이 가지고 있는 난점을 유사하게 가지고 있다. 인간

이 도덕 판단과 행위를 할 때 이성은 ‘직관의 변호사’로서 제한된 역할만을

하는가? 정창우와 한혜민은 자연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성이 도덕적 직

관을 수정하거나 도덕 판단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들은 하이트의 다소 단순한 도덕적 의사 결정 모형을 도덕적 추론과 도덕

적 직관을 통합하는 모형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도덕 판단과 실천에서 감정과 실천 이성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도덕 판단과 실천에서 감

정과 이성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감정을 통한 판단

(직관)보다 실천 이성을 통한 판단이 대개 조금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인정할 만하다.

두 모형은 지금의 도덕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사

회적 직관주의 모형과 추론·직관 통합 모형은 도덕 판단과 행위에서 공감

131) Changwoo, Jeong, and Hyemin Han, "An Integrative Model of Moral Reasoning and Moral

Intuition: Implications for Moral Education", SNU Jounal of Education Research(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Vol.21, (2012), pp. 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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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정서적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도덕

판단의 과정이 다양한 직관과 추론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중시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도덕교육의 모형은 공통적으로 행위자가 도덕 판단의 순간 이

전에 확립하고 있을 수 있는 도덕적 신념의 영향력을 다소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각 행위자는 ‘개인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성적 추론에 따라

어떤 특정한 도덕적 신념을 미리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캔론은 ‘지향적 주목이라는 의미의 욕구’(desire in the directed-attention

sens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행위자가 어떤 행위에 찬성해야 할 훌륭한

이유를 인식하거나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그는 그 행위에 대한 지향적 주목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지니게 된다. 이 욕구에 따라 행위할 때, 행위의 동기는 그 행위를 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행위자의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직

관주의 모형을 따르자면 도덕적 신념은 단순히 직관이 되어 버린다. 추론·

직관 통합 모형의 경우에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추상적인 문제일 때 이성

적 추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확고한 도덕적 신념이 있다면 추론과정

을 거치지 않고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 보이므로 추론·직관 통합 모형이

행위자의 도덕 판단의 양상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두 도덕교육의 모형은 공감을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도덕적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흄은 공감의 작동방식을 거울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거울이 서로를 반영

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다. 각자의 감정과 의

견이 서로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른 사람의 성향과 감정을 받

아들인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감정과 의견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흄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공감에 대한 흄의 이런 설명은 도덕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고 할 수 있다. 즉, 도덕교육의 과정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인지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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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만이 되어서는 안되고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의 능

력을 일깨우고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

교육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의 변화가 요구된다. 인지적 내용의 전달과

이성적 추론의 방법과 함께 학생들이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함께 느끼고

교류하는 상황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성적 추론과 마찬가지로 공

감능력 역시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할 도덕적 자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덕 수업은 학생들의 다른 사람의 곤경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그 고난을

함께 대처하게 하는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다.

또한, 흄의 일반적 관점에 대한 논의는 도덕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지·정의 양 측면의 통합적 접근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흄은 개인

의 도덕감은 개별적인 이해와 상관없이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일반적 관점을 취함으로써 가능하다. 일반적 관점을 수용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사람과 나의 의견이 다를 때, 좀 더 보편적인 관점을 받아들

이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일반적 관접의 수용은 켐프 스미스가 지적했듯이

반성적 이성의 작용이 필요하다. 흄은 인간의 동기는 정념에 의한 것이라

고 분명히 하였지만, 도덕 판단과 행위의 실천에서 이성의 역할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흄의 감정중심 윤리에서 이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인위적인 덕에 대한 논의와 일반적 관점에 대한 논의이

다. 이런 점에서 흄 역시 인간의 도덕성에 존재하는 두 측면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흄의 도덕론과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 추론·직관 통합 모형

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도덕교육의 요소를 살펴보겠

다. 우선 도덕교육은 최초의 직관이 보편적, 도덕적 정서에 기반하여 나타

날 수 있도록 덕에 대한 자연스러운 선호를 유도하고 격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도덕 교육은 직관에 따라 내려진 판단의 도덕적 정당함을 확인할

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도덕적 추론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세

번째로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직관과 이성적 추론의 공감적 교류를 통해 자

신의 직관과 이성적 추론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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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타인의 정서와 판단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르는 수업기법132)을

시도해야 한다.

132) 감정이입(empathy)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기법으로는 학생이 모방할 역할 모델과 다

양한 활동을 하는 ‘역할놀이’, 한 학생이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고 각 모둠들이 그것을 고

민하고 이해하게 경쟁하게 하는 ‘공감게임’ 등이 있다. 또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

은 시, 소설 등의 문학작품이나 영상물을 교보재로 사용할 수 있다. (박성희(2004). p. 17.)

위스페가 제안한 의미의 공감(sympathy)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기법으로는 시각장애

인 체험 수업이 있다. 연구자가 교사로서 직접 시도해 본 결과 학생들 자신이 ‘장애인이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장애인의 입장이 된다면 어떠할까?’와 같은

상상 속의 체험이 아니라 잠시 장애인이 됨으로써 실제 장애인이 느끼는 감정을 체험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감정이입의 경험보다 공감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더 효

과적인 도덕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창우 외, 『도덕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고양 : 인간사랑, 2007), pp. 512-5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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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흄의 도덕철학에서 공감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공감을 통하여 보편적 도덕 원리의 추구가 가

능한지 해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공감론이 가지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생각해 보았다.

이를 위해 흄 도덕론의 배경이 되는 근대 유럽 도덕론의 흐름을 알아보

고, 흄 도덕이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7·8세기의 도덕론으로는 자연법 이

론, 합리주의 도덕론, 이기주의 도덕론, 도덕감 이론이 있다. 특히, 흄은 이

기주의 도덕론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한다. 그는 도덕감 이론의 지배적 영

향 하에서 당대의 도덕론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의 도덕이론을 전개한

다. 그 과정에서 흄은 이성은 어떤 의지적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고, 정념

을 막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이성주의 윤리를 거부한다. 흄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따르고 뒷받침하는 이외에

다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성에 대한 정념의 우위를

선언한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흄은 도덕적인 선을 시인하는 내적 감각

인 도덕감을 제시하는데, 이 도덕감은 개별적 이해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

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 보편적인 도덕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리가 공감

이다.

그래서 흄의 도덕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감의 원리를

탐구하였다. 흄의 공감개념의 특징을 살피기 전에 공감(sympathy)과 유사

한 개념들인 감정이입(empathy), 동정심(compassion)을 구분해 보았다. 감

정이입과 동정심의 경우에는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가 어느 정도 공통

된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공감의 경우에는 학자 별로 상이하다. 그래서

흄의 공감 개념과 위스페의 개념 정의를 기반으로 공감은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어떤 것(방식, 기제, 혹은 타고난 힘)

이라고 정의해 보았다. 흄이 제시하는 공감(sympathy)은 사람들 각각의 정

념을 공유하게 해주는 심리적 기제이다. 수술도구인 메스를 보았을 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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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 그 고통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흄의 공감은 한 사람의 느낌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적 생

생한 느낌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공감능력이 도

덕심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준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보편적 도덕성을 보

증해주지는 않는다. 우리의 공감은 종종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일관성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감정의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성찰과 인간이 가진 감정의 지속적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반적 관점’을 따를 수 있게 되며, 결국 도

덕도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흄은 주장한다.

그러나 정념 우위 도덕론이 과연 보편적 도덕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흄의 도덕철학에서 보편성을 가능하

게 해주는 것이 공감의 원리이므로 공감론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먼저 이성에 대한 흄의 독특한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흄은 이성이 제한된 역할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인식론과 도덕론을 전개한다. 그런데 실천 이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그

의 논변을 칸트와 현대 윤리학자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평가해볼 때 도덕적

판단과 실천의 영역에 감정과 이성이 모두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두 번째로 코스가르드의 논의를 통해 ‘일반적 관점’의 수용이 인간

에게 규범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인간은 공감의

원리를 통해 각자의 감정을 교정하여 ‘일반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아크라시아’에 빠진 사람이나, 고의적으로 악행을 하는 사람에

게 사회의 유용성을 위해 ‘일반적 관점’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공감의 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도덕 판

단의 ‘보편성’ 수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보았다. 흄의 도덕이론의 ‘보

편성’은 칸트의 그것만큼 도덕 원리의 확고한 초월적 근거를 제공해주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보편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된

다.

흄의 도덕철학은 흄은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내적 경험을 무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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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간이 가진 중요한 한 측면인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도덕

적 행위의 동기와 실천에 주목을 두었다는 점에서 윤리학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인 덕들은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들이며, 신의 명령이 없어도 인간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게

도덕은 인간의 반성과 고민을 통하여, 그리고 타인과의 공감적 교류를 통

하여 인간이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흄의 공감론이 현대 도덕 교육에 줄 수 있는 함의

를 모색하였다. 공감능력은 인간의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이지만, 공감의

방향과 범위는 ‘편파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경쟁 지향적이고 타산적인

현대 사회에서 공감능력 자체가 쉽게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공감은 도덕

규범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과 공감능력을 전제로 한 도덕 교육 모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과 도덕적 직관과 도덕적 추

론을 통합하는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흄의 도덕적 관점에 따라 공감능력

의 향상을 위해 주목해야 할 도덕 교육 요소를 검토해 보았다.

흄은 일상인이 겪는 심리적 경험과 정서에 기초하여 보편적 도덕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타고난 공감의 원리를 통

해 다른 사람과 정서를 공유하고, 자신의 감정을 교정하여 보편적인 도덕

감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이다. 도덕철학은 일상인의 경

험현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규명을 바탕으로 보편적 도덕 가치의 추구 가

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흄의 도덕론은 분명히 가치 있는 도

덕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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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David Hume’s Theory

of Sympathy

Kyung-Il Park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Hume’s notion of sympathy,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his theory of

sympathy for moral education.

Under the dominating influence of the moral sense theory, Hume developed

his argument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moral theory of his age. Hume

rejected traditional moral rationalism, arguing that reason can neither be the

motive of volitional action nor obstruct passion. Hume proposed the notion of

moral sentiments that approve moral good and argued that the sentiments is

universal regardless of our self-interest. It is sympathy that allows the

universal moral sentiments.

There are several terms similar to sympathy, for example empathy and

compassion. While there are common definitions of empathy and compassion,

there is no common definition of sympathy that most scholars agre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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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e’s sympathy is a psychological mechanism which makes people share

other people’s passions. For him, sympathy is a concept that explains a

process which transfers one's feeling to others in a relatively vivid way.

Although it is a significant basis of morality, sympathy itself doesn't assure

the universal morality. Our sympathy often shows biases and inconsistency.

Therefore, in order to maintain universality of moral sentiments, we have to

reflect and correct our sentiments consistently and persistently. Through this

process, Hume argues, people embrace 'the general point of view', and

eventually his moral philosophy acquires universality.

However, some criticisms can be raised against Hume's theory of

sympathy. First, Hume's unique definition of reason is questionable. Hume

developed his own epistemology and moral philosophy based on the premise

that reason plays a limited role at most. Judging from Kant and modern

moral philosophers' arguments, however, it is more appropriate to say that

reason and emotions operate together in moral judgements and actions.

Second, why should we accept 'the general point of view'? Most people will

correct their own sentiments through sympathetic interaction and accept 'the

general point of view'. But we can't say that every single person would

accept 'the general point of view' for the good of human society. Third,

moral judgements by sympathetic interaction might not be universal enough.

Having no transcendental foundation, Hume's moral philosophy, unlike Kant's,

does not guarantee the complete universality of moral judgments, although it

allows the amount of universality we need.

Hume didn't neglect the inner experiences of ordinary people. Rather,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motion that is a major part of human being.

Particularly, by drawing attention to practice and motive of moral action, he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in ethics. For him, humans are moral beings

who share others' sentiments through their natural ability of sympath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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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 their own sentiments. Moral philosophy should examine the practical

experiences of ordinary people, and should present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moral values. In this context, Hume's theory of sympathy and ethics is of

value as a moral philosophy.

Regarding moral education, Hume's theory of sympathy implies that we

need to develop an integral moral education model that can improve students'

natural sympathetic ability.

Keywords : sympathy, empathy, moral sentiments, passion, moral

sentimentalism, the gener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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