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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의 목 은 찰스 테일러의 진정성 개념을 통해 사회의 윤리

이상으로서의 진정성을 조명하고 그 실천 가능성을 드러내는 데 있

다.

진정성은 모더니티가 낳은 개념들 이 시 사람들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도덕의 이상이다.진정성에 따른다는 것은 문화의 표 으로

하면 ‘나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진정성은 본래 계

몽주의와 낭만주의를 복잡하게 포 하는 개념으로, 라톤과 아우구스티

스,데카르트와 로크를 거치면서 자아의 내면을 향한 추구가 심화되는

서사와 루소,칸트,헤겔을 통해 본격 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근 성을

원천으로 하는 이상이다.테일러는 근 성의 풍부한 사유와 긴장을 내포

하는 진정성이 사회에 이르러 나르시시즘의 차원에서만 강력하게

작용하는 까닭을 물음하고 그것은 타자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근 사

유의 향 아래에 있음을 지 한다.그러나 테일러는 근 성의 사유와

진정성에는 루소,헤르더,헤겔,하이데거 등의 사상가들을 통해 구 되

는 타자 존재와 공동체의 맥락을 포함하는 역이 있음을 여러 작을

통해 드러낸다.

그러한 진정성의 사회 존재론 인 차원으로 인해 진정성은 자아도취

인 자기실 을 명령하는 이상만으로 해석될 수가 없는 것이다.테일러가

규명하는 존재론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 공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화를 지속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가

는 내러티 존재이다.인간은 본래 타자 존재를 완 히 배제하는

원자론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공동체,역사, 통 안에

서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인간에게 진정성은 공동체

가 요하게 생각하는 바에 귀를 막고 오직 나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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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일 수 없다.진정성이 나 자신에게 진실이고 나에게만 고유한 느

낌에 집 하는 것이라면 테일러가 말한 바 로 우리는 그러한 태도가 보

다 더 넓은 체에로 나를 연결시켜 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정합

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진정성의 진정한 이상은 개인 인 차원만

담을 수 없으며 사회 존재론 차원의 진정성이 복원된 형태이다.

사회에서 요한 이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진정성은 극단 인 개인

주의의 자기실 을 정당화하는 념으로,테일러는 이를 진정성의 왜곡

으로 보았다. 사회 반에 걸쳐 흐르는 진정성의 왜곡된 형태인 나

르시시즘의 문화는 20세기 이후의 사상 흐름과도 깊은 연 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측면이 지나친 허무주의로 이어지고 의미지평의 해

체에 기여하여 진정성의 이념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 속에서

의 진정성은 사회를 개인의 자유의 무한 확장이라고 평가하는 낙

인 입장과 사회를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 인 입장

양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테일러는 이 두 입장을 모두 비 하며,진정성

이 본래 가진 풍부한 의미와 긴장을 담아내는 이상으로서의 복원된 진정

성을 우리들의 균형감각과 함께 제안한다.

결론 으로 복원된 윤리 이상으로서 진정성은 사회를 희망 으

로 망할 수 있게 한다.진정성의 자유주의 사회는 개인들이 개인의 자

유와 자기실 을 리되,자아정체성의 형성 조건으로 타인들과 각자가

속한 공동체,그리고 공동체에서 공유되는 의미지평을 포함하는 사회이

다.실천 차원과 사유의 차원이 일 된 진정성의 이상 실천은 본 논

문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도덕 이상으로서의 진정성의 실천 의의를

명확히 확인시켜 다.

주요어:찰스 테일러,진정성,자아정체성,내러티 ,인정

학 번:2007-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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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문제 제기 연구 목

찰스 테일러의 진정성 개념에 한 본 연구는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즉 도구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 공간 속에서 개

인들이 자기 내면으로 도피한 채 살아가는 실과 련된 것이다.

개인주의는 구시 의 사유들로부터의 단 을 통해 이루어 졌다.인간

은 더 이상 '존재의 거 한 사슬(greatchainofbeing)'이라는 우주

질서 속에 치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아니었다.사고와 행 에 한

범 한 지평을 제거하고서,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평으로 삼을 수 있

게 되었다.그러나 사회나 공동체를 포함하여 모든 타자 세계보다 개

인이 앞서고,개인의 권리와 도덕이 집단이나 사회의 그것들보다 우선한

다는 개인주의의 토 에서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테일러의 말 로

사회는 도구 이성의 지배,삶의 의미 지평 상실,자유와 자결권의 상

실 등으로 불안과 비 에 시달리고 있다(Taylor,1991:3,테일러:2001,

18).

많은 학자들이 지 하고 있는 사회의 이러한 문제들에 해 테일

러는 다른 방식으로 근하고 있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정성의

의미에 한 명확한 규명이다.테일러에 따르면 일련의 문제들은 우리들

이 진정성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진정성의 의미를 복원함으로써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즉 진정성에

담겨있는 도덕 이상의 본래 의미와 그것이 일상에서 반 되고 표 되

는 양태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진정성은 "나 자신에게 진실하라"

는 이상이다(Taylor,1991:16,테일러, 2001:27).이 념은 사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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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세속의 성공 등,사회나 국가 는 타인들이 규정하는 가치

들과 념들에 맹목 으로 끌려가지 않고,우리 각자가 주체 으로 선택

하고 자신이 가장 확신을 갖는 결정을 따르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도덕

이상으로 삼는다.진정성은 본래 근 이후 자율의 이념과 낭만주의

의 유산인 표 주의(expressivism)를 체득한 이상이었으나 에 와서

그 본의가 생략되었다.개인들이 도구 이성과 이모티비즘 등에 오염된

채 자기편의 로 내용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면서 진정성은 사회의 여

러 문제들과 복합 으로 얽 문제를 심화시키는 개념으로 락했다.

결국 사회는 모든 선택이 허용되는 사회(permissivesociety),자

기 심 세 (megeneration),자기도취의 만연(narcissism)등으로 정

의되기에 이르 다(Taylor,1991:4,테일러,2001:13). 가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가치,모든 도덕 단의 근본으로 삼는 시 라는 것은 자명

하다. 인은 타자 존재들이 심어주고 강요하는 가치들로 인해 나

자신에게서만 울리는 소리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

처럼 여기지는 사회 속에 있다.사람들은 맹렬하게 자기에게 몰입

(self-absorption)하고 개인과 개인의 자기지배 (self-mastering)자유가

가장 요한 심 이 된다.타인의 것을 복제하는 삶이 아니라 나만의 삶

을 추구하는 근 에는 나는 구보다 소 하고 남다르다는 단순한 인식

과 더불어 그 타인의 것과 다르고자 함에만 을 맞추는 집착이 있

다.이성은 도덕 단을 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나 자신이 가장

진실하게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타자 존재와 세계는 나의 진정한 자기실 을 한 도구들로

락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 상황, 의 편화 상에 한 고민은 합리

성(rationality)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 사조나 윤리학의 몫인 듯 했

다.그러나 자유주의의 사유 는 환 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

다. 정치철학의 경향은 지배 인 패러다임의 부재,혹은 상실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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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사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사상이어야 한다는 철학의 실천 심

(practicalturning)이라 할 수 있다. 자는 주류의 사상이 존재하기

해서 요구되는 사유의 기 (foundation)에 한 회의와 붕괴를 특징으로

하며 후자는 이 의 자유주의 사유에 한 재구성을 구한다.이러한

실천성으로의 심이라는 흐름 속에서 정치사상가들은 딜 마에 착할

수밖에 없다.그들의 처방이 인정받기 해서 필요한 그들 철학의 모든

기 가 의심의 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들은 기 없는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사고를 해야만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

사상을 실천 으로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의문은,결국 우리가 처

한 이 상황이 어떤 경험(experience)과 서사(narrative)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문화의 문제들을 논의의 출발 으로 삼을 때,블룸(AlanBloom)이

나 벨(DanielBell)같은 근 성 비 가들이 자유주의를 일방 으로 비

하는 것과는 달리, 문화 속 그 나름의 이상과 가능성을 말하는 찰스

테일러(CharlesTaylor)가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테일러가 진단하는

바 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만,불안감과 허무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개인주의와 도구 이성의 만연으로 인해 우리는 자

유의 상실에 직면한다.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만 갇 있는 개인들로 구

성된 사회에서는 정부의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되고 사

람들은 개인 생활의 만족을 즐기기를 선호한다.(Taylor,1991:9,테일러,

2001:19)토크빌이 “온건한 독재”라고 명명한 이 같은 상은 그러나 테

일러에게는 “진정성의 문화(cultureofauthenticity)”이며 진정성의 이상

의 깨우침의 태반이다.근 의 데카르트,로크에 이르러 본격화되는 인격

의 내면화(interiorization)에 의해 시작된 진정성의 문화는 이후 루소,칸

트,헤르더,헤겔 등의 근 의 상반되는 사조들이 복합 으로 결합되면서

개념화되었다.이러한 개념화된 진정성은 왜곡되고 지나치게 주 인

차원의 양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 테일러의 요한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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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삶의 도덕 원천에서 테일러의 진정성(authenticity)이

갖는 함의는 분명하다. 사회의 문제들은 근 철학이 필연 으로 드

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임과 동시에 희망이다.테일러는 희망 역시 근

성(modernity)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진정성은 “나 자신에게 진실하라”

는 념이다.이 때 진실해져야 하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

진정성의 정의와 양상이 달라진다.그는 진정성이 개인주의 자유주의

의 도덕 타락에 한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테일러에 한 연구가 주로 테일러의 사

상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과 련한 수용으로 이루어지고 그의

사유 체,그리고 그와 련하여 그가 규명하는 ‘진정성’이 가지는 의미

가 제 로 조명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테일러에 한 국내 연구는 주로

테일러의 사상의 의의를 공동체주의에 정교한 사상 기 를 제공하는

데서 찾는다(김의수,2007;박구용,2002;홍성우,2002). 한 한국 사회

에서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에 해 사회학 인 탐구를 시도한 김홍 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의 문화와 테일러가 의미하는 ‘진정성’이 구별되지 않

은 채 사용되고 있다(김홍 ,2009).

진정성의 의미는 테일러의 특유의 역사 인 연구 방식과 련하여,그

리고 그의 철학 인간학(philosophicalanthropology)과 결부시켜 이해해

야 한다.테일러에 따르면 실증주의, 차 이성,객 이성,계산

합리성 등으로는 인간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행 는 우리의 목표, 계,이상의 표 과 반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역사 ,사회 맥락으로부터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면서 살아간다.테일러의 인간학은 역사 에서 이루어지고,따라

서 근 성에 한 심으로도 연결된다.그가 성찰의 상으로 삼는 인

간은 바로 근 주체이기 때문이다.

진정성은 인을 정의하는 가장 요한 개념이다.테일러가 복원하

고자 하는 진정성은 내면에의 헌신이라는 주 차원과 진정성이 공



-5-

공간에서 인정되고 책임지는 상호주 차원을 모두 담아낸다.원래 진

정성이라는 개념은 윤리학과 미학 등 서로 다른 학문 분야와 통속 인

사용 등에 있어서 의미가 다양하고 불분명하다.다만 본 연구에서는 그

런 개념들에 해 일일이 비교하여 어떤 정의가 한지에 해 규명하

는 것은 심사가 아니다.찰스 테일러의 진정성 개념을 통해,본 논문은

근 성이 사회에 지니는 의미에 해 조명하고 도덕 이상으로서

진정성 의의와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제 2 연구 방법 논문 구성

테일러의 연구는 도덕 이론,주체성,정치사상,인식론,해석학,정신

철학,언어이론 술이론,종교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 한다

(Smith,2000:1).그가 다루는 역은 각 학문 역에 걸쳐 있거나,통합

인 동시에 요약이나 환원이 불가능 할 정도 인데,이는 서사

(narrative)와 명확하게 표 하기(articulation)를 사용하는 그의 연구방법

론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자는 테일러가 주로 사용하는 해석 서사

의 방식으로,가령 자아 정체성의 변화를 도덕의 원천의 변화로 설명하

는 것이다(Smith,2002:97∼102;Abbey,2000:37∼40).후자인 명확한

표 (articulation)은 테일러가 자신의 술 곳곳에서 사용한 용어로,정

의(definition)나 단정(conclusion)은 환원 이고 실제를 삭감(subtraction)

시키는 설명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제한다.해당 주제를 최 한 풍부

하고 충실하게 알아내고자 하는 테일러의 연구 방법인 명확한 표 찾기

는 무언의 그러나 제되어 있던 것들에 주목하여 상을 알고자 하며,

주제에 해 완결 짓지 않고 계속 으로 논의하고 수정하는 진행형의 형

태를 가지고(Abbey,2000:46),한 주제 안에서 논쟁 이거나 모순 으로

보이는 특성들도 논리 인 결론을 맺으려 하지 않으며 상반된 특성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설명 방식이다.본 논문은 테일러의 주요 작들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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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라는 주제를 심으로 독해하고 여러 작에서 드러난 테일러의

사유를 진정성을 심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먼 본 논문과 련하여 가장 요한 연구는『진정성의 윤리(역서:

불안한 사회)』(TheEthicsofAuthenticity,1992)이다.이 작을

통해 사회의 불안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를 비 하는 사유에

반 하면서 이상으로서의 진정성을 아직 담지하고 있는 사회의 가능

성을 드러내고자 한다.진정성의 주요한 바탕이 되는 자아정체성의 원천

을 계보학 으로 탐구하는 『자아의 원천』(SourcesoftheSelf,1989)

을 통해서는 재의 진정성의 문화와 해석의 근거가 되는 근 성을 살펴

본다. 한 본 연구는 자아 정체성의 변천사를 서사의 방식으로 탐구한

다.강한 평가라는 개념을 통해 공리주의 자아를 비 하는 도덕 자

아의 개념을 강조하고 서구의 철학사를 내향성과 자아의 발견이라는 테

마를 심으로 설명한다.테일러의 근 성 탐구에서 결정 으로 요한

치를 차지하고 분석철학에 경도되어 있던 미 철학계에 헤겔의 요

성을 다시 부각시켜 서인 『헤겔』(Hegel,1975)은 메를로- 티

(MauriceMerleau-Ponty)의 사유에서 향을 받은 헤겔 해석으로,육체

를 지닌(embodied), 는 구체 행 자라는 개념으로 헤겔 철학을 창조

으로 재해석한다.이 서의 압축본인 『헤겔과 사회(역서:헤겔철

학과 의 기)』(HegelandModernSociety,1979)는 헤겔의 철학

이,특히 헤겔이 당 의 상황에서 품었던 문제의식이 여 히 오늘날의

문제들을 반성하는 데 제공하는 유의미한 사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다.『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Multiculturalism andthePolitics

ofRecognition,1993)은 인정의 개념에 한 테일러의 역사 이고 철학

인 시각은 다문화주의의 담론에 요한 출발 을 제공한다.다문화주

의는 여러 문화 공동체가 존재하여 정치 이슈와 갈등의 원인을 제공

하는 사회와 련된다.다문화성은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하고 그러

한 정체성들은 인정을 필요로 한다.이 주제는 공 공간에서 진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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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해,즉 진정성이 실제 으로 구 되는 형태

에 한 해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2007년 출간된 『세속의 시 』(A

SecularAge)는 사회를 이 시 에 비해 압도 으로 세속화된 시

로 간주하며 이러한 세속 분 기는 인 것,신성한 것, 월 인

것을 배제해온 근 성의 서사와 연 된다는 것을 명료화(articulate)한다.

이 서는 서구 문명의 기독교 사유의 변천의 서사와 근 의 사회 상

상1)의 변화와 진정성의 시 에 한 연구를 담고 있다.테일러가 보기에

세속화로 의미 지평이 축소된 사회는 진정성의 왜곡과 괘를 같이

한다.

본 논문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2장에서는 진정성의 사상 원천을

다룬다.테일러는 모더니티가 낳은 개념들 진정성을 이 시 사람들

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념으로 평가한다.진정성은 계몽주의와 낭만주

의가 복잡하게 얽 있는 개념으로,본 장에서는『자아의 원천』을 통해

라톤 이후 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사유 체계에서 자아의 내면을 향

한 추구,인간의 내향성에 해 추 한다.『진정성의 윤리』(역서:불안

한 사회)에서 테일러는 근 이후,개인 인 차원의 진정성 개념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하기 시작한 까닭을 타자성을 완 히 배제하는

사유의 수용에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 본연의 개념은 본격 으로 형

성되는 근 의 사유 속에서 헤르더,헤겔,하이데거 등의 사상가를 통해

구 되는 상호주 이고 공동체맥락 인 역을 포함한다는 것을 드러

낸다. 라톤에 의해 처음 인격의 내면화가 시작된 이래,아우구스티 스

를 거쳐 데카르트와 로크에 의해 본격화된 ‘내면성(interiority)'으로의 여

1)사회 상상(socialimaginary)는,사회 실에 해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지 도식보다 훨씬 폭넓고 심층 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사람들이 자

신의 사회 실존에 해 상상하는 방식,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식,사람들 사이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통상 충족되곤 하는

기 들,그러한 기 들의 아래에 놓인 심층의 규범 개념과 이미지이다

(Taylor,2004:23,테일러,2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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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루소의 자기결정의 자유와 칸트의 자유 개념에 의해 더욱

진화된다.이들 모두는 도덕의 근원과 기 을 개인의 내면에서 찾으려

한다.헤르더는 각 개인은 자신의 “척도”를 갖는다는 념을 개진함에

따라 개인의 특성과 창의성이 도덕 의미를 갖게 되었다.이러한 자아

실 의 이념이 진정성의 핵심이자 근 문화의 도덕 기반이 된 것이다

(유홍림,2003:140).헤겔의 사유는 칸트의 철 한 의미의 자유와 낭만주

의의 표 존재를 종합하는 인간 으로 진정성의 개념화에 결정 인

내용을 제공하는 근 성의 풍부한 사유를 포 하고자 하 다.

3장에서는 이러한 근 성의 원천을 바탕으로 복원되는 진정성의 사회

존재론(socialontology)을 해명한다.자유주의의 결 을 보완하는 이상으

로서의 진정성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학 근거들에 해 분석한다.

도덕 공간 속의 자아와 의미지평, 화 존재와 내러티 존재라는

인간 과 테일러가 주장하는 바,진정성의 복원된 모습,사회 존재론

차원의 진정성에 해 명료화한다.테일러는 인간이 원래 타자 존재를

완 히 배제하는 원자론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다.자아(theself)는 내가 속해있는 언어공동체에서 나에게 향을 주는

요한 타인들과의 화 속에서 가능한 개념이다.공동체,역사, 통 안

에서 언어를 사용하고,해석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개인에게,진정성은,공동체가 요하게 생각하는 바에 귀를 막고 오직

나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는 개념이 아니다.진정성이 나 자신에게의

진실이고 나에게만 고유한 느낌에 집 하는 것이라면,그러한 태도가 보

다 더 넓은 체에로 나를 연결시켜 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진정성

은 정합 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4장에서는 이러한 진정성이 지나치게 주 화되어,이기주의 개인주

의를 정당화하는 념으로 왜곡되어 왔음을 지 한다.진정성의 개인

차원은 주로 ‘나르시시즘’의 문화로 일컬어진다. 사회의 비 가들이

진정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사회 반에 걸쳐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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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르시시즘은 20세기 이후의 사상 흐름과도 깊은 연 이 있음을 테

일러는 지 한다.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측면이 지나친 허무주의로 이어

지고 의미지평의 해체에 기여하여 진정성의 이념을 왜곡하고 있음을 고

찰한다.

5장에서는 복원된 진정성의 이상에 기 한 정치질서로서의 ‘진정성의

자유주의’를 인정의 정치 개념을 통해 구상해본다.진정성의 자유주의 사

회는 개인들이 개인의 자유와 자기실 을 리되,자아정체성의 형성 조

건으로 타인들과 각자가 속한 공동체,그리고 공동체에서 공유되는 의미

지평을 포함하는 사회이다.그리고 개인의 진정성이 사 인 역뿐만 아

니라 공 인 역에서 인정됨을 통하여 진정성의 이상은 실 된다.이에

해 테일러의 사유의 실천 가능성에 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테일러의 사유는 실 인 문제 들에서 출발했으며,실천 차

원과 사유의 차원이 일 되게 진정성의 이상 실천에 해 주장해 왔음

을 설명하고 사회에서 도덕 이상으로서의 진정성의 의의를 확인

함으로써 논문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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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진정성의 사상 원천

제 1 진정성의 도상학

진정성 개념은 요한 가치를 담은 개념일수록 더욱 그러하듯이,정의

하기가 어렵다.각 역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 다양하여,그것들만을

정리하는 작업이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자기 자신’

을 뜻하는 ‘eauton’과 ‘바로 세우다’를 뜻하는 ‘theto’가 합쳐진 헬라스의

단어 authentikos를 어원으로 하는 (Ferrara,1998:15)진정성(authenticity)

은 철학,사회학,미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례가 다양하고

문화 속에서도 자주 인용된다. 컨 발터 벤야민(WalterBenjamin)

이 사용한 authentizität는 주로 진품성으로 번역된다. 술 작품의 핵심

부분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사물의 물질 지속성과 함께 역사 인 증언

가치까지 포함하여 그 사물에서 원천으로부터 승될 수 있는 모든 것의

총 개념이다(벤야민 2007,105).이 개념은 아도르노를 통해 음악 미학

에 진정성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이후 음악 평론에 사용되면서 상

품성과 비되는 개념으로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사회학 역에서 진정

성은 인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도덕 이상에는 충실하지만

사회가 강요하는 규범이나 문화에는 항한다는 의미에서 사회 지배

문화에 항 인 문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김홍 ,

2009; 남숙,2007)2).윤리학 역에서는 ‘합리성’에 반 되는 특수 인

도덕 개념으로 사용된다(김남 ,2007).라이오넬 트릴링(LionelTrilling)

이 문학 평론에서 사용한 진정성은 성실성(sincerity)과 비교된다.성실성

은 근 이 400년 정도 이어온 개념으로,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동시

에 타인에게도 거짓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면 진정성은 외재 가치

2)논문에서 사용되는 진정성은 나르시시즘의 문화와 테일러가 의미하는 진정성이 구별

되지 않은 채 혼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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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 의해 설정된 이러 러한 사회 요구와 규범들에 더 이상 맹목

으로 끌려 다니지 말고 오직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념

이다(Trilling,1972:6).

이러한 다양한 의미의 진정성의 정의들 사이에서 테일러의 진정성 개

념이 갖는 변별은 그의 서 『자아의 원천』(SourcesoftheSelf)에서

드러난다.그는 서구의 사상사를 내향성(inwardness)으로 향하는 도덕의

도상학(moraltopography)을 그려낸다.진정성의 핵심 요소인 주

차원은 라톤에서 처음 시작된다.

라톤(Platon)이 『국가』를 통해 말하는 도덕의 원리는 간단히 말해

이성이 지배할 때 우리는 선하고 욕망이 지배할 때 우리는 악하다는 것

이다.그는 사유(thought) 는 이성의 역에서 도덕의 근원을 찾는다.

이성은 우리 삶을 선하게 할 것이고 이성에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테일러 식으로 말해,도덕 인간(thegoodman)

은 이른바 자기 자신의 주인(masterofhimself)이거나 그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strongerthanhimself)이다(Taylor,1989:116).

사상사에서 도덕 자아(themoralself)의 통일성(unification)과 심

화(centering)는 내면화로 향하는 변화의 제조건이다(Taylor,1989:120).

그러나 엄 히 말해 내재화는 라톤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테일러에

따르면 내부와 외부(inside/outside)의 이분법으로 라톤의 사유를 이해

하는 방식은 그를 제 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톤의 이분법은 혼과

육(thesoul/thebody),물질 인 것과 비물질 인 것(theimmaterial/the

bodily), 원한 것과 가변 인 것(theeternal/thechanging)이다(Taylor,

1989:121).육체가 건강이라는 질서를 원하듯 정신은 이성이 지배하는 질

서를 바란다. 라톤에게 훌륭함(virtue,aret)은 일종의 혼의 건강이고

아름다움이며 선함인 반면 나쁨(vice)은 혼의 일종의 질병이요 추함이며

허약함이다( 라톤,2005:311,444d-e).이성은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고 이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정확한 시각과 이해에 의해 지배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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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할 때,우리의 정확한 시각과 이해는 건강의 유사체(the

analogueofhealth)인 자연 질서(thenaturalorder)를 악한다는 것

이다.자연 질서는 그 자체로 이성이 지배하는 질서이다.올바른 질서

(thecorrectorder)는 다양한 욕구와 행 들 가운데 우선순 를 설정하

고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를 구별한다.따라서 이성은 자연 질

서 혹은 옳은 질서(therightorder)에 한 인식이고,이성에 의해 지배

된다는 것은 이 질서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Taylor,1989:122).

라톤의 도덕에 한 자원들 가장 요한 것은 주로 선이라고 번

역되는 좋음(thegood,toagathos)에 한 념이다.이것은 도덕

단의 근본 원천이자 기 이 되는 라톤 사상의 요체로,좋음 그 자체

인 좋음의 이데아는 모든 부분 인 선들을 총 하는 최종 인 선이며 부

분들에 더 높은 고상함(higherdignity)을 부여하고 정언 인 사랑과 충

성을 명령하는 념이다.선한 삶은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지만,그

것은 우리의 혼에 있는 올바른 질서의 범주에서 뿐만이 아니라,근본

으로 체로서의 좋음의 질서에 한 시각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의미한

다.이러한 라톤의 사유에 따르면 이성에 따르는 도덕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within)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outside)에,즉 좋음의 이

데아 속에 있다.동굴의 비유를 통해 라톤은 가변 이고 물질 인 것

이 아니라 속 이고 정신 인 지혜를 추구하기 해 빛을 향해 시선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다. 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기 이 되는 어떤 것과

그것을 향해 있는 우리 혼의 이다.

그러나 라톤의 사상은 아직 내향성과 직 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

니었다.다만 가변 인 것이나 인간 인 것을 외부의 높은 역에 가장

근본 인 도덕 근원을 상정한다는 에서, 한 이성에 따라 자기 자

신을 지배하는 인간이라는 도덕 존재 개념을 규정한다는 에서 이후

의 내향성 추이에 결정 인 토 를 제공한다.

테일러에 의하면, 라톤의 과 육,고와 , 원과 순간,불변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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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계는 아우구스티 스(Augustinus)에 이르러 마침내 내면과 외부

(inner/outer)의 개념으로 연결된다.이데아(IdeaoftheGood)의 세계는

가장 높은 원리이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역이다.아우구스티 스는

이 진리의 역의 궁극은 신(God)이라고 인식한다. 라톤에게 모든 것

이 좋음의 이데아의 형상이었다면 아우구스티 스에게 모든 피조물은 신

의 이데아의 닮음이며 신에게로 가는 길은 내면(inward)에 있다.신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월 인 상이지만 인간을 한 근원 인 지주

(support)이고 모든 지 활동의 근본 제가 된다.신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에 빛을 주는 존재이다.아우구스티

스가 말하는 신의 빛은 라톤의 태양처럼 동굴 밖에만 있으면서 질서

를 밝히는 빛만이 아니라,내면에서 비추는 빛(innerlight)이다(Taylor,

1989:129). 라톤에서 데카르트에 이르는 인식론 통이 내면을 향하게

된 것은 아우구스티 스가 신을 향하 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아우구스티 스가 을 이데아로 지칭되는 인식의 상 세

계에서 인식 활동으로 을 옮기기는 했지만,근 성을 지닌 근본

반성의 태도3)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평한다.아우구스티 스의 사유가

테일러의 도상학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는 지 은 일인칭 입장(the

firstpersonpoint)의 수용이다.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을 증명하기

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한

다(Taylor,1989:132).아우구스티 스가 신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은 인

식과 추론의 일인칭 시 의 경험에서 시작된다.내가 지각하고 생각한다

는 것을 인식한다면 한 내가 상의 머에 있는 어떤 공통 인 것,

이성이 따르고 있는 어떤 기 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

다.나는 이 활동이 나보다 더 높은 무언가를 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나는 내면으로 계속 소 함으로써 를 향하게 된다.그

3)내가 아는 세계가 나를 해 존재하고 나에 의해 경험되고 나를 통해 사고되며 나를

해 의미를 가진다는 태도를 가리킨다.지식과 인식이 언제나 행 자의 것이 된다

(Taylor,198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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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 스에게 신은 인간에게 기 과 단원리를 주는

동시에 이데아라는 외부 역 뿐 아니라 인간에게만 있는 인식의 빛을

주는 존재이다.

아우구스티 스의 기억에 한 설명을 통해 내면의 빛의 성격은 보다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다. 라톤의 『메논』의 상기 개념을 아우구스티

스는 신에 한 기억으로 설명한다.우리의 혼은 빛을 따라 신에게로

돌아가도록 기억이 숨겨져 있다.신에게 귀의할 때 우리는 이 기억 속에

있는 내용을 듣는 것이다(Taylor,1989:135).내면의 빛을 향한다고 해서

인간 내부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신 안에서 진리를 보는 것

이다.

데카르트(RenéDescartes)의 사상은 아우구스티 스의 사유를 계승한

부분이 많지만 완 히 다른 방향으로 개되었다.이 변화는 간단히 말

해 도덕 근원을 우리의 내부로 옮겨온 것이다.“내 안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내 외부에 있는 지식에 해 알 방법은 없다”라는 데

카르트의 명제는 이 에 보편 인 로고스나 신 인 로고스로 존재했던

생각을 내 안으로 끌어당긴 것이다.생각과 존재가 근원 으로 일치하던

세계가 이데아와 신이라는 외부의 역에서 나의 마음으로 옮겨진 것이

다.데카르트는 이 게 생각을 인간의 본질 속성으로 인식하면서 철학

의 역사에서 ‘나’(theself)를 처음으로 문제화하 다(김상 ,1998:121).

이제 이데아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생각과 물체를 구분하지 못하

는 혼동에 해당한다.자신의 신체를 포함해서 물체 사물은 실제에

한 표상(representation)으로 이해되며,나를 제외한 외부 세계는 이제 확

실성을 확보해야 하는 객 화의 상이 된다.우리는 상에 한 이해

를 명확히 하기 해 어떤 정신 인 본성이 있을 것이라는 식의 사고방

식,그 상상으로부터 벗어나 “마법에서 깨어나(disenchanted) 상을 기

계 으로 는 기능 으로 바라 으로써 확실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Taylor,1989: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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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실한 지식의 유일한 토 인 나의 정신의 반성 태도가

요해진다.모든 지식의 확실성(certainty)을 검증하는 시 석은 오직 나

자신을 통해 개시되기 때문이다.정신은 이성이 자기를 주도하도록 하고

정념을 기능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한다.테일러는 정념에

한 이러한 사유를 고 인 사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충격 으로 새로

운 사유라고 평가한다(Taylor,1989:151).스토아주의에서는 정념을 통찰

력이 부족하고 선악에 한 잘못된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고,아우

구스티 스는 여기에 의지의 사악함이라는 개념을 덧붙 다.그러나 데

카르트의 정념은 혼과 육체가 실제 인 합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고안된 기능 장치로,혼에는 감정으로 기능하며 육체에는 반응으로

기능한다(Taylor,1989:150).정념은 이성에 의해 통제된다면 이성의 활

동에 기능 으로 사용될 수 있다.원하는 것을 얻기 해 효율성을 담지

하게 된 것이다.이제 히 통제될 수만 있다면 정념의 힘을 크면 클

수록 좋은 것이다.

존재의 토 로서의 인간의 정신과 이 정신에 한 이성의 주도라는 데

카르트의 사유는 확실히 도덕 근원의 내면화(internalization)를 의미한

다.이성의 통제는 이제 마법에서 깨어난 세계를 통제하는 정신의 문제

가 되고 선한 삶에 한 지각과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념은 이제 이

성 존재로서의 존엄성(dignity)를 의식하는 행 자에게서 나와야 한다

(Taylor,1989:152).

인간의 존엄성에 한 근 사유는 이 게 데카르트에게서 출발한

다.그가 선한 삶의 보상으로 자부심(self-esteem)을 강조하고 고결함

(generosity)을 강조하는 데서 더욱 근 성이 두드러진다.존엄성과 자부

심은 이성 통제의 도덕에서 원천이 된다.고결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당 에는 용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자기 안의 두려움과 욕

망을 정복하고 한 일을 해내는 명 윤리 인 개념이었으나,데카르

트에 의해 이성 통제의 개념으로 변하게 되었다(Taylor,1989:153).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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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은 자기의 인간 존엄성에 한 지각과 의식을 동반하는 개념이 되

었고 도덕 근원이 된다.데카르트의 내면화는 그가 등장하기 의 내

면화에 비해 훨씬 진 이다.아우구스티 스의 내면화는(내면의 빛은)

를 향한 것이었지만 데카르트의 것은 “자기 충족 인 확실성을 얻으려

는 과정”이었다(Taylor,1989:156).

데카르트에 의해 존재의 거 한 사슬에서 해방된 탈맥락 주체

(disengagedsubject)라는 개념은 로크와 이후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더욱 진화된다.기존의 사유 질서와 통 인 념을 괴하고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작업은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것으로,새로울 것이

없지만 로크가 제안하는 탈맥락화의 정도는 압도 으로 진 이다.

상을 의심하고 객 화하는 작업은 마음속에서 반성 이지 않은 활동과

신념으로까지 확장되기에 이르 다.의심이 멈추는 지 은 경험과 감각

과 반성의 지 인 바(Taylor,1989:166),로크의 존재론은 데카르트의 일

인칭 시 의 경험보다는 자기 자신을 기계 인 구조로 보고 감각과 반성

을 제외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객 화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

다.테일러의 표 에 따르면 로크의 인간 은 자아(punctualself),

즉 선에 해당하는 타자 존재나 심으로부터,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

터 추상되어 규정되는 자아이다(Taylor,1989:160).이 게 추출되는 자

아는 자기 객체화와 근본 반성의 태도를 특징으로 하고 이는 계몽주의

사조에 의해 심화되었다.그러나 테일러의 서사에 따르면 이를 비 하는

루소의 등장으로 사유의 환을 맞게 된다.

제 2 루소의 자기결정 자유

루소가 보기에 인간은 불행을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자연 상태에서

단순하고 소박한(austere)삶을 사는 자유로운 존재 던 인간은 사회가

출 함에 따라 상호의존,불평등,억압으로 인해 그 본래성이 왜곡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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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루소는 인간의 본성에서 본래의 것과 인 인 것을 구분하여 자연 상

태의 인간,다시 말해 인간의 자연성(nature)을 이해하고자 하 다

(Guinon,2004:56).루소에게 자연은 근본 으로 옳은 것이다.당 의 이

신론(Deism)의 구조를 이용하여 루소는 자연을 신의 자리에 놓는다.본

래의 기독교 이론에서 우주 질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랑의 원천이 되

고 인간에게 은총을 내리는 존재인 신(God)을 자연(Nature)으로 체한

다(Taylor,1989:358).이제 자연은 근본 으로 좋으며,모든 것을 선하게

만든다.자연에서 오는 최 의 충동은 언제나 옳다(루소,2003:161).이

본원 상태에서 인간은 불행을 모른다.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자

신을 사랑하고(amourdesoi,self-love)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며(루소,

2003:380)그 다음으로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최 의 상 인 감정인 동정심을 갖게 된다(루소,2003:398).동정심을

통해 인간은 자기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연상태의 최 의 상 감정이었던 동정심은 사회상태에서는 양심

으로 발 한다.따라서 무엇보다도 양심은 감정이다4).양심5)은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의 언어로 말하는 안내자이고(Taylor,1989:358), 원한

하늘의 목소리이자 선과 악에 해 오 이 없는 심 자이다(루소,2003:522).

사회생활 속에서는 최 의 자연 상태에서처럼 자연에 따르는 것이 쉽

지 않다.인간은 사회의 속박과 부패한 문화로 인해 자연과의 을 상

실한다.우리는 고통 받고 있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4)동정심에 이성을 더한 것이 양심이라는 해석이 있지만(김용민,1994),양심이 당 계

몽주의 사조의 합리 도덕 을 의미하지 않으며,상 으로 감정의 개념이라는 것

은 체로 동의하는 견해이다.

5)테일러에 따르면,양심은 언어와 이성을 갖추고 사회에 속해 있는 인간 존재의 내부

에서 울리는 자연의 소리이고,일반의지는 상호의존과 사견들로 인한 모든 왜곡으로

부터 자유로운 자연의 요구이다(Taylor,1989:358).사회생활 속에서 자연과의 을

가능 하는 유일한 매개는 각자의 내면에 있는 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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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자 하지 않고,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 하는지에 해서만 생각한다.우리는 자연이 주는 자유와 행복과 선

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자연에 하여 단순한 올바름을 찾기 해서는 사회 안에서 모든 타

자 존재가 주는 속박과 타락으로부터 귀를 막고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

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자신 속으로 침잠하면 할수록,마음의 소리를

더 들을수록,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진 이런 말,‘바르게 살아라,그러면

는 행복할 것이다’라는 말을 더 잘 읽게 된다(루소,2003:506).

이러한 루소의 사유에 따르면 선악의 문제는 계몽과 지식의 확장에 의

해 해결되지 않는다(Taylor,1989:355).도덕은 인간이 양심을 통해 자연

과 하려는 의지(will)의 문제가 된다.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혼의 목소리를 따라 자신의 의지 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그 사람

은 스스로 능동 임을 느낄 것이다.의지는 감 으로부터 자유롭다.외부

의 유혹에 따라 행동할 때 그는 나약하며 자기 악덕에 의해 노 가 된

다.그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자유인이 된다(루소,2003:501).

트릴링이 정의하는 바 로 진정성이 우주와 그 안에서 인간의 치에

해서는 강조하고 사회 상황에 해서는 덜 수용 인 시각을 갖는 이

념이라면(Trilling,1971:11),루소의 사상은 진정성에 매우 합치한다.사

회 인,다시 말해 타자 인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서,자기 내면과의

친 한 을 통해 도덕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유가 그러하다.

이러한 념은 자기결정의 자유(self-determining freedom)와 히

연 된다(Taylor,1991:34,테일러,2001:43).나에 한 것은 외부의 사물

과 향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때 나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고방식이다.루소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 로 행동하는 사람

이 있다면,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때 자신의 힘 외에 타인의 힘을 필

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은 자유이다(루소,

2003:146).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만 원하고 자신의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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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일만 한다.자기 자신의 능력에 합한 행 만을 하는 그 자유로운

존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루소,2003:288).

타인과 외면 인 것에 의존하려는 경향이나 넘쳐나는 욕구들과 욕망들

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으로 복귀하고 스스로를 단순하게(austere)하여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인간에 한 념은 고 의 스토

아주의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루소는 실제로 스토아주의의 원칙들을 자

주 말하곤 했다(Taylor,1989:359).『에 』이 탐구하는 바는 자기 스스

로(onone'sown)완 하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에 한 것

이다.루소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사회계약에 따라 공 으로 수립된 법

률을 통해서 자기복종의 개념이 정치 핵심을 가진다는 것이다(Taylor,

1989:360).진정한 덕의 조건으로서 소박함이라는 고 테마는 루소에

의해 근 인 테마,즉 일상 삶에 한 정으로 변모한다.고 의 명

와 에 한 것들은 일상 이고 친 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

같은 감정(companionship)으로 체된다.

루소는 고 의 철학 자원들을 통해 근 인 도덕 이해를 앞당기는

데 결정 으로 기여한 사상가이다(Taylor,1989:361).사물의 질서로부터

선한 신의 존재를 추론하고 물체를 움직이는 의지이자 지성을 지닌 존재

를 상정하는 고 의 스토아주의와 당 의 이신론의 념에서 요한 가

치 던 선과 악에 한 첨 한 구분과 타락과 인간의 의지의 필요라는

양극 인 개념들이 루소에 의해 근 의미를 얻게 된 것이다.

이제 선악의 구분 는 선한 의지와 타락한 의지의 문제는 자기 의존

이냐 혹은 타자 의존 이냐의 문제로 연결된다.선(goodness)은 자기

내부에서 행 의 동기를 찾는 자유와 동일시되고 이 까지의 이성 이고

계 인 우주 질서(order)는 자연의 섭리 인 질서(design)로 체된다.

우리는 이 질서를 자신만의 동기와 감정들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선

한 것은 내면으로의 회귀를 통해서,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경향6)이 어디

6)테일러는 루소가 생각에 비해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 계몽주의에 반발하고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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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우느냐를 따라가면 발견되는 것이다.

우리는 루소에 의해 선의(benevolence)에 한 인간의 본능 인 정

감정이 어떻게 해서 보편 선(universalgood)으로 이어지는 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인간의 감성 인 내부로부터 오는 목소리가 선

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다.각자의 내부에 있는 자연의 기백(elan of

nature)은 선한 것이며,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Taylor,

1989:362).

테일러는 루소가 오늘날 가장 지배 인 문화의 발생기에 있다고 본다.

루소는 자기 내면과의 을 통한 자기결정의 자유를 덕과 선을 한

핵심으로 보는 사유를 통해,그 이후 내면으로의 더 진 인 강조와 근

본 인 자율을 강조하는 근 인 사유의 환 을 제공한 것이다

(Taylor,1989:363).도덕은 이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자기 결정에 따르는 것이 되었다.

과 서 로 출발하는 듯 하지만 이들의 으로 끝난다고 평한다(Taylor,1989:355).

이러한 견해에 반해 벌린은 루소의 실제 사상은 백과 서 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

다고 본다.벌린이 보기에 루소의 사유는 합리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의 가장 순수한

정수이다.이성에 호소했고,어떤 질서가 존재하며 어떤 고결한 삶이,바람직한 인간

이 존재한다.만일 인간이 자신을 타락하게 한 악한 사회를 무 뜨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원히 변치 않는 규범과 일치하는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벌린,

2005:91).월린은 테일러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듯하다.그는 루소 이 에는 제기된

이 없었으나 루소 이후에는 반복 으로 제기된 이념이 있다면,그것은 공동체는 인

간의 감성을 만족시키고,인간의 정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월

린,2009:280)고,근 정치사상의 흐름에서 감정을 생각과 동등한 치로 올려놓은

사상가로 루소를 지 한다.이 문제는 하나의 큰 연구 주제이고 많은 사상가들이 다

루었다.본 논문에서는 루소를 근 성에 요한 낭만주의에 결정 인 향을 끼친 사

상가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한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테일러는 루소의

사유가 논리 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 한다(Taylor,1989:359).그

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감성에 한 강조를 진정성의 원천으로 지 하는 것은 텍스

트에 한 주석 인 이해나 논리 정합성과 엄 함에 구애받지 않고 역사주의의 방

식과 당 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등의 에서 실을 포착하고자 하는

테일러의 사유의 방법론과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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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칸트의 자유

루소에 의해 도덕이 자유를 한 기반이 되었다면 칸트(Immanuel

Kant)는 루소가 진화한 도덕 근원의 내면화,주 주의로의 변화를

공고화하는 새로운 철학 기반을 마련한다.

테일러에 따르면 칸트는 자유에 해 가장 철 한 입장을 취한다.칸

트에게 있어 자유는 다양한 욕망과 경향성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어,자

신의 이성이 가르쳐 도덕 법칙에 따라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

미한다.그 다면 도덕 법칙(morallaw)은 무엇인가?그것은 우리의 자

유로운 의지가 복종해야 할,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어지는 것으로,이성

이 가르쳐 주는 무조건 인 것(maxim)이다.이성은 도덕 법칙이 어떠한

감성 조건에 의해서도 압도되지 않는,그런 것에 해서 으로 독

립 인 규정 근거임을 보여 다(칸트,2002:84).우리는 모든 경험 조

건들을 격리함으로써 이 도덕 법칙을 의식할 수 있다.

칸트에 의해 도덕 법칙의 근거가 되는 이성은 계몽주의자들의 이성과

매우 다른 개념이다.이성은 우리를 인과성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자유

의 역으로 들어가게 해 다.다시 말해,순수하게 자연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욕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는 인간은

이성 존재자로서 존엄성을 획득한다(Taylor,1985:324).이 이성으로

인해 인간은 여타의 자연 상들과 다른 존재가 된다.이성 존재자

로서 인간은 법칙에 따라 행 하는 능력,다시 말해 의지를 가지고 있

다.법칙들로부터 행 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이 의지

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의지란 이성이 경향성에 독립

해서 실천 으로 필연 인 것이라고,즉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

하는 능력이다(칸트,2005:115).

의미의 자유는 이성만이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그 의무를

우리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따르는 것이다.이제 인간은 철 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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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유로우며,자연 존재로서가 아니라 순수한 도덕 의지로서 스

스로를 규정하는 존재이다.주체는 이제 올바르게 행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동기7)로부터 행 하지 않으면 안 된다.우리는 이제 이성 원

칙의 최종 고안자로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존재이다.

테일러가 보기에 이러한 사유는 역사와 통,그리고 자연이 가치와

행 의 원칙을 제공해 다는 낙 인 견해를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우

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내는 근 인 사고의 원형이다(Taylor,

1989:363).자연과 경험의 기계성의 역에만 속하는 여타의 존재들과는

달리,우리 인간은 이성 피조물로서 목 그 자체이다.인간이 그 자유

의 자율의 힘으로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칸트,

2002:195).진실로,외경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신성한 것은 신이 아니

라,이성이 자신에게 부여한 명령,도덕 법칙이 되었다(Taylor,1979:5,

테일러,1988:24).

루소와 마찬가지로 칸트의 사유 역시 새로운 것이었다.칸트는 루소가

도입한 도덕의 근원의 내면화 는 주 화(subjectivization)를 공고히 하

는 새로운 기반을 제공한다(Taylor,1989:364).루소의 자연의 심 은 칸

트에 이르러 이성 자연(rationalnature) 는 이성(rationality)으로

체된다.이제 도덕은 완 히 내면에서 오는 것으로,외부의 어떤 것도 섞

일 수 없다.칸트는 도덕에 해 거 한 질서(thecosmicorder)같은 고

개념을 거부한다.이러한 시각은 타율 이며 우리 행 의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질 수 없게 하고,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게 한다.

이성 존재자로서 우리는 유일한(unique)존엄성을 가진다(Taylor,

1989:364).자연에 존재하는 타자들과 달리,인간은 스스로 법칙을 만들

고 이성에 따라 살아간다.법칙의 담지자인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7)올바른 동기는 도덕 법칙 그 자체 즉 주체가 이성 의지로서 자기 자신에 부여하는

도덕 법칙에 한 존경일 수밖에 없다(Taylor,1979:4,1985:324,테일러,19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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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자연을 내면에 담지하고 있는 인간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목

자체가 된다.이제 선함의 근원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다(Taylor,

1989:365).

칸트의 사유는 순수한 자기 활동성(pureself-activity)에 한 망을

제공한다.궁극 으로 이성 인 법률의 고안자로서의 나의 의지에 의해

나의 행동이 결정된다(Taylor,1985:325).다시 말해 칸트에 이르러 처음

으로 도덕이 자유롭고 순수하게 인간 의지의 일이 된 것이다.

이제 칸트의 자기 결정 (self-determinating)자유는 완결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신이 갇 있는 경계를 넘어 모든 것을 규정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내 이고 정신 인 자유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목 을 자연에도

실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Taylor,1979:7,테일러,1988:26).

이러한 사유는 자유(totalliberation)의 열망에 불을 지폈고,피히

테,셸링,헤겔에 의해 면 자유의 이념은 계속 추구된다.

제 4 헤르더와 표 주의

당 의 계몽주의 인 사고에 반 한 요한 고트 리트 폰 헤르더는 칸

트와는 매우 다른 사유를 개한다.진정성과 련하여 헤르더의 사유가

요한 것은 그가 구체화한 표 주의(expressivism)의 사유가 근 문화

에 결정 인 요소이기 때문이다.테일러가 보기에 표 주의는 반이원론

인 것이었다.언어, 술,제스처,그 외의 외 인 매체가 없이는 사유

도 있을 수 없다.사유가 이러한 매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은,

사유가 이러한 매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뿐 아니라 사유가 이러한

매체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Taylor,1979:18,테일러,

1997:43).

헤르더의 표 주의 사유에 따르면,인간의 가장 근본 인 기능 의

하나는 표 하는 것과 말하는 것,즉 그게 무엇이든 한 인간이 자신의



-24-

본성(mature)을 충만히 표 하는 것이다.당 의 계몽주의 인간 ,즉

이성과 감성을 분리하고 정신과 육체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객체화하는 과학 분석의 주체이자 객체로 인식하는 견해가 인간의 생

생한 표 통일을 무시하는 것과 달리 헤르더는 합리 이성이 아니라

성향8),경이,본능 충돌,선입견 등을 요한 요소로 생각한다.9)

이 같은 헤르더의 표 주의 사유는 사람들에게 표 활동(expressive

activity)을 통해 자기 자신을 최상으로 실 하다는 념을 제공한다.

군가 자신의 본성을 제 로 표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억 르거나 외부로부터 억압 때문인 것이다(벌린,2005:96).이러한

에서 인간의 삶은 술작품처럼 타자 인 것들과의 계 속에서 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통일체 인 표 상(expressiveobject)으로 간

주된다(Taylor,1979:1∼2,테일러,1997:20).테일러에 따르면 인간 삶

자체가 표 통일체로 간주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표 활동에서

그 자신을 최고로 실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Taylor,1972:2,테

일러,1997:21).

그러나 사람들이 표 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문화에 소속될

때,즉 공동체 속에서 형성될 때 가능해 진다.공동체는 그 자체로 하나

의 표 통일체이다.헤르더의 표 주의 사유에서 가장 신 인 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양육하는 문화의 담지자가 민족(Volk)라는 것이다.

민족은 그만의 특별한 정신, 체할 수 없는 독자 인 표 양식을 가지

고 있으며 구성원은 자신을 민족에게서 분리할 때 극단 인 정신 빈곤

에 처하게 된다.민족은 간단히 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10)따라

8)이들 성향은 헤르더 사상의 요체로 자연스러운 마음이 기울어짐 같은 것

으로,강력하면서 동시에 소박하여,모든 시 에 걸쳐 인간을 형성하는 토

로 기능한다(헤르더,2011:34).

9)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메마르고 차가운 이성 신 권 에 의거한 교육과 성

향에 의해 모든 것을 배우는 시기가 있으며 오로지 경이를 통해서만 진과 미

에 한 명료한 이념에 도달하고 헌신과 복종을 통해서만 최 의 선을 획득

한다(헤르더,2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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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간 본성의 본질은 다양한 상황과 필요와 압박 속에서 다양한 소리

를 내는 융통성인 까닭에 비교 불가능하며 모든 민족은 자체에 행복의

심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11)

그런 의미에서 헤르더가 표 인간론과 함께 표 언어 이론을

개한 것은 놀랍지 않다.여러 단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들이 세계나

정신 속의 사물을 지시하기 때문이 아니라,보다 근본 으로는 언어 사

용자로서의 인간에만 특유한,우리 사물에 한 어떤 종류의 의식을

표 하거나 체 하기 때문이다.언어는 기호들의 집합으로 간주되는 것

이 아니라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의 일정한 방식을 표 하는 매체에 가

깝다.언어는 술과 한 련을 갖는다.따라서 언어가 없이 사유는

있을 수 없다.여러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반

한다(Taylor,1979:17,테일러,1997:42).

표 주의는 한 인간과 자연의 계에 해서도 기의 계몽주의와

립되는 견해를 제시한다.인간은 정신과 육체의 합체가 아니라 양자를

포 하는 표 통일(expressiveunity)이다.그러나 신체 존재로서의

인간은 우주와 교류(exchange)하며 이러한 교류는 표 인 교류이

다.자연을 인간이 이용할 상으로 보는 것을,인간을 류하고 인간을

부분으로서 포 하는 거 한 생명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다.표 존

10)헤르더에게 민족(Volk)은 그 구성원을 양육하는 문화의 담지자이다.구성원

은 자신을 민족에게서 분리할 때 극단 인 정신 빈곤에 처할 것이다.헤르

더는 각 민족이 그만의 특별한 정신, 체할 수 없는 독자 인 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이것은 결코 억압되어서는 안 되며 한 다른 민족의 표

양식을 모방하려는 시도에 의해서 간단히 체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Taylor,1979:2,1989:376,테일러,1997:21).

11)인간의 본성은 철학자들의 정의처럼 이고 독립 이고 불변 긴 행복을 담는

그릇이 결코 아니다.인간의 본성은 도처에서 가능한 수많은 종류의 행복을 이끌어낸

다.지극히 다양한 상황과 필요와 압박 속에서 다양한 소리를 내는 융통성이 그것의

본질이다.근본 으로 모든 비교가 불가능하다.다양한 세계의 다양한 의미를 충족시

키는 다양한 방식을 가 비교할 수 있겠는가?모든 민족은 자체에 행복의 심을

지니고 있다!(헤르더,2011:74).



-26-

재로서의 인간은 자연과의 친 한 교류,단 되었던 교류의 회복을 이루

지 않으면 안 된다(Taylor,1979:3,테일러,1997:22).12)

테일러가 보기에 자연 질서에 해 한 도덕 입장을 가진다는

것은 각자의 내면의 목소리에 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Taylor,1989:

370).고유한 원천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념은 인간의 삶을 표 주의

으로 보는 사유와 연결된다.나의 본성(Nature)을 실 하는 것은 내

안의 기백(elan),목소리,충동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Taylor,1989:374).

이로써 표 주의는 새롭고 더욱 충만한 근 개인화(individuation)의

기반이 되었다.이 념에 따르면,개인은 모두 다 다르고,자기만의 독

창성을 지니며 이 독자성은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각각 다르게

결정한다(Taylor,1989:375).결국 테일러에게 있어 자연의 목소리는 외

재 으로 알 수 있거나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우리가 깊

이 있는 본성을 느낄 때 비로소 각자에게 들려오는 것이다.때문에 우리

는 각자 자신의 내면을 따라야 한다.우리는 모두 독자 이므로 례를

찾고자 해서는 안 된다.남에게 좋은 삶이 나에게도 좋은 삶은 아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선구자이며,각자의 소명(calling)을 가진다(Taylor,

1989:376).

12)이 자연이 다양한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소질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그

다양성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 주변에 선사하고,우리의 손에 쥐어주었다.이

자연은 인간의 시야에 한 한계를 설정하 다.이로 인해 습이 생겨난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주변은 지평이 되어,우리는 그 지평 머

를 바라보지 못하며,그에 해 추측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하다.나는 나의

본성과 거의 동일한 것,나의 본성에 동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탐내고 추구

함으로써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하지만 그 지평을 넘어서는 것에 해

자연은 무감각하고,냉담하고,볼 수 없게 만들었다.어떤 경우에는 경멸과

오를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하지만 여기에는 목 이 있다.그것은 나를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하고,나를 인도하는 심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하려

는 것이다(헤르더,2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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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헤겔의 종합

근 인을 한 표 모델은 완성되었다.그러나 근 의 인간은 자

기 자신과 싸워야 했고 철 한 자유의 사유와 통일되어야만 했다.이제

우리는 헤겔에게 있어 이들을 종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가 정립한 ‘정신(Geist)’은 근 의 다양한 사유들

속에서 헤겔을 독창 인 사상가로 자리하게 해주는 개념이다.‘정신’은

이성과 표 의 종합을 통해 명료화된다.

우선 낭만주의 세계 에서 출발한다.낭만주의에서 근본이념에 따르

면 우리는 자연과 친 할 때에만 자연을 제 로 알 수 있고 분석 단

의 상으로 삼아 지배하고자 하면 자연을 알 수 없다.즉 자연 속

에서 자신을 표 하는 정신 인 힘에 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을 알 수

있는 것이다(Taylor,1975:40,1979:10,테일러,1997:31).문제는 이러한

사유가 마치 이성의 활동은 자연이 완성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우리의 이성은 자율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철 한 자유에의 열망 한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철 한 자유에의 열망이 보존되려면 소우주,즉 인간의 의식은 자연의

질서를 단순히 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결시킨다는 사상이 되어

야 한다(Taylor,1975:44,1979:10,테일러,1997:32).자연 속에서 자신을

개하는 우주 정신은 의식 인 자기 인식을 통해 자신을 완성시키려

고 노력하는 것이며,이러한 자기의식의 장이 인간의 정신이다.13)그러

므로 인간은 우주 정신이 자기표 을 완성시키는 매체가 된다.14)이것

13)이성의 역을 통하는 개념이,즉 사물의 세계가 곧 정신의 독자 인

존재에 다름 아니라는 그의 본질이 이성의 운동 속에서 자기의식에게 자각된

다.이를 어렴풋이나마 알아차린 의식은 … 오직 자기표 그 자체를 상이

며 목 으로 하는 개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헤겔,2005-1:377).

14)온갖 실재라는 이성의 확신이 진리로 고양되고 이성이 자기 자신을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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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의 새로운 자기이해 방식이다.그런 의미에서 정신은 인간을 통

해서만 정신으로서 존할 수 있다.인간은 의식,이성 사고,의지로서

신의 정신 존의 매체이다(Taylor,1975:44∼45,1979:11,테일러,

1997:34).15)

테일러에 따르면 완 한 이성 자율과 최 의 표 통일의 결합이

라는 과제는 헤겔의 철학에서 가장 요한 것이다. 한 그 종합이 이성

을 통해 성취된다고 집요하게 주장한다는 이 헤겔의 특징이다.만약

인간과 우주 정신과의 통일이 이성의 언어로 명확히 달될 수 없는

어떤 직 에 의해 성취된다면 본질 인 것이 제거된 것이다.완벽하게

명확한 이성 이해가 바로 자기결정 자유의 본질이며 자유는 순수한

이성이 법칙을 부여하는 데서 성립한다(Taylor,1979:12,테일러,1997:

35).이와 련하여 주체의 자유가 어떤 끊임없이 창조하는 상상력에 있

다는 낭만주의의 사유는 주체성의 자유와 표 과 자연의 완 한 합일에

한 요구들과 모순된다.끊임없이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도록 고무되는

주체성은 정의상 결코 완벽한 표 을 성취할 수 없으며,참으로 자기 자

신을 표 하는 형식을 발견할 수 없는 주체성이다(Taylor,1979:13,테일

러,1997:36).

정신의 매체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주체 개념은 우

그리고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 의식하기에 이르 을 때,이성은 곧 정신이다

(헤겔,2005-2:17).

15)정신이 이 듯 갖가지 단계를 자체 내에 필연 으로 간직하는 한 그의 체

는 단일한 자기의식에 립하는 것으로 직 된다.그리하여 체는 여러 단

계로 구별된 가운데 모름지기 체는 직 된 순수한 개념,즉 시간이나 본원

인 내용상의 구별로 나타난다.실체는 주체임으로 하여 그 자신이 본래 정

신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드러내 보여야 만 할 내 인 필연성을 안고

있다.이를 상화하여 완벽하게 표 하는 것이 동시에 실체의 자기복귀

는 실체가 자기로 생성되어가는 것이다.따라서 정신이 본래의 제 모습으로,

즉 세계정신으로서 완성되기 이 에는 자기의식을 지닌 인간 정신으로서 완

성될 수는 없다 (헤겔,200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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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헤르더에 의해 구체화된 표 주의 사유에 기 해 있다.헤겔은 인

간을 진정한 자기실 (self-realization)을 이룩하기 에는 실 되기

에는 알 수 없던 어떤 것의 표 으로 보았다.요컨 헤겔의 주체 개념

은 자기실 이론이다.그것은 철 하게 반이원론 (anti-dualist)이다.

주체와 주체의 모든 활동은 아무리 정신 인 것이라 해도 항상 구체화되

어 다시 말해 실 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헤겔 사유의 근본 원리

이다.

그러나 헤겔은 표 주의의 일반 인 사유와는 달리 칸트의 념론 인

사유를 끌어들인다.인간은 의식하고 인식하는 이성 인 존재로서 이성

사유의 명석성과 자족성을 목 으로 하여,이 목표는 자기 자신을 자

연과 분리시킴으로써만 달성된다(Taylor, 1975:84, 1979:45, 테일러,

1997:45).인간은 불가피하게 자기 자신과의 불화 속에 빠진다.사유의

박한 요구에 의해 생명과 즉 자신 속에 있는 자연 인 것과 립한다.

원래 통일되어 있었던 자신의 내부에 분열과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Taylor,1975:84,1979:20,테일러,1997:46).주체는 인간 자신의 구체화

(embodiment)이다.따라서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살아 있는 신체

(livingbody)이다.구체화는 욕망과 충동의 흐름 속으로 주체를 흡수하

여 주체를 자기 속에서,그리고 자연과의 무반성 인 통일 상태에 머물

게 하는 경향을 가진다.이성은 자기를 실 하기 해 이러한 경향과 싸

워야 한다.그런 의미에서,이성이 구체화된 것은 사유하는 이성 주체

와 다르고,이성의 립물이자 한계이며,이성에 한 자이다

(Taylor,1975:85∼86,1979:21,테일러,1997:48).주체는 이 게 필연 으

로 내 인 갈등에 사로잡 있다.

원 인 동일은 분열에 굴복해야만 하는데,이는 주체가 자신 속에

분열의 싹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인간은 사유와 생명,이성과

자연의 립에 구히 머물러 있지 않고,양자가 변용되어 보다 높은 통

일에 도달한다.이성은 자연보다 더 고귀한 것으로 자부하는 이성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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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고,자연이 이성 계획의 일부라는 것,즉 인간을 보다 높은 합일에

도달하도록 교화시키기 해서 분열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이성 주체는 이러한 보다 큰 이성 즉 체의 근 에 놓여 있는

이성 계획,우주 정신과 자신을 일치시킨다(Taylor,1975:86,1979:22,

테일러,1997:48).

이 듯 헤겔의 사유에서 분리는 종결 지 이 아니다.분열을 넘어서

더 높은 문화 형식으로 나아가며 이러한 형식 속에서 자연은,즉 인간

이 계하고 있는 환경과 개인 혹은 집단 삶은 자율 인 개인의 계

획보다 큰 이성 계획을 표 한다.우리는 보다 큰 계획을 보며 우리의

의식을 일체화하게 된다.이 보다 높은 의식의 양식은 이성(reason,

vernumft)이고 사물을 립 으로 보는 의식의 양식은 오성

(understanding,verstand)이다(Taylor,1975:86,1979:22,테일러,1997:

48).16)

인간의 필연 인 내 립을 해결하기 해서는 이 게 인간을 넘어

서는 정신의 계획,이성 인 계획이 존재해야만 하는 까닭에 정신(Geist)

혹은 주체성(subjectivity)은 이성과 자유와 자기의식의 혹은 자유롭고 이

성 인 자기 인식의 실 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목 론 으로 이해되

어야만 한다.헤겔에게 주체성의 본질은 이성 인 자기 인식이며,자기의

식은 개념 인 사유라는 명석한 매체 안에서 가능하고,모호한 직 이나

언표 될 수 없는 통찰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이 맥락과 코드

속에서 자유와 이성 사유는 서로를 지지하는 조건이 된다.완 한 자

기 인식은 자유 없이는 불가능한 까닭이다.

정신(Geist)은 구체화되어야 한다.구체 실은 외 인 실이며,공

16)헤겔이 수행하는 종합에 있어,오성(Understanding)과 이성(Reason)을 구별

한다.계몽주의와 낭만주의에서 사용하던 해부하고 분석하는 의미로 사용하

는 이성이라는 단어를 헤겔을 오성이라는 단어로 지칭한다.이성은 이러한

구별과 분할을 다시 운동시켜 종합을 성취하는 보다 고차원의 사유 양식이다

(Taylor,1979:14,테일러,1997:37,헤겔,2005,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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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시간 속에 펼쳐진,서로 외 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이다.따라서 의

식이 존재하기 해서는 그것은 어떤 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

것은 어떤 장소에 그리고 어떤 시 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만약 의식이 어떤 장소,어떤 시간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른 장소,다른

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이에 의식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 사

이에 한계를 갖는다.즉,유한하다(Taylor,1975:89,1979:25,테일러,

1997:53).정신은 필연 으로 여러 유한한 정신으로 구체화된다.정신은

립과 분열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귀환한다.유한한 정신은 정신이 가

질 수 있는 유일한 매체다(Taylor,1975:90,1979:26,테일러,1997:55).

헤겔의 정신은 단순히 주어져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근본 으로 자

유롭다. 한 헤겔에 있어서 정신의 철 한 자유는 사물의 필연 인 구

조와 근본 으로 연결되어 있다.그러나 이것은 정신의 자유에 한 제

한일 수 없다.주체성으로서의 정신은 본질 으로 이성이기 때문이다.이

성은 인간이 사유와 행동에 있어서 이성 인,즉 개념 인 필연성의 궤

도를 따를 때 가장 완 하게 실 된다.이성 필연성에 으로 기

하면서 단순히 주어져 있는 어떠한 제에도 의거하지 않는 행 의 진로

를 만약 인간이 확보한다면,우리는 이성으로서의 주체성의 완 한 표

을 갖게 될 것이고 정신은 그러한 표 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 이고

순수한 방식으로 표 된 것으로,즉 자유로운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이

자유는 유한한 정신의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 한 것이다.

테일러의 말 로 이것은 이성 인 필연성에 따라 세계를 자기 자신의 본

질 구체화로 정립하는 정신의 자유인 것이다.(Taylor,1975:93,1979:30,

테일러,1997:59∼60).

그런 의미에서 주체성이 실 되어야 한다는 목표는 주체성의 자유에

가해진 제한이 아니라 근거가 된다.이성 이어야 한다는 것,즉 개념

의식 속에서 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체성의 본질이다(Taylor,

1975:93,1979:30,테일러,1997:61). 한 언제 어딘가에 살아 있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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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 속에서 이 존재가 수반하는 모든 것과 더불어 존재하는 이른바

구체화된 주체는,무한한 주체인 정신이 유한한 주체인 인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겔의 사상은 우리 실에 깊은 의미를 지닌다.낭만주의의 열망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이성에 으로 명백하게 되도록 그러한 열망을 실

할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오늘날의 문명이 갖는 긴장은,우리가 계

몽주의에서 유래하는 우리 사회의 합리 이고 과학 기술 인 경향을

면 으로 폐기할 수도 없고 폐기하지도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철 한

자율과 표 통일에의 열망을 끊임없이 느낀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다.이 세 가지 경향 모두를 결합하고자 한 사상가 헤겔은 우리에게 말

한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Taylor, 1979:71, 테일러,

1997:125).정당화가 필요 없는 존재의 계질서 토 에서 고유한 치

를 유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 으나 헤겔의 자유로운 정신 앞에서 단순

히 주어져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모든 것은 정신

는 이성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따라서 헤겔에게 자기 결정

인 주체라는 이념은 필연 인 결론이다.

테일러는 칸트의 철 한 자율의 사유가 헤겔에게서 정 에 이른다고

평가한다(Taylor,1975:369,1979:76,테일러,1997:131).칸트의 철 한 자

유라는 개념에 따르면,의지가 본질 으로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져 있는

것은 의지가 사유의 실천 표 이기 때문이다.자유는 명확히 사유 자

체 이다(헤겔,1992:78∼79,52∼56). 으로 자기 자신이 주도하는 바

로,사유 혹은 이성 사고에 의해 규정되는 이 의지는 무엇이 올바른

지에 한 궁극 기 이 되는 것이다.물론 헤겔은 칸트에 의거하면서

도 이러한 자율의 원리에 변형을 가한다.헤겔은 칸트의 자유는 그 내용

이 공허하다는 데 난 이 있다고 비 했다.칸트에게 올바름의 기 은

순수하게 형식 이어야 했다.칸트는 이러한 형식 인 정의가 어떤 행

는 승인하고 다른 행 는 배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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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은 불안정한 것이었다.

헤겔은 의무의 구체 인 내용이 자유라는 이념 자체로부터 어떻게 연

역될 수 있는지를 보여 수 있기 때문에 칸트의 난 을 해결할 수 있다

고 공언한다(Taylor,1975:371,1979:78,테일러,1997:133).의지가 인간만

의 의지가 아니라 정신의 의지라면 모든 것이 변한다.그러한 의지의 내

용은 분화된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산출하는 이념이다.헤겔의 자유

로운 이성 의지는 칸트의 이성 의미와는 달리 단순히 보편 인 것으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내용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산출하는 것이

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은 것이다.인간의 이성 의지는 형식 인 것일

수밖에 없는 자유와 보편성에 도달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특

수성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이성과 자신과의 유 를 발견함으

로써,특수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의 어떤 면이 이념이라는 구체 인

보편자를 반 하는가를 분별함으로써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이성과

자유가 인간의 의지에 부과하는 과제는 이념의 합한 표 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물들의 구조를 조장하고 발 시키는 것이다(Taylor,1975:373

∼374,1979:80,테일러,1997:136∼137).

이것은 첫째로 사회가 개인들을 포용하고 양육하는 보다 커다란 생명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원자론 존재론으로부터 벗

어나게 하는 사유인 것이다.이성의 요구는 사람들이 개념에 따라서 분

화 된 국가에서 사는 것,즉 그들이 국가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수호

받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커다란 생명에의 참여자로서 계를 맺

는 것이다.테일러의 말 로 자유는 구체 인 내용을 얻게 된 것이다.

테일러는 이 을 헤겔의 비상한 업 이라고 평가한다(Taylor,1975:

374,1979:81,테일러,1997:138).인간과 사회의 계는 근 인 계

와 상응하고 있기 때문이다.근 주체성의 사유 이 에 사람들은 신

의 의지나 존재의 질서를 반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간은 사회 구조 즉

군주제,귀족제,종교 계층제를 떠받들도록 구되었다.이러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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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근 의 자기결정 주체성의 가장 극단 인 표 ,즉 근본 자

율의 념에 입각하면서 극히 놀라운 형태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물론 헤겔의 사유는 으로 근 이다.질서는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월 인 질서가 아니라,본래 인 의미에 있어 인간 자

신의 본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자율을 심으로 하는 질서이다.자

기 자신으로부터 유래하는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자유롭게 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그러한 질서는 자율 이고 이성 인 개인에게 심 인

치를 부여한다.헤겔의 정치론은 일 이 유례가 없는 것이다(Taylor,

1975:374∼375,1979:81,테일러,1997:138).17)이성 사유가 헤겔에 있어

서는 도덕은 물론 정치에 있어서도 실질 기 이 되는 것이다.우주

질서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라톤 이지만 내재 인 이성 사유

라는 근본 자율의 요구 에 입각하는 의지라는 사유는 칸트 이다.

양자를 결합하고 있으며,이것은 한 헤겔의 독창성이다(Taylor,

1975:375,1979:81,테일러,1997:139).

이념 에 건립된 사회를 조장하고 지지하기 해서 우리가 소유하는

이러한 일련의 의무가 헤겔이 말하는 인륜성(ethics)이다.인륜성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에 해서 내가 갖는 여러 도덕 의무를 가리킨

다.인륜성의 결정 인 특징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

는 것을 시킬 것을 구한다는 데 있다.나의 인륜 의무의 근거인

공동생활은 이미 존하고 있는 것이다.내가 이러한 의무들을 갖는 것

은 인륜성이 진행 인 사태라는 사실에 의한 것이다. 한 나의 이러한

의무들의 이행이야말로 그것을 지탱하며 존속시키는 것이다.따라서 인

륜성에 있어서는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 사이에,즉 당 와 존재 사이

17)실체 규정으로서의 인륜 규정은 개인에게는 그의 의지를 구속하는 갖가

지 의무가 되는바,개인이란 곧 그 자신이 주 이고 자체 으로 무규정

인 것,아니면 특수하게 규정된 것이라는 에서 실체 인 규정으로부터 구

별되면서 바로 이 실체 인 규정을 자기의 실체 인 것으로 하여 바로 이들

규정과의 계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헤겔,199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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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분열도 생기지 않는다.18)테일러의 말 로 이것은 의무에 결

정 인 내용을 부여하고 실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당 와 존재 사이의

분열이 소멸한다는 것이다(Taylor,1975:377,1979:84,테일러,1997:142;

헤겔,1992:384∼388).인륜성의 사유에 따라 도덕은 공동체에서 완성된

다.

헤겔은 왜 개인보다 큰 정신에 해서 말하려 하는가?개인은 보다 커

다란 생명의 일부이며 개인은 그 속에 있을 경우에만 자기 자신일 수 있

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Taylor, 1975:380, 1979:87, 테일러,

1997:147).요컨 우리가 개인을 유기체로서 생각할 경우에만 그를 공동

체로부터 추상한 상태에서 그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

런데 우리가 인간 존재를 생각할 때,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며 느끼고 결정하고 감동을 받으

며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언어를,즉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감정들을 해

석하며 다른 사람들,과거,미래, 자 등에 한 자신의 계를 이해

하는 일련의 방식들을 함축한다.헤겔의 변별은 이 듯 문화 세계에서

태도를 취하는 특수한 방식에서 발생한다.

18)도덕은 이와 정반 이다.우리는 존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실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는다.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조를 이룬다.의무는 내가 보다 커

다란 공동체 생활의 일부라는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성 의지라는

사실에 의해서 나에게 타당하다(Taylor,1975:376,1979:83,테일러,1997:142).

칸트는 인륜성을 도덕과 동일시한다.칸트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에게만 타당하

며,자연과는 립 으로 정의됨으로써 존하는 것과 무한하게 립하는 도덕

의무라는 추상 이며 형식 인 념을 제시한다(Taylor,1975:376,1979:83,

테일러,1997:142).칸트의 도덕은 순 히 형식 인 이성의 념으로 머물 기

때문에 도덕 의무에 내용을 수 없었다.우리가 속하고 있는 행의 사회로

부터 유래하는 유일하게 타당한 내용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윤

리로 머문 것이다.그것은 우리를 그 자신의 일부로서 포함하는 보다 커다란 생

명으로부터 후퇴한 것이며 올바른 것을 실 인 것과 원히 립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칸트에게는 도덕과 자연이 항상 분열 상태에 있다(Taylor,1975:377,

1979:83,테일러,199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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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해석의 근 에 있는 일련의 상호 련

된 구별들은 공동체 속에서만 성장하며 그것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문화 공동체에 있어서만 인간 존재로

서의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것이다.언어와 문화라는 생명은 개인보다 커

다란 장을 갖는 것이다.그것은 공동체 속에서 생긴다.개인은 이러한 커

다란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소유한다(Taylor,1975:381,

1979:87,테일러,1997:148).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

에 의해서 경험되는 것이며 형성되는 것이다.그리고 이 해석하는 방식

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깊은 계가 있다.이뿐만이 아

니다.우리의 가장 요한 경험들 의 많은 것은 사회 밖에서는 불가능

할 것이다.그러한 경험들이 사회 인 상들과 련되어 있기 때문이

다.19)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문화는 우리의 사 경험을 형성하고 우리의

공 경험을 구성하며,이러한 공 경험이 다시 사 경험과 깊이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다.따라서 사회라는 보다 커다란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생명에 몰입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다(Taylor,1975:381,1979:88,테일러,1997:149).

근 의 국가 철학의 경우에 한정된다 해도 헤겔은 이론 정식화를 실천

을 반성하는 것으로 본다.이러한 사실로 볼 때 최고의 윤리에 의해서

추구되는 목 이 이미 실 되어 있다는 헤겔의 주장이 갖는 요성을 알

게 된다.그것은 최고의 규범들이 실 인 것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

실 인 것은 이성 이라는 것,우리는 청사진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

설하려고 하는 터무니없는 시도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Taylor,1975:383,1979:89∼90,테일러,1997:152).

19) 컨 의식에 참여하고,사회의 정치 생활에 여하며,자기 의 승리를 기

뻐하고,죽은 웅에 해서 국가 인 차원에서 슬퍼하는 등의 경험들이 그러하

다.이러한 모든 경험과 감정은 본질 으로 사회 이며 사회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을 갖는 것이다(Taylor,1975:381,1979:87,테일러,199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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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이 보기에 개인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공동체 삶과 일

체이기를 그치고 그들이 반성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귀환하고,자기 자신

을 여러 개인 목표를 갖는 개인으로서 가장 시할 때이다.이것은 민

족과 그 생명이 해체되는 계기가 된다.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의 공 인 경험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을 그치는 것

이다.오히려 그에게 있어 극히 요하며 그의 존재의 핵심에 깊이 향

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가장 유의미한 경험이 사 인 것이 된다.공 인

경험은 부차 이고 편 하며 자신의 일부에만 향을 미치는 것처럼 생

각된다.공 인 경험이 심 인 치를 요구한다면 개인은 갈등에 돌입

하여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Taylor,1975:384,1979:91,테일러,

1997:154).

테일러에 따르면,인륜성의 우 라는 이념과 인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신 생활로서의 공동체라는 념을 통해 헤겔이 말하고자 하

는 바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은 공 생활과의 계에 있어서

만 확보될 수 있으며 소외된 개인의 사 인 자기규정에서는 확보될 수

없다는 사유이다.만약 인간이 우주 정신의 매체로서 자신의 참된 정

체성을 확보하려면,그리고 만약 이러한 정체성이 표 되는 불가결한 매

체들 하나가 그의 정치 공공 생활이라면 그가 이러한 공공 생활과

의 계에 있어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본질 인 것이 된다(Taylor,

1975:385∼386,1979:92∼93,테일러,1997:156∼157).헤겔의 사유는 자율

을 향한 근 인 열망과 사회의 기 로서의 우주 질서에 한 독창

인 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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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진정성의 사회존재론

이러한 원천을 바탕으로 나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명령이 진정성의 이

상이다.오늘날 그 어떤 이상보다 압도 으로 인에게 설득력 있는

도덕 이상으로 기능하고 있는 진정성의 이상은 그러나 풍부한 원천을

포함하는 의미 있는 이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내용이 빈약해

진 채 이용되고 있다.테일러의 진단에 따르면 왜곡은 사회가 불안

의 요인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그는 불안의 요인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한다.첫 번째는 삶의 의미가 상실된, 는 의미 지평이

상실된 개인주의와 련 있고,두 번째는 만연하는 도구 이성 앞에서

삶의 목 이 소멸해 가는 것이며,세 번째는 자유와 자결권의 상실에

한 것이다.원자론 개인주의,세계의 탈주술화와 도구 이성의 지배,

그리고 개인주의와 도구 이성의 생활세계의 지배라는 근 성의 부

정 상이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치 없게 만들고 자유의 상실을 야기

한다.

테일러는 사회에 한 이러한 상식 인 비 에 동의하지 않는다.

근 성은 사회를 비참하게 하는 요소만큼이나 장 함(graudeur)도

품고 있다.근 성은 보다 높은 고상함을 상실한 일상 생활의 정과

자기도취가 만연한 문화로 인해 망 인 상황에 있지만,이 안에 ‘진정

성’이라는 소진되지 않은 이상이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진정성의 요구는 탈주술화를 통해 인간을

존재의 거 한 사슬로부터 단 시키고 인간을 넘어서는 모든 형태의

념을 거부하는 근 의 기획이 자체 안에 배태하고 있는 이상이다.이 이

상을 통해 테일러는 사회를 있는 그 로 정하는 사유와 사회

를 모조리 부정하는 사유를 함께 비 하면서 동시에 도덕 이상으로서

의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기획을 제시한다.

진정성을 이상으로 규명(articulate)하기 해 테일러는 세 가지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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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으로 납득시키고자 한다.첫째로 진정성은 신 할 가치가 있는 타

당한 이상이고,둘째로 구나 진정성이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를

이성 으로 논증할 수가 있으며,셋째로 이러한 논증은 실천이라는 측면

에서 질 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Taylor,1991:23,73,테일

러,2001:96).첫 번째 믿음은 진정성 문화에 한 비 과 정면충돌하며,

진정성을 비도덕 인 욕망의 정당화로의 이용과 구별하면서 우리에게 충

만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참된 자유의 이상이고,두 번째 믿음은

진정성이 주 주의를 배격하고 의미지평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 이상이

며,세 번째 믿음은 자본주의,산업사회,혹은 료주의 어느 것으로 규

정되든 체계(system)에 사로잡 있다는 문화에 한 비 주의

해석을 비 하며 비 입장을 피하며,진정성은 도구 이성이 인간의

삶 반을 침범해 오는 것을 막아냄으로써 각자의 삶에 질 인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상이다.

진정성의 윤리는 비교 새로운 것으로, 만의 고유한 것이다.18세

기말에 생겨났으며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Taylor,1991:25,테일

러,2001:40).테일러는 루소의 자기결정 자유와 칸트,피히테,헤겔에

이르는 자유의 면화에 한 사유,그리고 낭만 사고를 바탕으로 하

는 헤르더의 표 주의 등에서 진정성 개념이 발 한다는 것을 Sources

oftheSelf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이 개념은 외재 이었던 도덕의 강

조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동된 데서 비롯되었다.이제는 선을 지

향하고 더 완 한 인간 존재가 되기 해서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속해야 한다.이러한 사유는 우리 목소리들 하나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

이 말하고자 하는 본연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본연성(originalit)의

원리와 만나면서 더욱 개념의 의미가 심화된다.도덕은 이제 자기 자신

에게 진실하다는 것이 핵심이 되며,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자

신의 본연성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흐름이 사회에서 진

정성의 이상,자기실 (self-realization)의 목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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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배경이다.

테일러는 진정성에 한 이런 방식의 사유에 하여,진정성의 본래의

이상을 복원하고자 하고자 한다.먼 그는 진정성의 이상을 실 하기

한 인간 생활의 조건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이 이상을 제 로 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그 이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항을 요구할 것인지,

다시 말해 이 이상은 어디에서 성립될 수 있는지 질문한다(Taylor,

1991:32,테일러,2001:48).

본 논문에서 이어질 인간 생활의 조건과 진정성 이상에 한 한

이해는 테일러의 철학 인간학(philosophicalanthropology)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규명될 것이다.테일러는 근 성의 핵심을 이루는 자아(the

self)와 도덕(morality)혹은 선(good)과의 계를 심으로 인간 존재의

조건과 도덕의 범 를 악하는데,논의는 사회의 지배 인 도덕

사유인 차주의 도덕론과 이모티비즘의 공격에 방어하면서 이루어진

다.

제 1 도덕 자아와 의미지평

테일러에 따르면,우리가 일상 으로 공유하고 있는 도덕 직

(moralintuition),가령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이 침해될 때 충격과 연민

의 본능 반응을 보이는 데서 나타나듯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한 존

은 이 측면을 지닌다.그러한 직 은 한편으로 어떤 특정한 맛에

메스꺼움을 느끼는 것처럼,기본 이고도 순수하게 본능 인 것으로 보

인다.다른 한편으로,그런 직 은 그것이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서 규명된다.가령,신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므로,인간은

합리 목 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이유로 존엄성을 가진다는 념처럼

인간 존재의 본성과 지 에 한,다시 말해 특별한 존재론을 포함하는

주장을 개함으로서 그런 직 을 설명할 수 있다(Taylor,1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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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직 혹은 반응이 지니는 이 두 번째 측면은 도덕 직 이 어

떤 맛에 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것 같은 동물 반응과는 뚜

렷이 구별된다.동물 반응은 상의 속성에 한 맹목 인 사실에 해

당한다.도덕 직 의 경우에는 상의 속성에 한 반응이지만,여기에

서의 속성은 그 상이 그런 반응을 보일만한 것이라고 특징지어 다.

이 경우 상에 한 반응이 합한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즉 우리 반

응이 제 로 된 것인지 혹은 가장 합한 것인지에 한 논의와 논증의

여지가 있다.그런 논의 속에서 우리는 그 상이 우리의 반응과 독립된

기 으로 묘사되는 바에 호소한다.멀홀의 말 로 우리는 테일러가 말하

는 강한 평가(strongevaluation)를 하고 있는 것이다(MulhallandSwift,

1993:102∼103,멀홀·스 트,2001:148).

테일러에 따르면,강한 평가는 우리의 욕구,경향성,선택 등에 의해서

타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이러한 것들로부터 독립 이며 그것들

을 단해 규범을 제공하는 옳음과 그름,좋음과 나쁨 높음과 낮음에

한 구별을 포함하는 가치 평가의 기 이다(Taylor,1989:4).즉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선호로부터 독립하여 상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

는 표 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 다면 도덕 반응에 한 존재론 인(ontological)설명은 우리의

도덕 직 에 한 명확한 표 (articulation)이라는 지 를 지니고,우

리의 반응에 내재하는 주장을 명확하게 표 한다(Taylor,1989:8).설명

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그 직 의 특징 혹은 정체를 구체화(articulate)한

다.그런 반응을 보일만한 상의 속성을 특징지음에 있어 그런 용어들

은 그 반응이 무엇에 한 것인지를 명확히 표 해주며,우리에게 그 반

응 혹은 직 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려 다.그런 존재론 설명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만이 그런 논의에 가능하기 때문에,그 같은 설명이 없

이는 논의가 설명될 수 없다.따라서 그런 설명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정확히 무엇에 해 논의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그런 반응이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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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반응같은 것이 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Mulhalland Swift,

1993:103,멀홀·스 트,2001:149).그런 의미에서 도덕 직 과 강한

평가는 테일러의 말 로 존재론 주장들이 식별될 수 있고 합리 으로

논증될 수 있으며 면 히 검토될 수 있는 세계에 한 우리의 근양식

인 것이다(Taylor,1989:8).

이러한 존재론 설명이 의 도덕 사유의 역에서 도덕 직

들을 명확히 표 하기 해서 근 의 도덕 사고의 세 가지 축이 요구

된다고 테일러는 설명한다.테일러가 소개하는 세 가지 축은,첫째로 타

인에 한 존 (respect)과 책무(obligations),둘째로 무엇이 충만한 삶(a

fulllife)을 만드는가에 한 이해(understanding),그리고 두 번째와 연

된 개념인 존엄성(dignity)과 련한 념들이다(Taylor,1989:15).이

세 가지 도덕 사고의 축은 상호 연 하여 우리의 도덕 직 을 명확

히 표 해 다.

우선,타인에 한 존 이라는 에서 도덕이 규정될 수 있으며,이 경

우 도덕의 범주에는 타인에 한 우리의 책무가 포함될 것이다.이러한

규정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떤

종류의 삶이 자신의 특수한 재능에 내재한 기 를 충족시키는지, 는

무엇이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와 련하여,그

리고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가에 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강한 평가의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묻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직 인 소망과 욕망을 따

를 경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충만한 삶으

로 자신을 이끌어 가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도덕 세계를 이해하려면,어떤 이상과 그림이

타인에 한 존 의 기 가 되며, 한 충만한 삶이라는 가치를 지지하

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Taylor,1989:14∼15). 세 번째 도덕 사고의

축인 존엄성은 주변의 사람들에 해 존 을 명령하는 것으로서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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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한 의식 인 느낌을 의미한다.존엄성은 우리가 군가를 존

하고 그 사람의 충만한 삶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빠질 수

없는 개념이다.우리가 타인 앞에서나 공 공간에서 하는 언행이 모두

이 개념과 연 된다.가령 아버지이자 가장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도

존엄의 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이 인식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

재로 여기게 해 다.존엄에 한 감각은 일상 삶의 요성을 강조하

는 근 태도를 반 하는 개념이기도 하다(Taylor,1989:15).

이 세 가지 축은 인간의 본성(nature)혹은 지 (status)에 한 일정

한 입장을 제하기 때문에,도덕 직 을 명확히 표 하는 데 있어 존

재론 인 설명(ontologicalaccount)은 본질 인 부분임을 알 수 있다.이

는 한 그런 축을 둘러싸고 개되는 도덕 틀(moralframeworks)이

필연 으로 강한 평가를 수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보여 다.다시 말

해 그러한 틀은 한 질 구분 장치를 포함한다.그 속에서 내리는

단은 행 나 삶의 양식 는 감정에 있어 어떤 것이 보다 즉각 인 것

들보다 훨씬 높은 수 일 것이라는 사려를 반 한다(MulhallandSwift,

1993:104,멀홀·스 트,2001:149).

테일러의 논의에 따르면,이 게 우리의 도덕 직 은 어떤 존재론

인 설명을 제하는 것이고 도덕 틀은 우리의 도덕 직 과 단을

한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다.이제 의 세 축을 둘러싼 틀을 명확히

표 해야만 우리의 도덕 직 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우리가 어떤 삶의 형식이 진정으로 훌륭하다고 단하는 경우

나 어떤 업 이나 지 내에서 우리의 존엄성을 찾고자 하는 경우, 는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우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우리가

무엇을 제하는지를 해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미 도덕 틀을 명확히

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Taylor,1989:26).

이 게 도덕 틀 구조를 명확히 표 하는 데 있어 그 구조를 구체화

하는 질 구분(qualitativedistinction)없이는 인간 행 의 의미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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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Taylor,1989:19).이 틀은 한 질 구별을 내포하며,이 틀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단하는 것은 어떤 행 는 삶의 양식이 즉

각 으로 이용 가능한 여타의 것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의미

로 기능한다(Taylor,1989:19∼20).

비교불가능성(incomparability)이라는 지 를 가지는 목 과 선은 강한

평가와 연결되어,우리의 욕구,경향,선택들에 해 독립 이며 그러한

것들의 단 기 으로 기능한다(Taylor,1989:20).요컨 우리가 어떤

도덕 행 에 해 악할 때 질 구별을 함으로써,그리고 어떠한 선,

다시 말해 기 에 우리 자신을 정향시킴으로써 강한 평가의 틀을 드러낸

다.틀을 명확하게 표 한다는 것은 그런 행 의 의미를 구성하는 선

(moralgood)을 확인한다는 것이다.그리고 그런 틀이 없이는 인간의 행

를 이해할 수가 없다.즉 인간의 행 는 언제나 도덕 틀,즉 도덕

지평(moralhorizon)내에 있다.테일러는 이러한 사실을 정체성의 문제

로 이해한다.테일러에 따르면 내가 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어디에 있

는지를 알면 된다.나의 정체성은 무엇이 선하고 가치 있으며 해야만 하

는 것인지, 는 내가 찬성하거나 반 하는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구조나 지평을 제공해주는 참여(commitments)와 동일시

(identification)에 의해 형성된다(Taylor,1989:27).교회나 정당에 한

신념에 입각하여,혹은 민족이나 계 ,종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입각하

여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애착의 정도와 근거 없는

경향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그러한 틀과 지평 없이는 수많은 것들

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어 할 바를 모를 것이라는 의미

이다.이 게,우리의 도덕 지평과 정향(orientation)은 자아 정체성의

핵심 인 부분이다(MulhallandSwift,1993:105,멀홀·스 트,2001:

151).

정체성의 기(identitycrisis)에 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징후

하나는 이들에게 정향이 없다(disorientation)는 것이다.어떤 삶이 좋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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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미 있으며,다른 삶의 가능성은 나쁘거나 사소한 것으로 평가해

지평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모든 가능성이 그들에게 열려 있다 해도,

다시 말해 그들이 마음 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해도,선택한 것

의 의미는 불확정 이고 불안정하고 불명료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상태

는 매우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경험이다.정체성(identity)과 정향

(orientation)은 근본 으로 결합되어 있다.테일러가 보기에,내가 구

인지를 안다는 것은 도덕 공간(moralspace)속에서 내가 정향되어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때 도덕 공간은 좋고 나쁨이 무엇이지,무엇이

가치 있는 행동이고 무엇이 사소한 행동인지,나에게 의미와 요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답해지는 공간이다.이러

한 공간 정향성이 인간의 정신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Taylor,

1989:27∼28).

우리가 정향에 해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발견하는 공

간을 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도덕 공간에서 정향을 발견하거

나 상실함에 따라 우리 자신의 범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평이

존재론 인 기 로서 있는 공간을 채택하는 것이다.이러한 공간은 강한

평가 는 질 구분에 의해 자리 매김 되는 공간이다.정체성은 도덕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하고 무엇은 요하지 않은지를 규정

하는 정향성이다.정체성이 강한 평가에 의한 질 구별을 포함한다.정

체성은 요한 것과 요하지 않은 것을 차별하는 것이고,강한 평가 없

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Taylor,1989:29∼30).

테일러의 질 차별이라는 장치는 우리의 도덕 단과 정향을 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많은 선들 간의 서열

화를 가능 해 다.우리는 다양한 가치들 가운데 살고,그러한 가치들

에 등 을 매기고 선택을 해야 한다.질 차별을 통한 서열화를 거쳐,

다양한 선에 한 가치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선이 다른 선들에 하여

최상의 요성을 갖는 것으로 만든다.압도 으로 요성을 지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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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사람에 따라 자기표 이 될 수도,정의가 될 수도,신에 한 사랑

이 될 수도,가족의 행복이 될 수도 있다.이 가치는 삶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지 를 지닌다.

테일러는 이것을 유일한 최고선(theonehighestgood)으로 표 한다.

유일한 최고선은 정체성과 련하여 특별한 지 를 갖는다.최고선에

한 정향성이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가장 근 하게 되는 것이고 따

라서 요성을 지닌다.최고선에 한 정향성은 나의 정체성에 필수 이

다.나의 삶이 최고선으로 근할 수 없거나 외면당한다면 나의 삶은 뿌

리가 꺾여 무가치라는 망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된다.반면에 내가 최

고선으로 향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나는 충만감을 갖게 된다.최고선은

다른 선보다 압도 으로 요할 뿐만 아니라 질 인 불연속성을 특징으

로 한다.따라서 이 최고선이 어떤 것에 해 고찰하고 단하는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테일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최고선을 고차

선(hypergood)20)이라 부른다(Taylor,1989:63).

이 고차 선21)은 테일러에 의하면 갈등의 원천이 된다.이 고차 선

이 보다 낮은 서열에 있는 선들에 해 근본 인 불 용을 제하기 때

문이다.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차 선이 개의 경우 의

덕 합한 견해를 체하면서 등장했다는 이다.보다 높은 수 의 도

덕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등장한 것이다.가령,평등과 존 은 오늘날 고

차 선으로 간주된다.하지만 그러한 이념이 언제나 지배 인 것은 아

니었으며 이 의 보다 제한 인 선을 진 으로 체하는 갈등의 과정

을 통해 등장했으며 오늘날에도 여타의 선들의 도 에 새롭게 처할 길

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MulhallandSwift,1993:115,멀홀·스 트,

2001:162).즉 어떤 고차 선이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자체의 가

20)상 선 는 지상선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21)내가 속한 집단에서는 유일한 선이,다른 집단에도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집단에서 그들만의 유일한 선을 지향할 수도 있다는 에서 여러 가지

의 고차 선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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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끊임없이 재평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갈등은 어떠

한 고차 선들에 경도된 사람들에 의해서 고차 선이 고도의 도덕으로

향해가는 하나의 단계로 이해되고 있다(Taylor,1989:64)는 을 함축한

다.

그러한 재평가에 한 검토는 실천 추론(practicalreasoning)의 문제

를 제기한다.다시 말해 어떠한 고차 선이 지배력을 갖게 되어 그 사

회의 문화가 이 의 지배 인 선에서 새로운 선으로 이행할 때 그 교체

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고,그것이 어떻게 합리 인 변천이라고 확신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천 추론은 어떤 입장이 으로 옳다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이 다른 입장보다 우월하다고 추론하는 것이다.실천 추론은

A라는 입장에서 B라는 입장으로 이행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인식론

결실을 보여 으로써 해당 추론이 훌륭히 정 된 것으로 제시된다.이

추론은 A에서 B로 이행하는 것이 A에서 모순이었던 것,혹은 A가 내포

하고 있던 혼란을 해소한다는 을 보여주거나 A에서 배제되거나 모호

했던 어떤 요인이 요하다고 인정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이러한 논증

은 A로부터 B로의 변천의 본질을 결정한다.이 추론의 합리성은 이 변

천이 오류를 감소시키는(error-reducing)변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Taylor,1989:72).

테일러에 의하면 이러한 논증 형식은 기 서사(biologicalnarrative)

속에서 원천을 찾을 수 있다.우리는 오류감소로서,인식론 결실로서

이해하는 변천을 해냈기 때문에 어떠한 견해가 우월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가령 나는 분노와 사랑의 계에 해 혼동했다는 을 알게

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이 깊어진다는 을 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다.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논증하지 않거나 논증할 수 없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우리가 도덕 으로 성장해왔다는 확신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도 받을 수 있다.우리의 확신이 결국 환상이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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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그래서 우리는 추론한다.여기서 논증한다(arguing)는 것은

내가 살면서 해왔던 해석들 간에 경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Taylor,

1989:72).테일러의 주장은 일정한 도덕 틀을 제하지 않고서 특정한

고차 선이 더 우월하다고 결정할 기 은 없다는 것이다.만약 고차

선들이 교체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고차 선들이 담지하고 있는 확신은

고차 선에 이르는 변천에 한 우리의 이해로부터 오는 것이다.

테일러에 의하면 인식론 통에 근거한 외재 이상들은 고차 선에

한 의심을 야기한다. 를 들어, 라톤의 좋음의 이데아,낭만주의

사유의 한 원천으로서의 자연 같이 인간 인 삶을 월하는 개념은

오늘날의 자연과학 설명 앞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 것은 이러한 개념들이 최선의 설명 원칙(the best

accountprinciple)에 부합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Taylor,

1989:73).그가 정의하는 최선의 설명원칙은 다음과 같다.우리가 선택한

용어들은 설명에 사용되는 경우와 생활 속에서의 사용 양쪽 모두에서 의

미를 구성해야 한다.우리가 보다 통찰력 있는 새로운 용어들로 그것들

을 체하지 않는 한,그 용어들을 우리에게 최선의 의미를 구성하는 이

야기의 일부로 기능한다.보다 명확한 설명을 추구하는 이러한 탐구의

결과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산출

하며,과학이나 자연에 한 일반 인 는 형이상학 인 사유들이 이를

무시하고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Taylor,1989:58).요컨 최선의 설명원

칙은 우리의 삶의 의미 구성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원칙이다.따라서 테

일러의 실천 추론에 의하면,가령 우리에게 선험 으로 다가오는 신

(God)이나,도덕 세계 궁극에 존재하는 선(Good)을 최선의 설명

원칙을 통해 설득하고자 한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Taylor,1989:73).즉 고차 선들은 최선의 설명으로부터 실제로 제거

될 수 없는 것으로 명된다.

테일러는 추론에 한 자신의 입장을 실질 인(substantive)실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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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 간주하고,롤즈(Rawls),헤어(Hare),하버마스(Habermas), 리엄

스(BernardWilliams)를 주축으로 하는 칸트주의자와 공리주의자의 입장

을 차 인(procedural)실천 추론으로 묶는다(홍성우,2002).그는 실

천 추론에 있어 단기 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분되는 실질 입장과

차 입장을 설명하면서 실질 는 실질 이성은 우리가 실질

인 용어들로 행 자,그리고 그들의 사고와 감정의 합리성을 단하는

것을 말하며 합리성의 기 은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얻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차 는 차 이성은 행 자와 이들의 사

고의 합리성이 실질 에서처럼 결과가 실질 으로 올바른가에 달려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의해서 단

된다.좋은 생각은 차 으로 정의된다(Taylor,1989:85∼86).

테일러에 따르면,고 인에게서 실천이성은 실질 인 의미 다고 한다.

이것은 합리 인 것은 올바른 시각(correctvision)을 갖는 것, 는 정확

한 도덕 차별(moraldiscrimination)을 해내는 힘이었다.그러나 선에

한 시각과 통찰력을 퇴장시키고 그러한 개념들을 도덕 사고와는

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실천 추론은 추론의 결과에 의해 확정되

는 실질 입장에서,결과에 도달하는 방식에 의해 확정되는 차 인

입장으로 체된다(Taylor,1989:86).

칸트 사고와 공리주의 사고의 주요한 방식인 이 차주의 경향

은 행 의 원칙들을 결정하는 데에 을 두는 도덕 을 제안하지

만 어떤 방식으로 행 해야만 한다는 그들의 신념을 둘러싸고 있는 배

경 이해,강한 선(thestronggood)에 한 이해를 사유 속에 포함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우리의 삶에서 질 구별의 치에 한 자각을 억

압하는 결과를 래한다(Taylor,1989:87).이는 근 의 주요한 도덕철학

의 경향인 차 방식이 ‘좋음에 한 옳음의 우선성 원칙(theprinciple

ofthepriorityoftherightoverthegood)’을 면에 내세워 도덕의 원

천으로서의 선을 매몰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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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질 구별의 배제를 정당화한다.옳음의 우선성은 도덕이

단순히 결과에 의해 이해된 것들이 아니며,도덕 책무는 의무론 으로

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Taylor,1989:88).롤즈의 논의가

바로 이러한 사유의 형이다.롤즈의 정의론은 어떠한 특정 선 념에

도 의거하지 않고자 한다.그 지 않으면 그의 이론이 지지하는 사회제

도들이 그 속에서 삶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정 선 념을 부과

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기 때문이다.롤즈의 논

의를 따라 정의의 원칙들을 평가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도덕 직 에서

벗어나서 단해야 한다.이 제는 롤즈가 자신의 반성 평형이라 부

르는 방식에 필수 이라고 인정하는 내용이다(Mulhall and Swift,

1993:119,멀홀·스 트,2001:167).이러한 사고방식은 테일러가 도덕

사유에서 필수 이라고 했던 질 구별에 호소하지 않고 도덕을 논

하고자 하는 시도이다.앞서의 정의원칙들의 직 의 기 와,틀,그리고

존재론 단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면,다시 말해 그런 직 들에 한

실천 인 추론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에 한 아주 실질 인

이론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서 출발하게 될 것이다.우리가 정의 원칙들

을 지지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복합 이고 정교한 선 념에 의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테일러는 이 선에 한 념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도덕의 기획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롤즈에 한 비 인 시각으로부터 테일러는 '옳음에 한 좋음의 우

선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좋음(선)’이 결과주의 이론의 일차 목

을 의미하는 경우,즉 옳음(정의)은 단지 이러한 목 을 하여 단순히

좋음의 도구 의미로 결정되는 경우에 우리는 옳음이 좋음에 우선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논의의 의미에서 ‘좋음’을

사용하는 경우,질 차별에 의해 보다 상 의 것으로 가름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우리는 그 반 로 어떤 의미에서 좋음이 항상 옳음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것이 우리의 보다 앞선 논의의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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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다 기본 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에서가 아니라 좋음이 그것의 명

확한 표 (itsarticulation)으로 옳음을 정의하는 규칙들의 요 을 제시하

는 것이라는 에서 그러하다(Taylor,1989:89).

따라서 좋음에 한 옳음의 우선성의 문제 은 이 게 정리된다.행

의 결정 요소들에 좁게 을 맞추고 배타 으로 실천이성을 차 인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결정 요소들에 한 우리의 이해를 제한하

여 이 이론이 이끌어낼 확실한 경계 네에서, 실질 이지 않은 추론

의 형식을 도덕과 동일시함으로써 도덕 인 것의 우선성(priorityofthe

moral)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이것은 행복이나 정언명법 같은 단독

인 사유 조건이나 기본 인 근거 내에서 도덕의 역을 해결보려는 경

향성을 도덕 사고에 끌어들인다.이 게 도덕이 배타 으로 책무들과

주로 련된다는 생각은 우리의 도덕 사유와 상상력을 계속해서 제약

하고 왜곡시킨다(Taylor,1989:89).

테일러는 선과 도덕에 한 이러한 문제들은 도덕 존재로서의 우리

의 삶에서 질 구별이 확실한 지 를 지닌다는 사실을 상세히 논하고

의미를 재발견으로써 해결가능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 2 화 자아와 내러티

자아로서의 인간 존재라는 말은 테일러에게 심리학과 사회학의 자아

개념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정체성을 갖기 해 깊이와 복잡성이 필요

한 존재로서의 자아는 략 으로 자신의 욕망과 능력 등의 에서 우

리의 행 를 이끌어낸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로이트의 에고(ego) 인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테일러의 자아에는 선,도덕에 한 정향성이 필

요하다.정체성을 갈망하는 자아라는 개념은 도덕 공간 속에서 어떠한

정향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나 혹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이 의미를 갖지 못하며,우리 각자는 본질 으로 이 배경 에 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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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라는 인간의 요한 특징을 가리켜 다.22)

자아로서,즉 자기 정체성을 지닌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자기를 둘

러싼 타자와 사물이 자신에게 의미를 가지는 방식에 따라 규정되고,그

것들이 자기에게 의미를 지니거나 정체성을 채워주려면 해석의 언어

(languageofinterpretation)를 거쳐야만 한다(Taylor,1997:87).

테일러의 말 로 인간 생활의 일반 인 특징은 화를 통해 어떤 일정

한 언어23)속에 실존하고,부분 으로 언어에 의해 구성되어가는 존재를

연구하는 것이다.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내에서만 존재하고 유

지된다.아무도 자기 정의(self-definition)에 필수 인 언어를 혼자 습득

할 수 없으며,자기 정의는 화자들과의 의사교환(interchange)을 통해 발

견해 가는 것이다.내가 말하고 있는 공간을 정의함으로써,다시 말해 나

의 가족 계,사회 공간,사회 지 와 기능의 지형,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친 한 계,그리고 나의 가장 요한 계들이 살아 있

는 도덕 이고 정신 인 정향성의 공간을 정의함으로써,내가 구인지

를 아는 것이다(Taylor,1989:35).

우리는 우리에게 요한 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언어 속으로 이끌려

22)자아에 한 테일러의 이러한 규정은 혹은 면 인 자유(complete

freedom)를 추구하는 흐름에 한 비 을 함축하고 있다.

23)테일러가 의미하는 언어는 의의 언어로,우리가 일상 으로 쓰는 단어뿐

만 아니라,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다른 표 양태들, 술,제스처,사랑 등을

포함한다(Taylor,1991:33,테일러,2001:49).테일러는 진정성의 표 주의 인

양태와 넓은 의미의 언어 소통의 장으로서 패션(fashion)의 역에 주목한

다.패션의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모자를 으로써 나의 스타일을 타인에게

보여 다(display)는 것은 동시에 이런 방식으로 나도 타인들의 자기 시

(self-display)에 응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패션은 기호(signs)와 의미

(meanings)를 동시에 가진 언어가 있는 공간이다.만일 내 모자를 통해 내가

나만의 특유의 모습과 그 배경에 깔린 자기 시를 잘 표 할 수 있다면 이

것은 스타일에 있어 공통의 언어가 소통이 가능할 정도까지 발 했기 때문이

다.나의 제스처를 통해 나의 스타일을 바꾼다면,이에 한 타인의 응답은,

나의 제스처의 의미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윤곽에서 의미를 취하여 만들어내

는 스타일일 것이다(Taylor,200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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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다.자아는 그를 둘러싼 타자 존재들에 계없이 설명될 수는

없다.인간은 자기에게 의미 있는 타자들(significantothers)과의 끊임없

는 화 속에서 도덕 이고 정신 인 안목의 언어를 배운다.나에게 처

음으로 의미를 지닌 말의 의미는 나와 나의 화 상 자 모두에게 지니

는 의미이다.나는 어떤 공통의 공간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화나는 것이고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완 을 향한 열망인

지를 배울 수 있다.이후에 내가 기존에 배경이 되었던 화상 자들과

첨 한 불화 속에 있고,나 자신과 삶에 한 최 의 이해 방식을 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그 다 해도 이러한 신은 다만 공통 언어

에 기 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Taylor,1989:35∼36).

테일러의 이러한 논의는 내가 나에게서만 도출되는 힘만으로는 자아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나는 단지 어떤 화자들과 련해서

만 자아일 수 있다.첫째로 나는 나 자신을 정의하는데 필수 이었던

화 상 자들과 련하여 자아일 수 있으며,둘째로 나는 나의 자기 이해

(self-understanding)의 언어를 지속 으로 악하는데 있어 한 요

성을 지니는 화 상 자들과 련하여 자아일 수 있다.자아는 화의

그물망(webofinterlocution)속에서만 존재한다(Taylor,1989:36).

요컨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는 도덕 ,정신 문제에

한 입장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 한 어떤 련성이 포함된다

(MulhallandSwift,1993:111,멀홀·스 트,2001:158).그런데 테일러

는 자아 정체성을 설명하는 공동체 차원이 문화 속에서 배제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그는 근 의 자유주의 인 문화는 인간을,자

신의 입장을 오직 자기 내면에서만 발견하고자 하며,자기에게 최 부터

형성되어 온 화의 망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를 찾고자 하며, 화의

망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개인주의 념을 발 시켜왔다(Taylor,

1989:36)고 평가한다. 화의 차원이 개별성을 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고하는 원자론 사유에 한 테일러의 강한 비 이 드러나는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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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의 선에 한 감각(senseofthegood)은 자아감(senseofthe

self)과 하게 뒤섞여 있으며 이는 우리가 다른 행 자들과 언어를 공

유하는 행 자라는 방식으로 연결된다.따라서 삶의 의미에 련될 뿐

아니라 삶의 방향성에까지 연결된다.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선에 의해 규정된다.그런데 선에 한 우리의 정향은 질 으

로 보다 높은 형상을 규정하는 어떤 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

지에 한 인식도 필요로 한다.우리가 일정한 질 구분에 의해 규정되

는 공간 속에서 자신을 치시키는 것이 우리의 지 에 기본 인 것이라

면 질 구분과 련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요한 문제가 된

다(MulhallandSwift,1993:112,멀홀·스 트,2001:160). 요한 공간

내에서의 방향 인식 없이는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공

간 속의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Taylor,1989:42).

삶의 의미와 방향은 우리의 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테일

러는 두 가지의 로 이를 설명한다.먼 ,이성의 지배라는 것은 과학

이고 정 한 조사를 통한 그리고 감정을 완 히 통제하는 합리성으로 이

해하는 사람은 객 성과 립성을 바탕으로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이 사람은 탈주술화된 우주로 세계를 이해하고 종교와 미신을 거부하고

과학 태도를 자신의 규 으로 정한다.그가 실제로 이성의 지배를 얼

마나 성취했는지의 문제와는 상 없이 그의 삶의 방향은 정해진다.이

정향은 그에게 자부심과 만족,그리고 정체성의 원천이 된다.다음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보살피는 태도,가족 구성원간의 사랑에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궁극 인 의무가 가족에 있다고 느낀

다.이 사람은 가족 삶을 하찮은 선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비 하고

자신의 삶에 충만함과 의미를 부여해주는 계의 망을 구축하는데 시간

과 정성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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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가 든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정향성을 규정하는 선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선이 된다.우리는 선에 한 정향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이러한 선과 계되는 우리의 치에 무 심할

수 없고,이러한 치는 항상 변하고 형성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삶

의 방향이라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결국 우리

삶의 최소한의 의미라도 만들기 하여,그리고 정체성을 갖기 하여

우리는 어떤 질 구별을,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높은 선에

한 정향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Taylor,1989:47).

테일러의 이러한 논지는 매킨타이어의 핵심 주장,즉 선과 질 구

별에 한 나의 생각이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이야기(narrative)로서의 나

의 삶을 이해하는 데 엮어져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Maclntyre,1984:219,

매킨타이어,1997:311)을 연상시킨다.내가 나 자신을 나아가게 하는 도

덕 공간은 일 된 서사(narrative)만이 답할 수 있는 보다 큰 공간의

일부이다.나는 구인가라는 질문에 한 답은 나는 어떻게 지 의 내

가 되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한 답을 수반한다

(MulhallandSwift,1993:113,멀홀·스 트,2001:161).테일러의 견해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에 정향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과 련하여 우리의 치를 확인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향

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을 서사 형태로,추

구(quest)로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반 로 말하면,우리는 선과 련하

여 우리의 치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에 한 정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우리는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한다(Taylor,

1989:51∼52).

이러한 내러티 자아라는 개념은 자아 정체성이 지속 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narrative)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유를 내포

한다.나를 정의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의 단일성과 연속성이다.

찰스 귀논(CharlesGuignon)24)은 내러티 삶이라는 개념이 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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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유들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첫째로 공 공간에서 역할,생활양식,

성격의 다양함 등을 우리 삶의 재료로 얻는다 해도 우리가 무엇을 만들

어가는 것은 우리 각자에 달려 있다는 암시가 있다.이러한 념에 따르

면,자아는 자신을 둘러싼 타자 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내면에서 발견

해 내는 것이 아니라,만들어가고(self-making)디자인하는(self-fashioning)

것이다.둘째로 내러티 자아 개념은 우리가 보다 포 인 의미 지

평에 속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지평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다.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의 주 의 맥락에서

발견하는 재료를 가지고 정체성을 구성한다.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 속

에서 성장하면서 숙달해가는 행동의 해석과 형식에 의존해야만 한다.공

유된 사고와 행동 양식은 우리에게 독창 이고 창조 인 삶의 길을 열어

다.요컨 우리가 사회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독립을 방해

하고 무력화시키는 제약이 아니라, 신과 창조의 바탕이 되어주는 조건

이다(Guignon,2004:127,귀논,2005:166∼167).셋째로,내러티 자아

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구조와 련이 있다.행 자로서 우리가 살

아갈 때 우선권은 미래에 있다.우리를 안내하고 행동의 목표와 이상이

되는 역이 바로 미래이다.과거가 살아나고 의미를 갖는 것은 미래의

무제한의 가능성 때문이다.과거는 성취하려는 바가 있을 때 소용되는

이월자원이다.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재는 미래와 과거의 교차 이

며 과거에서 얻은 것들 덕분에 목표의 실 이 가능해지는 맥락이 된다.

재는 과거가 열어 놓은 의미 있는 행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 주는 이

상 사이에 끊임없이 왕래가 있는 지 이다.우리는 행동할 때 성취하려

는 것을 바라보며 과거의 자원을 가지고,동시에 우리에게 올 것들에 비

추어 희망과 목표를 조 한다.삶은 확정되지 않은 열린 과제가 된다.우

24) 찰스 귀논(CharlesGuignon)은 『진정성에 하여』을 통해 풍부한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자아에 한 깊은 사고를 유도한다.소크라테스와 아우구스

티 스를 시작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자아 해체 인 사유까지 탐구한 다음

내러티 자아에 한 사유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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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삶의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Guignon,2004:128∼129,귀논,2005:168∼169).

제 3 윤리 이상으로서의 진정성

우리와 타자와의 연 의 요구,그리고 인간 인 욕망과는 다른,더 거

한 무언가에서 생되는 요구들에 한 고려 없이 자기완성(self-fulfillment)

을 도모하려는 태도는 자기 괴 이고,진정성의 이상을 실 할 조건을

괴한다(Taylor,1991:35,테일러,2001:53).자신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우리 자신의 독자성(originality)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

면,무엇이 자신에게 요한 것인가를 배경으로 악하게 된다(Taylor,

1991:35,테일러,2001:53).

이상은 자기 창조가 의미를 갖게 되는 들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한 문제들의 지평을 요구한다(Taylor, 1991:39, 테일러,

2001:58).의미의 지평이 붕괴되는 방식으로는 진정성의 이상이 옹호될

수 없다.내 삶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데에서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이 경우 진정성은 실질 으로는 자기 결정의 자유에

근거하는 개념일 것이다(Taylor,1991:39,테일러,2001:57).물론 이 경우

에도,자기 선택 만에 의한 결정은 아닐 것이다.그 자체로 나는 고상하

고 용기 있는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이 된다.내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어떤 것이 나의 의지와 무 하게 독립 으로 존

재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의미가 있는 것들을 배경에 두고서야 우리는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나 자신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제외하고 역사,자연,사회,연 의 요

구들을 모두 호 속에 묶는다면,내 삶에 의미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

는 것이다(Taylor,1991:40,테일러,2001:59).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은 표 주의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아름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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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술 작업 등과 연 이 깊은 개념이다. 술가로서의 내 작품,즉 내

가 창조한 것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자기 발견은 창조,즉

본원 인 것 는 독창 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나는 내 속에 있는 소질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실로 만들어 낸

다.이런 식의 자기 발견은 포이에시스(poiesis)를 요구하는 것이다

(Taylor,1991:62,테일러,2001:84).사회에서 부과하는 규율과 반성 없이

강제되는 윤리 그리고 효율 만능주의 사고의 역의 정복에 반 하

여 술 작업 역시 진정성과 같은 맥락으로 항해 온 것이다.

테일러는 진정성이 포함하는 사유를 이 게 정리한다.먼 진정성은

자기 발견 뿐 아니라 자기 창조성과 독자성,그리고 사회의 규율과 강제

에 한 반 와 반성 등을 포함한다.동시에 진정성은 의미 지평에 한

개방과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화를 통한 자기 정의(self-definition)

를 포함한다(Taylor,1991:66,테일러,2001:89).테일러의 논의에서 볼

때,이 두 가지는 한쪽으로 환원되지 않는 긴장 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를 무한히 낙 하는 입장과 비 하는 입장 각각은 진정성을 한쪽

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결국 진정성이 있는 개인

이 되는 것은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고 표 하기 해 사회로부터 후퇴하

는 문제가 아니다. 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사회 맥락 안에

서 무엇이 진정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반성 개

인이 되는 능력이다(Guignon,2004:155,2005:199).

테일러의 진정성에 한 이 같은 규명(articulation)은 사회의 참

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윤리가 실제로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를 분명

히 제시함으로써 실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Taylor,1991:72,테일러,2001:95).진정성의 문화가 발 한다는 사실 때

문에 사람들은 보다 더 자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진정성은 자기

책임의 시 (theageofresponsibilization)를 열었다.이런 식으로 자유

확장의 본질에는 사람들이 도덕 정신 질 측면에서 보다 낮아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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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도 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Taylor,1991:77,테일러,

2001:102).

이 같은 논의에서 진정성은 선험 으로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것이라

기보다는 진정성을 따른다는 것이 고된 과정이라는 귀논의 통찰은 매우

유의미하다(Guignon,2004:148,2005:191).진정성 이상이 요청하는 바는

무겁다.나만이 느끼는 좋은 기분과 감정을 유지한다거나 일상 인 행복

을 리는 것에 한 심을 넘어선다25).진정성이 우리 자신에의 진실

25)테일러는 진정성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더 넓은 바탕에 해 여러 술

을 통해 규명하고 제안해왔다.“PoliticsofRecognition”(인정의 정치)이라는

논고를 통해 인정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으며(본 논문의 결론 부분),최근의

서『세속의 시 』(Secular Age)를 통해서는 내재 월성(immanent

transcend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근 성의 요한 특징으로 지 한 바

있는 “일상성의 정”의 과도화로 인한 우리 삶의 의미지평 축소에 해 테

일러가 나름 로 설득력 있는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 의 하나가 내

재 월성이다.죽음과 고통의 회피와 세속 번 을 바탕으로 하는 일상

생활의 행복이라는 가치는 근 의 배타 인 인본주의(exclusivehumanism)

와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한다.테일러는 계몽이 세를 제외한 모든 것을 거

부하고 과거에 요한 가치 던 명 나 웅 탁월함에 해 무시해온 한

편,내재 반발(immanentcounter-Enlightenment)도 있었다는 것을 지 한

다.미학 환과 기독교 통에서의 죽음의 순간이 지니는 요성에 한

테일러의 설명에 따르면,죽음은 모든 것을 따라서 일상 인 것들을 내려놓

고 신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자리이며 따라서 역설 으로 가장 풍요로운 삶

의 원천이 되는 자리이다(Taylor,2007:726).이러한 생각은 문화 속에

서 반복 으로 나타난다.하이데거의 죽음을 향한 존재(Sein-zum-Tode)와

사르트르,카뮈,푸코의 사유가 그러하고, 화 <스탠 바이 미>를 비롯한 수

많은 문화 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이러한 사유의 흐름에서

특히 테일러가 강조하는 사상가는 니체이다.평범함에 항하고 웅 이며

외 인 것을 찬하는 니체의 사유는 내재 월성과 연 되어 있다.테

일러는 다른 술을 통해 니체의 사유가 끼친 허무주의에 해 비 하고 있

지만,니체의 사유에서 핵심이 되는 일상 삶과 평등에 한 지나친 심을

날카롭게 비 하는 반인본주의 인(anti-humanism)태도가,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질 높은 삶(enhancedlife), 는 월 삶(beyondlife)으로 이끌어간

다고 지 한다(Taylor,2007:374).일상성에서 벗어나는 고차원 인 지평으로

서의 죽음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종교 월성의 실제도 인정하지 않는 재

의 세속의 시 속에서 테일러가 드러내는(articulate)의미지평의 한 차원으

로서 진정성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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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느낌의 재발견이라고 한다면,이런 느낌이

우리를 보다 더 넓은 체로 연결시켜 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성을 정합 으로 성취해 낼 것이다(Taylor,1991:91,테일러,20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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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진정성의 왜곡

제 1 20세기 이후 진정성의 양태:나르시시즘의 문화

이상으로서의 진정성이 사회 속에서 제 로 발 되지 못하는 것

은 테일러가 서사한 로 근 성이 왜곡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

이다.실제로 오늘날 가장 호소력 있는 도덕의 이상으로 기능하고 있는

진정성은 자아도취 인 문화의 동력이다. 사회를,그리고 진정성을

비 으로 평가하는 시각에서 특히 비 하는 지 이 바로 이 부분이다.

테일러는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을 도구 이성의 지

배,삶의 의미 지평 상실,자유와 자결권의 상실로 꼽는다(Taylor,

1991:3,테일러:2001,18).우리의 이성은 주어진 목 을 성취하기 해

경제 으로 최 의 효과를 산출해 내는데 사용된다.우리의 행 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척도는 행 가 가져다주는 효용성이다.우리는 도구

이성을 사용하여 사회의 모든 역에 있어 효율 극 화를 추구한다.비

용-소득 분석의 방식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에 해서도 도구

이성은 기술 인(technical)해결책만이 실 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믿

게 한다.사회 장치들은 우리를 계속 도구 이성에 의한 결정을 내리도

록 강요하고 있어,우리는 인간성과 합리성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우리는 더 큰 지평을 상실한 이후 마음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었고 자

기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들에 한 심이 사라지게 되었다.개인들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 이동했다.우리는 이제 오직 나를 지평으로 삼

으며 나의 행복과 나의 복지를 요한 가치로 추구하게 되었다.그리고

개인주의의 이러한 사유는 이모티비즘(emotivism)으로 연결된다.우리

문화 속에서 개인들은 이성 는 합리성에 따라 어떤 도덕 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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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보다는 자기의 취향이나 기분,감정에 따라 단한다.이모티비즘에

의하면 도덕은 감정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 단도 아니고 검증

가능한 경험도 아니다.사물이나 념들, 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제 그것들 자체로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단

순히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된다.내가 가치 있다

고 느끼는 것에 해 타인에게 납득시킬 유일한 근거는 내가 진실로 그

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뿐이다.

오 라 리 쇼를 통해 ‘닥터 필(Dr.phil)’로 이름을 알린 필립 맥

그로(PhillipMcgraw)의 서 『자아』(TheSelfMatters)는『뉴욕타임

스』에서 50주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을 정도로 화제가 된 자기계발 분

야의 바이블이다.그야말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자아의 진정성’을 여

실히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맥그로가 정의하는 진정한 자아

(authenticself)란,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발견되는 자아로서 내가

이미 그 게 살아가고 그 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믿게끔 조작되

어진 것과는 달리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힘과 가치를 가리키며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한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피어나는 자아를 말한

다.내가 나의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상처를 받기 ,학창시 잘난 척하

는 남자아이가 내 멜빵바지나 치마를 갖고 장난을 치는 바람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 의 자아를 가리킨다(Mcgraw,2001:30;맥그로,2002:57).

결국 이러한 자아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하는 진정성의 이상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타자 존재들로 인해 내가 흠집 나거나 혼합물의 상태로 있

기 의 순수한 는 본연의 나를 되찾는 것이 된다.

이러한 방식의 진정성 이해는 모든 자기계발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랄 왈도 에머슨(RalphWaldoEmerson)의 술에서 본격 으로 시작

된다.에머슨은 19세기의 사상가로 당시 칼뱅주의의 향을 깊이 받은

기독교의 엄숙한 문화에 항하여 개인에 한 정 사고를 강조하면

서 에 지배 인 진정성의 사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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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 『자기의존』(Self-reliance)26)을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반 편

에서 어떤 요란한 외침이 들리더라도 온화하고도 단호하게 자신의 자발

인 신념과 직 을 따르라.그 지 않으면 어떤 낯선 이가 다가와 따져

물을 것이다.그 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왔고 무었을 느껴왔는가(에머슨,

2009:13)?”

에머슨이 강조하는 진정성은 개인의 이상을 이루는 데 있어 타자 존

재는 모두 걸림돌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사회는 구성원 개

개인의 인간성에 반하는 음모의 굴 이며 일종의 주식회사와 같아서,그

안에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몫을 안 하게 지키기 해 자유와 문화를 포

기한다.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순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에머슨,2009:23).그의 서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조 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들이 많다. 컨 노 폐지

론같이 개인 이지 않은 문제에 해 흥분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에는 신

경 쓰지 않는 행 를 비 하거나(에머슨,2009:27)개인의 내면의 신성함

이나 선함과 비하여 통속 인 자선 행 , 학교육,정당 활동,주정뱅

이들에 한 선,구호 단체들을 비 한다(에머슨,2009:30).에머슨에

따르면 세상은 정말 하찮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존재다.

친구,고객,아이들,질병,두려움,결핍,자선 등이 우리의 심과 집 을

요구한다 해도 우리는 홀로 있는 우리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나를

제외한 타자 존재가 주는 혼돈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에머슨,

2009:79).

타자 존재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여 을 감고 귀를 막고서

내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소 한 것,신성한 것을 찾고자 하는 사유

는 결국,자기 욕구 충족을 무한 정하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어떤 것

을 갈망하든지,가장 강렬하게 갈망한다면 그것은 틀릴 수가 없다고 여

기도록 한다.

26)국역 제목은 『세상의 심에 홀로 서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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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자유롭게 욕망을 충족

시키라고 명령하는 서 가장 표 인 책은 2006년 말,폭발

인 성공을 거둔 『시크릿』(TheSecret)이다.27)이 책은 구성상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독자가 기억해야 할 요한 요 을 명령형으로 요약해주는

데 마지막 챕터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

을 인생이라는 칠 에 써 넣어라/당신은 단지 행복을 느끼면 된다/내

면의 힘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자신의

웅 함을 받아들일 순간은 바로 지 이다/우리는 멋진 시 를 살아가고

있다.사람을 한계에 가두는 생각을 버리면,인간의 참된 장 함을 모든

창조 인 분야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사랑하는 일을 하라.무엇을 해

야 기쁨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면,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라고 자문하

라/기뻐하는 일에 몰입하면 기쁨을 발산하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무엇을 할지를 당신의 몫이다.무엇을 선택하든

좋다.힘은 당신의 것이다(번,2007:217).”여기서 충고하는 로 따른다

면 나는 쇼 도에 진열된 목걸이를 보고 감탄한 다음 목걸이를 끌어당기

고자 노력하고 그 다음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게 되는 것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에만 집 하게 하는 진정성은 나를 제외한 모

든 타자 존재를 나의 진정성의 이상을 실 하기 한 도구로 간주하게

한다.이러한 사고방식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벗어나 단지,나의 진정

27)이 책은 미국에서『USA 투데이』와 『뉴욕 타임스』 2006년 베스트셀러 1

를 기록했고 한국에서는 인터 크 도서 집계 2006년과 2007년 베스트셀러

1 를 기록했다.교보문고가 집계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베

스트셀러 순 를 보면,20 권 내의 책들 9권이 자기계발 서 이다.론다

번의 『시크릿』은 10년간 가장 많이 매된 자기계발서다.3 는 호아킴 데

포사다의 『마시멜로 이야기』이고,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은

5 ,한상복의 『배려』는 9 ,조엘 오스틴의 『 정의 힘』이 14 ,그리고

16 부터 20 까지 스펜서 존슨의 『선물』,이민규의『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옥표의 『이기는 습 』,존 그 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성

에서 온 여자』,스펜서 존슨의 『 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가 순서 로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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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헌신하고 있을 뿐인 당연한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수많은 자기계발 서 들이 타인을 어떻게 이용하고 설득하여 나의 필

요를 충족시키고 나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해 충

고하고 있다. 컨 ,펜실베니아 학교 와튼 스쿨에서 13년간 최고의

인기를 기록한 강의를 책으로 펴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Struart

Diamond)는『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서 상 방과의 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 경우의 처세에 해 구체 으로 처방하고 있

다.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기 한 방법의 핵심은 타인에 한 사려

깊은 태도와 배려이다. 상의 도구는 모두 인간의 심리에 기 하고 있

기에 사람들이 일상에서 인식하고,생각하고,느끼며 살아가는 자연스러

운 생활 방식에 기반을 두고 이에 알맞게 처하는 것이다(다이아몬드,

2011:16).

이 책이 타인으로부터 귀를 막음으로써 진정성을 찾고자 하는 보통의

자기계발서 과 다른 은,이 책의 주제인 상과 련해 자신의 진심

과 진정성을 타인에게 표 하고 호소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한다는 이다.다이아몬드는 계속해서

상이 되는 타인의 진정성에 호소할 것을 명령한다.우리는 상 가 생

각하는 머릿속 그림을 그려야 하고 그들의 생각,감성,필요를 악하는

동시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는지,상 방의 어떤 부분에서 신

뢰를 느끼는지도 알아야 한다. 한 그들이 으로 믿고 의지하는

제3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다이아몬드,

2011:19).이 게 해서 우리는 상 방이 자발 으로 손을 내 어서 우리

가 원하는 것을 우리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이제 타인

의 진정성은 나의 진정성을 한 도구가 된다.

이런 삶의 방식은 원자론 개인주의를 가속화시키고,정치 인 역

에서는 자유의 상실,그리고 자결권의 상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자유

의 상실은,도구 이성 이외의 사고방식,그리고 원자 개인 이외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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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사유가 불가능한 문화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만 갇 있

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그리고 다른 차원의 자유 상실은,자

신에게만 집 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살면서 정부 활동에 참여

하려는 사람들이 무 소수라는 이다(Taylor,1991:3,테일러,2001:19).

이런 사회는 주기 인 선거와 형식상의 민주주의를 갖지만 실제로는 국

민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 한 감호 권력(immensetuterarypower)에

의하여 운 되는 것이다(Taylor,1991:4,테일러,2001:20).공 역에서

소외되고 정치 통제력을 상실하는 개인들과 고도로 앙 집권 인

료주의의 결합으로 우리들은 정치 자유를 상실하고 있다.테일러에 따

르면 우리는 시민으로서 공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일,우리들의 운명

에 한 정치 통제력을 상실한다(Taylor,1991:11,테일러,2001:20).자

유를 얻기 해 자유를 상실하는 이 역설이 사회의 실이다.

제 2 포스트모더니즘과 의미지평의 해체

테일러는 문화의 가능성을 자기 심 인 생활 양태와 나르시시즘

의 사고방식을 그 자체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윤리 인 노력(Taylor,

1991:55,테일러,2001:75)을 진정성의 이상이 부분 으로 실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동시에 만연해 있는 나르시시즘의 문화가 본래의 진

정성의 이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무엇이 진정성의

윤리를 천박한 자기 욕망 충족의 개인주의로 왜곡시켰는지 묻는다.

진정성의 요구는 외부 인 규율과 도덕의 요구에 립하는 양식과 함

께 발 해왔다.진정성은 인습에 해 반발하고 자신의 독창성에 집 하

기를 요구한다.사회 인 규율과 습은 일반 으로 우리 마음속의 본능

인 것,가장 깊이 있는 강렬한 욕망을 억 르기를 강제하는 것으로 여

겨지기 때문에 진정성은 이런 것들에 립하면서 자기 분출과 자기 창조

를 강조하는 사유에 의해 개념 의미를 더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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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는 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니체와 그에게서 향을 받은 사

유,그리고 이른바 해체(deconstruction)이론이 진정성의 총체 인 의미

를 망각하고 탈선에 가까운 형식을 택한다고 비 한다.

이러한 형식을 택한 표 학자인 로이트(SigmundFreud)는 정신

분석의 근본 개념을 설명하면서 자아와 이드( 로이트,2004:355∼367)에

해,자아(ego)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인식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며 진

짜 우리 모습의 일부이며,자아보다 더 근원 이고 본래 인 이드(id)가

무의식에 존재하여,우리의 욕구와 본능을 비롯하여 진정한 나의 원천이

된다.이드의 기능은 로이트의 용어로 ‘쾌감원칙’에 의해 결정된다.이

것은 사람들이 항상 쾌감을 최 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행

동한다는 진 계몽주의 공리주의 개념에 한 로이트 인 해석이

다.이 원칙에 따르면 인간 행동의 동기는 매우 단순한 그림으로 그려진

다. 로이트에 의하면,고통은 정신 체계 안에 억압되어 있는 자극이며

쾌락은 안정된 생리 항상성으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자극의 방출이다.

살아 있는 모든 사물의 심층 욕구인 죽음의 본능은 생명의 본능과 근

본 으로 상충한다.두 본능이 갈등 으로 작용하여 인간의 행동이 발생

한다.죽음의 본능은 내면으로 향하게 하기 보다는 타자의 방향,외부를

향하는 괴 본능이라고 한다(Guignon,2004:100,귀논,2005:132∼

133).죽음의 본능은 인간이 지니는 공격 이고 잔인한 성향의 근본을

설명해 다. 로이트에게 인간은 본래 사랑받기 원하는 온유한 생물이

아니라 강력한 공격성이 그 본능 자질이라고 생각되는 생물이다.결과

으로 인간의 이웃은 그들에게 조력자나 성 상일 뿐 아니라 자신을

상으로 그 호 성을 충족시키라고 부추기는 존재이기도 하다.노동에

한 가 없이 착취하고 동의 없이 성 으로 이용하며,소유물을 빼앗

고 모욕과 고통을 주고 고문하고 죽이라고 부추기는 존재이다( 로이트,

2003:345). 로이트는 인간에게는 본래 인간의 잔인성과 괴본능을

깜짝하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가 있다고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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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트는 자아(superego)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의 도덕감을

설명한다. 자아는 외부 인 도덕규범을 반할 경우 징벌을 약속하는

억압 인 권 감으로 기능한다. 자아는 개인을 억압하고 규격화하는

사회 과제를 지원하는 엄격한 감독이다( 로이트,2004:379).사회

는 문명은 개인을 규제하기 한 인 인 장치이고,인간의 본성을 가

로 막는 존재이다.문명은 개인의 자유와 욕망을 제약하면서 세워지고,

정의는 인간을 그 제약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로이트,2003:271).자

유는 기본 으로 문명에 항한다.

로이트에 의해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은 선한 감성이라는 사유

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그의 사유는 사회의 지배

인 문화에 항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해석으로 이어졌다(Guignon,

2004:104∼105,귀논,2005:138).이러한 해석은 우리 내면에 공격성과 폭

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진정성은 우리 안의 그 어두운 충동과

열망을 하고 표 하는 문제라고 정의한다.20세기에 있어 향력 있었

던 사례들을 테일러는 마리네티(Marinetti),앙토넨 아르토(Antonin

Artaud),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등의 작품들로 들고 있다

(Taylor,1991:66,2001:88).

이러한 사유에서 볼 때,진정성은 교양 있는 도덕과 에 정면 결

하더라도,내면의 모든 분노,정제되지 않은 욕구와 잔인성을 공개 으로

표 하는 용기이다(Guignon,2004:105,귀논,2005:139).트릴링은 이러한

흐름을 두고 무질서,폭력,무분별 같은 통 으로 배제의 상이 되었

던 것들이 진정성을 근거로 상당한 도덕 권 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한

다(Trilling,1972:11).

20세기에 가장 많은 논쟁을 만들어 낸 일련의 동향인 포스트모더니즘

은 아주 다양한 주제를 포 하지만 공통 으로는 주체 심주의에 한

지속 인 공격으로 요약할 수 있다.주체를 인간을 악하는 핵심으로

여기지 않고 다 ,유동 ,정황 ,주 존재로,자율성이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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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로 악한다(Guignon,2004:109,귀논,2005:144).포스트모더니즘

의 시각은 일 된 자아라는 개념을 와해시키면서 진정성의 이상이 근거

를 상실한다고 할 수 있으나,이 시각은 진정성에 새로운 개념을 더해

다.

심리학 역의 자아 해석을 보면,“사람은 그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

람에 한 심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집단의 사람 수만큼의 사회 자아

를 가지고 있다(제임스,2005:530).”인간은 여러 자아로 분리될 수 있으

며,이 분리는 자아의 부조화와 분열이 될 수 있다.자아에 한 이러한

에 따르면,자아는 여러 다른 맥락에 따라 다른 마스크를 채택한다

(Guignon,2004:110,귀논,2005:145).여러 역할을 연기하는 하나의 인간

이라는 개념은 어떤 자아가 진짜 나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이어진다.이러한 방식으로 진짜 나의 실체에 한

믿음이 흐릿해져간다.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을 인격들의 유희가

심 없이 개되는 존재로 본다.포스트모더니즘의 구성주의(constructionism)

역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다양한 외부 세력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형성하고 조 하는 작용에 주목한다(Guignon,2004:113,귀논,

2005:149).우리 자신에 한 우리의 이해가 사회 으로 조 된다는 사유

는 리처드 로티(RichardRorty)와 미셸 푸코(MichelFoucault)등에 의

해 표 으로 개된다.로티는 『우연성,아이러니,연 성』에서 우리

가 말하는 언어,우리가 사는 공동체,우리의 자아에 한 인식은 모두

우연 인 것이고 반 방향으로 개될 수도 있었던 역사의 산물이라고

주장하 다(로티,1996).우연성은 구속력을 약화시킨다.자기 이해의 모

든 가능성이 우연 인 것이고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는 인식은 우리 각자

의 정체성을 우리가 자유로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어

진다.모든 자기 설명과 자기 평가가 임의 인 것이며,나의 문화에서 돌

발 으로 발생한 것들에 한 우연한 사실 외에 다른 기반이 없다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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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기본 인 헌신과 결정 이상이 궁극 으로 아무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Guignon,2004:116,귀논,2005:152)

은,로티에 의하면 자유를 확장시킬 수도 있다.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

로 나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며 유일한 제약은 나의 문화와 나의

상상의 한계가 된다(Guignon,2004:116,귀논,2005:152).

푸코는 근 인간 심주의(anthropocentrism)의 사고가 끊임없이 우

리 자신의 내면을 검열하게 하고 우리를 통제하도록 몰아붙인다고 생각

한다.푸코에 의하면 우리는 주체가 되면 자유를 얻는 것과는 멀어지고,

우리의 가능성과 상상은 차단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유에서는 주체가 그 구성성분으로 해체되고 그

구성성분은 비인격 인 사회 역할이 된다(김형효,2010:313).자아를

단순히 문화의 작용으로 이해할 때 사회 맥락의 삶을 진짜 나에 비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된다(Guignon,2004:119,귀논,2005:155).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유에서 설명하는 진정성은 근 주체 개념을 바탕

으로 하는 ‘참된 자아’라는 개념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된다.다른 말로 진실해져야 할 상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단호히 직면할 때 우리는 진실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진다(Guignon,

2004:120,귀논,2005:156).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책임이나 일 성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무한한 가능성은 자유를 주는 듯하다.테일러는 이러한 사

유가 공허한 허무주의(nihilism)를 불러온다고 비 한다(Taylor,1991:60,

2001:81).아무런 지평도 없는 것을 무한한 가능성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

만,실제 으로는 자아에게 실질 으로 고통을 주고 인간의 편화를 야

기한다.이 해체 인 이론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매력 으로 다가가지

만,결국 우리 주 의 의미의 모든 지평을 철폐시킴으로써 상실감을 안

겨 다.포스트모더니즘이 구상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도 결정

인 는 요한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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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약해진 덤덤한 세계에서 진정성은 그 자기 결정의 자유로 축

소된다.마치 선택에 의하여,자기 삶을 일종의 자유로운 연습 정도로 여

김으로써 인생의 의미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테일러는 이

선택의 자유는 진정성의 타락 형태로,임시변통에 불과하다고 본다

(Taylor,1991:69,2001:92).테일러의 논의에 따르면,남은 가치가 선택

그 자체뿐인 결론에 이르는 해체주의의 사유는 결국 사람들에게 설득력

을 잃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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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진정성의 자유주의

진정성을 제 로 이해하게 된다면 나르시시즘으로의 변형은 비 의

상임을 알 수 있다.진정성 개념 속에 있는 긴장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는 그 자체가 근 성의 여러 요소들 간의 내재 긴장으로 인해 혼

란스럽고 편화된 사유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그러나 그러한 긴장

속에서 테일러는 문화의 가능성을 발견한다.진정성은 이기주의 인

자기실 만을 목표로 삼는 왜곡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없고,다른 존

재들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자기 자신에게 집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정 인 이상으로 이해될 수도 없다.

테일러가 사용하는 표 로 진정성은 회복(retrieval) 는 복원시켜

야 하는 이상이다.우리의 속한 실천 이면에는 풍부하고 고상한 내용

을 담은 진정성의 이념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구체 으로 표 하고 명료

화하는 작업을 통해 실천 가능한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이를 해 사회

속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한 방식들에 한 생각,즉 윤리 이상

으로서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인들이 어떻게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에 해 테일러가 실천

인 역에서 제공하는 답은 인정(recognition)이라는 개념이다.테일러

에 따르면 의 진정성 문화는 두 가지 형태의 사회 존재 방식,즉

공 차원 사 차원과 분명히 연 되어 있으며 인정(recognition)은

이 두 역에서 발생한다.공 역에서 우리는 보편 인 권리 개념에

의해 각자 스스로 자립 일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 구도

다른 사람의 가치를 비 할 권리가 없다는 상 주의 이 바탕에 있

는 생각이다.이런 생각은 차 정의의 념으로 기울게 된다. 차

정의에 따르면 각자의 진정성에 따를 수 있는 한계는 타인에게도 자기와

같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사 인 인간 계,특히 사랑의 계를 상당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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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타자와의 친 한 계는 자기 발견의 정 으로 간주되고 진정

성의 요한 형식으로 이해된다.이러한 방식은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좋

은 삶의 무게 심이 보다 더 높은 역에서가 아니라 이른바 일상생활,

즉 생산,가족,노동과 사랑에 두는 문화의 경향을 반 하는 것이다

(Taylor,1991:45,테일러,2001:63∼64).

이로써 테일러는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화를 통하여,다시 말해 우

리 진정성에 한 그들의 인정에 의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존

재로서의 인간을 드러냈다.테일러의 인정이라는 개념은 이상으로서의

진정성이 공 인 역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다룬다.정체성 형성에는

타자와의 화가 필요하다는 것 뿐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근 에 와서 진정성과 인정에 몰두하게 된 두 종류의 사상 변화에

해 설명한다.첫 번째 변화는 명 (honour)의 기반이 되었던 사회

계질서의 붕괴이다.명 는 몇 사람만이 갖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명 가 특권(preference)에 속하는 것이

라면, 립되는 개념으로 품 (dignity)가 있다.타고난 인간으로서의 존

엄(dignity)이나 시민으로서의 품 를 언 할 때 바탕이 되는 개념으로,

평등 인 의미로 쓰인다. 제는 이 개념이 만인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

다는 것이다. 에는 경(Lord)과 같은 호칭이 있고 어떤 이들은 성으

로 불리며 어떤 이들은 이름만으로 불렸는데,이제는 모두가 가령

라운 씨(Mr.Brown)나 라운 부인(Mrs.Brown)혹은 라운 양(Miss

Brown)으로 불리는 것은 결정 인 진보로 여겨진다.요즘의 Mrs.와

Miss의 구별마 사라지고 Ms로 호칭하는 경향은 인정의 문제의 다양

한 형태 하나의 이다(Taylor,1994:27,1995:226).

진정성의 이상과 연결된 념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와 함께 인정의

요성은 강화되어 왔다.과거에는 정체성이 개인의 사회 지 에 고정

되어 있었다.사회 내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치와 부여된 역할과

활동에 의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다.평등과 동일성을 지향하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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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과 동일성을 사회가 민

주주의화 하면서 자신의 사회 역할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던 사람들이

그 동일성을 괴한 것이 진정성의 이념이다(Taylor,1994:28,1995:227).

진정성은 자신의 본래 인 삶의 방식을,다시 말해 정체성을 찾도록 요

구한다.진정성은 확실히 사회 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면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자기 독백 인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타자 존재와

의 소통,그리고 내면의 화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간다는 것을 의미

한다.내면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이라는 이념은 인정의 문제에 새롭고 결

정 인 요성을 부여한다.나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화에 결정 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Taylor,1994:32,1995:229).

내면에서 형성되는 자아의 정체성은 사회 인정을 선험 으로 릴

수가 없다.타자와의 소통과 교환을 통해 인정을 획득해야 한다.그리고

인정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에 들어와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정

에 한 요구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

는 조건들이다(Taylor,1994:35,1995:231). 근 의 과거와는 달리,인정

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논의의 상이 된 것이다.

사 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타자와의 과 인정을 통해,그리고 사

회 차원에서는 평등한 인정의 정책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

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의미 있는 타인들의 인정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지,그런 인정이 좌 된다면 개인의 내면이 얼마나 큰 상처와 타격을 받

는지는 이미 잘 알고 있다.진정성의 에서 볼 때 인간 계는 정체성

확립에 결정 인 열쇠이다.사회 차원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

동등하게 인정하려는 정책이 요한 과제로 두되고 있으며,사회 속에

서 인정이 거부된 사람들은 매우 불리하고 억압 인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페미니즘 담론이나 인종 문제 그리고 다원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와 련한 문제들은 인정의 거부는 인간에 가하는 압박이라는 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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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되는 논의들이다(Taylor,1994:36,1995:232).테일러는 이러한

상은 진정성의 이상이 차 으로 확 되고 있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

이라고 평가한다.인정의 문제는 진정성을 둘러싸고 생겨나는 문제이다.

요컨 동등한 인정이라는 정책은 진정성의 이상을 나름 로 구 하고

있는 것이다.

근 에 와서 진정성과 인정에 몰두하게 된 두 번째 사상 변화는 정

체성 념의 발 에 따른 차이(difference)의 문제이다.차이의 문제는 앞

서의 인간의 존엄이라는 평등 인 개념이 구별을 무시하고 곡해하여 지

배 인 정체성의 원형이나 다수의 자아 정체성에 병합되도록 하여 진정

성의 이상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Taylor,1994:37,1995:233).우리는 각

자에게 특유한 것을 인정함으로써 각자의 정체성을 제 로 인정할 수 있

다.그런데 테일러에 따르면 차이의 정치는 차별에 항하다가 차등

우의 바탕으로 변한다. 를 들어 억압받던 원주민의 특별 권리문제가

그러하다.소수 집단은 문화 통합성을 보존하기 해 타자를 배제할

권리를 얻는다(Taylor,1994:39,1995:234).

이러한 인정의 문제와 차이의 문제는,말하자면 루소와 칸트의 립을

담고 있는 것이고 진정성의 이상이 본래 갖고 있는 두 긴장을 반 하는

것이다.진정성은 의미 지평과 타자와의 상호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개인의 자율과 자기 결정의 념도 포함하고 있다.그 다면 차이에

서 비롯되는 특수성을 보존하고 인정하고자 하는 요구는 평등한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와 양립가능한가?테일러는 그 다고 말한다.28)진정성

이 두 측면의 긴장 계를 통해 이상으로서 구 되듯 인정과 차이의 문제

28)“우리는 인권에 한 비강제 인 세계 합의가 어떤 모습을 띨 것인지를 알

수 있다.인권에 한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그러나 이런 규범들을 우리의

신념의 상으로 만드는 거 ,수사학 어구,인간의 수월성에 한 생각

에 해서는 차이나 낯선 느낌을 여 히 갖게 된다.우리가 모든 것을 공유

하는 사람과의 합의만을 인정한다면,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합의는 강제로 이루어질 것이다(Taylor,1996,손동빈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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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맥락에 따라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테일러에게 인정의 정치와 이상으로서의 진정성의 문제를 보여주는 구

체 인 출발선은 그가 기반하고 있는 캐나다 퀘벡주(Quebec)의 언어 문

제이다.테일러는 1931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태어났다.몬트리올은

랑스어권에 속하며 가톨릭 세력이 강한 곳이다.테일러는 가톨릭 신자

이며 어와 랑스어 둘 다를 모국어로 삼는다.그는 실 정치인으로

정당 활동에 극 참여한 이력이 있다.29)캐나다에서 좌 성향의 신민

주당(New DemocraticParty)이 결성되고 테일러는 자신의 정치 이념

에 부합하는 실 인 정치 조직이라고 단하여 신민주당 활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한다.테일러는 신민주당의 퀘벡 지부 의장직과 연방조직의

부의장직을 맡은바 있으며 1962년부터 1968년까지 신민주당 후보로서

연방 의원에 4번 도 한 경력이 있다(Abbey,2000:6).

테일러가 극 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캐나다 퀘벡의 언어 문제는

앞의 두 가지 상반된 사유의 결을 반 한다.1982년에 채택된 캐나다

의 권리 헌장(CanadianCharterofRights)과 퀘벡주(Quebeckers)의 언

어 사용법의 갈등에서 시작된다.퀘벡주의 언어 법률이 다른 주에서 권

리 헌장 해석에 의해 거부된 것이다(Taylor,1994:51∼52,1995:242∼

243).캐나다 권리 헌장의 사법 심사에 근거가 되는 두 가지 문제는

첫째로 개인의 권리문제이고 둘째로 시민의 평등한 보호 문제이다. 어

권 캐나다가 특정 집단 목표에 해당하는 퀘벡주의 랑스어 사용 집단을

지지한다면 권리 헌장의 기본 조항을 어기는 것이 된다.특수한 집단의

목표를 지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며,집단의 내부자와 외부자를 다르

게 하게 할 수 있다.이에 권리 헌장이 퀘벡의 언어법과 충돌한다는

것이 감정 으로 다른 주에서 퀘벡의 언어 법률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다른 주에서는 퀘벡에 언어 법률보다 권리 헌장을 더 우선으로 보호해야

29)김선욱,2003,“ 와 씨름하는 사상가 ‘찰스 테일러’”,Taylor,Charles,

『세속화와 문명』p.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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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요구했다(Taylor,1994:52∼53,1995:243∼244).

테일러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 헌장에 한 우선권을 주장하

는 사유가 미국에서,구체 으로는 롤즈(J.Rawls)와 드워킨(R.Dworkin)

등에 의해 구체화된 칸트주의 자유주의의 입장이라고 본다.테일러는

퀘벡의 경우는 차 자유주의의 유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진단한다.이제 쟁 은 사회 내부에 개인 권리 이외에 강한 집단 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개인의 권리를 심으로 하는 자유주의,동등한 존엄의 인정에 무게가

실리는 정치 형태는 차이의 문제에는 비환 이다.테일러는 자유주의

에 이러한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먼 집단 인 정체성에

해 환 이고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요컨 진정성의 자유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인정의 정치와

차이가 정치가 살아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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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wardaLiberalism ofAuthenticity:

CharlesTaylor'sArticulationofAuthenticity

GooYoon-jung

DepartmentofPoliticalScienc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 purpose ofthis paperis to exhibitthatthe conceptof

authenticityretrievedbyCharlesTaylorisavalidandpracticalmoral

idealin modern society.Taylorassessesthatamong theconcepts

produced by modernity,authenticity isthemostappealing to the

peopleofourtimes.Incontextofmoderncultureauthenticityasthe

moralidealmeans being truthfulonly to oneself.As a notion

intertwinedwithRomanticism andtheEnlightenmentitembracesthe

narratives ofhuman interiorization developed by Plato,Augustine,

DescartesandLockealongwithmodernitythatwasintroducedby

Rousseau,KantandHegel.

In theEthicsofAuthenticity,Taylorthrowsaquestion asking

why authenticity takeson astrong effectin termsofnarcissism

whilepointingoutthattheconceptisundertheinfluenceofmodern

thinkingthatexcludesthesignificantothers.Simultaneously,however,

Taylorarticulatesthatauthenticityalsoincludesthesocialont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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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whichcontainsconsiderationofthesignificantothersand

the contextofcommunity thathave been realized through the

thoughtsofRousseau,Herder,Hegel,Heideggerandotherthinkers.

Suchconceptinthesocialontologicallevelexplainswhyauthenticity

cannotbeinterpretedmerelyasanarcissisticself-fulfillment.

IntermsofTaylor’sontology,humaninevitablyexistswithina

moraldomain and isanarrativecreaturethatcreatesone’sown

identitythroughconversationwithsignificantothersonthebasisof

thehorizonofsignificance.Therefore,thetrueidealofauthenticityis

aretrievalofauthenticityintermsofthesocialontologicallevelthat

mustabsorbmorethanjustthedimensionofindividuals.Tohumans

who use linguistics in the context of community,history and

tradition,authenticitycanneverimplythatweshutourearstothose

importanttothecommunitywhileservingonlyourowndesires.If

beingauthenticmeansbeingtruthfultooneselfandconcentratingon

one’s indigenous feelings, we should bear in mind that

self-concentrationconnectsustothewidersenseofthewhole.Only

thencanauthenticityfunctionasthepropermoralideal.

Buttoday,authenticityhaslostitsoriginalintentionandisused

tojustifypeople’segocentricself-realization.Suchexploitationofthe

idealcannotembracethefullermeaningofcomplexmodernthinking,

and only allows people to take advantage ofthe concept.This

narcissistictrendofmasscultureisrelatedtothestream ofthoughts

in the 20th century.A partofpostmodernism is interpreted as

extremenihilism,andcontributestothedeconstructionofhorizonof

significanceandframeworksofmeaning,therebyfalsifyingtheidea

ofauthenticity.



-88-

Inconclusion,people’sgeneralunderstandingofauthenticitywhich

reflectsapessimisticview ofmodern society isa misconception.

Restored authenticity as the moralidealhelps us painta rosier

picture ofthe modern society.A liberalistsociety in contextof

authenticity enables individuals to enjoy freedom and achieve

self-fulfillment.Italso includesthehorizon ofsignificanceshared

within the community,thus making humans dialogicaland moral

beings.Therefore,theidealofauthenticity—in boththeprivateas

wellasthepublicdomain—canberealizedonlyaftertheauthenticity

ofindividualsisacknowledged.Anidealfulfillmentofauthenticity,in

whichthedimensionsofpracticeandideaarecoherent,confirmsthe

practicalimplicationofauthenticityasthemoralideal.

key-words:CharlesTaylor,authenticity,identity,narrativ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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