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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연구

-셸러(M. Scheler)의 공감 윤리학을 중심으로

박주영

본 논문의 목적은 셸러의 공감 윤리학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

로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 셸러는

감정적 삶의 현상으로 ‘공감’의 현상학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

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공감 현상을 분류하고 그 중 진정한 의미

의 공감이 갖는 특징에 대해 밝힘으로써 공감의 윤리적 가치에 대

해 논한다. 본 논문은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셸러

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감의 윤리학적 및 도덕교육적 함의를 밝히

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은 윤

리적으로 한계를 갖는다. 셸러는 공감에서 모든 윤리적 기능을 도

출하려는 기존의 공감 윤리학의 시도를 비판한다. 공감의 윤리적

의미는 그 자체로 존립한다. 즉, 공감이 도덕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

문에 혹은, 보편적 윤리학의 근거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

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무리하게 공감의 윤리적

가치를 산출하게 만들고 이로써 공감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 셸러에 따르면, 공감은 가치에 무분별하기 때문에

가치의 위계질서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선악 판단 능력이 없는

공감에 의존하여 나의 행위를 결정한다면 행위의 결과에 있어 선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도덕교육 하에 이루어지는 공감교육의 윤

리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공감의 윤리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 선행



- ii -

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감이 보편적 도덕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도

덕적 행위의 동기로서의 전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공감에 있어 타자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

다. 셸러에 따르면, 공감을 자타의 동일시라고 보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자 공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공감에 있어 타

자성에 대한 이해는 ‘인간으로서 등가치성에 대한 파악’과 ‘인격들

간의 본질 차이성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감이

도덕적 정서로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 까닭 중 하나는 바로 나와는

다른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타자성에 근거하여 공감의 사태를 바라 본다는 것은 주

체 중심 윤리로부터 타자와의 관계 중심 윤리로의 전환을 의미한

다. 따라서 도덕교육 하에 이루어지는 공감교육은 타자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셋째, 공감의 정서가 보편적 도덕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랑

을 지향해야 한다. 셸러에 따르면 공감의 한계는 사랑을 통해 극

복될 수 있다. 사랑은 가치관을 확장시키는 인격의 자발적 활동으

로, 우리는 사랑을 통해 ‘더 높고 고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감에 사랑의 작용이 전제될 때에만이 비로소 공감은 더

높은 가치로의 지향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감교육은 궁극적으

로 타자에 대한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

셸러의 공감 윤리학은 공감이 갖는 윤리학적 모호함을 해소하고

공감이 갖는 윤리적 가치를 새롭게 함으로써 기존 공감 연구의 한

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나아가, 공감교육이 보편적 도덕성을 지향

할 수 있도록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주요어 : 셸러, 공감 윤리학, 공감의 윤리적 한계, 타자성, 도덕교육, 사랑

학 번 : 2009-2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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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현대사회에서 ‘공감의 부재’는 더 이상 낯선 지적이 아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타자와의 상호의존성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지만, 나와 너를

묶는 ‘우리’의 관계적 연대는 점점 더 엉성해지고 있다. 적자생존의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는 ‘우리’의 영역을 키우는 것 대신 ‘나’의 영역을 견고

하게 유지하여 스스로의 이익과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적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관계맺음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사회에서 소외를 넘어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낳았고 지구라는

인류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시대적 위기 속에서 미래학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열쇠로

‘공감’에 주목한다. 현 사회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논조

에서 현대 공감 담론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잘 대변하는 것이 제

러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The Empathic Civilization)』이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미래를 다룬 이 책은 심리학, 신경 생물학, 진화 생물학,

뇌 과학 등을 비롯한 경험 과학들은 물론이고 사회학, 철학 등 인문학을

논거로 삼아 인류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전망한

다. 그는 인류사는 공감적 특성이 진화해 온 역사적 발자취이며, 호모 엠

파티쿠스(homo empathicus)로서 공감하는 인간은 상호의존적인 문명 속

에서 사회적 교류와 인프라를 가능하게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한다.1) 실제로 공감은 하나의 유행어처럼 정치적 집회, 전문

단체 및 시민 사회에서 중요한 토론의 주제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미덕인

것처럼 보인다.

1) Jeremy Rifkin, 이경남 옮김, 『공감의 시대』(서울: 민음사, 2010),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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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공감 담론이 시대적 주류로 주목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성 교

육의 핵심 교과로서 도덕교육은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

도덕교육은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2)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을 살펴보면, 도덕과는 가치관계 확장을 전제로 자신에서 타자, 사회와

공동체, 자연과 초월로 이어지는 각 영역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여 인

성의 기본 요소를 실천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중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는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 있어 공감은 도덕적 의사소통

능력으로 중요한 도덕적 기능으로 제시된다.3)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가

‘우리’라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윤리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에 있어 상

대방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공감 능력은 필수적이다.

또한, 이는 도덕적인 인간이 갖추어야할 도덕적 능력임이 분명하다. 이렇

게 볼 때, 공감 연구는 시대적 요구 및 인성교육의 가치를 넘어 도덕교

육의 내용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도덕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도덕과는 기본적으로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
어야 하는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일차적 목
표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덕
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 도덕적
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배려’를 핵심가치로 삼는 ‘타인과의 관계’ 영역의 도덕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학교급

영역
초등학교도덕 중학교도덕

타인과의관계

∘도덕적 대인관계능력
▪경청, 도덕적 대화하기
▪타인 입장 이해, 인정하기
▪약속 지키기
▪감사하기
∘도덕적 정서 능력
▪도덕적 민감성 갖기
▪공감 능력 기르기*
▪다양성 수용하기

∘도덕적대인관계형성능력
▪다른사람의관점채택하기
▪도덕적갈등해결하기
∘도덕적의사소통능력
▪공감및경청하기*
▪다양한방식으로의사소통하기
∘도덕적정서능력
▪도덕적정서이해, 표현, 조절하기
∘해악금지능력
▪행위결과를상상하기
▪책임감있게행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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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연구는 크게 경험 과학적 접근과 윤리학적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경험 과학적 공감 연구들은 공감의 현상을 과학적 혹

은 기술적(descriptive)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들은 경험 과학적 발견과

실험을 통해 공감 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제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해법을 내놓는 것에 집중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현대 공감담론의 주류로서 공감의 기능을 실천적인 차원으로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유용해 보인다. 한편, 윤리학적 공감 연

구는 철학의 주제로서 공감을 다룬다. 이를 통해 공감의 윤리학적 의미

와 특징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한다. 흄, 아담스미스, 쇼펜하우어, 셸러 등

이 공감을 철학의 주제로 삼았던 대표적인 학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윤리적 토대로서 공감의 가치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자 한다.

도덕교육 하에 이루어지는 공감교육은 이 두 가지 방법론을 고르게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윤리학과 도덕 심리학은 도덕과 교육을 위해

그 자체로 완전성을 갖기보다는 상호보완적(complementary)이고 협력적

인(hand-in-hand)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4)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연구

자는 공감 연구의 경험 과학적 접근 및 윤리학적 접근의 흐름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공감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에 주목하고, 철학의 주제로서 공감을

연구했던 막스 셸러(Max Scheler, 1874～1928)의 공감 윤리학5)이 갖는

의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4) 정창우, 「도덕과 교육의 배경 학문으로서 윤리학과 도덕심리학의 역할과 관계
탐색」,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제69호, 2008, p. 135.

5) 본고에서는 공감 연구의 윤리학적 접근을 공감 윤리학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공
감 윤리학(Sympathieethik)은 자신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관찰자의 판단
과 태도 속에 자신을 대입시킴으로써 즉, 공감을 통해서 자기 행동을 바라보는
타인의 증오와 분노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기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비
로소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 흄 등의 영국인들과 루소와
쇼펜하우어로 대표된다. 셸러는 위에 언급된 공감 윤리학자들의 이론이 오류를
갖고 있음을 전제하며 이와 구분되는 자신의 공감론을 전개한다. 본 연구에서 ‘공
감 윤리학’은 공감과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탐구하여 철학적 관점에서 윤리적 토
대로서의 공감을 논의하는 입장으로 경험 과학적 공감 담론에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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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러는 독일 현상학을 대표하는 학자들 중 한명으로 이성만이 아니라

감정에도 그 나름의 논리와 법칙이 있다는 파스칼의 사상을 이어받아 감

정철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셸러는 칸트의 이성주의에 맞서 감정의 가

치 직관만이 선을 보장한다는 감정철학을 전개하며 감정의 다양한 깊이와

명증성에 대해 말하고자 하였다. 셸러에 따르면 감정은 단순히 혼란스러

운 사고가 아니라 가치 질서에 따라 동요되는 것이며 이런 감정의 질서는

이성에 의해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다. 결국 감정적 직관 역시 사물의

한 측면에 대한 파악이며 결코 이성적 인식에 비해 열등한 것이 아니다.

셸러는 그의 저서 『공감의 본질과 형태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에서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의 일종인 사회적 시인과

비난을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려는 쇼펜하우어, 루소, 아담 스미스와 같

은 공감 윤리학에 대립하여, 공감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말하고자 하였

다.6) 그는 다양한 공감의 형태를 섬세하게 구분하여 윤리가 될 수 있는

공감을 분리해내고 이를 통해 보편적 윤리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실질

적 혹은 진정한’ 공감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자 하였다. 나아

가, 타자성을 진정한 공감의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공감을 통해 동등한

주체들 사이의 윤리적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7)

감정에 대한 셸러의 섬세한 철학적 분석은 공감의 윤리적 가치를 새롭

게 재해석하고 공감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보편

적 도덕성의 지향의 측면에 있어 공감교육이 갖는 윤리학적 의미를 밝혀

줌으로써 도덕철학의 측면에서 도덕교육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

이다.

6) Max Scheler, 조정옥 옮김,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역자서문 (서울: 아카넷,
2008) pp. 6-8.

7) 소병일, 「공감과 공감의 윤리적 확장에 관하여」, 한국철학회, 『철학』, 제118
집, 2014,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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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논문의 목적은 셸러의 공감 윤리학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

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현

재 번역되어 있는 셸러의 대표적 저작을 분석하고 그의 사상을 다룬 연

구서와 논문들을 검토한다. 앞서 연구 목적을 통해 언급했듯이 셸러의

공감 윤리학은 기존 공감 연구와는 차별화된 지점을 갖는다. 이에 연구

자는 기존 공감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셸러 공

감학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되,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이라는 측면

에 집중하여 이를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 같은 제한은 연구

의 초점이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관점 및 도덕교육적 관점에서 셸러의 공

감 윤리학이 갖는 함의를 고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막스 셸러의 저서 가운데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서울: 아

카넷, 2006)을 주된 텍스트로 삼는다. 이 책은 셸러의 공감 윤리학의 핵심

저서로서 감정현상들에 대한 그의 첫 현상학적 연구이며 ‘공감’의 윤리학

적 의미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더불어, 셸러 공감 윤리학의 이론적 배

경으로서 그의 감정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윤리학』(서울: 서광사, 1998)을 비롯한 셸러에 대한 연구서를

참조한다. 도덕교육적 함의와 관련해서는 도덕교육과 관련된 저서들과 선

행 연구 논문들을 함께 참조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Ⅱ장 기존 공감 연구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존 공감 연구에 특징과 한계에 대한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공감의 용어 규정을 시작으로 공감을 연구하는 두 가지 방법론으로서 경

험 과학적 공감 연구와 윤리학적 공감 연구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살펴

본다. 1절에서는 다양한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감의 정의에 대해 기

술함으로써 공감이라는 본 연구주제의 용어를 살펴본다. 2절의 전반부에

서는 ‘거울뉴런’을 바탕으로 최근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경험 과

학적 공감 연구의 주요 이론에 대해 검토하고, 후반부에서는 철학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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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서 공감을 다루는 흄, 아담 스미스, 쇼펜하우어의 이론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3절에서는 기존의 공감 연구들의 특징과 한계를 비판적으

로 검토함으로써 경험 과학적 공감 연구 및 윤리학적 공감 연구와는 차

별화된 셸러의 공감 윤리학의 특징을 명확하게 한다.

‘Ⅲ장 셸러 공감 윤리학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으로서 셸러의 감정철학에 대해 이해한다. 셸러는 감정의 세계가 무질서

하고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보

았다. 감정은 혼란한 사고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선천적・객관적 직관이

며 이는 도덕적 행위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셸러의 감정철학을 이해하

는 것은 그의 사상에서 감정이 갖는 지위를 확인하고, 공감의 윤리학적

근거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초가 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셸러

감정철학의 바탕이 되는 감정의 지위와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2절에서

는 보다 구체적으로 감정의 종류와 작용 그리고 감정과 가치의 관계에

대해 다룬다.

‘Ⅳ장 셸러 공감 윤리학의 특징’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셸러 공

감 윤리학에 대해 살펴본다. 셸러의 공감 윤리학은 공감의 윤리적 기능

과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진정한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본질

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셸러가 말하는 공

감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감과 사랑의 관계를 탐구한 후 공감의 윤리학

적 지위에 대해 논한다. 먼저, 1절에서는 공감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공감

현상을 분류함으로써 공감이 갖는 본질적 특성에 대해 다룬다. 2절에서

는 공감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살펴본 후 공감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3절에서는 공감의 윤리학

적 지위와 한계에 대해 논한다.

‘Ⅴ장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도덕교육’은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

의 측면에서 셸러의 입장을 검토하고, 이어서 셸러 공감 윤리학이 도덕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먼저, 1절의 전반부에서는 공감의 윤리

적 한계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후반부에서는 ‘도덕성 함양과 공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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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관한 기존의 도덕교육적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셸러 공감 윤리학

의 지위를 새롭게 한다. 2절에서는 셸러 공감 윤리학이 도덕교육에서 어

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모색한다. 먼저, 공감을 통해 관계윤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 올바른 타자의 이해의 필요함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공감에 있

어 인격으로서의 등가치성과 본질 차이성이라는 타자성의 의미에 대해

탐구한다. 다음으로, 공감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인 도덕교육의 지향

점으로서 사랑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해한다. 이로써 도덕교육 하에 이

루어지는 공감교육의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 8 -

Ⅱ. 기존 공감 연구에 대한 분석

이 장에서는 기존의 공감 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이는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과 관련하여 셸러의 공감 윤리학이 갖는 의의를 새롭게 하

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감 연구에 있어 핵심 개

념인 ‘공감’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다. 공감의 개념은 사전적 정의뿐 아니

라 연구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감의 정의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어서, 공감을 연구하는 두 가지 방법론으로서 경

험 과학적 접근과 윤리학적 접근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

한다.

1. 공감의 정의

현대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감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고, 학자에 따

라 다양하게 사용되며, 때로는 서로 모순적인 정의를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감 연구에 있어 용어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일상적으로 ‘공감(共感)’은 ‘동감(同感)’이나 ‘동정(同情)’과 혼용되어 사

용된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의하면 이 세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공감(共感) :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동감(同感) : 어떤 견해나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가짐. 또는 그 생각.

∘동정(同情) :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김,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풂.

공감(共感)의 경우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면, 동감(同感)은

타인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동정(同情)은 타인을 가엾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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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의 경우, 공감에 상응하는 단어로 sympathy와 empathy를 들 수

있다.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의하면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

음과 같다.

∘sympathy : Understanding what others are feeling because you have

experienced it yourself or can put yourself in their shoes.

∘empathy : Acknowledging another person's emotional hardships and

providing comfort and assurance.

sympathy는 그리스어의 Sympatheia 혹은 라틴어의 Sympathia에서

유래한 것으로 ‘함께(sym)’와 ‘열정 혹은 고통스러워하는(pathos)’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empathy는 티치너(E. Titchener)가 피셔

(R. Vischer)와 립스(T. Lipps)의 Einfühlung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새롭

게 만들어진 단어이다.8) 일반적으로, sympathy는 타인의 감정수용에 있

어 수용적 측면이 강한 반면, empathy는 적극적인 참여의 의미로서 관

찰자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

낌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9) 20세기 현대 공감 담론이 주로 논의하

는 공감은 영어의 empathy이며, 이와 구별하여 sympathy를 ‘동정’이라

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compathy나 appreciation도 공감

으로 번역될 수 있다.

8) Einfühlung은 ‘안에(ein)’와 ‘느낀다(fühlen)’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들어가
서 느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피셔는 Einfühlung을 미학적 체험으로서 관
찰자가 흠모하거나 관조하는 물체에 자신의 감정을 투과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였다. 립스는 이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발전시켜 다른 사람이
나 그의 행동들에 자신을 투사하여 지각하는 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
한다. 이에 티치너는 Einfühlung을 empathy로 번역하고,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
의 정서적 상태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한다. 티치너는 공감은 자신의 정신과정을 바탕으로 한 이성
적인 유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대상에 대한 ‘마음 근육 안에서’라고 표
현한 내적 모방을 통해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박성희,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2004), pp. 17-29. 참조.)

9) Jeremy Rifkin(2010), 앞의 책,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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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의 경우, 공감에 상응하는 단어로 Mitgefühl과 Sympathie를 들

수 있다. Mitleid는 동정, 연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국어의 공감 개념은 특정한 외국어

의 번역어가 되기 어려우며, 공감 개념의 다의성이나 번역상의 문제는

학문들의 용어 사용 방식에 의해 더욱 복잡해진다. 때문에 저마다의 입장

에 따라 단어 선택에 대한 이유를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

감론 이해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선택한 단어가 보다 면

밀한 의미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사전적 정의 외에도, 공감의 개념은 연구 분야에 따라 그

이해의 폭이 다르게 전개되기도 한다. 이는 경험 과학을 대표하는 심리학

적 접근과 철학의 주제로서 공감을 다루는 윤리학적 접근에 따라 그 차

이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심리학 분야에 있어 공감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기초를 가지

고 출발한다. 공감은 자아의 발달과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며, 타인에게 도움과 관련되는 도덕적 정서로서 분류된다.

또한, 관찰자와 모델 사이에 이뤄지는 공감의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으로서 공감이 갖는 기능과 역할에 집중한다. 때문에 심리

학에 있어서 공감은 누군가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도움을

베푸는 이타적인 행동까지 고려하는 입장으로 정의된다.10)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티치너(E. Titchener)는 empathy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공감을 심리적

인 과정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자신을 대상에 투사하여 다른 사람의 태

도와 반응을 깨닫는 일종의 사회적인 기능으로서 공감 개념을 이해한다.

10) 공감에 관한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은 공감을 구성하는 관점의 차이를 바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공감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입장(Mead), 정서적 측면을 강조
한 입장(Lipps, Baston, Fultz & Shoendrodem, Barnett, Eisenberg & Miller), 의
사소통의 측면을 강조한 입장(Rogers, Danish & kagan, Truax & Carkhuff), 복
합요소설을 주장하는 입장(Hoffman, Davi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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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서운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상상함으

로써 숨을 헐떡거리고 움츠리고 메스꺼움을 느꼈다. 우리는 새로 나온 맛

있는 과일에 대해 말했다. 만일 우리가 맛을 보려 한다면 침이 나올 것이

다. 자기 자신 안에서 느끼는 이런 경향성을 동정의 유추로서 ‘공감’이라

고 부른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적인 생

각은 심리학적으로 흥미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지각과 반대되기 때문이

다. 그들의 핵심은 ‘상상적’이고, 공감적인 의미를 가져오는 맥락은 근육운

동과 유기체의 감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11)

즉, 그는 상상을 통한 공감의 행동이 실제 물리적 감각으로 연결됨에

주목하여 심리학의 주제로서 공감을 이해한다.

미드(G. Mead)에 와서 공감의 내용은 점차 인지적인 개념으로 이동한

다. 그는 공감을 “자신과 마주하여 대안적 관점을 채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해보는 능력”12)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역할수행

(role-taking)을 통한 ‘사회적 공감’(social empathy)의 획득은 ‘타자의 행

위’를 예측하게 하고 적절한 반응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대

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준다.”고 하였다. 공감의 구성요소로

역할수행행동을 강조한 것은 공감이 인지적인 행위이며, 공감적 과정은

타인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지적인 기제라는 점은 분명히 부각시키

고 있는 것이다.13)

현대 정신분석이론에 큰 영향을 준 코헛(H. Kohut)이 주장한 공감의

개념 역시 인지적 개념에 가깝다. 그는 공감의 개념은 “인지의 형태이며

… 복잡한 심리학적인 사실에 대한 지각을 맞추는 것”이며, 공감은 “과학

적인 지각에 대해 자료를 모으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강

11) E. Titchener, A beginner’s psychology (Newyork: Macmillan, 1915), p. 198.
이종형, 「공감이론의 도덕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5, p. 8에서 재인용.

12) G. Mead, 『Mind, Self and Societ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p. 27. 이종형(2005), 위의 글, p. 9에서 재인용.

13) 박성희(2004), 앞의 책,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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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함 감정적 연결”이라고 주장한다.14) 코헛은 타인에 대한 심리적인 정보

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감이 갖는 인지적인 측면을 더 중시한다.

그의 공감 개념은 타인의 태도나 가치 혹은 타인의 행동을 더 파악하기

위해 복잡한 심리학적인 구성을 통해 인식하게 되는 객관적인 지식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호프만(M. Hoffman)은 공감을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에 정확하게 일

치할 수 없지만,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황에 좀 더 적합하게 반응하

는 대리적인 정서 반응”이라고 정의한다.15) 호프만이 주장한 공감의 정

의는 타인에 대한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이해와 구분까지도 요구한다. 그

가 주장하는 공감의 초점은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며 누군가 불편하거

나 고통이나 위험 혹은 다른 형태의 고통과 관련되는 정서로 보고 있으

며 공감을 주장한 이면에는 도움 주는 것, 조정하는 것, 베푸는 것 등의

이타주의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종류와 관계된다.16)

반면, 윤리학 분야에 있어 공감은 도덕적 기초로서 공감이 갖는 윤리

적 가치에 집중한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에 빠진 대상에게 반

응하는 행위의 윤리적 측면을 철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공감이 보편적

도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한다.

영국의 경험론자인 흄(D. Hume)은 “인간 본성의 성질 가운데 가장 놀

라운 것은 다른 사람과 공감(sympathy)하고, 기질이나 감정이 아무리 우

리와 다르고 또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상호 교류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기

질과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17)라고 하

였다. 그는 공감의 기능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성향임을

14) H. Kohut, “Introspection, Empathy, and The Semicircle of Mental Health”,
Empathy, (Hillsdale, NJ: Erlbaum, 1984), Vol.1, pp. 81-100. 이종형(2005), 위의
글, p. 9에서 재인용.

15) M. Hoffman, 박재주, 박균열 옮김, 『공감과 도덕발달』(서울: 철학과현실사,
2011), p. 30.

16) 김홍일, 「공감의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교육학연구』, 제7집, 제1호, (한국
도덕교육학연구회, 2006), p. 99 참조.

17) David Hume, 이준호 옮김, 『A Treatise of human Nature』(서울: 서광사,
1994), p.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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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또한 공감은 인간이 본래 소유한 도덕적 분별감이며 이 능

력으로 부터 윤리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담 스미스(A. Smith) 역시 그의 도덕 이론의 중심에 공감을 세운다.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동포 감정이며, 이는 상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자연적 감정이다. 그는 상상을 통해 다른 사

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처해있는 상황을 생각하는 상호 공감이 인간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았다.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는 공감을 “내면의 근원적인 움직임에 따

라 나타나고 여러 가지 행위로 표현되는 삶의 과정”18)이라고 보았다. 그

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 자신을 동일화하는 과정을 통해 고통 받는 타

자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타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도덕적 행위를

한다. 여기서 타자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이에 나아가, 셸러(M. Scheler)는 공감이 갖는 윤리적 가치에 대해 보

다 관심을 갖는다. 기존 공감 윤리학에서 엄밀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다

양한 공감의 상태를 분류하고 본래적 공감의 특징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윤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공감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이처럼 공감에 대한 정의는 학문적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논

의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감의 균형적 연구가 필요함에 초점을 맞추어 한 개인

이 타인과 감정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감의 넓은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sympathy, empathy, Mitgefühl, Sympathie의 번역어로 ‘공

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후 학자별로 정의하는 공감의 개념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용어 사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의 중

심이 되는 셸러의 공감 개념은 윤리학의 토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공감

윤리’의 측면에 보다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8) A. Schopenhauer, 김미영 옮김,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서울: 책세상, 2004),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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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 연구의 두 가지 방법론

공감 연구의 방법론은 크게 경험 과학적 접근과 윤리학적 접근으로 나

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공감 연구의 두 가지 방법론을 검토

해 본다. 제1항에서는 현대 공감 담론을 이끄는 경험 과학적 접근으로서

공감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험 과학적 공감론의 특징

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2항에서는 철학적 주제로서 공감을 다루었

던 흄, 아담 스미스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각각 검토해봄으로써 윤리학적

공감론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본다.

1) 공감의 경험 과학적 접근

(1) 경험 과학적 접근의 흐름

공감의 경험 과학적 연구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자 했던 마음 이론을 시작으로 하여 신경 생물학의 위대한 발견이라 일컬

어지는 거울뉴런의 발견을 통해 보다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했다.19)

마음 이론(Theory of mind: ToM)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의도를 직

감적으로 상상하고 신뢰할 만한 확신을 얻는 능력인 공감의 현상들을 학

문적으로 연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음 이론이란 타인의 정신 상태

를 이해하고 어떻게 내 것과 다른지를 아는 우리의 능력을 기술하는 심

리학적 개념으로 프리맥((D. Premack)과 우드러프(G. Woodruff)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20)

영장류 동물학자인 프리맥과 우드러프는 「침팬지에게 마음 이론이 있

19) 공감에 대한 경험 과학적 연구는 뇌과학뿐 아니라 심리학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 본 장에서는 마음이론과 거울뉴런에 집중하여 경험과학적 공감론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20) Martin J. Doherty, 이현진 옮김, 『마음 이론 : 아동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서울: 학지사, 2013),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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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1978)라는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영장류의 마음 읽기 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침팬지 연구에서 마음 이론과 관련한 관찰은 다음과

같다.

샌디에고에 있는 오래된 보노보 사육장 주변의 2미터 깊이의 해자를 청

소하기 위해 물을 빼냈다. 청소를 끝내고 보노보들을 자유롭게 풀어준 뒤

에 물을 채우기 위해 밸브를 돌리려 하자 그 순간 갑자기 나이 많은 수컷

카코웨트가 유리창으로 다가와 울부짖으며 사육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친 듯이 팔을 흔들었다. 이곳에서 오래 살아온 카코웨트는 청소작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어린 보노보 여러 마리

가 물 빠진 해자로 내려가 놀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사육사들이

사다리를 내려주었다. 가장 작은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빠져나왔다.

그 가장 어린 한 마리는 카코웨트가 직접 끌어올렸다.21)

이 사례는 영장류에게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관점수용

(perspective taking)’의 능력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어떻게 생성되어 발달되어 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주로 발달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

어져 왔다.

멜조프(A. Meltzoff)와 무어(M. Moore)는 신생아들에 대한 아동발달

연구(1977)를 통해 태어난 지 44분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도 보호자의 표

정을 흉내낼 수 있음을 발견했다. 실험에서 신생아는 멜조프의 표정에

따라 혀를 내밀거나 입을 벌리는 등의 얼굴 표정을 따라했다. 아기는 자

기 자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

하는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혀를 내밀거나 입을 벌려 입술을 타원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심리학자 딤버그(U. Dimberg) 역시 실험(2000)을 통해 인간

이 스스로를 통제할 틈 없이 타인의 감정적인 표현에 즉각적인 반응을

21) De Waal, Frans, “Appendix B: Do Apes Have a Theory of Mind.”, P rimate
and Philosopher: How Morality Evolv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 71. 이영재, 「현대공감이론을 통한 공맹철학의 재조명」, 한국학
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제35권 2호, 2012, p. 4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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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실험자들에게 다양한 얼굴이 나타나는 화면을 보여주고 이들의 얼굴

표정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했다. 피실험자들에게는 화면에 나타

난 얼굴 표정에 상관없이 무표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화면에는 0.5

초 동안 한 가지 표정이 나타났고, 그 표정에서 다른 표정으로 넘어갈 때

마다 시간 간격을 두었다. 첫 번째 무표정 화면에서 피실험자들은 무표정

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웃는 얼굴 화면과 찡그린 얼굴 화면이 비추자 그

들은 각각 웃음근육과 분노근육을 움직였다. 피실험자들은 0.5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진을 봤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화면을 보았는지 알 수 없었

지만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얼굴 표정에 즉각 반응한 것이다.22)

이 같은 실험을 통해 볼 때, 인간은 타인에게 반응하고 그 사람의 내

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남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

감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마음 이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답은 거울뉴런(mirror neuron) 발견으로 그 실마리를 찾게 된다.

거울뉴런의 발견은 가장 원초적인 사회적 행동인 모방의 생물학적 기

제를 드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최근 10년간 신경과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

한 발견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글렌버그(A. Glenberg)는 “거울

뉴런의 발견은 심리학 이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인지과학의 여러 문제

해결에 단서가 되는 신경계 매커니즘을 제공해줌으로써 인식과 생물학

사이의 간극을 메워준다.”23)고 평가했다.

거울뉴런은 인간이 스스로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개

체의 수행 동작을 관찰할 때에도 활동한다고 간주되는 신경세포로서 다

22) J. Bauer, 이미옥 옮김, 『공감의 심리학』(서울: 에코리브르, 2012), pp. 9-11 참
고.

23) Glenberg, Athure M, “Naturalizing Cognition: The integration of cognitive
science and Biology”, Current Biology, Vol.16. No.18., 2006, pp. 802-804.
Jeremy Rifkin, 앞의 책, p. 1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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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개체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춘다(mirror)’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다시

말해, 특정 동작을 보기만 하여도 그것을 실행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신

경회로가 작동한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거울뉴런의 발견은 새로운 뇌영상 기술 즉, 자기공명 영상법(fMRI)과

양성자 방출 단층촬영법(PET)의 도움이 컸다. 거울뉴런은 1996년 이탈리

아 파르마 대학에서 신경과학 연구팀인 자코모 리촐라티(G. Rizzolatti)와

그의 동료들의 실험 중 원숭이의 뇌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짧은꼬리원숭이의 복측 전

운동 대뇌피질(ventral premotor cortex)에 전극을 설치하고 원숭이가 손

으로 물건을 잡거나 세밀히 다룰 때에 그런 행동을 제어하는 신경회로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원숭이의 신경세포 중 일

부가 다른 개체가 땅콩을 집어 올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땅콩을 집을 때 하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른 누

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지켜보는 원숭이의 뇌에서는 그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자극이 발생하는 듯 보인 것이다.24)

연구팀은 본격적인 실험을 통해 원숭이의 복측 전운동피질(ventral

premotor cortex, 이른바 F5영역), 두정부 아래쪽 대뇌피질에 있는 신경

세포의 대략 10%정도가 ‘거울’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다. 그들은 이 신경이 두뇌 조직의 일부이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

을 이해하는 능력을 담당함을 밝혀내었다.

그렇다면 이 신경세포는 인간에게도 존재하는 것인가? 리촐라티의 성

과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인간의 뇌에도 거울뉴런회로가 존재한다는 사

실이 밝혀졌다.25)

24) Paul R. Ehrlich, R. Ornstein, 고기탁 옮김, 『공감의 진화』(서울: 에이도스,
2012), pp. 118-119 참고.

25) 이 사실은 경두개 자기 자극법(TMS), 뇌파(EEG), 뇌자도(MEG) 연구 등을 통
해 밝혀졌다. 경두개 자기 자극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류를
만들어내는 전자기 유도를 통해 뇌 안의 뉴런들을 탈분극 시키거나 과분극 시킬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이다. 이 기법을 통해 연구자들은 물체를 잡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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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거울뉴런의 주 부위

짧은 꼬리원숭이의 좌측면 뇌. 원으로 표시된 전두하부(배측 전운동
F5) 및 두정하부(P-F)영역에 거울뉴런이 포함되어 있다.26)

거울뉴런들이 인간 뇌에서는 하전두회(Inferior Frontal Gyrus: IFG)와 하

두정엽(Inferior Parietal Lobule: IPL)에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두정엽-전두

엽(P-F) 거울뉴런계이다. 이 P-F 거울뉴런계 외에도 이것에 시각정보를

제공해주는 후부 상측두구(posposterior Superior Temporal Sulcus: pSTS), 그

리고 거울뉴런계의 작용을 통제하고 상위 수준으로 조직하는 데 활성화되

는 전두엽 부분이 함께 작용하여 복잡한 거울뉴런 반응이 일어난다.27)

라촐라티는 “거울신경세포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

보거나 무의미한 팔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는 관찰자들의 손과 팔의 근육에서 운
동유발전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두 조건 모두에서 관찰자의 운동유발전위가
뚜렷하게 높게 나왔다. 그런데 그 관찰자들이 동일한 행동들을 직접 실행할 때에
도 이 근육들의 운동유발전위는 높게 나온다. 한편 뇌파 연구도 인간 거울뉴런의
존재를 입증한다. 뇌파 중 ‘뮤(μ) 파’는 피험자가 운동을 실행하고 있을 때 비동
기화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뮤파가 다른 이에 의해 수행된 행
동을 관찰하는 동안에도 비동기화된다. 운동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몸은 마치 운
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장대익, 「거울뉴런에 대한 최
근 연구들: 모방과 공감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과학회,『정보과학회지』, 30(12),
2012, pp. 43-45.)

26) Marco Iacoboni, “Imitation, Empathy, and Mirror Neur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2009, p. 671, 한일조, 「거울뉴런과 공감과 도덕교육」, 한
국교육철학회, 『교육철학』, 제41집, 2010, p. 526. [그림 1] 재인용.

27) 장대익(2012), 앞의 글, p. 43.



- 19 -

는 개념적 추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이다. 생

각이 아니라 느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신경과

학자 야코보니(M. Iacoboni)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타자가 타석에서 삼진아웃을 당해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뇌의 거울뉴런

은 그 타자의 스트레스를 시뮬레이션한다. 관중은 저절로 타자와 공감한다. 관

중은 타자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알 수 있다. 28)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마치 스스로가 마음속으

로 그 행동을 되풀이하거나 내부적으로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처럼 전

운동피질 내부에 있는 고유한 거울신경들이 활성화된다. 이로써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입시켜보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거울뉴런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은 후속연구를 필요로 한다. 거울

뉴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뉴런의 발견은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타

고난 공감 능력이 있음을 밝혀주고, 이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는 이론적 토대를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2) 경험 과학적 접근의 특징과 한계

인간의 공감 능력이 거울뉴런의 발견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부

터 공감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구의 추세는

심리학, 사회과학 연구를 비롯하여 뇌의학, 동물학, 생명공학, 정보공학

등 다학제적 접근으로 연구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어, 앞으로 인간의

‘공감’ 능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경험 과학적 공감 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28) Blakeslee, “Cells that Read Minds”, The Newyork Times, 2006.1.10., Jeremy
Rifkin(2010), 앞의 책, p. 1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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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특징은 과학적으로 공감 능력을 인간의 본성으로 규정하고 동

시에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경험 과

학적 공감 연구에 있어 핵심이 되는 물음은 ‘인간의 공감 능력은 타고나

는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가?’, 나아가, ‘공감이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로 보인다. 앞서 두 물

음의 답이 거울뉴런의 발견으로 내려진 것이라면 다시 말해, 인간에게 공

감 능력이 생득적인 것이라면 이로써, 다양한 사회적 행동들이 새롭게 해

석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공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화생물학자들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진화의 한 부분으로 보며 공감하는 인간으로서 새로운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29) 또한, 제러미 리프킨(J. Rifkin)이 말하는 호모 엠파티쿠스

(homo empathicus)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공감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현대사회의 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로 활용한다는 점이다.30) 이 연구들은 과학적으로 증

명된 인간의 공감 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현대사회의 비윤

리적 상황이나 병폐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예컨대, 공감 능력이 선천적인 것이라면 ‘현대사회에서 공감이 부재한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뇌 장애를 들 수 있다.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자폐증을 앓

고 있는 아동의 경우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친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거울뉴런의 기능에 있어 활성화 정도가 낮다는 점을 찾아냈다. 즉, 자폐

증의 원인이 거울뉴런계의 손상 때문이며 이 같은 이유로 자폐증 아동들

은 감정상 중요한 연대감을 직감적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31) 또한, 거울뉴런이 있는 전두엽

이 손상된 사람의 경우 공감 능력이 떨어져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의

29) 에얼릭(p. R. Ehrlich)과 온스타인(R. Ornstein)은 그들의 저서『공감의 진화』에
서 공감은 인간이 소집단에 불과한 하나의 종으로서 오랜 기간 진화를 거치는 과
정에서 나타났으며 인간이 공감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진화라고 보았다.

30) 소병일(2014), 앞의 글, p. 201.
31) 장대익(2012), 앞의 글,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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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정하는 데 장애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제적

현상을 진단하고 신경생리학적 기반에서 다양한 의학적 치료로 이어지고

있다.32)

나머지 하나는 후천적인 주변 환경과 경험이다. 유아기 시기의 부모,

특히 사랑과 배려의 주체로서 어머니의 역할이 축소되는 양육환경 혹은

가정의 붕괴, 폭력과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문화적 환경 그리고 교육에

서부터 공감의 부재문제가 발생한다. 어떠한 상황에서 거울뉴런의 기능

이 저하되는지,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서 거울뉴런의 기능이 향상되는지

에 따른 연구 결과는 그 자체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으

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최근 교육학자들은 ‘정서적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공감적 조율(empathic attunement)’

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공감의 확장과 참여는 하나의 중요한 징표로서,

그런 징표에 의해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33) 이에 공감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신경생

리학적 관점에서의 교육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34)

이처럼 경험 과학적 공감 연구는 일상적인 경험과 상식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본래적 특성인 공감을 실천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실천적 차원의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경험 과학적 공감 연구는 공감 능력의 윤리적 지위에 대해 무비판적으

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과학적으로 인간의 공감 능력이 증명되었다는 점을 들어 큰 고민 없이

32) 독일의 신경생리학자 빈코프스키(F. Binkofski)는 거울 장치를 통해 운동성 행동
을 관찰하면 관찰자의 뇌에 있는 전운동신경이 활성화되는 점을 이용하여, 뇌졸
중 환자의 운동성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치료법을 개발하였다. 정신의학에서
도 이와 비슷한 ‘거울반응심리 치료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감
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놀
이처럼 특정 몸짓을 모방하도록 함으로써 그 몸짓으로 표현하는 감정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준다. (J. Bauer(2006), 앞의 책, pp. 156-157 참조.)

33) Jeremy Rifkin(2010), 앞의 책, p. 104.
34) 요하임 바우어는 『공감의 심리학』에서 신경생리학적 인식으로 바탕으로 학교
에서 ‘모델을 통합 학습’과 ‘행동에 초점을 맞춘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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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인 차원에서 공감 능력이 활용 가능하다고 믿으며, 그 활용에 보

다 집중하는 듯 보인다.35) 그러나 공감 능력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의 사회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나와 타자 간의 상호이해는 절대적

이며, 이는 공감을 통해 가능하다. 더욱이 인간의 공감 능력이 생물학적

기제로서 타고나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러

나 모든 공감 행위가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

지, 나아가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모든 공감의 현상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방 폭력 현상이다. 이는 공감을 촉진하는 것과

똑같은 신경생물학적 기제가 특정한 환경과 맥락 아래에서는 공감 행동

의 반대 행동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36) 예를 들어, 매체를 통

해 학교폭력의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도

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가해학생에 대한 폭력적 쾌감이나

분노에 공감하여 또 다른 폭력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이 스스로에게 타인의 고통을 구제

하거나 배려하는 윤리적 판단이나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단정할 수

없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거나 이해하는 능력임에는 확실하

지만 그 자체로 도덕적 행동의 결과를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정적

인 답을 내리기 어렵다.

둘째, 공감의 작용에 있어 공감의 주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이다. 공감은 너와 나의 관계망 속에서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주체는 타

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나’이다. 그러나 경험 과학 연구들은 주체에 대한

이해보다 현상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의지

에 대한 영역, 나아가 공감의 주체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이 충분하지 않

35) 소병일(2014), 앞의 글, p. 216.
36) Marco lacoboni, 김미선 옮김, 『미러링 피플』(서울: 갤리온, 2009),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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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야코보니(M. Iacoboni)는 신경과학적

발견은 인간의 자유의지 관념의 위협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거울뉴런 연구는 우리의 사회성이 개인으로 우리가 지니는 자율성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오랜 믿음의 중대한 수정을 요구하
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생물학적 결정론은, 인간은 생물학적 구성을 초월
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회적 규약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능력이
있다는 시각과 대비된다. 그러나 거울뉴런 연구는 우리의 사회적 규약들
을 결정하는 것이 대개 우리의 생물학이라는 암시를 준다.37)

그러나 앞서 공감의 윤리적 지향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듯이, 공감이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것을 도덕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주체로서의 의지가 필요하다.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

정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나의 것으

로 받아들이는 작용을 포함하는 주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

여 요하임 바우어(J. Bauer)는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세포망은 행동

의 실행을 결정하는 자유의지까지도 포함한 영역이라고 말한다.38) 그러

나 자유의지를 포함하는 거울뉴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얼마만큼의 타

당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셋째, 공감의 과정 속에서 내가 타자와 느끼는 감정이 동일하다고 말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의문점이다. 예를 들어, 사별의 고통 속에 있는

A의 슬픔을 친구인 B가 공감한다고 할 때, 과연 A와 B의 감정적 내용

이 같은지에 대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B가 “나는 너의 고통에 충

분히 공감하고 있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A가 느끼고 있는 고통인지

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그 고통의 내용과 깊이는 감정의 주체만이

37) Marco lacoboni(2009), 위의 책, p. 279.
38) 요하임 바우어(J. Bauer)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스스로를 비롯해 세계를 새롭게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의 뇌에 저장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행동, 신체의
느낌과 감정에 관한 프로그램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행동을 계획하는 신경
세포망은 개인에게 하나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 공간 안에서 행동에 대한 상상
이 나오며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이처
럼 거울뉴런은 계획하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공간은 동시에 신경생리학적 거울
현상과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임을 알려준다고 요하임 바우어는 말한다. (J.
Bauer(2012), 앞의 책, pp. 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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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감정의 간극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때로 공

감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상대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

험 과학적 연구들은 이 두 감정을 동일선상에 놓으며 그 간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공감의 윤리학적 접근

(1) 흄 공감론의 특징과 한계

흄(D. Hume)은 이성에 대한 정념의 우위를 선언하며, 개인들 간에 윤

리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감’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인

간은 타인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감을 본성의 구조로 가지고 태어

나는데, 이는 보편적인 도덕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리가 된다.

흄이 제시하는 공감(sympathy)은 사람들 각각의 정념을 공유하게 해

주는 심리적 기제로서 “타인이 느낀 쾌․불쾌감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느

끼게 해주어 우리를 자신만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원리”39)이다.

공감은 그 자체로 정념이나 감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느낌이 다른 사람

에게 비교적 생생한 느낌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흄은

그 이유를 인간들 사이의 ‘유사성(resemblance)’에서 찾는다. 인간은 신

체의 유기적 구조뿐만 아니라 정신의 유기적 구조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유지해왔으며40) 그 유사성 때문에 인간은 타인의 표정이나 행위를 관찰

하거나 혹은 그가 처한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그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인간들 간의 유사성은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

가 된다. 공감력의 공유는 각각의 개인이 타고난 성향에 의해서 가능하

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더 강하게 작용된다.

39) D. Hume, 위의 글, p. 579.
40) D. Hume, 위의 글,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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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감은 어떻게 보편적인 도덕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리가

될 수 있는가? 흄은 선과 악을 가르는 궁극적 기준을 쾌락과 고통에서

찾는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쾌락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

의와 같은 덕스러운 행위 즉, 공동체와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들을 포

괄하며 악은 이에 반대되는 행위를 포괄한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은 추구해야 하는 쾌락과 거부해야 할 고통에 대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때문에 인간은 서로에게 쾌락을 주는 유용한

삶 즉, 윤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본래적

으로 타고나는 인간성(humanity)과 다른 사람에 대해 같은 종으로서 느

끼는 동포감정(fellow-feeling)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쾌락과 고통이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감정들에 공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흄의 주장은 충분히 상식적이다. 그러나 공감 능력

을 윤리적 관계의 기초로 삼을 때에 몇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공감의 내용이 ‘유사성’을 갖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진정한 공감에 도

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앞서 흄이 주장한 바와 같이 나와 타인은 동

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의 공감의 내용 또한 타인도

그러할 것이라는 개연성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공감이 상상력에

의해 관념이 인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비록 일정한 규칙 속에서 작동한다

고 해도 이는 객관적인 내용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흄이 말하는 공감의

내용은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공감이 보편적인 도덕성의 원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공감은 개인이 속한 문화나 지역에 따라 상이하고 일시적으로

편협할 수 있으며 때론 일관성을 잃기도 한다. 이에 흄이 제시하는 반론

은, 우리의 판단이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성찰을 거듭해”(by reflexion) “냉철한 판단을 내린다면”(in our

calm judgment) 우리가 “보다 일관되고 확고한 판단”(a more constant

and established judgment)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



- 26 -

적 삶 속에서의 상호 대화 및 감정의 교류도 일익을 담당한다. 흄은 우

리가 공감 능력에 힘입어 시행착오의 과정 비슷한 어떤 것을 거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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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보편적 규칙”(general rules)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41) 그러

나 지속적인 교정의 과정 역시 한 개인이 속한 특정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조건의 산물이기에 공감의 한계를 완전히 보완하거나 극복할 수 있

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아담 스미스 공감론의 특징과 한계

아담 스미스(A. Smith)는 인간의 본성 중 자기애와 이기심이 가장 강

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간에게는 사회적 욕구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감(sympathy)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공감이라는

말은 그 가장 적절한 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동포감정(fellow-feeling)을 나타낸다.”42) 다시 말해, 공감은

일차적으로 타자의 슬픔과 고통에 반응하는 하나의 감정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

아담 스미스는 ‘상상에 의한 입장 전환’을 통해 인간이 공감할 수 있

다고 보았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스스

로가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는 상상에 의해 상대의 고통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인식이 아닌 그 감정을 유발

시킨 상황을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감정이다. 예컨대, 공감은 슬픈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슬프게 만든 상황에 처한 슬픈 상황을 인

식하는 것이다. 즉, 공감은 상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

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에 저절로 생겨나는 자연적인 감정이다.

41) 박찬구, 「흄과 칸트에 있어서의 도덕감」, 한국철학회, 『철학』제44집, 1995, p. 95.
42) A. Smith, 박세일·민강균 옮김, 『도덕감정론』(서울: 비봉출판사, 1996),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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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는 인간관계에서 ‘상호 공감’이 기본적인 원리라는 점을 강

조한다. 우리는 동료의 동조에 기뻐하고 동료의 무시에 견디어내지 못하

는 존재이며, 다른 사람의 공감에 기뻐하고 공감의 결여에 마음이 상하는

존재이고, 상호 공감의 기쁨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43) 그러나 그는

모든 공감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감은 관찰자가 행

위자에게 가지는 일방적인 관점이므로 도덕적 판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감정이 적정성(property)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인

(approbation)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인한다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의 공감적인 정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 갖게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불운을 탄

식하는 것을 듣고 그의 입장에서 공감해보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는 적정한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 행위자는 자신의 감정이 관찰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반대로 관찰자는 공

평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위자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감은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도덕적 판단 원리로 작용한다.

아담 스미스의 공감론은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

관계의 윤리를 분석하고 상호적 인간관계를 창출함에 있어 효과적인 것

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의 이론 역시 공감 능력을 윤리적 관계의 기초

로 삼을 때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공감의 기초가 되는 ‘상상에 의한 입장 전환’은 그 지속성과 강

렬함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공감은 상상에 의

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주체가 타인의 고통을 내 것으로 느끼려는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타자의 고통이 곧 자신의 것은 아니라는

의식이 생기는 순간 타자와 동일한 입장이 되려는 노력은 약해지며, 공

감 능력도 약화될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44)

둘째, 인간이 공정한 관찰자로서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43) A. Smith, 위의 책, p. 39.
44) 김용환(2003), 앞의 글,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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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문점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 상 자

신의 이익과 타인의 공감이라는 감정이 대응하게 될 때, 공평한 관찰자

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타인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이 자

신의 이익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에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시

인의 감정을 기반으로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할 때 기준의 상대성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이에 대해 아담 스미스는 공감의 감정은 분명히 사회를 조화롭게 하

는 데 충분한 정도의 상호 대응성을 지닐 수 있으며, 결코 동음(同音)인

것은 아니지만 화음(和音)일 수 있다고 말한다.45) 그러나 여전히 도덕성

의 판단 원리로서 아담 스미스의 공감 개념은 앞서 살펴본 흄의 입장과

비슷한 한계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3) 쇼펜하우어 공감론의 특징과 한계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는 이기주의(Egoismus)를 인간의 변화할

수 없는 본성으로 보는 한편,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윤리적 기초로서 ‘고

통에 대한 공감(Mitleid)46)’을 제시한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자연을 볼 수밖에 없는 인식의 근원적 한계를 갖고 태

어난다. 이 같은 인식의 한계로 인해 인간은 자신을 위해 세계를 희생시

키려는 이기주의의 특성47)을 갖게 되며, 이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본

45) A. Smith, 앞의 책, pp. 50-51.
46) 쇼펜하우어의 Mitleid 개념은 국내에서 동정(同情), 동고(同苦) 등으로 번역되며
영어로는 보통 compassion으로 번역된다. 사전적 의미로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
다’는 의미의 동정이나 ‘함께 고생하다.’는 의미의 동고는 그 의미나 외연이 한정
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itleid를 공감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47) 이기주의는 ‘개별화의 원리’로부터 비롯된다. 개별화의 원리는 보편자를 개체에
선행하는 우월한 존재로 볼 때 생겨나는 문제로 어떻게 보편자로부터 개체가 성
립하는가를 설명하는 원리이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시간, 공간, 인과율에 얽매
어 있는 사람은 현상계에 집착하고, 현상계에 집착하는 사람은 고통을 겪을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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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고통은 어떻게 해소되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공감을 통해서 타자의 기쁨과 슬픔을 직접적으로

나의 것으로 여기는 동일화(identifikation)를 이루게 됨으로써 고통이 해

소된다고 보았다. 이것이 도덕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에게

윤리학이란 이기주의의 극복과 관련된 학문이며 공감을 통해 고통의 근

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누구도 해치지 말라. 오히려 네가 할 수 있

는 한 모든 이를 도와라.”48)라는 명제로 나타난다.

쇼펜하우어는 “이기적인 인간이 타자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

은 나와 타자를 동일시하고 나와 타자 사이의 단절의 벽을 순간적으로나

마 무너뜨릴 수 있을 때에 일어나게 된다.”고 말한다.49) 이때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고통을 받는 것과 타자의 고통을 보는 것이 동일하게 느껴진

다. 그럴 때에 타자의 궁핍이나 고통은 직접 내 것이 되며, 그렇게 되면

타자는 이미 나에게 남이 아니고 나에게는 타자와 함께 고통을 받는 ‘동

일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기와 타자의 동일화를 일으키는 공감 현

상은 인간을 개별적 존재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 사물의 참된 존재 방

식을 인식하게 해준다. 따라서 인간은 타자와 하나됨을 인식함으로써 자유

로울 수 있고 이 자유는 타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도덕적 행위로 표현된

다.50)

쇼펜하우어는 “공감이야말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비이기적

특성이며, 이기주의적 개인이 타자를 도우려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로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51)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공감 개념은 여

러모로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점이 많으며 공감을 해명할 수 없는 신비한

에 없다. 개별화의 원리는 자아와 타자 사이에 단절의 벽을 만들게 되며 이는 고
통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심용만, 「쇼펜하우어의 도덕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
찰」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 105 참고.)

48) A. Schopenhauer, Uber die Grundlage der Moral, Samtlich Werke Ⅲ.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3, p. 736. 심용만(2009) 논문상 번역에 따름.

49) A. Schopenhauer, 앞의 책, p. 741.
50) 심용만(2009), 위의 글, p. 100 참고.
51) A. Schopenhauer, 위의 글, p.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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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바라보려는 측면이 강하다.52)

과연, 모든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쇼

펜하우어는 ‘성격 차이’라는 대답을 내 놓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격에 따

라 이기적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감을 통한 보편적 윤리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성격들의 차이는 선천적이고 근절될 수 없다. 인간애의 동기는 좋은 성

격을 위한 강력한 자극이지만, 이기적 동기만을 수용하는 이에게는 어떤

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박애적인 행위를 하게 하려면 그것은

오직 ‘현혹(Vorspiegelung)’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53)

이에 따르면 공감을 행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소수의

사람만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윤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기적

인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현혹을 통

해서만이 보편적 윤리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소수의 사람, 현혹을 통한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다면 이는 공감이 결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아가,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을 벗어나서 공감을 이해할 때 과연 ‘타인

의 고통을 함께 느낌’이 어떻게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

적인 의문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2) 소병일, 「공감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한국철학회, 『철학』제124
집, 2015, pp. 64-69 참고.

53) A. Schopenhauer, 앞의 책, p.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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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공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공감 연구들은 공감의 심리학적 혹은 윤리

학적 가치를 분석하고 그 의의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해왔다.

경험 과학적 공감 연구는 공감의 현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

의 기능과 역할을 밝히고 실천적 차원의 적용에 집중한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인간의 공감 능력은 현대 사회의 비윤리적 상황이나 병폐들을 극

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과연 윤리적 차원에서

공감 능력의 확장이 과학적 증명만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는 일상에서 공감이

반드시 윤리적으로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 장면을 쉽게 목격한다. 타인

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공감의 기능만으로는 공감의 도덕적 결

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윤리적 공감에 장애가 되거나 혹은 윤리

적으로 무가치한 공감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감 작용에

있어 우리는 공감 작용의 주체로서 ‘나’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 주목해

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감은 단순한 현상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나’는 타자의 영역이라는 새로운 땅에 서게 된다.

그렇다면 공감의 주체로서의 ‘나’는 타자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하

는가. 이 점에 대해 경험 과학적 연구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타자윤리의 시작점으로서 분명 공감의 윤리적 지평

을 넓히는 데 중요한 논의점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윤리학적 공감 연구는 공감의 본질에 주목하여 공감의 윤리적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앞서 경험 과학적 연구들이 갖는 한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인간의 공감 능력이 윤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철학적 연구들은 공감의 실천적 논의에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윤리학적 공감 연구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난

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흄, 아담 스미스, 쇼

펜하우어의 공감론은 공감 능력 자체에 과도하게 윤리적인 색을 입힘으

로써 여러 가지 윤리적 난점을 갖게 된다.54) 공감을 보편적인 도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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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는 공감의 개념을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공감의 윤리적 한계에 주목하게 한다. 따라서 윤리학적 공

감 연구는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감 연구의 경험 과학적 접근과 윤리학적 접근을 검토해 본

결과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 공감에 있어 타자성에 대한 이해 부

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막스 셸러(M. Scheler)의 공감 윤리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

목하여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첫째,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에 집중하여 보편적 윤리학의 근거

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공감’에 주목한다. 셸러는 공감의 형태를 섬세하

게 구분함으로써 기존의 공감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세분화시킨다.

공감으로 불리는 네 가지 유형의 공감 현상을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공

감의 본질에 주목하고 이로써 진정한 의미의 공감이 가져야 할 조건을

제시한다.

둘째, 공감은 타자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로 나아감으로써 ‘타자의 고유

성’에 주목한다. 셸러는 타자성을 진정한 공감의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공감의 주체들 사이의 윤리적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간으

로서의 등가치성 및 본질차이성에 대한 파악은 주체 중심 윤리로부터 타

자와의 관계 중심 윤리로의 전환이라는 공감의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해줄

수 있다.

54) 소병일(2015), 앞의 글, p. 6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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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셸러 공감 윤리학의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셸러 공감 윤리학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그의 감정철학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인간의 정신 작용에 있어 감정이 갖는 지위와 특징에 대해 알

아보고, 셸러가 주장하는 감정의 종류와 작용, 가치와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셸러는 칸트의 형식적 윤리학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 윤리학을 세우고

자 하였다. 그는 선천적인 것은 반드시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모두

경험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윤리학을 정초할 수 없다는 칸트

의 주장을 비판한다.55) 셸러는 윤리학이 실질적 가치에 정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윤리학을 ‘실질적 가치윤리학’56)이라고 지칭한다.

셸러는 현상학적 경험57)을 통해 선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것이 존재함

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가치’라고 주장한다. 가치는 우리의 의식 활

55) 셸러는 칸트의 윤리학 원리가 실질적 대상의 실현에 관여하여 필연적으로 윤리
학의 타락을 초래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칸트 윤리학에서는 행위의 준칙이 보
편적 입법 원리로 허용될 수 있을 때에만 비도덕성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셸러
는 칸트의 윤리학 원리는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형식적 준거만 중시한 나머지, 이
성을 통해서는 볼 수 없는 행위의 실질적 가치나 행위자의 감정 및 인간성에 대
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56)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의 주요 목표는 가치가 인간의 의식 작용과는 상관없
이 객관적이고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논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치는 다
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① 가치의 본질성으로서 가치들 간의 높고 낮음의 위
계 서열(감각적 가치< 생명적 가치< 정신적 가치< 신성한 가치)이 있다. 두 가
지의 가치가 있을 때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윤리적 선이고 더 낮은 가치
를 실현하는 것이 윤리적 악이다. 가치의 ② 가치 파악에는 감정 작용이란 정신
작용이 필요하다. 가치는 현상계에 성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치는 이성이 아니
라 감정을 통해 접하게 되고 감지하게 된다. (금교영, 『인격주의 윤리학』(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01), p. 15 참조.)

57) 일반적으로 현상학은 현상 속에서 본질을 탐구하는 ‘본질의 철학’이라고 정의된
다. 현상학은 어떤 체계 속에서의 설명이나 외부로부터의 평가를 완전히 배제하
고 순수 현상의 형식, 구조,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조를 의미한다. 후
설의 현상학을 이어받은 셸러는 현상학이란 “지금까지 출현한 가장 근본적인 경
험주의이며 실증주의”라고 주장한다. 현상학적 사실은 순수 직관적인 내용이며,
이는 귀납적이거나 인과적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셸러에 따르면 현상학적 경험에 의해 우리가 선천적 실질의 존재를 통
찰할 수 있다. (W. S. Sahakian, 송휘칠, 황경식 옮김,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서울: 박영사, 2004), p. 3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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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성으

로는 파악될 수 없고 오직 ‘감정’에 의해서만 감지될 수 있다.

1. 감정의 지위와 본질

1) 감정의 지위

서양 철학에 있어 인간의 이성과 감정 사이에는 주인과 노예라는 이분

법적 논리가 지배적이었다.58)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분법적 전통에

따르면, 이성은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만 감정은 불분

명하고 혼란스러운 파악작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는 이성에 의해 감정이 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근세의 합리주의자들

역시 감정에 대한 이성의 우위를 주장하며 감정은 인간의 심리적, 생리

적 조직에 의해 경험적으로 생겨나고 현실적인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상

대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정서주의적 윤리학은 필연적으로 상대

주의에 빠지게 되며, 오직 합리주의의 선천적 방법에 의해서만 윤리학의

절대적인 정초를 확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했다.59)

그러나 셸러는 ‘이성’과 ‘감정’을 구분하는 이분법에 대해 근본적인 물

음을 제기한다. 이성을 감정과 대립시켜 사용한 결과 정신의 논리적 측면

에만 주목하고 정신의 비논리적, 선천적 측면에는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그 결과, 감정의 영역을 윤리학적 탐구로부터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셸러는 비판한다.

58) R. C. Solomon, “The philosophy of emotions”, Handbook of emotions
(Newyork : The Guilford Press, 1990), p. 30, 이인재, 「셸러의 가치윤리학에 나
타난 가치감정에 관한 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제1호, 2001,
p. 2에서 재인용.

59) 이을상, 『가치와 인격』 (서울: 서광사, 1996),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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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감정의 구분이 …(생략)… 윤리학에 초래한 결과는, 윤리학이

그 역사에서 절대적이고 선천적이며 이성적인 윤리학으로서 형성되든가,

또는 상대적이며 정서적인 윤리학으로 형성되든가 그 둘 중의 하나였다

는 것이다. 그리하여 절대적이고 또한 정서적(감정적)인 윤리학이 존재할

수 있는지, 나아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는 전혀 묻지 않았다.60)

셸러는 이성과 감정이라는 양자택일적 이분법으로 인해 절대적이며 동

시에 정서적 윤리학의 존재여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

적한다. 이 때문에, 감정을 오로지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 상태적 감정

으로 제한하고 감정의 고유한 작용과 그 작용의 법칙들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셸러는 파스칼의 ‘마음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Le

coeura ses raisons.)’61)라는 이념을 자신의 감정철학의 단서로 삼는다.62)

파스칼은 정신의 정서적인 부분과 의욕이 이성의 논리적 영역과는 독립

적인 선천적 내실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마음은 “순수 논리학과 같이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지성적 법칙에로 환원될 수 없는 느끼는 것,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법칙성”63)으로 표현된다.

셸러는 파스칼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60) M. Scheler, 이을상, 금교영 옮김,『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윤
리학』(서울: 서광사, 1998), p. 260. 이후로는 『가치윤리학』이라고 한다.

61) 파스칼은 ‘심정의 질서(ordre du coeur)’, ‘심정의 논리(logique du coeur)’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심정은 인간의 이성적 측면이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 관계한
다. 정의적 측면에는 느끼는 것, 의욕하는 것, 사랑하는 것 등이 있는데, 심정은
이런 모든 기능을 이행한다. 이런 기능 중 느끼고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작용이
기 때문에, 감정이 심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심정이 질서를
갖추고 있다, 심정에 논리가 있다는 것은 감정이 질서를 갖추고 있다, 감정에 논
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스칼이 여러 단계의 감정들을 통찰하고, 그 가정들
이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심
정에 관한 그의 이해로 미루어볼 때, 그는 감정에도 작용의 고유한 논리 즉, 법칙
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 법칙성은 순수 논리학의 법칙처럼 절대적이지만,
결코 지성의 법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정의적인 법칙성이다. (금교영, 『인격주의
윤리학』(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01), p. 148.)

62)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61.
63) 장 메종뇌브, 김용민 옮김, 『감정』 (서울: 한길사, 199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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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의 유형에는 그 ‘대상들’에 이성으로 전혀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있다.

귀와 청각이 색에 대해 맹목이듯이, 이성은 그들에 대해 맹목이다. 그것은 우

리를 진정으로 객관적인 대상들로, 그리고 대상들 사이의 영원한 질서로, 이

를테면 가치들과 그 사이의 서열 질서로, 이끄는 체험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

험에 함의된 그 질서와 법칙은 논리와 수학의 질서나 법칙만큼 정확하고 분

명하다. 즉, 가치와 가치 태도 사이에서, 그리고 선호 행위의 사이에서 분명

한 상호 연결이 있다. 후자는 전자의 배경 위에 건립되며, 이러한 기초 위에

서 도덕적 결정과 법칙의 진정한 정초가 가능하며 동시에 필요하다.64)

파스칼은 이성에 대한 감정의 우위를 주장하며 이 같은 경험은 우리에

게 진정한 객관적 대상들을 그리고 이들 간의 영원한 질서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셸러는 이 같은 파스칼의 견해를 계승하여 인간의 정신은 이성과

감정의 대립에 의해 한 쪽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오래된 선입견으로부

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65) 셸러는 ‘정서적인 것의 선천주의’를 주장

하며 선천주의와 이성을 통합시켜 온 잘못에서 벗어나 양자가 별개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여기서 단호하게 요구해야만 하는 것은 정서적인 것의 선천주의이

고, 또한 지금까지 선천주의와 합리주의 사이에 놓여 있던 잘못된 일체성의

분리이다. “합리적 윤리학”과 구별되는 “정서적 윤리학”은 도덕적 평가를 반

드시 관찰과 귀납으로부터 획득하려고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결코 “경험론”이

아니다. 감지 작용, 선취와 후취, 사랑과 미움 같은 정신적 작용은 그 자체의

선천적 내실을 가지고 있고, 이 내실은 순수 사고 법칙과 마찬가지로 귀납적

경험으로부터도 독립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사고를 다루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용과 그 실질, 실질의 정초와 실질 연관의 본질 직관이 존재하

며, 또한 현상학적 확정의 “명증성”과 가장 엄격한 정밀성이 존재한다.66)

64)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60.
65) M. Scheler, 『가치윤리학』, p. 83.
66) M. Scheler, 『가치윤리학』,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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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러에 따르면 우리의 정서적 생활은 감지작용, 선호․경시, 사랑과 미

움 등과 같은 순수한 작용과 법칙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감성의 지각

작용이나 오성의 인식작용과는 다른 것으로, 비이성적이지만 단순히 감각

에 귀속시킬 수 없는 선천적이며 실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

서적 생활을 통해 가치를 직관할 수 있다. 가치란 인간의 정서적 삶에 나

란히 세워진 체계이므로 인간의 심신조직과 독립한 독자적인 근원성과

합법칙성을 가진 순수한 정서작용에 의해 선천적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순수한 정서작용은 가치에 직접적이고 근원적으로 관계하는 지향적 작용

으로서 이성적 사유와 함께 정신 속에 공존한다. 이러한 정서현상은 오직

그것의 본질에 있어서만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 경험 과학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67)

이처럼 셸러는 철학사적 전통에서 보여온 감정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비판하고 선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윤리학의 원천으로서 감정의 지위를

밝히는 것에 집중한다. 때문에 셸러의 윤리학은 정서적 직관주의

(emotionaler intuitivismus) 혹은 실질적 선천주의(materialer apriorismus)

라고 불린다.

2) 감정의 본질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셸러에게 있어 감정은 이전 철학사적 전

통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이 절에서는 일명 코페르니쿠스적 전

환68)이라고 평가받는 셸러의 감정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감정은 명증적인 인식이다. 귀와 청각이 색에 무지하듯이 감정은

67) 이인재, 「셸러 인격주의 가치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 55.

68) 조정옥은 그의 저서 『감정과 에로스의 철학-막스 셸러의 철학』에서 셸러의
감정론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비유한다. 셸러 이전의 철학사에서는 감정이 이
성을 따라가야 했지만, 셸러 이후 이성이 오히려 감정의 둘레를 돌면서 감정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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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사고가 절대로 획득할 수 없는 대상 경험이다. 이는 일종의 직관

능력으로서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지각을 초월하여 파악하는 능력이다.

이런 종류의 경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객관적 대상들을, 그리고 이들 간

의 영원한 질서를 제공한다. 즉,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

류의 경험의 질서와 법칙은 논리학과 수학의 질서와 법칙같이 특정하고

정확하고 인식 가능하다. 즉, 가치, 가치 평가, 그리고 이것들 위에 세워져

있는 선취 작용들 간에는 명증적인 연관이나 충돌이 있다.69)

사물을 단계적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이성과 반대로 감정

은 아무런 중간적 단계나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물

을 파악하는 기능이다. 즉, 감정은 매개가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직관적이

고 명증적인 인식이다.70)

셸러에 따르면 윤리적 통찰은 단순히 경험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이 아

니라 윤리적 명제에 대한 직관적 명증성을 요구한다. ‘직접적인 직관의

내실에 의해 그 자체로 주어지는 그러한 의미 통일 또는 명제’를 통해

우리는 가치의 본질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현상학적 경험

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선천적 내실은 제시될 수 있을 뿐, 증명하거나 연

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치를 파악하는 감정 역시 본질직관71)에 의

해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69)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61.
70) M. Scheler, 『가치윤리학』, pp. 68-75 참조.
71) 셸러는 본질직관을 충동과 욕망을 버리고 지금 여기의 현실과 속세를 떠나 영원
한 본질 세계로 들어가는 초월적이고 금욕적인 작용이라고 보았다. 이는 관찰이
나 귀납, 추리, 인과적 설명과 같은 류의 경험과 독립적이며 그에 앞서서 선천적
으로 본질을 부여하는 또 다른 의미의 경험을 뜻한다. 본질직관은 직관의 내용
즉, 현상을 그 자체로 제시하며 상징이나 기호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현상학적 직관이며, 동시에 현상학적 경험이다. 주어지지 않는 것이 사
념되기도 하고, 직관적 내용을 넘어서서 초월하기도 하는 비현상학적 경험과는
반대로 현상학적 경험에서는 사념된 것과 주어진 것이 합치되며 이 합치 과정에
서 직관의 내용인 현상이 나타난다. 직관의 일종인 감정은 선천적 본질인 가치에
대한 본질 직관이다. (조정옥, 『감정과 에로스의 철학-막스 셸러의 철학』(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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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감정에는 능동적이며 지향적인 감정이 존재한다. 흔히 감정

은 외부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수동적 상태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감정에는 능동적 작용으로서 지향적 감정이 존재한다. 무엇을 느끼는 단

순한 상태적 감정(Gefühl)과 달리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느끼는 지향적

감정(Fühlen)은 이성을 대신하는 도덕의 새로운 토대가 된다. 전자는 느

껴진 것으로, 추후적 사고나 연관 맺기, 연상들을 통해 대상과 간접적으

로 연결될 수 있지만 본래적인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에 반해, 후자는 감지 작용으로 이를 통해 어떤 대상이 나에게 주어지

고 나타나는 자아의 움직임이다.72)73) 셸러는 고통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확실히 우리는 감성적 감정 상태, 예컨대 감각적 고통이나 감성적 쾌의

상태 즉, 음식, 향기, 부드러운 접촉 등의 쾌적함에 대응하는 상태를 파악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 즉, 이러한 상태적 감정으로서는 아직 그 감정

을 감지하는 작용의 방식이나 양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떤 고

통을 받는다.”, “그것을 참고 견딘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때로는 그것을

“즐기기까지 한다.”고 할 때는 각기 상이한 실태가 성립하는 것이다.74)

예컨대, 마라톤에 참여하는 선수가 느끼는 호흡 곤란의 고통은 하나의

상태적 감정이다. 이 상태적 감정에 대해 선수는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해.”, “고통을 받아들이자.”, “이 고통을 즐기자.” 등 의도적으로 지향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지향적 감정을 통해 고통의 상태가 변하는 것은

72) 조정옥, 위의 책, p. 39.
73) 이성은 표상, 사고 등을 통해서 자아와 관련하지만, 감정은 보다 일차적으로 감
지(fϋhlen)를 통해서 자아와 관련한다. 우리는 이성 작용을 자아로부터 멀리할 수
있지만 감정 작용은 자아로부터 멀리할 수는 없다. 감정은 근원적으로 자아에 부
착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아로부터 멀찍이 떼어 놓을 수 없다. 다시 말
해, 감정은 그의 내면적 성향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제나 자아로 되돌아온다. 그렇
기 때문에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조종할 수 없다. (금
교영(2001), 앞의 책, p. 149.)

74)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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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는 범위가 자유로이 변할 수 있다. 이처럼 상

태적 감정은 주어진 것으로서 존재하는 사물, 행위 등에 의해 일으켜진

것인 반면, 지향적 감정은 직접적이며 즉시 대상과 관련된 목적이 규정

된 운동이다.75) 이러한 지향적 감정은 가치를 직관하며 나아가, 더 높은

가치를 선호하고 더 낮은 가치를 경시하는 가치 선호 배척 작용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성적이고 의도적인 삶의 높은 단계를 구성할 수 있

다.76)

세 번째, 감정은 이성에 앞선다. 셸러는 감정이 이성보다 우월한 것이

며, 감정이 선천적 진리와 윤리적 선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셸러에 따르

면 감정은 이성적 사고에 선행하므로 인식론적으로 이성보다 우월하다.

감정 작용이 가치를 본질직관한 후에 이성적 사고가 개념화 작용을 한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접할 때 먼저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고 그

느낌을 통해 가치를 파악하고 나서야 이성적으로 대상을 분석하거나 설

명하게 된다.77) 예컨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는 그 사람의 시각적 특징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

인 느낌이 마음속에 포착되어 대응 태세를 취하게 된다. 이처럼 이성은

지향적 감정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아무런 지향성 없이 갑자기 작용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서 가치를 느낀 다음,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한다.

이성에 대한 감정의 우위는 윤리학적으로도 해명될 수 있다. 셸러에 따

르면 선이란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나 행위 속에 들어 있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치를 파악하는 감정이 필수

적이다. 대상의 가치를 발굴해내고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운동인 사

랑은 감정 작용으로서 선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78) 감정 작용을

75) 정대성, 「셸러의 칸트 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14, p. 33.

76) M. Scheler, 『가치윤리학』, p. 87.
77) 이인재, 「셸러의 감정 윤리학」, 『서양 근현대 윤리학』(고양: 인간사랑, 2003),

p. 87.
78) M. Scheler, 『가치윤리학』,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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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가치의 올바른 위계질서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행

위의 전제조건이 된다. 셸러는 도덕법칙이란 선 또는 악이라고 일차적으

로 감정을 통해 느껴지고 선천적으로 직관된 것을 이차적으로 사고를 통

해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79) 따라서 감정에 의한 진정한 도덕 인식만이

의지와 행위를 진정한 의미의 선으로 인도할 수 있다.80)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셸러에 와서 감정은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

합리주의적 전통과 같이 셸러는 인간 정신이 이성과 감정이라는 상반된 두

개의 측면을 갖는다는 점과 정신은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

는 합리적 이성, 그리고 이성적으로 파악 불가능한 비논리적, 비합리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셸러의 윤리학이 기존과

차별화되는 점은 이성에 의한 것만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 아니라 감정

의 눈과 논리로 파악한 것 역시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본 점이다.

또한 감정은 상호 간의 영원한 질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진정한 객관적

대상, 바로 ‘가치’들을 파악한다.81)

2. 감정의 종류와 작용

1) 감정의 종류

셸러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 네 가지 종류의 감정으로 분류될 수 있

고, 이들은 서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감정들은 위계질서에 따라 질

적, 기능적 차이를 보이며 그것들 각자의 작용, 기능적 대상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79) 조정옥, 「하르트만의 관점에서 본 칸트의 법칙주의와 셸러의 가치주의」, 한국
현상학회, 『현상학과 실천철학』(서울: 철학과현실사, 1993), p. 370.

80) M. Scheler, 『가치윤리학』, p. 87.
81)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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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 ① 쾌와 고통의 감각적 감정 혹은 지각느낌(Empfindungsgefühle),

② 젊음, 건강, 질병, 노쇠의 느낌 같은 상태로서의 신체감정(Leibgefühle)과

기능으로서의 생명감정(Lebensgefühle), ③ 순수한 자아 느낌인 순수 심

적인 감정(rein seelische gefühle), ④ 인격성의 느낌인 정신적 감정(die

geisten gefühle)으로 나눌 수 있다.82)

먼저, 감각적 감정은 다른 감정과는 달리 신체의 특정 부위와 관련된

다. 예컨대, 과일의 달콤함은 혀의 미각을 통해, 향기로운 꽃향기는 코의

후각을 통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귀의 청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셸러에 따르면 감각적 감정은 본질 필연적으로 상태로서 주어질 뿐

결코 기능이나 작용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83) 감각적 감정은 능동적

기능이나 작용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수동적으로 주어지므로 일체의 인격

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우리가 특정 부위의 신체 기관이 손상되어 감

각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하여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감각적 감정은 비지속적이고 의미 연속성이 없

다.84) 때문에 감각적 감정 상태의 단계에 가까운 것일수록 의지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다. 생명적 감정은 실천적, 임의적으로 변이시키기가 어

렵고, 심적 감정은 더 어려우며, 정신적 감정은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없

다. 감각적 감정은 우리의 인격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감정이 아

니라 외부의 자극에 의해 주어진다.85) 예컨대, 음식을 통한 혀의 미각은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 쉽게 느낄 수 있지만 기분이 좋다든가 권태에

빠져 있다든가 하는 감정은 어떤 행위나 의지만으로 쉽게 바꿀 수 없다.

다음으로, 생명적 감정은 감각적 감정과는 달리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의 모든 영역에서 느껴진다.86) 예컨대, 기분 좋음과 기분 나쁨,

건강의 느낌과 허약의 느낌, 무력감과 활력감 등은 신체적 느낌임은 분명

82)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34.
83)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36.
84)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37.
85)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38.
86)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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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신체의 특정한 부위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감정들은

상태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느껴질 따름인 그런 감

정들이다. 즉, 생명적 감정은 신체의 전체에 대응해서 생기는 감정으로

신체적 통일의식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87) 셸러에 따르면 생명적 감정

은 감각적 감정과는 독립적이며, 언제나 기능적․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인간은 감각적 쾌감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무력하고 비참하다고 느낄 수

있고, 심한 고통 속에서도 신선하고 활력에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

다. 지향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감정이 단순히 일으켜진 것으로 존재하

지 않고, 작용의 주체가 되어 감각 기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뜻한다.88) 생명적 감정의 지향적 성격은 지적 판단 없이도 명증적으

로 생명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생명적 감정에서 우리는 생명

그 자체를 직접 느낄 수 있다. 생의 상승과 하강, 병과 건강, 생의 위험,

생의 미래 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생명적 감정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

자체를 지향하기도 하고, 성장하는 나무들에서 생명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 것과 같이 외부 세계 혹은 다른 생명 존재를 지향하기도 한다.89)

다음으로, 심적 감정은 감각적 감정이나 생명적 감정과는 달리 신체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구조 중 마음 또는 자아 자체의

성질을 통해 획득된다. 예컨대, ‘나는 슬프다.’라는 감정은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나 신체적 통일체와 관련이 없는 바로 그 자체가 심적 자아의

성질로 나타난다.90) 셸러에 따르면 심적 감정은 자아에의 가까움과 멂에

따라 그 층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슬프다고 느낀

다.’, ‘나는 슬픔을 느낀다.’, ‘나는 슬프다.’라는 진술은 점점 더 슬픔이라

는 심적 감정이 자아에 더 가깝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슬픔의

감정이 점점 더 절실해짐을 뜻한다. 이처럼 심적 감정은 연장되어 있지

않지만, 깊이에서 차이를 보인다.91) 그리고 그 깊이의 정도에 따라 지속

87)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41.
88) 금교영(2001), 앞의 책, p. 154.
89)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42.
90)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41.



- 44 -

성과 강도의 차이를 보인다. 더 깊은 심적 감정은 덜 깊은 심적 감정보

다 더 지속적이고 심적 자아에 더 오랫동안 남으며 더 깊은 심적 감정은

덜 깊은 심적 감정보다 더 강렬하다. 그러므로 심적 감정은 그 깊이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라도 실제적, 임의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한 층 더 어

려운 감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감정은 인간의 존재 구조 중 인격 자체에 대응해

있는 감정이다.92) 인격은 그 본질상 결코 대상화될 수 없고, 무엇에 생겨

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본질적인 통일체이다. 이러한 인격 존재에 대

응해 있는 정신적 감정 역시 그 본질상 대상화될 수 없으며, 무엇에 관

해서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인격이 활동할 때 성립하는 감정이

다. 정신적 감정은 본질상 대상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상태적일 수

없다. 예컨대, 지복과 절망에 있어서 모든 상태적인 것은 이미 사라져있

다. 오히려 이 감정들은 정신적 작용의 원천으로부터 용솟음쳐 나와서,

이 작용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에 그 빛과 어두움을 퍼붓는 역할을 한

다.93)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에 관해서’ 기뻐할 수는 있어도 ‘어떤 것

에 관해서’ 지복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정신적

감정이 존재하게 되면, 그 감정의 본성에 의해 인격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는 지복하거나 절망한다. 이때 이 감정은 현실에 존재하던 인과적

동기의 연쇄로부터 특별한 방식으로 해방되고, 인격의 핵심에서 우리의

실존과 세계 전체가 파악된다. 일종의 깨달음과 같은 상태가 되어 현실

에서 집착하던 다양한 것들에서 벗어나 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느

낄 수 있다.94) 이처럼 정신적 감정은 우리의 인격 내부로부터 적극적으

로 작용하는 감정이다. 이는 인격 존재와 인격 가치 외의 그 무엇에 의

해서도 영향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무엇을 그 감정의 고유 법칙에

따라 지향하게 된다.95) 때문에 정신적 감정은 절대적 감정이다. 우리는

91)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44.
92)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45.
93)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44.
94)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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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태나 가치태에서도 정신적 감정 상태를 감지할 수 없고, 다만

정신적 감정이 자발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이 지향하는 가치를

감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적 감정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 획득되지 않

는 유일한 감정이다.

2) 감정의 작용 법칙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정은 그 종류에 따라 단순한 상태적 감정을

넘어 동적으로 기능하는 적극적인 면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시각, 청각

등의 신체적 감각이나 환경, 자아에 속한 기능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

립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지향하는 정신적 작용이다.96)

우리와 세계와의 근원적인 관계는 그것이 외부 세계이든, 내부 세계이든,

타인과의 관계이든, 자신과의 관계이든, 개념적이고 인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항상 주로 정서적이고 가치감지적인 관계이다.97) 현실 세계는 그것의 가치

차원 속에서 그리고 역동적인 지향적 감정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98)

셸러에 따르면 가치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지향적 감정 속에는 그 무엇

에 대한 감지 작용(fühlen)과 선호․경시 작용(vorziehen․nachsetzen)

그리고 사랑․미움의 작용 등이 있다.99) 이 같은 감정의 작용법칙들을

통해 우리는 세계와 관련을 맺으며 가치에 다가설 수 있다.

먼저, 감정은 가치를 지향하여 감지 작용을 한다. 가치는 본래 선천적

이며 현상계의 가치질로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지각하거나

95)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45.
96) 금교영(2001), 앞의 책, p. 159.
97)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06.
98)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65.
99) 여기서는 윤리학의 문제에 국한하여 감정 작용의 영역을 좁혀 가치들과 가치들
의 본질 연관 그리고 가치계에 대한 감정 작용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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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하는 작용이 아니다. 가치는 오로지 감정의 감지 작용을 통해서 우

리에게 얻어진다. 우리는 감정의 감지 작용이 없이는 가치를 만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 또한, 감지 작용은 다른 어떠한 매개도 없이 직

접적으로 그리고 자립적으로 가치를 감지한다. 매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오로지 상태적 감정뿐이며, 가치를 감지하는 지향적 감정은 결코 표상, 판

단 등과 같은 객관화 작용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지 않는다.100) 가치는 원

래 선천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지 작용

의 수행을 통해 가치가 우리에게 감지되고 근원적인 본질 영역이 우리에

게 개방된다.

다음으로, 감정은 선호 작용과 경시 작용을 한다. 이는 정서적, 지향적

삶의 보다 높은 단계로서 지향적 감지 작용 위에 성립한다. 이 작용은

일차적으로 감지 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감지하고 난 후, 그 가치들 사이

에 본질적으로 존재해 있는 연관관계 내지 위계질서를 감정의 선호․경

시 작용으로 파악한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치들 가운데서 더 높은 가

치를 감정의 선호 작용을 통해 선호하고, 더 낮은 가치를 경시 작용을

통해 경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택’과 같은 노력 활동은 아니다. 선

택활동에는 언제나 이미 선호 작용이 그 기초에 놓여 있다.101) 선호 작

용에 의해서 보다 높은 가치를 선호하든지 경시 작용에 의해서 보다 낮

은 가치를 경시하게 되고 그 선호된 가치 혹은 경시된 가치를 추구할 의

욕이 생겨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선택활동이 일어난다. 선택활동은 우

리의 행위들 간에 있을 수 있지만 선호․경시 작용은 우리의 감정 작용

들의 하나로서 가치 인식의 영역에 속해 있다.102)

마지막으로, 감정의 작용으로서 사랑과 미움이 있다. 이것들은 인간의

지향적 정서 생활의 최고 단계를 이루고 있으며 일체의 상태적 감정들로

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셸러는 사랑을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을 비판하며, 이를 분노, 격분 등과 함께 상태적 감정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정서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의 완전한 결여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100)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64.
101)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65.
102)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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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미움의 감정 작용은 특정한 가치 혹은 가치들의 위계질서에 대

한 감정 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주체적인 감정의 자발적인 작용으로서

아직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 않은 가치계에 대해서 지향 작용을 한다. 원

래 가치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해 있는 것이지, 현상계에 내재해 있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의 발

달 정도에 따라 가치계가 개방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셸러에

따르면 사랑이라는 감정 작용에 의해서 인간에게 가치계가 확장된다.

앞서 선호․경시 작용은 가치들 가운데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선호하

든지 보다 낮은 가치를 경시하는 등의 가치에 대한 지향 내지 인식작용

이었다. 그러나 사랑과 미움은 기존 가치에 대한 작용이 아니라 미지의

가치 대상에 대한 태도 및 자세이다. 즉, 가치 대상에 대한 발견․상실의

태도이다.103) 사랑은 가치 대상에 대한 발견의 태도이므로 그 작용 자체

는 항상 가치 있고, 미움은 가치 대상에 대한 상실의 태도이므로 그 작

용 자체는 항상 가치가 없다. 따라서 사랑의 감정이 발로할 때 더 많은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미움의 감정이 발로할 때 더 적은 가치가 우

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에 의해 더 높은 가치가 발견되고,

미움의 감정에 의해 더 높은 가치가 상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치를 감지하거나 선호․경시 작용을 행할 수 있는 가치계가 사

랑과 미움에 의해 우리에게 확장되거나 축소된다.104)

사랑과 미움은 어떤 가치에 대한 다른 감정 작용 이전에 그 가치를 발

견해내거나 상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활동이 더 근원적으로 선행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사랑과 미움에서 감지의 기능, 선

호․경시의 기능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정서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감정의 작용법칙을 통해 우리는 가치가 이성이 아닌 감정

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점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치를

지향하는 감정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낮은 가치보

103)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67.
104)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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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가치를 선취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가치에 대

한 감지를 통해 가치에 다가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치의 위계서열에서

보다 낮은 가치를 선취한다면 올바른 가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 작용을 통해 가치 세계의 풍부함과

가치 위계 서열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울 수 있다. 사랑의 감정

이 발로하면 더 많은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미움의 감정이 발로하면

더 적은 가치가 주어진다.

3) 감정과 가치

감정은 우리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가치 간의 영원한 질서를 제공한다.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

기서 가치의 본질적 인식은 감지 작용을 통해 우리에게 의식되고, 가치

들의 높고 낮음의 서열은 선호․경시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식된다.

셸러에 따르면 가치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그 가치

들 사이에는 높고 낮음의 순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각 가치계열에는 그

에 대응하는 감정 상태가 존재한다.

가치계열은 감각적 가치, 생명적 가치, 정신적 가치, 신성한 가치로 나

눠질 수 있다. 감각적 감정은 감각적 가치, 물질적 가치를 지향하여 감지

하고, 생명 감정은 생명적 가치를 지향하여 감지하며, 정신적 감정은 정

신적 가치, 성적 가치를 지향하여 감지한다.105)

[그림 2] 셸러의 가치 서열관계

105) M. Scheler, 『가치윤리학』, pp. 122-126.

신성한 가치 높음

낮음

정신적 가치
생명적 가치
감각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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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각적 가치는 쾌․불쾌의 가치계열로서 감각적 감정에 의해 감

지된다. 이 가치계열에는 감각적 쾌락와 고통이 대응되며, 문명이라는 말

로써 표현되고 있는 ‘유용한 것’의 가치 역시 이 가치계열에 해당한다.

감각적 감정이 발로할 때 우리는 감각적 가치 또는 물질적 가치를 감지

하여 추구하게 된다.

다음으로, 생명적 가치는 고귀함과 비천함, 유능함과 열등함을 포함하

는데 이는 생명 감정에 의해 감지된다.106) 상승 또는 하강하는 생명 감

정, 건강과 병약의 감정, 노령과 죽음의 감정 등이 이 같은 가치계열에

해당한다. 생명가치는 전적으로 독자적인 하나의 가치양상으로 결코 감

각적 가치나 정신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다.

정신적 가치는 아름다움과 추함, 올바름과 부정함, 순수 진리 인식의

가치, 학문의 가치를 포함하며 정신적 감정과 정신적 선취 및 사랑과 미

움의 작용이다.107) 이는 환경이나 신체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신성한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양상으로 ‘지복’과 ‘절망’의 감

정이 이 가치에 대응하는 상태로서 근원적으로 사랑 작용에 의해서 파악

된다.108) 사랑 작용의 본질은 모든 인격에 관계하기 때문에, 신성의 가치

영역에 속하는 이 가치는 본질 법칙적으로 인격가치이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감각적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감각적 가치 또는 물

질적 가치를 감지하여 추구하게 되고, 생명 감정을 느낄 때는 생명 가치를

감지하여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 감정을 느낄 때에는 정신

적 가치 또는 신성한 가치를 감지하여 추구하게 된다. 만약 아무런 감정도

발하여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감지하거나 추구하지 못

한다. 또한 위계질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가치들은 그것들에 대응하는

감정이 발하거나 활동하지 않으면, 결코 감지되거나 추구되지 못한다.109)

셸러의 감정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여 보다 훌

106) M. Scheler, 『가치윤리학』, p. 124.
107) M. Scheler, 『가치윤리학』, p. 124.
108) M. Scheler, 『가치윤리학』, p. 126.
109)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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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높은 단계의 감정을 발로시키고 활동

시켜야 한다. 이는 칸트의 생각처럼 이성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불교나 스토아학파처럼 물욕과 정욕이 단절될 수 있는 것도 아

니다. 우리는 저급한 감정 활동을 무조건 억제하고 저지할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단계의 감정을 저급한 감정보다 더 강렬히 발하여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높은 가치를 지향․추구하여 우리의 삶을 고양

시키고 그 감정의 활동이 저급한 감정의 활동을 덮어버리게 된다. 가령,

알콜 중독자에게 경고와 설득을 통해 음주를 못하게 하는 대신, 그의 안

에 있는 흥미와 잠자고 있는 능력을 일깨워 그를 적극적인 삶의 목표로

이끌어주면 그로써 그의 악덕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110) 그러므로 인간

이 물질적 탐닉과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저차원적 생활을 탈피하기 위

해서는 이를 억제하되 오히려 우리 실존의 보다 깊은 층을 의식하고 이

층에 들어가기 위해 보다 높은 감정을 개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111)

셸러의 이 같은 감정에 대한 탁원할 안목은 우리에게 감정적 삶의 고귀

성을 알려준다. 우리 안에서 정신적 감정을 발로하면, 그 감정으로 인해

정신적 가치, 신성의 가치를 지향 감지하여 추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

랑의 작용으로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치계로 들어갈 수 있다.

110)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42.
111)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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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셸러 공감 윤리학의 특징

셸러는 『윤리학의 형식주의와 실질주의적 가치윤리학』에서 제시한

그의 윤리학 토대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 ‘감정적 삶의 의미법

칙들’에 주목한다. 그는 감정적인 삶이 감정적 지각들과 다르고 이른바

‘보다 높은’ 감정적 작용들과 기능들의 자립적인 의미법칙들이 존재한다

는 것이 오랫동안 망각되었다고 비판하면서112), ‘감정적 과정의 의미법칙

들’이라는 연구 시리즈를 계획한다. 그는 이 시리즈를 통해 윤리적, 사회

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감정적 과정의 주요 줄기들을 상세히 서술

하고자 하였다.113) 그 한 예로 셸러가 주목한 것이 공감 현상이다. 인간

의 여러 감정 가운데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 삶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공감’일 것이다. 셸러는 그의 저서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제1판 서문에서 공감에 대한 연구 의의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다음 연구는 철학적 윤리학을 위한 현상학적 토대를 부여하려고 설정된 좀

더 큰 탐구연관 속에서 탄생하였다. … 공감과 사랑의 도덕적인 가치 사이에

성립하는 판단의 대립, 그리고 역시 폭넓은 교양층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판단

의 대립은 이러한 감정의 동요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평가되는 기준이 서로 다

른 가치 척도를 기초로 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속하는 현

상들 자체에 대해 불충분하게 파악하고 구별하는 데 기인한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책은 감정적 삶의 현상들에 대한 연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한 예를 제공하고자 한다.114)

112) M. Scheler, 조정옥 옮김,『동감(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Gesammelte Werke』(서울: 아카넷, 2006), p. 10. 이후로는 『공
감의 본질과 형태들』이라고 한다.

113) 셸러는 이 시리즈 연구로 <수치심의 본질과 형태들>, <불안과 공포의 본질과
형태들>, <경외심의 본질과 형태들>에 대해 탐구 계획을 세웠다.

114)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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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러의 공감에 대한 연구는 기존 공감 윤리학에 대한 반성에서 부터

시작한다. 셸러는 기존의 연구들이 공감이라는 감정적 삶의 현상들을 단

지 경험적․발생적으로만 탐구했고 본질 현상학적으로나 엄밀한 기술을

통해서는 탐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115) 셸러는 이 저서를 통해 현상학

적 탐구의 일환으로 공감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여타 감정적 삶의 현상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셸러는 이 저서를 통해 공감의 윤리학적 지위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였다. 셸러는 그의 저서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제2판 서문에서 다

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기존의 공감 감정에 대한 분석들은 … 단지 윤리학을 위해 좀 더 깊은 토

대를 부여하려는 의도로만 분석했다. 우리가 책의 시작 부분에서 이미 특수한

공감 윤리학을 거부했지만, 사실 공감의 현상들은 윤리학을 위해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 공감 문제 전체는 일반적인 윤리학적 연관 가운데 일면적인

분석과 숙고로써 다룰 수 없는 부분들과 연관들을 가지고 있다.116)

셸러는 이 책에서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

였다. 다양한 공감의 형태를 섬세하게 구분함으로써 보편적 윤리학의 근

거가 될 수 있는 ‘실질적 혹은 진정한’ 공감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그리

고 보다 근원적인 윤리학의 근거로서 사랑을 제시한다. 셸러는 사랑이

공감보다 근원적이며 따라서 사랑에서만이 진정한 공감이 가능하며 거꾸

로 공감으로부터는 사랑이 나올 수 없음을 증명해보이고자 하였다.117)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논의라 할 수 있는 셸러의 공감 윤리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감의 본질과 종류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본래적 의미의 공감이 갖는 특성에 대해 다룬다. 이후, 진정한 공감을 가

능하게 하는 사랑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공감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탐

115)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p. 11-12.
116)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1.
117) 조정옥(1999), 앞의 책,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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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공감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공감의 작용과 본질

1) 공감의 작용 법칙

셸러에게 있어 공감(Mitgefühlen, 함께 느낌)118)은 함께 기뻐함(Mitfreude),

함께 슬퍼함(Mitleid)처럼 ‘고통과 기쁨을 타인과 함께 나눔’이라는 현상

적 의미의 감정 공유 과정을 뜻한다.119) 공감은 이성의 판단이나 추론이

그렇듯 근본적으로 정신이나 혹은 영혼에 속하는 감정의 한 기능에 속한

다. 셸러에 따르면 공감 작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공감은 경험적으로 획득되는 기능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능력이다.120) 공감은 개인의 삶 속에서 재생산되거나 모방 등의 과정을 통

해 생성되지 않는 정신의 궁극적이며 근원적인 기능이다. 공감은 각 개인

118) 조정옥은 셸러의 저서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의 우리말 번역
본 역자 서문에서 ‘Sympathie’ 혹은 ‘Mitgefühl’을 ‘공감(共感)’ 대신 ‘동감(同感)’
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Sympathie 또는
Mitgefühl은 우리말로 공감 또는 동감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막스 셸러의
사상으로 볼 때 동감이 더 적합한 번역어라고 판단했다. 그것은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타인과 함께 느끼는 ‘작용에 중심’을 둔 것인 반면에 동감은 타인과 같은
고통 내용을 함께 느낀다는 의미로서 작용이 아닌 ‘고통 내용에 중심’을 두기 때
문이다.” 막스 셸러, 조정옥 옮김,『동감(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서울: 아카넷,
2006), p. 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친숙한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말의 공감과 동감이 그러한 구분을 실제 가
능하게 해주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며, 둘째 셸러의 ‘Sympathie’에서 같은 것을 느
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함께 느끼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여기
서 말하는 공감이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감 개념 즉, 독일어 ‘Einfühlung’
이나 영어 ‘empathy’와 혼동될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
해 ‘Einfühlung’을 ‘감정이입’으로 옮긴다.

119)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7.
120)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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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지며,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 일반의 구조로서 주어

진다.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는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존재들 상호간에는 공감이 가능하다. 예컨대, 우리는 가까운

거리의 가족에게는 물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빈곤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반면 지나간 여행지의 풍경을 회상하거나 멜로디를 떠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단지 과거의 것이

현재화되었을 뿐이며 타인의 체험에 대한 어떤 참여도 내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체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타인의 체험은 우리에게 추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표현 현상들 속에 원

본적인 지각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주어진다.121) 예컨대, 우리는 얼굴을

붉히는 것에서 수치심을 지각하고 웃음에서 기쁨을 지각한다. 이때에 상

대의 수치심이나 기쁨은 표정에 대한 관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

로 지각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아와 타자의 체험 사이에는 ‘직관적인

본질 관계’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122) 공감이 근본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체험과 표현은 인간 특유의 표정이나 동작에 국한되지 않는 기초

적 연관토대를 가지기 때문이다. 표현의 모든 언어에는 ‘보편적인 문법’이

있고 이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표정과 그의 심적 체험이 맞지 않음까지

도 지각할 수 있다.123)124) 때문에 공감은 결코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인 것

121)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1.
122)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0.
123)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2.
124) 셸러는 타인의 체험을 파악하는 ‘표현영역(Ausdrucksfeld)’으로서의 ‘육체(Leid)’
라는 ‘몸의 현상’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는 보통 우리가 얼굴을 붉히는데서 수치
심을, 웃음에서 기쁨을, 펼쳐진 두 손에서 애원을 지각하듯 일상적인 몸짓을 통해
표현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들 몸의 표현 현상은 단순한 신체의 물리적 작용에로
환원시킬 수 없는 그 이상의 현상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셸러는 몸의 현상과 체
험 사이에는 ‘선험적 직감’을 통해 공감에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필연적 관
계가 성립해있다고 주장한다. 즉, 표현 현상들의 ‘성질/본질(die Qualitäten/ das
So-Sein)’과 체험들의 성질들이 서로 긴밀히 결합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고유한
형태의 ‘본질연관(Wesenszusammenhänge)’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본질연관에
입각해 우리는 타인의 몸짓으로부터 타인의 체험의 은밀한 곳을 내적으로 지각
할 수 있게 된다. 박병준, 「공감과 철학상담 - 막스 셸러의 ‘공감’ 개념을 중심
으로」, 서강대학교철학연구소, 『철학논집』, 제36집, 2014,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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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없으며, 굳이 타인의 체험을 나의 것으로 체험할 필요가 없다.

둘째, 공감은 타자와 타자의 체험에 대한 객관적 실재성을 전제한다.

타자의 존재와 타자의 체험은 공감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나의 공감 이전에 미리 주어진 것이다.125) 공감은 ‘타인을 타인으로서

의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셸러는 공감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이해’, ‘뒤따라 느낌(nachfühlen)’,

‘뒤따라 삶(nachleben)’을 제시한다.126) 공감은 타인의 체험과 느낌에 대

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공감에서 전제된 것은 공감의 대상이 되는 타

자이며 그의 체험이다. 공감은 나의 주관적 체험에 앞서 먼저 타자의 체

험이라는 객관적 실재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즉, 타자의 존재나 체험은

나의 공감과는 분리된 서로 다른 사실이다. 타인의 기쁨과 나의 기쁨은

서로 다르며 나의 기쁨은 단지 함께 기뻐하는 자, 공감하는 자로서의 반

응 즉, 함께 기뻐함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죽을 듯이 비명을 지르는

어린이의 얼굴을 통해 느끼는 우리의 동정심과 그 아이의 고통은 완전히

별개로서 존재한다. 이처럼 공감은 타자의 체험이라는 객관적 실재성을

이해와 판단에 기초하여 나의 체험으로 생생하게 뒤따라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선행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 경

우 공감의 현상은 실제로 일어나기 힘들다.

한편, 셸러는 공감을 그것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와 엄격히 분리하고자

한다. 공감의 구성요소들이 공감의 현상적 조건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구성요소 자체가 공감이거나 당연히 공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둘 사이의 관계는 충분조건이 성립될 수

있어도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되지는 않는다.127) 실제로 우리는 경험 가운

데 공감 없이 타자의 체험을 순수한 이론의 차원에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 느낌을 상대에 대한 공감 없이도 느낄 수 있다. 예컨대, 추운 겨울 길

125)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9.
126)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3.
127) 박병준(2014), 앞의 글.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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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다 마주친 걸인의 일그러진 표정 속에서 우리는 가난의 고통을 느

낄 수 있지만 이는 공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순간 느낀

감정은 걸인의 실제 체험에 참여하려는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며, 더욱이

걸인이 겪는 고유한 체험과 느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인에게 적선을 베풀

수 있다. 그렇지만 적선 행위 자체가 걸인에 대한 공감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셸러는 공감과 그 구성요소 사이를 엄격히 분리할 뿐 아니라 서로

혼동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뒤따라 느낌 그리고 뒤따라 삶은 그러니까 공감과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

다. 공감은 타인의 느낌을 느끼는 것이지만 느낌에 대한 단순한 앎은 아니며

그가 그 감정을 갖고 있다는 단순한 판단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느

낌을 한 상태로서 체험하는 것도 아니다. 뒤따라 느낌에서 우리는 타인의 감

정이 우리 안에서 이전되거나 그와 동일한 실제 감정이 우리 안에 일으켜짐

이 없이, 느낌 속에서 타인의 감정의 성질을 파악한다.128)

셸러에 따르면 공감은 단순한 정서적 인식 행위가 아니다. 타인의 감정을

인식적으로 아무리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발동이 없다면 엄밀한 의미의 공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

문이다.

2) 공감 현상들의 분류

셸러는 현상학적으로 공감을 탐구하는 동시에 공감의 형태를 섬세하게

구분함으로써 기존의 공감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세분화시킨다. 셸

러는 공감으로 불리는 네 가지 유형들을 분석하고 본래적 의미의 공감을

분리해 낸다.

128)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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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룬 뒤따라 느끼면서 이해함이라는 구성요소 위에 무엇보다도 먼

저 세워지는 공감에 대해 이제 살펴보자. 여기서는 우선 네 가지 서로 다른

사실들을 구분해야 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타인과 동일한 아픔을 직

접적으로 공감하는 것(상호 동일적 공감) Miteinanderfühlen (2) 어떤 것에 대

한 공감 즉, 타인의 기쁨에 대해 함께 기뻐함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 함

께슬퍼함(본래적의미의공감) Mitgefühl (3) 단순한 감정 전염 Gefühlsansteckung

(4) 진정한 감정 합일 Einsfühlung.129)

(1) 상호 동일적 공감

셸러에 따르면 공감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타인의 체험의 객관적 실

재성과 그것의 ‘뒤따라 느낌’ 혹은 ‘뒤따라 삶’이다. 그러나 이 조건과 무

관하게 체험을 함께 느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호 동

일적 공감(Miteinanderfühlen)’이다. 이는 사랑하는 자식의 시신을 바라보며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부모의 경우처럼 타자의 체험과 느낌을 매개하는

일 없이 서로 동일한 감정을 갖는 공감의 형태를 말한다. 이는 자식을 잃

은 부모를 바라보며 그들의 친구들이 느낄 고통의 감정 작용과는 다르다.

후자의 경우와 달리 전자의 경우는 상대의 체험에 참여하여 교감하려는

본질적 과정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은 단지 가치 사태로서의 고통과 작용 성질로서의 느낌이 동일한 것

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서로의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결여되어

있다. 이 같은 경우 자식의 죽음이라는 체험의 실재성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 어떤 방식으로든 타자에 의해 대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체험

에 대한 참여가 불가능하다. 감각적 느낌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상화되어야 한다.130) 이처럼 매개될 수 없거나 매개되지 못한

타자의 체험은 엄밀하게 공감이라 할 수 없다.

129)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3.
130)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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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래적 의미의 공감

두 번째 유형은 셸러가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공감(Mitgefühl)131)으로

서 타인의 체험과 느낌을 뒤따라 체험하고 느낌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바

로 거기에 실제로 참여하고 반응하는 형태의 공감132)이다. 앞서 살펴 본

상호 동일적 공감과 다르게, 여기서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고통을 낳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고통을 느낀다는 판단이나 표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 자체가 느낌으로서 지향된다. 공감은 타인의 고통에 직면해서 출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느낌 기능 자체로서의 고통에 대해서도 사유

한다. 그러나 타인의 체험에 대한 실제적 참여는 이해나 뒤따라 느낌의

작용이라는 체험된 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133)

[그림 3] 본래적 의미의 공감 작용134)

셸러에 따르면 공감은 뒤따라 느낌과 본질적으로 분명히 구분된다.135)

예컨대, 타인을 괴롭히면서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타인의 체험에

반응하는 뒤따라 느낌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희생자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뒤따라 느낌의 작용을 통해 쾌락을 느끼고 이를 즐기게 된

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사람을 두고 그가 타인을 공감한다고 하지

131) 셸러는 공감으로 불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공감이 될 수 없는 감정 현상들을
분류한다. 여기서 ‘본래적 의미의 공감’의 번역어는 Mitgefühl로 본래 ‘공감’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용어의 혼재를 줄이고 셸러가 의도하고자 했
던 공감 현상의 ‘분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Mitgefühl을 ‘본래적 의미의 공감’
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32)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4.
133)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4.
134) 조정옥(1999), 앞의 책, p. 93.
135)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5.

공감 =
타인의
느낌을

뒤따라 느낌
+ 가치 사태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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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 경우는 타인의 체험을 느끼고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적으

로 자기감정 속에 침잠한 결과에 불과하며, 타인의 체험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래적 의미의 공감은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타인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체험과 느낌에

실제로 참여하여 이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셸러는 공감에 대한 대

부분의 이론들은 이 부분을 날카롭게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이론적 결점

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3) 감정 전염

감정 전염(Gefühlsanstckung)은 엄밀한 의미의 공감 현상이 전혀 아니

면서도 자주 공감과 혼동되는 것이다.136) 감정 전염이란 예컨대, 슬픔에

잠겼던 사람이 술집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

을 느끼는 상황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는 타인의 기쁨과 고통을 느끼려

는 의도가 전혀 없을 뿐더러 타인의 체험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감정

전염의 특징은 그것이 감정 상태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이고 타인의

기쁨에 대한 지식을 전혀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137) 때문에 감정

전염을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봄 풍

경의 유쾌함이나 궂은 날씨의 음침함, 그리고 숲의 싱그러움 등과 같이

자연적인 대상이나 어떤 분위기에 들어 있는 감정의 객관적인 성질들도

우리의 감정 상태에 전염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138) 감정 전염은 본

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공감과는 다르게 비자의적이며 무의식적인 특

성을 갖는다.139) 나도 모르게 즐거운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무엇 때문에

136)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5.
137)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6.
138)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6.
139)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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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전환되었는지 모른 채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감정

전염은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셸러에 따르면 고통이 전염되는 경

우에도 엄밀한 의미의 공감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통의 전

염은 더 이상 타인의 고통이 아닌, 나 자신의 고통으로 주어지기 때문이

다. 이 경우 나는 그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회피함으로써 고통을 없애려

고 노력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그 고통을 느끼게 만든 공감의 대상 즉,

타인이 사라지고 만다. 따라서 감정 전염은 공감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타인의 체험에 대한 이해와 판단 그리고 체험에의 참여를 처

음부터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공감이라 할 수 없다.

(4) 감정 합일

네 번째 유형인 감정 합일(Einsfühlung)은 감정 전염의 극단적 형태로

서 나와 타자를 동일시하는 합일의 감정 상태를 말한다. 이는 타인의 분

리된 감정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자아가 하나가 되는 상태에 이른다. 여기서 두 자아가 하나가

되는 즉, 동일시 역시 감정 전염과 마찬가지로 비자의적이고 무의식적인

특징을 갖는다.140) 원시부족의 토템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거나 고대

의 종교적 신비의식 등에서 발견되는 신과의 자기 동일시 등에서 우리는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감정 합일은 애초부터 타자의 실재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공감과는 거리가 있다. 공감은 무엇보다

도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격들 간의 순수한 본질 차이성을 전제해야하

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감은 심지어 바로 순수한 본질 차이성을 전제로 한다. … 만일

우리가 보았듯이 유아론적인 착각을 제거한 가운데 타인으로서의 타인의 동

140)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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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적인 실재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감의 활동이라면, 공

감은 자아도 타인도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의 하부 기능

에 불과하다.141)

감정 합일과 같은 유아론적인 착각 속에서는 타자도 존재하지 않고,

동일시의 주체로서의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공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립적 인격 간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142)

3) 공감의 본질: 진정한 공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셸러는 공감으로 불리는 다양한 현상의 분석을

통해 타자의 체험을 내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제시한다. 이로써 ‘진정한 공감(echte mitgefühl)’에 대해 논

한다.143)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한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은 타자의 체험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포한다. 감

정 전염이나 감정 합일처럼 타인의 체험에 참여하려는 의식적 의도가 없

이 자동적 또는 반자동적으로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 실제적인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은 공감이 될 수 없다. 또한, 공감의 토대가 되는 뒤따

라 느낌만으로도 공감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타인의 체

험에 대해 무관심적인 태연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는 타인의 체험을 뒤따라 느끼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체험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141)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76.
142)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77.
143) 셸러는 공감의 단순한 타자 지향적 속성에서 나아가, 새로운 공감 개념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진정한 공감’으로 표현된다. 진정한 공감은 사랑을 토대
로 한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조정옥은 진정한 공감으로, 이인재는 참
공감으로 번역한다. 여기서는 조정옥의 번역을 따라 ‘진정한 공감’이라는 번역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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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감은 타인을 나와 똑같은 실재적 존재로 여기려는 등가치성을

전제로 한다. 공감은 개별적인 감정과 가치 지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

라 가치들과 느낌들의 진정한 본질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유아론이라는 실재성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144) 우리는 줄곧 자신의 가치를 가치 환경 세계와 동일시하는

자아중심주의에 빠져있다. 때문에 절대적인 것으로서 나 자신의 실재성

과는 달리 타인의 존재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일면 그림자 같은 존

재로 여기곤 한다. 이 같은 자기 실재성 의식과 타자 실재성 의식의 이

중성이라는 착각은 공감을 통해서 극복된다.145)

공감의 결과로 주어지는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등가치성에 대한 파악만이

이런 실재성 착각의 소멸을 본질 법칙적으로 이루어내며 이룰 수 있다. …

생명적 유기체의 등가치성이 주어짐으로써 타인이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와

동등하게 실재적인 것이 되고 단지 그림자 같던 그리고 자아 연관적으로만

파악되던 실존 형태가 자취를 감춘다.146)

셸러는 공감을 통해 “타인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생명체로서 너와 동등

한 가치이다. 그리고 타인은 너와 똑같이 그렇게 존재하고 진정한 것이

다.”147)라는 본질을 깨닫고 이로써 자아중심적인 착각을 제거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셋째, 공감은 인격들 간의 본질 차이성을 전제로 한다. 공감은 타인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체험을 자기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

는 상태 즉, 자타의 거리 간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셸

러는 본질 동일성이 아닌 본질 차이성과 개인 간의 거리차가 진정한 공

감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144)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70.
145)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p. 69-70.
146)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70.
147)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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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적 일원론적인 이론들을 엄격하게 거부하기 위한 결정적인 사실

은 인격들 간의 거리 간격과 한쪽은 물론 양쪽간의 차이 의식이 진정한 공

감 속에서, 그러니까 공감의 두 요소인 뒤따라 느낌과 가치 사태에 대한 반

응 속에서 현상적으로 전적으로 보존된다는 것이다.148)

인격들은 그들의 육체와 의식 내용이 완전히 합치된다고 할지라도 여

전히 서로 다른 속성을 갖는다.149) 여기서 서로 다른 속성이란 시공간을

초월한 순수 속성 자체 즉, 인격적인 본질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다시 말

해, 인격들은 절대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실재적인 차이를 갖는 것이다.

셸러에 따르면 진정한 공감은 바로 순수한 본질 차이성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타인에게 최대한 가까이 갔을 때 그 인격이 본질 필연적으로

거리 간격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타인의 인격과 모든 가능

한 것을 함께 체험한다 해도 절대적으로 폐쇄적으로 머물러 있음을 우리

는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뒤따라 느낌이 주는 타인의 실

재적인 감정이 본질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를 소유하고

있음 역시 알 수 있다. 예컨대, 사별한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여 비통한

슬픔에 잠긴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의 내용은 친구의 고통과 결코 같을

수 없다. 그 친구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더 깊을수록 그의 감정에 절대적

으로 다가설 수 없음을 더 깊게 인식하게 된다. 서로를 온전히 알 수 없

다는 의식은 공감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현상학적으로 주어진다.150)

이는 서로 다른 개별적 인격들이 감정을 느끼는 데에서 기인하는 질적인

차이이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가지성(可知性)을 초월해 있는 것이며 끝

까지 인식되기 힘든 비합리적이며 절대적인 타인의 영역이다.

넷째, 공감은 사랑에 의존한다. 앞서 살펴본 자아와 타자 간의 본질 차

이성은 타자 인격의 불가지성 논의로 연결된다. 결국, 공감을 통해서만은

타인의 인격에까지 가닿을 수 없다. 함께 기뻐함이든지 함께 슬퍼함이든

148)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75.
149)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76.
150)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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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간에 공감은 본질적으로 타자의 체험에 대한 반작용이지 결코 작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감은 절대적이고 심오한 인격에까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감은 심

지어 상대적으로 심오한 인격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정지한다는 것

이다. 즉, 공감은 그 한계선을 뚫고서 절대적이고 심오한 인격 영역으로 돌진

하지 못한다. 공감은 오로지 사랑의 종류와 깊이에 의존한다.151)

셸러에 따르면 공감을 통해 타자의 인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

요하다. 자발적인 사랑이 최고로 순수한 정신성에 도달할 때에 비로소 타자

의 절대적이고 심오한 인격에 닿을 수 있다. 뒤따라 느낌 속에서 끌어올 수

있는 이해 재료의 근원으로서 공감은 유대의 특수한 성질에 따라 제한된다.

이는 오로지 자발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그 한계선이 파괴되고 그럼으로써

한 형식에서 다른 형식의 유대를 활발하게 조성할 수 있다.152)

지금까지 셸러의 공감에 대해 살펴보았다. 셸러에 따르면 공감이란 타

인의 체험과 느낌을 뒤따라 체험하고 느낌과 동시에 그 가치 사태에 실제

로 참여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공감을 위해서는 타인의 체험을 ‘뒤따라 느

낌’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참여 및 반응’이라는 두 단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감은 타인의 실재성을 인정하고 타인과 자아 사이의 거리 즉, 본질 차이

성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하고, 상대와 나

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공감의 내용은 전적으로 타인의 영역인

까닭이다. 이 같은 타인의 영역에 진정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

요하다. 타자 인격의 불가지성은 오로지 사랑을 통해서 극복된다. 때문에

셸러는 공감은 오로지 사랑의 종류와 깊이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151)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78.
152)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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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의 한계와 사랑

셸러에 따르면 사랑은 가치관을 확장시키는 인격의 자발적 활동이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더 높고 고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사랑에 의

해 확장된 가치의 인식은 더 높은 가치 지향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준

다. 이는 공감이라는 감정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감은 타인 속에서 지각된 수동적인 감정 상태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받

아들인 감정이다.153) 이러한 수동적 감정으로서의 공감은 타인의 인격에 가

닿을 수 없다. 이 지점에서 공감은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한계는 사랑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을 통해서만이 타인의 인격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공감을 통해 감지된 타인에 대한 동일성 감정을

실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갈망이다.154) 진정한 공감

은 사랑을 토대로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실재성과 속성에 다가설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셸러 감정철학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감정 작

용이자, 공감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진정한 공감의 전제 조건으로서

‘사랑’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공감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설명함으로

써 공감과 사랑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탐구한다.

1) 사랑의 본질과 작용

사랑은 감정의 영역에서 가치를 발굴하고 창조하는 가장 능동적인 작

용이다. 셸러는 “이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보다 높

은 즉, 이제까지 그 존재자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가치가 밝게 비쳐

지게 된다.”155)로 말한다. 사랑의 작용은 가치의 감지 작용에 따르는 것

153)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80.
154)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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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해냄으로써 창조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에 미움은 긍정적이고 더 높은 가치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한다.156) 사랑과 미움은 모두 감정의 최종적 수준이다. 그러

나 사랑이 낮은 가치에서 높은 가치로 향하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상승

운동이라면 미움은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작용이다.

사랑과 미움은 한 인간의 감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치 영역을 확장시키

거나 축소시키는 활동이다. …엄밀히 말해 오직 이 활동만이 우리의 가치 이

해에 있어서 감춰진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활동은 말하

자면, 움직임으로서 그것을 실행할 때 그 인간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언

제나 새롭고 더 높은 가치가 갑자기 드러난다. 그래서 이 활동은 가치를 느끼

거나 선호한 후에 일어나지 않으며, 개척자나 안내자로서 그러한 활동의 앞에

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가치들 자체가 아니라 느낄 수 있고 선호할 수 있는

가치들의 범위와 본질이 고려되는 정도로 이 활동(사랑)에 ‘창조적 역할’을 부

여해야만 한다. 따라서 모든 윤리학은 사랑과 미움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에서

완성된다.157)

사랑은 단순히 가치들의 위계서열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셸

러에 따르면 사랑은 가치의 온전한 위계를 볼 수 있는 더 넓고 더 진실

한 시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활동이다.158) 사랑은 한 대상에게 주

어진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보다 높은 가치를 생겨나게 한다.159)

사랑의 운동은 경험적 가치들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는 이상적인 패러다

임을 구축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나 눈빛, 마음씨 때

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랑은 경험적 의미에서 벗어나 사

155) M. Scheler, 『가치윤리학』, p. 322.
156) Peter H. Spader, Scheler’s Ethical Personalism (New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2), p. 89. 정대성, 앞의 글, p. 35에서 재인용.
157) M. Scheler, 『가치윤리학』, pp. 266-267.
158) Peter H. Spader, 앞의 책, 2002, p. 88. 정대성(2014), 앞의 글, p. 36에서 재인
용.

159)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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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는 대상의 존재 자체를 완전하게 보이게 한다. 무엇에 대한 선호 이

전에 그 대상 자체의 유일무이한 이상적 가치상이 그것들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대상에게서 가치를 파악하고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

라 사랑함으로써 더 높은 가치가 들어온다. 사랑은 수동적인 반작용이

아니다. 사랑은 사실 영역을 위한 완전히 새롭고도 보다 높은 가치들을

존재하도록 하는 창조성을 지닌다.160)

여기서 셸러는 사랑이 언제나 대상이 가진 새롭고 보다 높은 가치들을

찾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추구

는 단지 사랑의 기능적인 결과일 따름이지 그것이 사랑의 본질적인 특징

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은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일 뿐 대상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과는 다르다. 우리는 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뿐이지, 그 대상에게 그 어떠한 당위나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사랑은 높은 가치 실현의 추구가 아니다. 보다 높은 가치와 그것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추구적인 목표 설정이나 의지적인 목적 설정은 사랑에서 일어나

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 자체가 대상 속에서 그때그때의 보다 높은 가치를 완

전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사랑의 운동 과정에서 출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때 그 가치는 사랑의 대상 자체에서 사랑하는 자의 어떤 추구적인 활동 없이

도 스스로 흘러나오듯 한다.161)

사랑은 대상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아니다.162) 사랑하는 대상을 변화

시키려는 의지는 사랑 그 자체에는 놓여 있지 않다. 예컨대, 누군가 사랑

을 이유로 ‘너는 그래야만 한다.’라고 했다면 이는 사랑의 본질을 근본적

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적인 태도는 대상 속에 있어야 할

당위로서의 한 가치가 사랑 속에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랑

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지향한다.163) 사랑은 ‘werden(되어야)’이 아니

160)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57.
161)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61.
162)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61.
163)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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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st(있는 그대로)’여야 한다. 사랑은 그 본성상 명령될 수도 없고 금

지 될 수 없는 행위이다.164) 사랑은 인격 안에서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셸러에 따르면 사랑의 통찰을 통해서만이 타인의 개인성의 본질은 완

전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밖으로 드러난다. 사랑이 사라지면 개인 대신에

상대의 나이나 직업 등과 같은 사회적 인격, 다양한 관계들 속에 있는

단순한 것들이 등장한다. 단지 냉담한 타인만이 남게 된다. 사랑은 대상

속에 존재하는 특별한 개인적 가치를 보게 한다. 사랑만이 가치를 보는

눈을 민감하게 만든다.165) 사랑만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해준다. 사랑하

는 자야말로 객관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보는 자이다.166)

사랑은 인식의 영역과 범위를 결정해주고 인식을 촉진하므로 인식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인식은 또 다시 의지와 행위를 규정하므로 결국

삶은 사랑에 따라 달라진다.167) 셸러에 따르면 “인식하는 존재 또는 의

욕하는 존재이기에 앞서,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이다.168) 사랑은 “가치를

소유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개인적 대상이 그에게 그리고 그의 이상적인

규정에 따라 가능한 최고의 가치에 도달하는 운동이며 그에게 고유한 그

의 이상적인 가치 존재에 도달하는 운동”이다.169) 사랑하는 존재로서 인

간은 사랑을 통해 그 대상의 다른 보다 높고 긍정적인 가치의 발견을 통

해 그 대상의 이상적 모습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164) M. Scheler, 『가치윤리학』, p. 238.
165)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63.
166)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56.
167) 조정옥(1999), 앞의 책, p. 71.
168) Gesammelte Werke, “ordo Amoris”, Zur Ethik und Erkenntnislehre, vol.10,
Gesammelte Werke(Bonn: Bouvier Verlag, 1957) p. 355. 정대성(2014), 앞의 글,
p. 42에서 재인용.

169)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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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과 사랑의 관계

셸러는 사랑을 통해서만이 인식 불가능한 타인의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공감 작용이 타인을 인식하기 위한 감정 작용이긴 하나

이것만으로는 타인의 인격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자발적인 사랑만이

절대적이고 심오한 인격의 한계선을 뚫을 수 있다. 셸러는 공감과 사랑

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감 속에는 존재의 전적인 단일성의 감정이 반짝거리다가 곧바로 다시

이기주의의 자욱한 안개 속으로 꺼져간다. 그러나 사랑 속에서는 그것이 고

요하고 지속적인 불꽃으로 밝혀지고 인생을 따스하게 데워준다. 공감은 타인

속에서 지각된 수동적인 감정 상태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감정이다.

반면에 사랑은 동일성 감정을 실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발적

인 갈망이다.170)

공감만으로는 우리들의 본능적이고 실제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어

렵다. 셸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상대적인 유아론자이다.171)

자신의 환경세계가 세계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유아론적 착각은 생활 속

의 의지와 실천적인 행위와 연관되어 이기주의로 나타난다.172) 우리가

170)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80.
171)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69.
172) 셸러에 따르면 이기주의는 일체의 주의를 오로지 자신에게 돌리고 모든 생활의
경험을 도구적 이성의 판단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하는 태도에 의
해 생겨난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대상들을 사심 없이, 있는 그대
로 인정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해석하고, 수단화
한다. 만약 이기주의가 인간관계에 적용된다면 타인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한
에서만 가치 있게 된다. 타인의 본질적 가치는 볼 수 없으므로 진정으로 그를 이
해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타인들의 가치를
배려하지 않는다. 이기주의는 타인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통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치의 요구를 배려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한다. 이기
주의는 소극적인 작용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고도 이를 무시하는 적극
적인 태도이다. (유희진, 「셸러 윤리학에 있어 인격적인 삶의 의미」, 서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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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을 소유하는 만큼 타자의 실재성은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나 그림

자 같은 존재 혹은 자아 연관적으로 파악되던 타자의 본질이 절대적 실

재로서 변환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도 않으며 앞서 셸러가 밝힌 바와

같이 안개 속으로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절대적이고 심오한 자아라는 영원

한 한계선에 먼저 맞부딪치고 사랑의 동요 속에서 자아를 먼저 발견한

다.173) 이렇게 발견한 타자의 실재성은 결국 타인에 대한 사랑에 토대할

수밖에 없다. 셸러는 사랑은 나와는 “속성적으로 다른 타자를 이해하며

관여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타인의 실재성과 속성

에 대한 남김 없는 따뜻한 긍정”174)이라고 말한다.

셸러는 공감과 사랑의 관계의 가치 연관성, 작용 양태, 대상 등에 근거

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다.175)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공감과 사랑의 관계

구분
특징 사랑 공감

가치연관성 가치 연관, 가치 창조 능력 가치에 대해 무분별

작용 주체 인격의 작용
자아의 느낌이자 감정
(일종의 기능)

작용 양태 자발성 반작용

작용 대상 대상에 제한되지 않음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만 가능

첫째, 사랑은 가치를 발굴하고 창조하는 가장 능동적인 작용이다. 반면

공감은 타인이 체험한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다. 사랑의 작용이

본질적으로 가치를 염두에 둔 반면, 공감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원칙적으로 가치에 대해 무분별(wertblind)하다.176) 물론 타인의 기쁨이

173)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82.
174)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81.
175)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p. 146-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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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통이 가지는 가치사태와는 독립적으로, 공감 자체가 가치 담지자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가치 자체가 공감에서 도출될 수는 없다.177) 따라서

공감은 가치 인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악 판단도 할 수 없다.178)

둘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작용이고 하나의 움직임이다. 사랑

은 정서의 동요이며 하나의 정신적인 작용이다. 이는 자아가 아닌 결코

대상화될 수 없는 인격에 붙어 있다. 이에 반해 공감은 수용적이며 상태

적인 감정으로서 일종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을 겪음, 견딤, 인

내 등과 같은 모든 감정은 하나의 수용 작용에 불과하다.

셋째, 사랑은 자발적인 작용이다. 이에 반해 공감은 뒤따라 느낌 안에

주어진 타인의 체험과 느낌이 포괄하는 가치 사태에 대해 일으키는 하나

의 반응적인 행위이다.

넷째, 사랑은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원초적으로 가

치들과 그 대상을 향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179) 반면에, 공감은 본질적

으로 타인으로서의 타인을 향하는 사회적인 작용이므로 타인의 존재와

그의 느낌이 전제 될 때에야 비로소 공감 작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특

성 때문에 자기 사랑은 가능하지만 자신과의 공감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셸러는 공감과 사랑 간의 본질적 연관관계에

176)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8.
177) 공감은 분명히 가치 있는 작용이다. 그러나 공감은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므로
공감에 기대어 사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

178) 셸러는 윤리적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감을 거쳐야 한다는 아담 스
미스, 흄, 루소, 쇼펜하우어로 대표되는 공감 윤리학자들의 주장의 오류를 지적한
다. 그들은 공감이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며 공감에서 도덕적으로 가
치 있는 모든 활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윤리적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공감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판단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든 양심의 가책
과 후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가치 판단 속에 어떻게 공감이
있을 수 있는가? 타인의 칭찬과 비난이 윤리학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은 자신
의 양심에 대한 착각이며, 이는 사회적 암시 때문에 스스로 느낀 가치를 은폐하
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공감을 윤리적 판단 근거로 내세우는 공감 윤리학은 오
류이다. 공감을 윤리적 공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치 직관의 힘이
필요하다. 이 가치 직관의 힘은 바로 가치 느낌을 지배하는 사랑이다.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p. 17-19.)

179)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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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여기서 곧바로 고유한 방식의 본질적 연관관계들이 성립한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든 공감 일반이 사랑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과 공감은 사랑이 없

으면 멈춘다는 것이며 거꾸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감이

관계하고 있는 대상의 중심적 층은 전적으로 앞서 주어진 사랑의 대상을 지

향하며, 다시 말하면 해당하는 층으로 향하는 사랑의 방향으로 지향한다.180)

공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앞서 주어진 사랑의 지향이다.

사랑에서만이 진정한 공감이 나올 수 있으며, 거꾸로 공감으로부터는 사

랑이 나올 수 없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만 그리고 사랑의 깊

이만큼만 공감한다는 명료한 법칙에 대해 알 수 있다.181) 만약 공감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공감은 곧 끝이 나고 절대로 그의 인격 중심

에까지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사랑 없는 공감은 가능하다. 예컨대, 한 인

간을 불쌍히 여김은 상대에 대한 한 점의 사랑도 내포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이해나 뒤따라 느낌에 불과하다. 그 이상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에 사랑의 작용이 깃들어야 한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공감

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182)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는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공감은 한 삶이 다른 삶

을 지향하는 일인 까닭에 타인의 삶에 대한 사랑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공감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공감한다.183)

180)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47.
181)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47.
182)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47.
183) 여기서 셸러는 사랑의 작용에 있어 공감의 가능한 범위를 두 가지로 제한한다. 첫
째로 미워하는 동시에 공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감이 사랑의 작용 하
에 있다면 사랑의 반대 작용인 미움 아래에서 공감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다. 상대
에 대한 고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부터 공감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다. 둘째로, 사랑
은 한 인격에 대한 개별적인 사랑에 근거한다. 공감하는 대상과 동일한 대상을 사랑
하는 것이 아닐 경우 상대에게 이는 잔인성으로 지각될 수 있다. 예컨대, 나의 고통
에 공감한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
다면 그에 대해 모욕적인 자만심, 수치심, 자기비하 의식을 느낄 수 있다. 사랑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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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감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감과 사랑의 본질

과 기능적 차이로 미루어 볼 때 셸러에게 공감과 사랑은 다 같은 감정

영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둘은 이질적인 성질과 이질적 양태와 능력에 속

한다.184) 사랑이 좀 더 높은 정신적 작용이라면 공감은 보다 낮은 자아의

영혼적 기능이다. 사랑이 인격의 작용으로서 자발성, 가치 창조 능력을

갖는 반면, 공감은 가치에 대해 무분별한 자아의 느낌이자 타자 지향적인

반작용이다. 셸러에 따르면 공감에서 사랑으로 비약할 수는 없다.185) 반

면에 공감이 진정한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공감

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이 사랑에 비례한다. 공감 없는 사

랑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랑 없는 공감은 있을 수 없다. 사랑 없는 공감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 단순한 뒤따라 느낌, 이해에 불과하다.

3. 공감의 윤리학적 지위

셸러는 공감 현상들이 윤리학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명하

나 공감은 윤리적 가치 판단들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모든 공감

일반에 대해서 같은 윤리학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셸러에 따르면 타

자지향적인 감정 일반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 작용들만이 긍정적인 윤리

적 가치를 소유한다.186) 여기서 진정한 공감의 등장은 공감의 한계와 사

랑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공감과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공감의 윤리

학적 지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감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공감의 선악 판단 능력에 대해 탐구해본다.

감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셸러는 사랑이 공감에서 기인한다는 것의 완전한
오류성에 대해 지적한다.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48 참조.)

184) 조정옥, 「역자해제」『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p. 563.
185) 조정옥, 「역자해제」『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p. 564.
186)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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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감의 윤리적 가치

셸러는 공감의 윤리적 가치들에 대해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순서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가치는 공감 감정의 단계 즉, 정신적, 영혼적, 생명적 또는 감각적

공감에 따라서 매겨진다.187)

셸러에 따르면 공감은 감각적 공감, 생명적 공감, 영혼적 공감, 정신적

공감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셸러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의 언급으로

그치고 있다.188) 그러나 앞서 셸러의 감정철학의 내용으로부터 감정은 위

계적 질서를 가짐으로 감각적 공감, 생명적 공감, 영혼적 공감, 정신적 공

감 순으로 더 높은 윤리적 가치를 갖는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나아가,

공감은 수용적·상태적 감정이며, 타인의 가치 느낌에 대한 반작용이므로

셸러의 감정들 간의 가치론적 서열에 근거하여 감정 영역의 가치론적 서

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과 미움, 가치 선호와 배척, 가치 느낌,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공감과 반작용, 쾌락과 고통과 같은 상태.189)

187)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44.
188) 셸러는 공감의 내용에 대해서 피상적 언급에 그치며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셸러의 저서 『윤리학에서 형식주의 그리고 실질주의적 가치윤리
학』에 근거하여 셸러의 감정의 단계를 참고하면 이를 유추해볼 수 있다. (감각
적 공감은 단순한 쾌․불쾌의 감정이며, 생명적 감정은 건강, 질병, 늙음과 죽음
의 느낌 등에 대한 공감이다. 영혼적 공감이나 정신적 공감은 미추, 선악의 정신
적 가치, 윤리적 가치, 학문적 가치 등에 대한 가치 느낌에 대한 공감, 나아가, 성
스러운 가치 느낌이나 행복과 절망을 초월한 상태적 느낌에 대한 공감이다.) 그
러나 여기에서 영혼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에 대한 셸러의 설명은 일관적이지 못
하다. 예컨대, 미추, 선악을 정신적 가치 느낌으로 보는 한 편, 기쁨과 슬픔을 영
혼적 느낌으로 보기도 한다. (조정옥(1999), 앞의 책, pp. 97-98 참조.)

189) 그러나 똑같은 상태 혹은 반작용이라 할지라도 존재론적으로 높은 것이 더 높
은 가치를 지니므로 영혼적 기쁨이나 슬픔보다는 정신적 기쁨이나 슬픔이 더 높
은 가치를 갖는다. (조정옥(1999), 위의 책, p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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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번째 유형의 공감인가(타인의 체험에 내포된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려는

의도를 가진 즉, 진정한 관심을 갖는 공감을 의미한다. - 옮긴이)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인가의 차이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다.190)

셸러에 따르면 공감은 감정 전염이나 감정 합일보다 더 높은 윤리적

가치를 갖는다. 감정 전염이나 감정 합일은 비자의적이며 무의식적인 특

징을 갖는다. 공감의 윤리적 가치는 타인의 체험에 대한 의도적 참여와

관심을 전제한다. 따라서 앞서 공감 현상의 분류에서 보았듯이 본래적 의

미의 공감이 더 높은 윤리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공감이 인격성의 중심적인 자기감정과 자기 가치 느낌에 관여하는가 아

니면 단지 그의 상태에 관계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리 매겨진다.191)

셸러에 따르면 타인의 인격의 상태에 대한 느낌보다 인격의 가치에 대

한 느낌에 관계된 공감이 윤리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 예컨대, 고

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절망에 동정을 느끼는 것보다, 고흐의 작품을

통해 슬픔이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보다 더 높은 가치

를 갖는다.

(4) 사태에 부합하는 기쁨과 고통에 대한 공감은 그렇지 않은 공감보다 선

호되어야 한다. 좀 더 가치 있는 인격의 상태와의 공감은 가치가 낮은

인격과의 공감보다 선호되어야 한다.192)

공감 작용의 전체 가치는 타인의 고통과 자기 기쁨을 유발하는 사태

가치의 가치와 관계된다. 타인의 고통에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타인의 기

쁨에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 기뻐하거나 타인의 기쁨

190)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44.
191)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44.
192)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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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적 가치를 지닌다. 왜냐하면, 전

자의 경우 윤리적인 긍정적 가치를 갖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윤리적인

부정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셸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 가지로 공감의 윤리적 가치를 제시

한다. 그러나 위의 설명만으로는 실제로 어떤 공감이 더 높은 가치를 갖

는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193)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공감은

하나의 감정적 작용으로서 작용 가치와 더불어 윤리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감과 선악 판단

공감이 윤리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감이 보편윤

리학적 근거로서 선악 판단의 능력을 지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하나의

작용이 선악 가치를 갖는다는 것과 그것이 선악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

은 별개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셸러 윤리학에 있어 선악 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셸러에 따르면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인식은 가치의 연관성과 위계성

에 대한 인식이다.194) 선은 더 높은 가치로의 지향이며 악은 더 낮은 가

치로의 지향이다. 윤리적 선악은 한 상황에서 가치 감정에 주어진 선택

가능한 여러 가치들 가운데 보다 높은 가치를 선택하거나 보다 낮은 가

치를 선택함에 따라 주어진다. 예컨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

193) 셸러의 기준 (1)과 (2)만 비교해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감각적 공감과 단지
감정 전염에 불과한 생적 공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높은 윤리적 가치를 갖는가
는 가늠할 수 없다. 기준 (2)과 (4)를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모순이 드러난다. 만
일 A가 고흐 그림을 아름답다고 느낀 데 대해 B가 그에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을
때와, A의 절망에 대해 B가 동정할 때(인격의 상태에 관계된 공감이며, 공감이
지향하는 사태의 가치에 부합되는 경우) 어느 공감이 윤리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갖는지 결정지을 수 없다. (조정옥(1999), 앞의 책, p. 105.)

194) M. Scheler, 『가치윤리학』,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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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그를 돕는 행위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외면하는 것은 낮은 가치

를 지닌다고 느낀다면 그를 돕는 것은 선이고 외면하는 것은 악이다.195)

따라서, 선악 판단의 필수 조건은 대상들의 가치와 그 가치들의 높낮이의

인식이다. 그러나 공감은 이 선악작용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공감은 가치에 대해 무분별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를 사랑한다면 잔인하게도 그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 기뻐할 때, 그

가 그런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씁쓸해질 것이다. 반면에

단순한 공감에는 타인이 체험한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다. 사랑과 미

움의 작용은 본질적으로 가치와 무가치를 염두에 둔다. 그러나 공감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원칙적으로 가치에 대해 무분별하다.196)

타인의 기쁨이나 고통이 가지는 가치 사태와는 독립적으로, 공감 자체

가 가치 담지자일 수는 있다. 그러나 가치 자체가 공감에서 도출될 수는

없다. 가치에 대해 무지한 공감은 그 자체로 가치 인식 능력이 없기 때문

에 선악 판단을 할 수 없다. 셸러는 공감이 윤리학적 선악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선악 판단 능력이 없는 공감에 의

존하여 나의 행위를 결정한다면 행위의 선은 보장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랑을 토대로 한 진정한 공감은 선악 판단 능력을 갖는가?

그렇다. 공감 작용에 사랑이라는 별도의 가치 직관의 힘이 더해진다면 그

것은 선악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선의 가장 근원적

인 담지자이기 때문이다.197)

사랑은 선의 가장 근원적인 담지자이다. 보다 낮은 가치에서 보다 높은 가

치로 향하는 운동에서 선 가치가 가장 근원적으로 현상한다. … 사랑작용의

195) 유희진, 앞의 글, pp. 37-38.
196)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8.
197)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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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가장 근원적인 의미의 선 가치가 현상하고

빛을 낸다. 198)

따라서 셸러가 말한 사랑을 토대로 한 진정한 공감은 공감 일반과 달

리 보편 윤리학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 공

감 때문이 아니라 그 기초 토대인 사랑에 근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다. 따라서 쇼펜하우어 등 기존 공감 윤리학에서 제시한 윤리적인 가치

일반으로서의 공감과 셸러가 말하는 공감에 대한 윤리학적 가치 부여는

완전히 다르다.199)

기존의 공감 윤리학(Sympathieethik)은 행동을 관찰하는 자의 태도에

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출발하는 오류를 범한다. A의 슬픔에 대해 B

가 이를 뒤따라 느끼고 A를 돕고자 하는 의지를 느꼈다고 했을 때, 기

존 공감 윤리학에서는 돕고자 하는 윤리적 판단이 공감 때문이라고 전제

하지만 이는 사실 그것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A의

슬픔에 대해 B가 뒤따라 느꼈지만 이를 바탕으로 기쁨의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공감은 확실히 도덕적으로 무가치하

다.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공감은 공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것이 윤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요인이 있

는 것이다. 셸러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근원적으로 오직 ‘선’과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모든 개별적 작용

에 선행하여 독립적으로 ‘선’과 ‘악’을 담지 하는 것은 ‘인격(Person)’이고 인

격 그 자체의 존재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담지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선과 악은 인격가치(Personwerte)이다.200)201)

198)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p. 165-166.
199)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45.
200) M. Scheler, 『가치윤리학』, p. 64.
201) 셸러의 인격가치는 인격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모든 가치들을 말한다.
셸러는 인격의 성질들은 인격의 선량함에 의존하여 변화되는 한에서 덕이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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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러에 따르면 인격에 대한 사랑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다른 가

치들은 인격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지만 선․악의 가치는

인격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인격의 작용이 높은 가치를 실현할 때

만 선의 가치가 드러난다. 결국, 공감은 인격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만이

보편 윤리학으로서의 가치 토대를 갖는다.

정리하자면, 공감은 선악 판단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선악 판단의 근원

에는 가치에 대한 지향이 있어야 하는데 공감은 가치에 무분별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공감은 타자와 타자의 느낌 속에서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할

수도 있지만 더 낮은 가치를 지향할 수도 있다. 여기서 공감을 윤리적으

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공감이 보다 낮은 가

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높은 가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

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공감이 도덕적 행동과 필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은 윤리학적 토대로 작용한다.

려지고 인격의 사악함에 의존하여 변하되는 한에서 악덕이라 불려진다고 말한다.
의지작용과 행위도 그 속에서 활동하는 인견이 함께 파악되는 한에서만 선 또는
악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격가치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셸러는 모든 가치는 궁극적으로 인격가치에 종속된다고 명시한다. (M.
Scheler, 『가치윤리학』, p. 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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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도덕교육

지금까지 셸러의 감정철학 중 공감론에 집중하여 공감의 본질과 작용,

진정한 공감의 토대로서 사랑, 공감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셸러의 공감론은 공감 담론 안에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개념들을 체에

걸러 순수한 공감의 특성을 찾아내는, 마치 정수(淨水)의 과정을 연상하

게 한다. 셸러는 먼저 모든 공감 일반 즉, 다양한 공감 현상들을 분류하

고 그 안에서 본래적 의미의 공감의 조건을 분리해낸다. 그리고 본래적

의미의 공감이 갖는 특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공감의 윤리적 한계에 대해

논한다. 나아가, ‘선’의 근원적 담지자로서 사랑을 전제로 하는 ‘진정한

공감’만이 진정으로 타인에게 이를 수 있다고 셸러는 말한다.

셸러의 공감 윤리학은 공감의 윤리적 한계를 분명히 설정함과 동시에

공감이 타자 인식에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려는 이중적인 의도

가 있다고 보인다.202) 이 점에 집중하여 이 장에서는 셸러 공감 윤리학

을 바탕으로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이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1.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

1) 공감의 윤리적 한계

셸러 공감론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공감의 윤리적 한계를 분명히 했

다는 점이다. 셸러에 따르면 공감은 타인의 체험을 뒤따라 느끼는 과정

과 그러한 사태에 참여하고자 하는 반작용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약, 공감이 윤리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 이 두 요소에는

202) 조정옥, 「역자해제」『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p.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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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가치 인식 기능 혹은 선에 대한 의지라는 지향적 조건이 전제되

어야 한다. 그러나 공감에는 타인이 체험한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다. 공감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원칙적으로 가치에 대해 무분

별(wertblind)하다.203) 예컨대, B가 상처받음을 A가 기뻐할 때 우리가 A

의 기뻐함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태도일까?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럼 여기서, A와 함께 기뻐함은 공감이 아닌가? 결국, 사

실적 가치 관계에 합당한 기쁨에 대한 공감만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

다. ‘사실적 가치 관계에 합당한’ 혹은 ‘그 자체로서 도덕적으로 가치 있

는’과 같은 전제가 없이는 공감 그 자체에서 도덕적 가치 요소를 찾을

수 없다. 결국, 도덕적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공감 그 자체가 아닌 공감

외의 요소가 된다. 공감 외의 요소 즉, 선악 판단의 기제인 사랑이 전제

된 공감만이 윤리학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타자를 이해하고 이를 뒤따라 느끼는 일련의 공감 작용은 분명

윤리학적으로 가치를 갖는다. 타자와의 관계윤리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

한 기제로서 공감은 윤리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공감이 윤

리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과 공감이 윤리학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은 엄

밀히 구분되어야 한다. 흄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행위가 쾌락 혹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기꺼이 도덕적 행위를 할 것이라고 보았

다. 그러나 여기서 공감의 상태는 단지 도덕적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출발점만을 제시할 뿐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덕적

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

되지 않는 장면을 일상 속에서 쉽게 목격하거나 경험한다. 따라서 인간

의 공감 능력 자체가 도덕 판단의 보편성을 보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셸러에 따르면, 공감은 그것이 도덕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 공감이 이끄는 지원 행위 때문에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공감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감정 작용이다.

203)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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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가지는 이러한 가치는 그 자체로 존립한다. 즉, 공감, 특히 동정심

이 이끄는 지원행위를 통해서 공감이 비로소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 여기서 내가 지지하는 가치 부여는 당연히 이른바 (아담 스미스, 쇼펜하

우어로 대표되는 기존) 공감 윤리학의 가치 부여와는 완전히 다르다. 공감

윤리학에 따르면 공감은 윤리적인 가치 일반을 산출한다. 또한 공감이 긍정

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윤리적인 가치들이 공감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가치를 부여받는다. 204)

여기서 셸러는 ‘공감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라고 밝히며 이는 ‘공

감은 윤리적인 가치 일반을 산출한다.’와는 분명히 다른 말임을 강조한

다. 공감의 본래적 의미에 집중하라는 전자의 문장과는 달리 후자는 공

감을 통해 전적으로 모든 윤리적 가치가 부여된다는 즉, 도덕성의 근원

으로서 공감을 바라본다. 셸러는 후자와 같은 입장이 갖는 태도를 강력

하게 비판한다. 공감의 본래적 가치에 집중하기보다 도구적 가치로서 공

감이 갖는 윤리학적 결과에만 집중하게 된 결과, 공감이 갖는 긍정적인

가치까지 오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리한 공감의

윤리적 가치의 산출은 공감 작용의 올바른 이해를 막게 된다.

앞서 본고의 Ⅱ장에서 기존의 경험 과학적 공감론 및 흄, 스미스, 쇼펜

하우어로 대표되는 윤리학적 공감 연구들이 갖는 한계점을 윤리학 영역

에 있어 공감 능력의 무분별한 확장임을 지적한 바 있다. 공감을 윤리적

으로 기초 지우려는 모든 논의는 경험적이건 형이상학적이건 윤리적인

관계를 지향한다는 믿음 혹은 이념을 전제로 한다.205) 그러나 공감이 윤

리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믿음은 그 한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

서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셸러의 공감 윤리학은 공감 담론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공감의 윤

리적 확장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공감 윤리학의 철학적 토

대를 제공한다.

204)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p. 144-145.
205) 소병일(2014), 앞의 글,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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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성 함양과 공감교육의 방향

도덕교육적으로 볼 때 ‘공감’이 과연 도덕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렇지 않

은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도덕교육은 도덕성 함양을 통한

도덕적 인간의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도덕성의 본

질을 규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방

법을 제공해야 한다. 공감과 도덕성이 그 자체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도덕교육 하에 이루어지는 공감교육의 윤리성은 담보

될 수 없을 것이다.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셸러의 입장은

‘공감과 도덕성의 관계’에 관한 현대 도덕교육학 연구들과도 맥을 함께 하

고 있다.

프린츠(J. Prinz)는 공감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갖는 문

제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206) 그는 기존의 연구들은 공감이

갖는 비도덕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공감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

해 왔으며207) 이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다.

공감이 도덕성에 있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감은 도덕성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공감은 우리를 보다

나은 사람(better person)으로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도덕적 삶의 중

심에 공감을 놓는 것은 경솔한 일이다. … 물론 도덕적 체계에서 공감을 배

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공감이 도덕성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208)

206) J. Prinz, “Is Empathy Necessary for Morality?”, Empathy: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1. 신호재, 「도
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성 함양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13, pp. 76-77에서 재인용.

207) J. Prinz, “against empathy”,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Volume
49, Spindel Supplement, 2011, p. 227.

208) J. Prinz(2009), 앞의 글,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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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감이 도덕성에 있어 필요

한가?’(Is empathy necessary for morality?)라는 근원적인 의문209)을 제

기한다. 그에 따르면, 공감은 불완전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공감이 언제

나 도덕적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공감이 선한 결과가

아닌 악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프린츠는 공감이 당연히 도덕적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흄의 주장에 반대하며 다양한 반대사례들을 제시한다.210)

이를 통해 윤리적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공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다. 프린츠는 공감이 도덕적 영역에서 갖는 한

계를 설명하면서 공감과 도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감은 도덕적 판단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한다. 기존의

흄과 스미스를 포함한 감정철학의 전통에서는 도덕적 판단에 있어 공감을

중심에 두어 왔다. 때때로 공감은 도덕적 판단을 포함하는 핵심적인 감정의

반응이라고 여겨져 왔다. 이는 오류이다. 언급된 감정들은 도덕성의 주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었으나 이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결과를 가

져다준다. 공감이 특정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지만 그러한 목적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211)

209) 프린츠는 공감 그 자체가 도덕성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첫째, 공감이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
한 의미를 가지는가? 둘째, 공감은 도덕성의 발달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셋
째, 공감은 도덕적 행위를 동기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그
는 공감이 위의 사항들과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며 공감 없이도 도덕
적 체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10) 프린츠가 제시한 반대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다섯 명
을 위해 건강한 한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비록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섯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장기
적출이 옳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2. 롤스의 무지의 베일을 가정해보
자. 우리가 자원 분배에 동의하는 것은 가난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지 결
코 가난한 사람이 겪을 고통에 공감하기 때문이 아니다. 3. 자기 자신(the self)에
대해 생각해보자. 만약 내가 도덕적 범죄의 피해자라고 할 때, 내 스스로의 고통
에 공감함 없이 그 상황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4. 비도덕적 행위
의 희생자가 없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피해를 입어 고통을 당하게 될 사람에 대
한 공감 없이도 우리는 탈세를 하거나 절도 행위에 대해 도덕적 옳지 않다고 판
단을 내린다. (J.Prinz(2009), 위의 글, p. 4.)

211) J.Prinz(2009), 위의 글,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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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린츠는 공감이라는 도덕적 감정에 대한 면밀한 교정 과정이

선행될 때 도덕성에 있어 보다 나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

다.212) 공감이 도덕적 관점을 취할 때 비로소 공감이 도덕성으로 유도될 수 있

고, 도덕적 발달을 감안할 수 있으며 도덕적 동기를 촉진할 수도 있다.213)

호프만(M. Hoffman) 역시 공감은 도덕적 관심의 시초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도덕적 관심 그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214) 호프만은 공감

을 정서적 동일시로 파악하며, 공감적 반응을 다른 사람의 상태와 동일

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심리적 과정의 작용으로 보았다.215) 공감

의 주관적 정서의 경험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인지의 중재에 의해 더욱

발달되고, 이에 공감적 고통은216) 부분적으로 동정적 고통으로 질적 변

환을 경험하게 된다.217) 호프만은 공감이 도덕적 관념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적 고통의 질적 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호프만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공감적 고통은 희생자의 고통의 원인에

따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정서로 이어질 수도, 타인을

비난하거나 고통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고통을 회피하려는 정

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일 희생자의 고통이나 불만족의 원인이 명확

하게 자연적 원인이거나 혹은 희생자의 통제를 넘어설 때 이는 동정적

고통으로 변환된다.218)219)

212) J.Prinz(2011), 앞의 글, p. 230.
213) J.Prinz(2011), 위의 글, p. 221.
214) Kristja'nsson, K. (2004), “Empathy, sympathy”, Justice and the child,

Journal of Moral education, 33(3), p. 298. 신호재(2013), 앞의 글, p. 76에서 재인
용.

215) M. Hoffman, 앞의 책, p. 30.
216) 공감적 고통이란 공감과 개인적 고통 정서를 통합하여 이르는 말이다. 공감과
동정은 타자 지향적인 정서인 반면, 개인적 고통은 자기 지향적 정서라고 할 수
있다.

217) M. Hoffman, 앞의 책, p. 88.
218) 호프만은 가설을 통해 질적 변환에 대한 필요조건을 밝힌다. 그는 공감적 정서
의 각성과 자타의 분리된 느낌 그리고 이기적인 태도와의 갈등을 통해 질적 변환
인 동정적 고통의 정서를 경험한다. 자신에게 불편하고 높게 고통 받은 느낌과
같은 동정의 느낌이나 희생자를 위해 도우려고 하는 의식적인 경험은 동정적 고
통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이종형, 「공감이론의 도덕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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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아이들이 타인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의 공감적인 고통에 대한 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한 가지 가

능성은 누군가가 고통에 있어서 혹은 불편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단순히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 문제를 그들의 것이 아닌 것으

로 반응한다. 그러나 초기 인간 진화에 관한 논의와 공감적 고통은 도움과

관련된다는 연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시하지 않고 공감적 고통에 반응

하거나 희생자를 도우려고 동기화된다. 즉, 희생자에 대한 사실적이고 추정

한 고통에 대한 정확한 느낌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희생자를 위한 더 호혜

적인 관심으로 변한다. 그들 자신을 위로하는 동기는 대등하게 희생자를 도

우려는 동기로 변환된다.220)

공감적 고통에서 동정적 고통으로의 질적 변환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동정적 고통은 분명히 도덕적 관념이다. 호프만이 주장한 동정의 개념은

친사회적 동기로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희생자의 고통의 느낌에 다

가가고자 하는 순수한 느낌이다.221) 동정은 희생자의 고통을 완화시키려

고 긍정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마음속에 재현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서 사용된다. 공감 정서의 질적 변환222)은 결국 공감 그 자체가 도덕성

을 담보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신호재는 공감이 도

덕적 특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compassion을 ‘공

감’과 구분하여 ‘도덕적 공감’으로 의역한다.223) 여기서 ‘도덕적 공감’은 타

–마틴 호프만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 62.)
219) M. Hoffman, 앞의 책, p. 95.
220) M. Hoffman, 위의 책, p. 87.
221) 이종형(2008), 앞의 글, p. 58.
222)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호프만이 공감 정서의 질적 변화에 대한 철학적 근거로서
셸러의 공감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는 점이다. 호프만은 그의 저서에서 “공감
적 고통에서 동정적 고통으로의 질적 변환은 막스 셸러가 주장한 대리적 정서의
뒤따라 느낌(fellow-feeling)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M. Hoffman. 앞의
책, p. 88.)

223) 신호재(2013), 위의 글,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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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느끼는 정서 전반이 아닌, ‘고통’의 인식에 중점을 두며 이를 줄이고

자 하는 ‘도움’의 의지와 관계된 개념이다. 예컨대, 한 사람이 길에서 돈

을 구걸하는 거지를 보며 불쌍하고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그냥 지나친다

면 이는 동정심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거지를

도와준다면 이는 도덕적 공감을 느낀 것이다.224) 신호재에 따르면, ‘공감’

은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선구자가 될 필요성이 없으며 따라서 공감이라

는 정서는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근본적인 정의적 반응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225) 그는 물론 공감이 도덕성에 있어서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프린츠의 말대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이며, 호프만이 이해한 바대로 공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인간적 관심의

불꽃이며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감은 도덕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자체를 교육의 핵

심적 틀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고 보았다.226)

심성보 역시 공감 대신 ‘공감적 도덕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공감이

갖는 한계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공감은 규범적 원리라기보다는 심리

적 경험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의 준거로 삼기

불충분하다. 공감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공감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공감적 사고를 할 때 공감적 도덕성으로 유도될 수 있으며,

도덕적 발달을 감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덕적 동기를 촉진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감과 도덕성이 연계되는 성숙한 도덕성을 견지하

려면 공감이 도덕적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도덕적 반응을 유발하는 특별

한 도덕적 원리와 방향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227) 그가 제시하는

224) 신호재(2013), 앞의 글, p. 20 참조.
225) 이는 누스바움이 도덕적 공감을 정의함에 있어서 ‘공감’의 작용을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로 규정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물론 도덕적 공감 역시 도덕적 판
단 그 자체이자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공감은 그것이 가
지고 있는 이타성으로 인하여 ‘공감’과는 달리 도덕적 판단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
고 있다. (신호재(2013), 앞의 글, p. 81)

226) 신호재(2013), 앞의 글, p. 86
227) 심성보, 「공감적 도덕성의 요청과 홀리스틱 교육의 방향」, 한국홀리스틱교육
학회,『홀리스틱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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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적 도덕성’은 도덕적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기회를 발견하고, 도덕

적 원리를 정당화하고 어떤 원리와 실천이 타인에게 합당한지를 보여 주

고 도덕적 관점(moral point of view)을 채택함으로써 타인에게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해된다.228)

이렇게 볼 때, 공감의 윤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공감을 도덕적으로 이

끌 수 있도록 공감교육의 방향을 재고하는 것은 도덕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감의 윤리적 한계는 결코 도덕

교육에 있어 공감교육의 한계로 귀결되지 않는다. 공감은 도덕적 토대를

필요로 하며, 그것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교육이

수반될 때 그 가치가 더욱더 빛이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공

감을 타자의 고통을 뒤따라 느낌을 넘어 도덕적 행위의 동기로의 전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리하자면, 공감은 그 자체로 도덕적 정서가 아니라 어떻게 발현되느

냐에 따라 도덕적 정서가 되기도, 비도덕적 정서가 되기도 한다. 잘 발현

된 도덕적 정서로서의 공감은 인간다움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반면 공감이 언제나 도덕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모호한 희망

은 도덕교육 안에서 비도덕적 상황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

라서 도덕교육은 가치 무분별한 공감의 방향이 보편적 도덕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셸러의 공감 윤리학은 이러한 점에서

공감교육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228) 심성보, 앞의 글,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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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셸러 공감 윤리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셸러의 공감 윤리학은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감의 윤리적 한

계와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도덕교육에 있어 공감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요구한다. 나아가, 셸러는 공감 작

용에 있어 타자성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사랑을 지향하는

진정한 공감의 추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공감에 있어 타

자성의 바른 이해와 사랑의 지향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이것의 도덕교육

적 함의를 찾아본다.

    1) 타자성의 이해와 공감교육

셸러는 타자성을 진정한 공감의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공감의 주체들

사이의 윤리적 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감은 동

일성의 정서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타인을 나 자신으로 간주하는

상태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대의 고통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도덕교육에서 공감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의 태도를 생각해보자.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하다.’ 상대의 입장을 마

치 나의 입장인 것처럼 여길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보다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자아와 타자 간

거리를 좁혀 서로가 더 가깝게 포개질수록 진정한 공감에 가까워진다고

여긴다.

그러나 셸러에 따르면 공감을 자타의 동일시라고 보는 것은 일종의 착

각이자, 공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229) 셸러는 만유의 존재

229) 셸러는 타인의 자아를 나의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을 ‘감정 합일’라고 부른다.
앞서 Ⅳ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 합일은 공감과는 다른 정서이다.(본 논문 p.
60) 셸러는 신체를 통한 인간들 간의 개별화를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인간들의 정신적인 자아 중심들의 의식 내용들 간의 속성적 이질성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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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쇼펜하우어, 불교, 헤겔, 셸링 등의 일원

론적 형이상학에 반대하고, 오히려 인격 간의 본질 차이성, 분리의식과

자유의 부여가 공감과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인격들은 절대

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실재적인 차이를 갖는다. 때문에 자아와 타자는

결코 같아질 수 없다. 그에 따르면, 공감은 타자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갖는다.

조건1. 인간으로서의 등가치성에 대한 파악

조건2. 인격들 간의 본질 차이성에 대한 파악

[그림 4] 공감에 있어 타자성의 전제 조건

먼저, 공감은 타인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등가치한 존재임을 파악하

는 데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등가치성’이란 타인이 나와

똑같이 실재하며 나의 존재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녔음을 깨닫는 것이다.

셸러에 따르면 본래 인간은 자아 중심적 착각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나 자신의 실재성과 비교하여 함께 사는 타자의 실재성은 의식하고 있되

그 정도가 마치 그림자와 같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간 존재에게 공감은

나와 같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실재성을 지닌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준다.230)

타인의 고통이 본질직관을 통해서 파악될 때 타인의 존재와 체험은 비

로소 실존의 형태를 갖게 된다. 공감된 타인의 존재와 체험은 매우 구체

적인 사건들에 의해 파악되며, 거기에서 타인의 고통의 본질 일반이 이념

고 하더라도, 모든 것 속에 들어 있는 인격 이념의 동일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
격 중심들의 개별적인 이질성을 보존될 것이라고 말한다.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45 참조.)

230) 여기서 인간 간의 동일 가치성은 속성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다양성과는 다르
다. 상대의 가치관, 외향, 국적 등의 별개로 생명적 유기체로서의 본질적으로 ‘같
음’이 공감을 통해 파악된다.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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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작용을 통해 등장하게 된다. 공감의 기능은 일회적 경험을 초월하여

모든 타자 존재와 타자 가치들에게 열리고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

한 일련의 과정이 없이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불가하다. 타인의 가

치 본질을 파악하지 않은 자가 타인을 위한 실천적 태세를 취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실재이자 실제로도 유일한 자로서 타인을 인식하

는 과정은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타자는 나와 똑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나아가, 공감에 있어 ‘인간으로서의 등가치성’에 대한 파악은 자아와

타자는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인격들 간의 본질 차이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타자의 얼굴을 대면할 때, 나와 똑같은 인간 존재로서

의 등가치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 역시 나와 같이 절대 그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만의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공감의 현상 속에는

개인적인 자아들로부터 분리된 출발점의 분리의식이 함께 주어진다.

셸러에 따르면 인격들은 육체와 정신의 사유의 내용이 완전히 합치된

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서로 다르다.

인격들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또는 개수와 양을 통해서, 예를 들

면 신체를 통해서 개별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순수한 작용 중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격들이 죽은 물질에서 신체를

구성해주는 생명력을 매개로 해서 객관적인 공간, 시간적인 세계에 작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오로지 순수 속성 자체를 통해서만 서로 달라진다. 신체

와 육체 역시 속성적으로 동일할 수 있고 공간 시간 체계 속에서 서로 다

른 위치를 통해서 실재적으로 서로 차이를 가질 수 있다.231)

즉, 인격들은 절대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실재적으로 차이가 있다.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보편적 의식의 내

용은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231)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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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타자와 다른 나의 부분이 존재함을 느끼게 된다. 예컨대, 내가 겪은

고통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친구가 나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며 그가 내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는 타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감을 통해 주어진 타

자와 나는 결코 하나일 수 없고 늘 거리 간격이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인격들 간의 본질 차이성’에 대한 파악이다.

타자와의 간격을 좁히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대적이며 폐

쇄적으로 머물러 있는 타자를 선천적으로 직감하게 된다. 타자와 나 사

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존재한다. 셸러에 따르면 유한한 인간은 서로의

가슴을 완전히 볼 수 없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의 가슴도 완전히 합당하

게 인식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뒤따라 느낌이 주는 타인의

실재적 감정은 본질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를 소유한

다. 이는 서로 다른 개인적인 인격들이 감정을 느끼는 데에서 기인하는

질적인 차이이다.232) 절대적이고 심오한 개인은 본질적으로 가지성(可知

性)을 초월해 있는 것이며 이는 결코 끝까지 인식되기 힘든 것 그 이상

이다. 셸러는 두 사람 간의 대화의 전체적 의미는 대화의 주체들이 아닌

오로지 전지적인 신만이 완전히 들여다보고 동시에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타자는 나와 똑같이 소중한 존재이며, 결코 짐작할 수

없고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있는 존재로 서 있다. 타인을 단순한 영상이

아닌 나와 똑같은 실재적인 존재로 취급할 때, 타인과 나 사이에 간격과

거리감을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공감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

이 바로 셸러가 말하는 공감에 있어 ‘타자성’의 의미이다.

여기서, 공감이 타자의 인격에까지 닿지 못한다는 사실은 결코 타자와

의 소통 불가능성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타자의 인격에 나아갈 수 없음은

궁극적인 실재로서 타자의 존재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함을 뜻한다. 또

한, 그러한 존재로서 타자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타인은 나와 대칭적 관계, 나와 대등하게 맞설

232)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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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하고 전혀 나의 틀 속에 집

어넣을 수 없는 사람이다.233) 따라서 우리는 타자를 대할 때 그의 다름(타

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공감 주체에 대한 셸러의 존재론적 통찰은 공감의 윤리적 가치를 보다

깊게 성찰할 수 있게 한다. 타자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못한

공감 행위는 그 자체로 공허한 형식적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공감

은 너와 나의 관계망 속에서 발생하며, 그 안에서 자아는 새로운 절대적

실재로서 타자와 마주하게 된다. 공감이 도덕적 정서로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 까닭은 바로 스스로와는 다른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타자성에 근거하여 공감의 사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체 중심 윤리로부터 타자와의 ‘관계 중심 윤리로의

전환’을 뜻한다. 앞서 본고의 Ⅱ장에서 기존 경험 과학적 공감 연구의

한계점으로 공감의 작용에 있어 공감의 주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감 담론에 있어 타자성에 대한 셸러의 통찰은

기존 경험 과학적 공감 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정서 작용

으로서의 공감이 갖는 지위를 보다 풍부하게 해준다.234)

233) 타자에 대한 셸러의 이해는 레비나스의 타자성 철학과 닿아 있다. 레비나스는
“타인으로서의 타인은 단지 나와 다른 자아가 아니다. 그는 내가 아닌 사람이다.
그가 그인 것은 성격이나 외모나 그의 심리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다름
(타자성) 때문”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타자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타자
의 얼굴을 통한 타자성 철학을 전개해 나간다. “얼굴을 통해서 존재는 더 이상
그것의 형식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 자신 앞에 나타난다. 얼굴은 열려 있고 깊이
를 얻으며 이 열려 있음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얼굴은 존재가
그것의 동일성 속에서 스스로를 나타내는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방식
이다.”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타인의 얼굴』(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p.
112, 148 참조.)

234) 셸러는 경험 과학적 접근의 본질적 한계는 인식할 수 없는 본질로서의 인격을
대상화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았다. “인격은 대상화할 수 없다. 인격으로서의 인
격 일반은 대상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과 마찬가지로 그 존재로 볼 때,
단지 함께 수행함(함께 사고함, 함께 의지함, 함께 느낌, 뒤따라 사고함, 뒤따라
느낌)을 통해서만 그 인격 존재에 참여가 가능한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에의 참
여만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대상에 대한 앎 대신에 등장하며 그것만이 가능
한 길이다.”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219.) 이 같은 셸러의 견
해는 경험 과학적 접근의 무용(無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인간 본질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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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랑에 대한 지향과 공감교육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는 공감을 통해 타자를 만나고 이를 통해 인격

적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존재로서 더 넓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타자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진정한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셸러는 이 같은 공감 작용이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

고 더욱더 풍부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말한다.

타인의 상태들뿐만 아니라 타인이 느낀 가치와 가치 사태들에 대한 이해

와 뒤따라 느낌 그리고 공감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확장해줄 수 있으며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의 좁은 골목을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이런 저

런 실제 체험들이 생의 모든 풍부성의 지배 아래서 성립하도록 해줄 수 있

다. 그런 풍부성은 환경과 역사의 상태들과 가치들을 이해함으로써 열린

가슴에 주어지는 특정한 것이다.235)

공감의 체험은 자아의 좁혀져 있던 감각 나아가, 자신의 삶에서 이전

까지 보지 못하고 놓쳤던 것,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슴을 열리게 해준다. 공감은 그 자체로 가치 무분별하지만 공감 작용

을 통해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내면의 확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에 대해 열린 가슴을 가능하게 하고 내면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셸러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공감을 보다 높은 가치

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의 윤리적 지식과 도덕적 행동의 기본

적 구조이다. 사랑은 낮은 가치에서 더 높은 가치로 올라가는 운동이며

적 인격 작용이 경험적 연구만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지점이 있음을 알려준
다. 타자 이해는 객관적인 인식을 통해서가 아닌, 한 존재가 다른 존재의 작용을
뒤따라가며 거기에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 여기서 경험 과학적 접근은 단지 인간
의 신체가 영혼의 단계까지만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는 윤리학적
혹은 현상학적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235)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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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한 대상 또는 한 인격의 더 높은 가치가 빛나

듯 출현하는 운동236)이다. 따라서 사랑은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지향하는

힘’이 되어 공감이 보다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방향

을 제시한다. 이로써 나와는 속성적으로 다른 타자를 이해하고 관여하며

감정적으로 타인의 실재성과 속성에 대한 따뜻한 긍정237)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앞서 Ⅳ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감은 절대적이고 심오한 인

격에까지 가닿을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것

이 바로 사랑이다.

공감하는 대상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감은 곧 끝나

고 절대로 그의 인격 중심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 공감 작용이 진정한 공

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작용 속에 깃들어야 한다. 따라서 사랑하는데도

공감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감의 작용이 단순한 이해나 뒤따르

는 느낌 이상의 것이 분명하다면 공감을 감싸고 있는 사랑 작용 속에 깃들

어 있어야 한다.238)

사랑이 깃든 공감은 진정으로 타자의 인격 중심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타자의 인격은 오로지 사랑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어지며 셸러는 이러한 인격 사랑만이 도덕적인 사랑이라고 보았다.239)

사랑이 인격 자체에 대한 인격의 사랑인 한에서 사랑은 도덕적 가치를

소유한다.240) 공감의 윤리적 한계는 공감에 사랑을 깃들게 함으로써 극

복된다. 사랑을 지향하는 공감, 다시 말해 진정한 공감은 인격에 대한 사

랑이자, 도덕적 가치를 소유한다.

236)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55.
237)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81.
238)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47-148.
239)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67.
240)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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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통해서 도덕적인 사랑의 경계가 그어지는가? 왜냐하면 분명히 모

든 사랑 일반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사랑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

면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인식과 자연, 예술 그리고 모든 사실가치에 대한

사랑과 같이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이에 대해 내가 대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랑이 인격자체에 대한 인격

의 사랑인 한에서, 사랑은 그런 특별한 가치(도덕적인 가치)를 소유한다.241)

결국, 사랑을 지향하는 진정한 공감은 보편 윤리학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 고립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타자에 대

해 공동의 책임을 느끼는 연대성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도덕교육에 있어 공감은 공감 그 자체를 지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타자의 인격에 대한 사랑을 지향해야 한

다. 사랑은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지향하는 힘’이 되어 공감이 보다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타자의 인

격을 진정으로 마주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사랑

을 지향하는 공감교육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도덕교육이 목표로 하는 ‘사

람다운 사람’의 도덕적 품성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덕성의 핵심으로서 한결같이 중시되어 온 것

들은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

다.242) 타자성에 근거한 공감 이해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벗고 함께 살

아가기 위해 필요한 관계윤리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나

아가, 도덕교육은 타자성에 대한 이해가 공감에만 머물지 않고 사랑으로

241) M. Scheler, 『공감의 본질과 형태들』, p. 167.
242) 예수의 ‘황금률(자신이 남에게서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 공자의
‘己所不欲 勿施於人(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易地思之(남
과 입장을 바꾸어 그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칸트의 ‘정언명법(너
자신의 행위 원리가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찬구,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경기: 서광사, 2006), pp. 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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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더 높은 가치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로써 도덕교육은 공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인간답고

도덕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

로 도덕교육 하에 이뤄지는 공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교육은 타자 인격의 등가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

야 한다. 타자의 고통에 뒤따라 느끼기 이전에 우리는 타자 역시 나와 같

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자 역시 나

와 똑같이 가치를 지닌 존재임이 전제되지 않을 때, 공감은 타인에 대한

비대칭적 지위를 갖게 하고 보편적 도덕성의 지향을 막게 된다.

둘째, 공감교육은 타자의 본질 차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

야 한다. 타자는 나와 같이 절대적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차이를 갖는다.

결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으며, 늘 타자와 나 사이에는 거리 간격

이 주어진다.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거리 간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때로 공감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인의 고통에 자의

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상대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때문에 자아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타자의 세계관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은 제거되어야 한다. 나의 틀 속에 타자를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그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공감교육은 궁극적으로 타자에 대한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 타자

의 고통을 뒤따라 느끼는 공감 행위가 일회적 체험으로 끝난다면 이는

결코 보편적 도덕의 토대가 될 수 없다. 사랑을 토대로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동의 연대감을 갖게 될 수 있도록 공감교육에의 연장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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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셸러의 공감 윤리학을 바탕으로 공감의 윤리적 한

계와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본 논문은 셸러의 공감 윤리학을 토대로

다양한 공감 현상을 분류하고 그 중 진정한 의미의 공감이 갖는 특징에 대

해 밝힘으로써 공감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오늘날 공감 담론은 인간 사회의 소외, 대립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특별히, 거울뉴런의 발견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공감 능력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험 과학적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험 과학적 공감 연구들은 공감의 기능에 집중하여 현대사회의 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내놓는다. 한편, 흄, 아담 스미스, 쇼펜

하우어 등으로 대표되는 윤리학적 공감 연구자들은 철학적 주제로서 공

감을 다룸으로써 인간의 공감 능력이 윤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공감론의 두 방법론은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공감의 지위를 밝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공감이

갖는 윤리적 가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에 연구자는 셸러의 공감론에 집중하여 공감의 윤리적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교육적 함의를 논하고자 하였다.

셸러는 이성주의에 맞서 감정의 가치 직관만이 선을 보장한다는 감정

철학을 전개하며 감정의 다양한 깊이와 명증성에 대해 논한다. 감정은

인간에게 주어진 명증적인 인식으로서 단순히 감각에 귀속시킬 수 없는

순수한 작용과 법칙성을 지니고 있다. 셸러는 감정을 지향성, 적극성, 자

아연관성의 정도에 따라 감각적 감정, 생명 감정, 심적 감정, 정신적 감

정으로 나눈다. 여기서 감정은 신체적 감각이나 환경, 자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전체에 대립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지향하

는 정신적 작용이다. 이러한 지향적 감정 속에는 가치를 지향하는 감지



- 99 -

작용, 가치들의 위계질서에 대한 선호․경시 작용, 인간의 지향적 정서

생활의 최고 단계인 사랑․미움의 작용법칙들이 존재한다.

셸러는 감정을 통해 가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가치들 사이에는 높

고 낮음의 순서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더 높은 단계의 감정을 발로시

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될 때 인간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감

정의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사랑은 가장 근원적인 의미의 선(善)의

담지자이며, 여기서 선(善)은 한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가치들 가운데

보다 높은 가치를 선택하고 실현하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셸러는 가치 실질주의라는 감정철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감정적 삶의

현상 중 ‘공감’ 작용에 주목한다. 그는 아담 스미스, 쇼펜하우어 등을 대

표로하는 기존의 공감 윤리학이 갖는 이론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공

감의 윤리학적 지위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다양한 공감의 형

태를 구분함으로써 보편적 윤리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실질적 혹은 진

정한’ 공감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공감(Mitgefühlen)은 경험적으로 획득되는 기능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능력으로서 ‘이해’, ‘뒤따라 느낌(nachfühlen)’, ‘뒤따라 삶

(nachleben)’으로 구성된다. 공감은 타자의 체험이라는 객관적 실재성에

대한 파악을 기초하여 타인의 체험을 나의 체험으로 생생하게 뒤따라 느

낄 때에 성립되는 감정이다. 이때의 공감은 정서적 인식 행위나 이해에

그쳐서는 안 되며 타인의 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발동

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셸러는 공감의 현상학적 의미를 탐구하면서 기존에 공감으로 불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공감으로 분류될 수 없는 감정 현상들에 대해 분석한

다. 첫째, 상호 동일적 공감은 타자의 체험과 느낌을 매개하는 일 없이

서로 동일한 감정을 갖는 공감의 형태를 가리킨다. 이는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타자에 의해 그 고통이 대상화되지 못한 점에서 다시 말

해, 상대의 체험에 참여하여 교감하려는 본질적 과정이 배제되었기 때문

에 엄밀한 의미의 공감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감정 전염은 공감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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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혀 아니면서도 자주 공감과 혼동되는 것이다. 감정 전염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체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감정을 가리킨다. 이는 비자의적이며 무의식적일뿐더러 타인의

체험에 대한 이해와 판단, 그리고 참여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기 때문

에 엄밀한 의미의 공감 현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셋째, 감정 합일은 감

정 전염의 극단적 형태로 나와 타자를 동일시하는 합일의 감정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동일시는 감정 전염과 마찬가지로 비자의적이고

무의식적인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타자의 실재성이라는 인격들 간의

순수한 본질 차이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공감으로 분류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분석을 거쳐 셸러는 공감으로 불리는 다양한 현

상의 분석을 통해 본래적 의미의 공감이 갖는 특성들을 제시한다.

공감이란 본래적으로 타인의 체험과 느낌을 뒤따라 체험하고 느낌과

동시에 그 가치 사태에 실제로 참여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공감을 위해

서는 타인의 체험을 ‘뒤따라 느낌’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참여 및 반응’

이라는 두 단계가 필요하다. 감정 전염이나 감정 합일처럼 타인의 체험

에 참여하려는 의식적 의도 없이 자동적 또는 반자동적으로 거기에 휘말

려 들어가 기쁨과 고통을 느끼는 행위는 공감이 될 수 없다. 공감은 타

자의 체험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로 한다.

또한, 공감은 타인의 실재성을 인정하고 타인과 자아 사이의 거리 즉,

본질 차이성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인격들은 절대적 개인으로

존재하며 실재적 차이를 갖기 때문에 결코 타인은 내가 될 수 없다. 셸

러는 공감을 통해 “타인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생명체로서 너와 동등한

가치이다. 그리고 타인은 너와 똑같이 그렇게 존재하고 진정한 것이다.”

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인격들 간의 본질 차이성은

타자의 영역이 본질적으로 가지성의 영역을 초월해 있는 즉, 결코 온전

히 가닿을 수 없는 타인만의 절대적 영역이 존재함을 깨닫는 것이다.

셸러에 따르면 타자와 나의 절대적 거리 간격은 사랑을 통해서만이 극

복될 수 있다. 자발적인 사랑이 최고로 순수한 정신성에 도달할 때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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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비로소 타자의 절대적이고 심오한 인격에 닿을 수 있다.

셸러에게 사랑은 가치관을 확장시키는 인격의 자발적 활동이다. 우리

는 사랑을 통해 ‘더 높고 고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공감이 타인의

감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감정이라면, 사랑은 공감을 통해 감지된 타

인에 대한 동일성의 감정을 실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동적이고 자

발적인 갈망이다. 사랑은 감정의 영역에서 가치를 발굴하고 창조하는 가

장 능동적인 작용으로서 가치들의 위계서열뿐 아니라 가치의 온전한 위

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 반면에, 공감은 가치에 무분

별하기 때문에 가치 인식 능력 및 선악 판단 능력이 없다. 또한 인격의

작용으로 자발성, 가치 창조 능력을 갖는 사랑과 달리 공감은 타자 지향

적인 반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앞서 사랑이 지향되어야 한다. 공감의 한계는 사랑의 지향을 통해 극복

될 수 있다. 셸러는 사랑의 통찰을 통해서만이 타인의 개인성의 본질이

완전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밖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 사랑만이 가치를

보는 눈을 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서만이 진정한 공감

이 나올 수 있으며, 거꾸로 공감으로부터는 사랑이 나올 수 없다. 대상에

대한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는 공감할 수 있다.

셸러는 기존의 공감 윤리학이 공감의 윤리적 가치를 공감의 선악 판단

능력으로 혼동함으로써 공감의 본질에 대해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셸러에 따르면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인식은 가치의 연관성과 위계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나 공감은 가치에 무분별하기 때문에 가치의 위계질

서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선악 판단 능력이 없는 공감에 의존하여

나의 행위를 결정한다면 행위의 결과에 있어 선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공감에 사랑의 작용이 전제될 때에만 비로소 공감은 더 높은

가치로의 지향성을 갖게 된다. 사랑이 전제된 공감 작용은 보편윤리학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셸러의 공감 윤리학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셸러의 공감 연구가

도덕교육에 주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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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덕교육은 공감의 윤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공감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공감교육의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셸러는 공감에서 모

든 윤리적 기능을 도출하려는 기존의 공감 윤리학의 시도를 비판한다.

공감의 윤리적 의미는 그 자체로 존립한다. 즉, 공감이 도덕적 결과를 가

져오기 때문에 혹은, 보편적 윤리학의 근거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의미있

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무리하게 공감의 윤리적 가치를

산출하게 만들고 이로써 공감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

다. 셸러는 공감 담론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공감의 윤리학적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음으로써 공감 윤리학의 철학적 토대를 제

공한다. 따라서 도덕교육 하에 이루어지는 공감교육의 윤리성이 담보되

기 위해서는 공감의 윤리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감

은 그 자체로 도덕적 정서가 아니라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도덕적

정서가 되기도, 비도덕적 정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교

육은 공감을 타자의 고통을 뒤따라 느끼는 것을 넘어 도덕적 행위의 동

기로의 전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로써 공감교육이 보편적 도덕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덕교육은 공감을 다룸에 있어 타자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랑의 지향을 통해 진정한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셸러에 따르면, 공감을 자타의 동일시라고 보는 것

은 일종의 착각이자 공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공감에 있

어 타자성에 대한 이해는 ‘인간으로서의 등가치성에 대한 파악’과 ‘인격

들 간의 본질 차이성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감이 도

덕적 정서로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 까닭 중 하나는 바로 나와는 다른 타

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타

자성에 근거하여 공감의 사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체 중심 윤리로부터

타자와의 관계 중심 윤리로의 전환을 뜻한다. 따라서 도덕교육 하에 이

뤄지는 공감교육은 타자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감에 머물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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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이해하고 공동의 연대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감교육은 궁극

적으로 타자에 대한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

지금까지 셸러의 공감 연구를 통해 공감의 윤리적 가능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셸러는 공감이 갖는 윤리학적 모호함을 해소하고 공감이 갖는

윤리적 가치를 새롭게 함으로써 기존 공감 윤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준다. 또한, 공감의 의미를 보다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

덕교육 하에 이뤄지는 공감교육이 보편적 도덕성을 지향할 수 있는 철학

적 토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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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Ethical Limitation

and Possibility of Empathy

-Focusing on empathy ethics of M. Scheler

Pak Ju Yeong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empathy ethics of M.

Scheler and to determine ethical limitation and possibility of empathy

based on the research. M. Scheler tried to research a

phenomenological meaning of 'empathy' as a phenomenon of

emotional life. Classifying various empathy phenomena in the course

and determining characteristics held by empathy of true meaning, he

discussed ethical value of empathy. This thesis focused on

determination of ethical and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 of empathy

on the basis of Scheler discussion about ethical limitation and

possibility of empathy.

Following are points to be determined by this thesis. First, empathy

has an ethical limitation. Scheler criticizes existing empathy ethics

which attempt all the ethical functions from empathy. Ethical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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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mpathy exists itself. Namely, it is a wrong concept that empathy

is meaningful because it brings about moral outcome or it acts as a

basis of universal ethics. Such an attitude unreasonably creates

ethical value of empathy and thus, it interrupts proper understanding

of empathy value. According to Scheler, empathy does not distinguish

values so that it is impossible to grasp hierarchy of values.

Therefore, good cannot be compensated in the outcome of my act if

the act is decided by empathy without an ability of judgment on

good and evil. In order for ethicality of empathy education under

moral education to be secured, it is required to give priority to

recognition on ethical limitation of empathy. Furthermore, it is also

required to pay attention to convert a motive of empathy to a moral

act so that empathy may aim at universal morality.

Second, it is required for empathy to have a proper recognition on

otherness. According to Scheler, identifying empathy with both

oneself and others is not only a kind of illusion and but also

misunderstanding of empathy. Understanding of otherness in empathy

has to start from 'grasp of equivalence as a human being' and

'grasp of difference in essence between personalities'. One of the

reasons why empathy has an important status as a moral emotion is

it provides experience how to accept others different from myself. It

means that seeing empathy situations from the aspect of otherness is

conversion from subject-oriented ethics to relationship-oriented ethics

with others.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empathy education under

moral education to start from correct understanding of otherness.

Third, it is required to aim at love if empathy emotion aims at

universal morality. According to Scheler, limitation of empathy can be

overcome through love. Love is a voluntary activity to expand values

and we can recognize 'higher and nobler value' through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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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empathy has directivity as a higher value only when love

action precedes empathy. Therefore, empathy education ultimately has

to aim at love of others.

The empathy ethics of M. Scheler solved the ethical ambiguity of

empathy and renewed ethical value of empathy so that it helps to

overcome limitation of existing empathy theory. Furthermore, it

provides philosophical foundation in order for empathy education to

aim at universal morality.

keywords : M. Scheler, empathy ethics, ethical limitation of

empathy, otherness, moral educatio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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