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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론』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칸트의 윤리학과 역사철학 사이에서 발생하는 도덕
적 진보 개념의 상충을 칸트 『종교론』의 관점에서 종합하는 것이다.
많은 칸트 연구자들은 영혼불멸을 요청하면서까지 도덕적 완전성으로의
도덕적 진보의 의무를 개인에게 지우는 칸트 윤리학의 관점과 개별 인간
의 차원에서는 도덕적 소질의 완전한 계발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칸트 역
사철학의 관점이 상충한다고 지적해왔다. 『종교론』은 자율성을 핵심으
로 하는 칸트 윤리학의 근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공동체를 통해서만
악의 극복과 선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진보 개
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종교론』 제1논고에서 칸트는 인간이 자연본성적으로 악하다고 주장
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근본악은 결코 근절될 수 없는 선천적인 것이
지만 도덕법칙은 그것의 극복을 명령한다. 따라서 근본악은 극복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근본악의 극복은 모든 준칙에서 도덕법칙만을 최상의 의
지 규정 원리로 채용하기를 결심하는 단 한 번의 심정의 혁명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예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 따라서 심정의 혁명은 전 생애를 통한 선으
로의 무한한 진보의 과정을 통해서만 유추될 수 있다.
한 인간이 심정의 혁명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 도덕법칙
의 원리만을 철저히 적용하는 도덕적 완전성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 이
러한 한계의 극복을 희망하기 위해 제2논고에서 칸트는 신의 현존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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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다. 전지(全知)한 신은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직관할 수 있다. 따라서
불완전한 상태로 삶을 마감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심정의 혁명 이후
그것을 확증하는 도덕적 진보의 삶을 살아냈다면 은총 평결에 의해 신으
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인간에게는 도덕적
완전성의 성취 그 자체가 아닌, 전 생애에 걸친 도덕적 진보의 과정과
그를 위한 철저한 노력이 중요하다.
칸트는 제3논고에서 악의 극복과 선의 승리를 향한 보다 전략적인 방
법을 제시한다. 그는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악의 성벽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더 잘 발현된다고 본다. 그리고 악의 극복과 선의 승리는
악의 원리에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사회, 즉 윤리적 공동체의 건설 및 확
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윤리적 공동체를 만들어나가
는 것은 전 인류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칸트는 윤리적 공동체가 성립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로
정치권력과의 자유로운 관계 보장을 제시한다. 즉 윤리적 공동체의 건설
과 확장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실현되는 정치 공동
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종교론』
에서 선을 향해 무한히 도덕적으로 진보해나갈 의무는 개별 인간의 내적
차원뿐만 아니라 외적 차원으로도 확장된다. 도덕적 진보는 개인과 인류
두 차원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간의 사명이다.
『종교론』을 통해 종합된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이 갖는 도덕교육
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은 인성 대 시민
성, 인성교육 대 시민교육의 불필요한 대립을 지양하고 양자를 매개할
수 있다. 둘째,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은 ‘초월과의 관계’ 영역이 ‘자신
과의 관계’ 영역뿐만 아니라 ‘타인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주요어 : 도덕적 진보, 도덕적 완전성, 근본악, 심정의 혁명, 은총 평결,
윤리적 공동체, 인성교육, 초월과의 관계
학 번 : 2015-2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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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칸트의 윤리학과 역사철학 사이에서 발생하는 도덕
적 진보 개념의 상충을 칸트 『종교론』의 관점에서 종합하는 것이다.
칸트 윤리학은

여타의

윤리 이론들 중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다.1)

실제로 칸트는 단지 ‘의무이기 때문에’ ‘자율적 결단’에 따라 이루어진

편
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맹자가 성선의 근거로 내세운 ‘측은지심(惻隱之
心)’이나 숱한 실천의 결과 몸에 밴 선한 습관 등에 의한 행동은 ‘합법적
가치’만을 가질 뿐이다. 심지어는 예로부터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 이해
되어온 행복도 칸트에게는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도덕이 행복에 그
토대를 두는 순간 도덕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기 때문
이다. 도덕법칙만을 의지 규정의 최상의 원리로 채택할 때에만 인간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가 위와 같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sollen)는 것이 요구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können)는 전제 이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
‘합법칙적 행위’에 대해서만 도덕적 가치를 인정한다. 그 경우에만 보

1)

박찬구는 “칸트의 윤리학은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높아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실
천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이러한 비판은 도덕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도덕이란 애초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추구
되어야 할 당위이자 이상이다. 따라서 ‘도덕이 너무 이상적이다.’ 또는 ‘이상이 현실적
이지 못하다’는 말은 성립불가능한 주장인 셈이다. 박찬구는 사회생물학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공감 능력,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미치는 범위는 대개 소규모 공동체 정
도”라고 말한다. 하지만 칸트 윤리학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모든 인
간이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 그 자체로 존중되
어야 한다”는 보편주의와 인격주의 윤리를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박찬구, 「한국의 도덕 교육에서 칸트 윤리적 접근법
이 가지는 의의」,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제14집, 2004, pp.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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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 말해 의무는 가능을 전제하며, 가능하지 않은 의무란 존재할

다.

수 없다는 것이다.

각자에게 그것의 실천뿐만 아니라 최고선의 실현
또한 요구한다는 것이다. 최고선은 도덕성과 그에 비례하는 행복이 결합
된 이상적 상태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칸트의 관점에서 행복 그 자
체의 추구는 도덕적 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 다만 그는 ‘도덕성에 비례하
문제는 도덕이 우리

는 행복’이 신에 의해서만 성취 가능한 이상이기 때문에, 행복은 단지 희

각

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생 한다. 최고선의 실현 과정에 있어

움

품격을 갖추는
것, 즉 도덕적 완전성의 달성에 힘쓰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인간도
짧은 생애 동안 무한히 멀리 있는 완전의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본
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무한에 가까운 수양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칸트는 현세에 이어 내세에서도 무한히
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신의 도 을 기대할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영혼불멸 개념을 요청한다. 최고선 실현의
의무가 정말 개별 인간에게 부과된 도덕의 명령이라면, 그것의 실현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덕적 완전성의 성취

또한 가능해

야만 한다.

런데 칸트는 자신의 역사철학 논문에서 개별 인간은 도덕적 소질을
포함하는 자연소질들을 결코 완전히 계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상의
실현은 인류 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앞서
설명한 칸트 윤리학의 입장과 대조된다. 왜냐하면 ‘의무는 가능을 전제한
다’는 확실한 명제 아래, 칸트 윤리학은 영혼불멸까지 요청하며 도덕적
완전성의 성취가 인간의 의무로 주어져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칸트 연구자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3) 첫째, 칸트 역사
그

I Kant 백
카넷
A =Ⅴ ; p
“
물
비판 A =Ⅴ ; p

비판 Kr t k der prakt schen Vernunft 울
비판
맥락
”

2) 칸트( .
), 종현 역, 『실천이성
( ii
i
)』(서 : 아
, 2009), 55 31 .91, 이하 『실천이성
』, 칸트는 이와 유사한
에서
자유는 론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이나, 도덕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 (『실천이성
』, 6 4 .53.)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도덕법칙을 통해서만 자유의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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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시키는 것이다. 칸트 윤리학의 주저에 해당하
는 『실천이성비판』은 칸트 철학의 3대 비판서 중 하나로 칸트 사상의
철학 논문들의 가치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충이 발생할 경우, 칸트 윤리학의 입장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반응은 칸트 윤리학과 칸트
역사철학을 완전히 분리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상충을 야기하는 ‘자
유’, ‘진보’ 개념의 의미를 윤리학과 역사철학 각각의 맥락에서 다르게 해
석하는 것이다. 셋째는 칸트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면 윤리학과 역사철학
을 양립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다.
연구자는 세 번째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둘
째 입장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의 역사철학 논문들은 “비판철
학의 개념적 틀이나 사고 내용과 매우 밀접”하고 시기상으로도 대부분
“비판철학의 시기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상으로 분류”되기
어렵다.4)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된 글들 사이에 조화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면, 심지어 그 상충이 그 철학자의 사상 전반에서 토대가 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내적 일관성과 학문적 성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칸트가 ‘자유’, ‘진보’ 등의 개념을 맥
락에 따라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이 개념들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둘째 입장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
칸트 윤리학은 도덕법칙과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인간이 어떻게
최고선이라는 이상을 이룰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역사철학 논문에서 칸
트는 인간의 사회성과 공동체성에 주목하여 인류 역사 진보의 이상과 이
에

긴
바
여
김 배 「
긴
“ ”
」 국
호
pp ; Sharon
Anderson Gold Unnecessary Ev l H story and Moral Progress n the Ph losophy
of Immanuel Kant Albany State Un vers ty of New York Press
pp “Introduct on Br ef H story of the Cr t c sm of Moral Progress n H story”
참
김 배
p

3) 칸트 윤리학과 역사철학의 장 관계를 라보는 칸트 연구자들의 러 입장에 대해
서는 수 , 칸트의 도덕철학과 역사철학의 장 관계: 자율성 개념을 중심으
로 , 한 칸트학회, 『칸트연구』, 제21집 제1 , 2008,
.2-5
,
i: i
i
i
(
:
i
i
, 2001),
.1-11(
i : i
i
ii i
i
i
)
을 고함.
4) 수 , 위의 논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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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에 대해 논한다. 윤리학에서는 불멸하는

세

영혼이 내 에서도 무한히 전진하

여

완전에 이를 것을 희망한다.

달

반면

역사철학에서는 역사 진보를 통해 최후의 인류는 완전에 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윤리학과 역사철학 모두 ‘이상을 향한 도덕적 진보의
과정’이라는 주제를

품고 있다. 그러나 인간 현존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요청하는 내용의 차이에서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백

며 묻는 질문,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를 종교의 차원에서 다룬다. 한계에 부닥친 인
칸트는 명 한 한계를 지닌 인간이 이상을 추구하

간이 희망하는 내용의 차이로부터 칸트 윤리학과 역사철학의 상충이 발

였
해볼 수

생하 다면, 그것을 해소할 실마리를 칸트의 종교철학에서

찾으려 시도

있을 것이다. 칸트의 종교철학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

격

교』에서 본 적으로 전개된다. 이

책은

도덕법칙, 자유 개념에 기초한

윤리학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공동체를 통해서만 최고선의 실현이

며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다룬다. 이상
의 이유로 연구자는 이 책이 도덕적 완전성을 향한 개별 인간의 노력을
강조한 윤리학의 입장과 인류 공동체적 노력만이 가능하다는 역사철학의
관점을 종합시킬 단서를 찾기에 적합한 텍스트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다고 주장하

칸트의 역사철학은 개인의 도덕적 완성이라는 이상의 실현이 정치 사

환경 및 현실 조건과의 연관 속에서만 생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5) 칸트 윤리학의 사회윤리학적 확장 가능성이 역사철학 논문 곳곳
에 담겨 있는 셈이다. 하지만 칸트 윤리학과의 상충을 해소하지 못한다
면, 역사철학을 통한 사회윤리학적 확장은 매우 피상적인 차원에서만 이
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먼저 칸트 윤리학과 역사
회적

철학의 상충을 종합한 후, 칸트 윤리학의 사회윤리학적 가능성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덕교육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달「
호
p 7 참조

」 국국민윤리학회, 『윤리연구』, 제45권

5) 도성 , 칸트 철학의 사회윤리학적 이념 , 한
제1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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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윤리학 주저에서

드러나는 칸트의 인간관과 관련하여 칸트 윤리학

의 도덕적 진보 개념을 이해한다.
둘째, 칸트 윤리학과 역사철학 사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진보 개념의
상충을 확인한다.

셋째, 『종교론』의 관점을 통해 도덕적 진보 개념의 상충을 종합한다.
넷째, 위의 과정을 통해 종합된 칸트 도덕적 진보 개념에서 도덕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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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을 윤리학, 역사철학, 종교철학

등의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는 칸트의 저서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참고하는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먼저 칸트의 인간관과 윤리학의 맥락 속에서 도덕적 진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1787), 『형이상학 서설(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z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1783), 『윤
리형이상학 정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1785), 『실
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1788)을 참고한다. 그리
고 역사철학에서의 도덕적 진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
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Idee zu einer allgemeinen Geschichte in
weltbürgerlicher Absicht)」(1784), 「추측해 본 인류 역사의 기원
(Mutmaßlicher Anfang der Menschengeschichte)」(1786)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에 해당하는 상충 문제의 종합을 위해서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1793/1794)와 역사철학과 종교철학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만물의 종말(Das Ende aller Dinge)」(1794)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
에서 칸트의 인용은 백종현 역(譯)으로 통일하되, 역사철학 논문에 한해
서는 이한구 역을 활용한다. 그리고 각주 인용 표기는 백종현 역의 경우
바이셰델판(Kant Werke in zehn Bänden, W. Weischedel(H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3)에 의거한 칸트 원
전 페이지와 학술원판(Akademie Ausgabe) 페이지 그리고 국역본 페이
지를 병기하고, 이한구 역의 경우 학술원판 페이지와 국역본 페이지를
병기한다.
Ⅱ장에서는 칸트 도덕적 진보 개념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예비적 고찰
연구서 및 논문을

로서 첫째 연구문제와 연관된다. 칸트는 인간이 도덕법칙을 의식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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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그리고 도덕적 완전성의 성취를 향해 무한
히 전진해나가는 도덕적 진보의 과정이 전제될 때 인간은 덕과 행복이
결합된 최고선의 실현을 희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장은 윤리학 주

떠

펴

저에서 칸트가 인간을 어 한 존재로 상정하는지 살 보고, 그의 인간관

련 여 도덕적 진보 개념을 이해한다.

과 관 하

Ⅲ장에서는 둘째 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자는 여기서 칸트 윤리학과

역사철학 사이에 발생하는 상충을 확인하고 종합적 이해의 가능성을 검
토한다. 칸트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완전성의 성취 의무가 개별 인간의

놓여있는 듯하지만, 역사철학 논문에서 도덕적 완전성의 성취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며 인류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설명된

차원에
개별

다. 『종교론』은 칸트 윤리학의 근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공동체를 통
한 도덕적 진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종합적 이해의 단서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Ⅳ장에서는 셋째 과제와 관련하여 『종교론』의 제1, 2, 3논고와 「만
물의 종말」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근본악, 심정의
혁명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이 자연본성적으로 악함에도 자유 능력의 발

휘를 통해서만 악의 극복이 가능하다는 칸트의 주장을 설명한다. 제2절
에서는 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현세에서만 가능하며, 전 생애에 걸
친 도덕적 진보의 삶을 통해서만 신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살

펴본다. 제3절에서는 악의 극복과 선의 승리가 공동체적 접근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는 칸트의 주장을 통해 도덕적 진보 개념의 개인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을 종합한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위의 과정을 통해 종합된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

이 갖는 도덕교육적 함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은 인성 대 시민성, 인성교육 대 시민교육의 불필요한 대립을 지양

움

하고 양자를 매개할 수 있다. 칸트의 관점에서 ‘인간다 ’은 완전을 향한
도덕적 진보의 전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는 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윤리적 공동체의 건설 및 확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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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참여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이 점에서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은 추상적인 인성 및
인성교육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면서도,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는 인성과
시민성을 포괄하며 양자를 매개할 수 있다. 둘째,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
념은 ‘초월과의 관계’ 영역이 ‘나 자신과의 관계’ 영역뿐만 아니라 ‘타인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

앙

의 근거를 제공한다. 칸트의 이성종교 및 도덕신 의 관점에서 ‘초월과의

맺

곧 도덕적 완전을 향한 도덕적 진보의 분투 과정에 참여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도덕적 진보의 분투 과정은 인류 역사 지평
위에서의 공동체적 노력을 포괄한다. 이런 칸트의 입장을 반영한다면 ‘초
월과의 관계’ 영역은 내면의 성찰, 개인의 덕성 함양의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 는 일은

사회적 실천에 관한 내용도 포괄하는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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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칸트 윤리학에서 인간과 도덕적 진보
1. 칸트 윤리학에서 인간
1) 도덕법칙을 의식하는 존재

특히 흄의 회의주의적 경험론
과의 대조를 통해 더 잘 이해된다. 칸트는 “흄의 환기야말로 수년 전에
처음으로 나의 교조적(dogmatisch) 선잠을 중단시키고, 사변철학 분야에
서 나의 연구들에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다.”6)라고 솔직하게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존의 독단적인 합리주의자들7)과는 다른 방식으로
흄의 회의주의로부터 보편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의 보편적 능
력을 구출하고자 했다.8) 따라서 그가 흄의 회의주의에 대항하여 어떻게
인간 이성의 보편적 인식 능력을 정당화하고 이를 도덕법칙의 발견과 실
천으로 확장해나갔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칸트 윤리학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흄은 인간의 지각을 ‘인상(impressions)’과 ‘관념(ideas)’으로 구분하고
직접적 지각에 해당하는 인상과 인상으로 환원 가능한 관념만을 신뢰하
는, 다소 급진적인(radical) 경험론을 주장한다. 그는 경험 배후에 놓여
있다고 가정되어 왔던 물질적 실체 개념과 직접적 지각이 불가능한 정신
칸트 철학은 인식론과 윤리학 모두에서

I Kant), 백종현 역, 『형이상학 서설(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z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서울: 아카넷, 2012),
A13=Ⅳ260; pp.113-114, 이하 『형이상학 서설』.
7) “칸트는 합리주의자들을 독단적이고 전제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비판을
선행시킴 없이 특정한 근본적 가정, 가령 영혼은 단순한 본성을 가지며 불변한다, 세
계는 시초가 있다, 신은 현존한다는 등의 근본적 가정을 인간에게 강요하기 때문이
다.”(오트프리트 회페, 이상헌 역, 『임마누엘 칸트』, 서울: 문예, 1997, p.57.)
8) 군나르 시르베크 닐스 길리에, 윤형식 역, 『서양철학사2』(서울: 이학사, 2016), p.600
참조.
6) 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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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체 개념(예를 들어 신), 심지어는 인간의 사태 파악에 필수적인 것

여겨져 왔던 인과성 개념마저 비판한다.9) 이로써 인간에게는 개별
경험에 기초한 귀납적 인식만이 허용된다. 하지만 귀납적 인식은 보편성
을 담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보편타당한 통찰에 이를 수 없게
된다. 도덕에 있어서도 흄은 자연권 개념을 부정하고 가치와 규범을 감
정의 표현으로 환원한다. 보편적 도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어져왔던
이성의 지위가 그에게서는 단지 감정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 도구, ‘정념의 노예’로 격하된다. 그렇다고 흄이 도덕
의 보편성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도덕이란 무릇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그는 보편적 판단의
근거를 감정에 두었다. 모든 인간이 지닌 ‘공감(sympathy)’ 능력을 통해
규범적 문제들에 대한 보편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10)
인과율의 부정이 그것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왔던 모든 자연과학의
존립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칸트는 이를 학문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결정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였다.11) 그리고 일명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라고 불리는 인식론적 시각의 역전을 통해 흄의 회의론에 맞선다. 그는
일단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만 인간의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흄의
입장을 수용한다. 그러나 경험은 아무런 구조, 질서 없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능력인 ‘감성(Sinnlichkeit)’은 최초의 인
상을 수용할 때 공간(‘서로 곁하여’)과 시간(‘서로 잇따라’)이라는 형식을
부여한다. 공간과 시간의 형식이 부여된 자료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
고 ‘어떻게 있는가’를 사고하는 ‘지성(Verstand)’의 12가지 범주를 통해
으로

“

[흄]

했 오
여겼던

9) 저 명민한 인사 는 말 다. 직 경험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연결들을 제공할 수
있으 , (그가 불가능하다고
저 해성으로 인해 그는 이 게 결론을 내
) 모든 저러한 추정된 필연성 내지는, 같은 말이지만, 그 게 간주된 선험적 인식은
어 것을 인 것으로 보고, 그 서 주관적 필연성을 관적 필연성으로 간주하는
관에 지나지 는 것이다. (『형이상학 서설』, 44 2
.150.)
10) 나르 시르
리에, 『서양철학사1』,
.50 -522 로 트 . 애
, 성
역, 『서양 윤리학사』(서 : 서 사, 2003), .363-40
.
11) 『형이상학 서설』,
25
.10 -108
.

바

며

난

떤
참
래
오랜 습
않
”
군
베크 닐스 길
호
울 광
A7=Ⅳ 7; pp 7

렇
렸던
렇
객
A =Ⅳ 77; p
pp 7 ; 버 L 링턴 김
pp
7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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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틀지워진다. 인간은 이렇게 감성 형식을 통해 직관되고 지성
개념에 의해 정돈된 ‘현상(Erscheinung)’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12)
하지만 “모든 인식은 표상들(직관들 혹은 개념들)의 다양을 통일로 결합
시키는 데서 성립한다.”13) 따라서 칸트는 선험적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경험들과 사고들을 통일성 있게 종합하는 ‘초월적 의식(transzendentales
Bewußtsein)’을 전제한다. 이때 ‘이성(Vernunft)’은 근원적인 의식 속에서
“직관의 재료를 가공하여 사고의 최고 통일로 보내는”14) 능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15) 인식에 형식과 구조를 부여하는 원리가 대상이 아
한 번

닌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다는 인식론적 혁명을 통해 칸트는 인간의 사고

편

를 절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인 것으로 제한하면서도 인간의 보 적 인

려 했던 것이다.
이제 칸트는 윤리의 보편적 성격을 확고히 다지는 작업에 돌입한다.
흄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통해 보편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렇
게 되면 실천철학의 최상의 원리는 필연적으로 경험적인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16)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적인 것은 “어떠한 실천 법칙도 제
공할 수가”17) 없기 때문에 칸트는 이를 거부한다. 도덕이 보편적이기 위
해서는 자연법칙과 같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앞서 정당화한 보편적 인식 능력인
이성 위에 보편적 윤리, 법칙으로서의 도덕을 정초한다. 칸트는 이성을
순수한 인식능력으로서의 ‘사변이성(theoretische Vernunft)’과 보편적 도
식 및 지식 형성의 가능성을 확보하 고

오트프리트 회페, 앞의 책, pp.85-86; 백종현,「해제」, 『형이상학 서설』, pp.28-36;
군나르 시르베크 닐스 길리에, 『서양철학사2』, pp.599-616; 김진 한자경,『인생교과
서 칸트』(서울: 21세기북스, 2015), pp.50-57 참조.
13) 오트프리트 회페, 앞의 책, p.114.
14) 칸트(I. Kant), 백종현 역,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2』(서울: 아카
넷, 2006), A298-299=B355; pp.527-528, 이하 『순수이성비판2』.
15) 「이성」, 「의식」, 사카베 메구미 외, 이신철 역, 『칸트사전』(서울: b, 200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2961&cid=41908&categoryId=4195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2954&cid=41908&categoryId=41954 참고.
16) 『실천이성비판』, A16=Ⅴ9; p.60.
17) 『실천이성비판』, A38=Ⅴ21; p.7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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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W lle
여 실천에 이르는 ‘실천
이성(praktische Vernunft)’으로 구분한다. 하나의 이성에 두 가지 사용
방식이 있는 셈이다.18) 사변이성은 인간의 감성과 지성을 통해 경험되고
사고된 현상만을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실천이성과 관련된 보편적 도덕
과 의지 규정 능력은 애초에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
덕을 발 하고, 그것으로 ‘의지( i )’를 규정하

에서 인간은 이를 인식할 수 없다.

편

당화하기 위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지각과 사
고의 형식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칸트는 보편적 실천 능력을 정립하
보 적 인식 능력을 정

기 위해 모든 인간이 선험적으로 지니고 있는 선의 원천을 내보이고자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편적 윤리 그 자체는 인간의 감성에 포착되
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인식’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우
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그 무언가의 작동을 경험한다. 인간 이성은 늘 그
것을 ‘의식’한다. 칸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의식되는 것은 도
덕법칙(moralisches Gesetz)”19)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순수 이성은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이고, 우리가 윤리 법칙이라고 부르는 보편적 법칙
을 (인간에게)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칸트는 도덕법칙을 우리에게 “주
어진 것”으로 의식하는 것이 “순수 이성의 유일한 사실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0) 사변이성의 차원에서는 그 존재를 확정도 부정도 못
하고 한낱 생각만 해볼 수 있었던 도덕법칙의 존재가 실천이성의 차원에
서는 ‘순수한 이성의 사실(Faktum der reinen Vernunft)’로서 그 실재성
을 인정받게 된다.

편

도덕법칙은 그 이름대로 하나의 법칙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보 적으로

의식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

물적 본성 또한 지니며 그것들의 실현을 늘 추구하는 존재이다. 도덕법
칙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거스르며 모든 주관적인 동기 및 의도들을
비판』, A53=Ⅴ29-30; p.89.
비판』, 같은 곳.
비판』, A56=Ⅴ31; p.93.

18) 『실천이성
19) 『실천이성
20) 『실천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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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를 ‘강요(Nötigung)’이자 ‘명령
(Gebot)’으로 의식한다.21) 또한 도덕법칙은 단지 그것의 실천이 ‘의무
(Pflicht)’라는 이유 만으로 의지 규정 원칙으로 채택될 경우에만 경험의
우연성으로부터 보편성을 보존하고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도덕법칙은 경험적 조건과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시하
는 ‘정언명령(kategorischer Imperativ)’의 형식을 취한다.22) 상술하였듯
인간은 정언명령으로서의 도덕법칙 그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는 없

스스로가 세운 주관적 행위 원칙인 ‘준칙(Maxime)’을 이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언명령의 형식에 맞추려 노력할 수 있을 뿐이다.
고, 다만

그 유명한 정언명령의 두 가지 정식은 다음과 같다.

“
편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23)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 둘째,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
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24).
첫째, 그 준칙이 보 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편

이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 칸트는 인간이 자신에게 내재된 보

편

적 이성을 통해 자연을 법칙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 법

견

칙으로서의 도덕을 발 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인

편

당화할 수 없다. 도덕법칙의 의식이 곧 그
것의 실천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법칙은 자연법칙과
달리 인간에게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동물적 경향성을 거슬러 이
성이 발견한 도덕법칙으로 의지를 규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 존재
는 아직 정당화되지 않았다.
간의 보 적인 실천 능력을 정

I Kant),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정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울: 아카넷, 2005), B37=Ⅳ413; p.116, 이하 『정초』.
B39-44=Ⅳ414-417; pp.118-124.
B52=Ⅳ421; p.132.
B66-67=Ⅳ429; p.148.

21) 칸트( .
i
)』(서
22) 『정초』,
23) 『정초』,
24) 『정초』,

S 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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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법칙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

re he t “
열을 절대적으로 시작하는 능력”25), 즉 “자연법칙들에 따라 진행하는 현
상 계열을 자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원인들의 절대적 자발성”26)이라고 정
의한다. 우리는 자연 세계의 모든 사물이 인과필연법칙에 필연적으로 종
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원인 없이
칸트는 자유(F i i )를 한 상태를, 그러니까 이 상태의 결과들의 계

존재할 수 없고 자연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전의 모든

독립된 어떤 사건의 시작이 가능하다는 자유 개념은 단지
상상될 수 있을 뿐 결코 경험될 수 없다. 칸트가 정당화한 보편적 인식
능력, 즉 사변이성의 관점에서 자유는 그 실재성이 긍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없는 초월적인 개념이다.27) 하지만 칸트에 따르면 이성 일반의 관
심은 스스로의 확장에 있다. 객관적 인식을 추구하는 사변이성의 관심보
다, 도덕법칙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당위를 의식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인
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실천이성의 관심이 ‘스스로의 확장’
이라는 이성 일반의 관심에 더 맞닿아 있으므로 더 큰 우선성을 지닌다
는 것이다.28) 인간 이성이 직접 인식할 수 없는 자유의 실재성은 이렇게
도덕법칙의 실천이라는 맥락 속에서 소극적인(negative) 형태로 정당화
원인들로부터

된다.29)
자유가 적극적인 방식으로 증명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의 실재성을

려

부정하 는 시도는

늘

물

존재해왔다. ‘인간을 추동하는 원인성으로는 동

물

적 경향성만이 있을 뿐이다.’, ‘서로 다른 동 적 경향성들이 대립할 수는

독립하여 순수하게 도덕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자유라는 개념은 실재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은 현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비판
비판
7 오 프
페
비판
비판

25)
26)
2 )
28)
29)

순
순

A =B 7 ; p 7
A 7=B 7 ; p
앞 책 pp
7
A
=Ⅴ
; p.214-217.
A =Ⅴ ; p

『 수이성
2』, 445 4 3 .65 .
『 수이성
2』, 44
4 5 .658.
트 리트 회 , 의 , .156-15 .
『실천이성
』, 215-219 119-121
『실천이성
』, 53 2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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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들에게도 그리

않다. 특히 자기 잘못의 정도를 조금이나마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거론된

낯설지

가볍게 만들거나 자신의

당 흥미로우면서도 우리 경험의 지평에서 매우 쉽게 이
해될 수 있는 예시를 통해 이를 반박한다.
다. 칸트는 상 히

누군가가 그의 성적 쾌락의 경향성에 대해, 사랑스런 대상과 그것을 취할 기회가
그에게 온다면, 그로서는 그의 경향성에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다고 그럴듯하게 둘
러댄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그가 이런 기회를 만난 그 집 앞에, 그러한 향락을
누린 직후에, 그를 달아매기 위한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래도 과연 그가 그
의 경향성을 이겨내지 못할까?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는 오래 궁리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군주가 그를 지체 없이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 군
주가 기꺼이 그럴듯한 거짓 구실을 대 파멸시키고 싶어 하는 한 정직한 사람에 대
하여 위증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할 때, 목숨에 대한 그의 사랑이 제아무리 크다 하
더라도, 그때 과연 그가 그런 사랑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지를
물어보라. 그가 그런 일을 할지 못할지를 어쩌면 그는 감히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
다. 그러나 그런 일이 그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주저 없이 인정할 것임에 틀림
없다.30)

격

례

술

위의 인용문에는 성 이 다른 두 사 가 기 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
기는 성적

쾌락을

려

추구하는 경향성과 생을 보존하 는 경향성 사이의 갈

등에서 생을 보존하려는 경향성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떤 이는
이 사례만으로도 ‘쾌락과 생명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니
자유의 실재성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
적 쾌락을 이겨낸 원인이 목숨의 부지라는 또 다른 경향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 선행하는 경험적 원인에 종속된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제시되는 두 선택지는
서로 다른 성격을 띤다. 하나는 앞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생의 보존이
라는 동물적 경향성이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로
무고한 타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실천이성의 명령이다. 칸트는 어떤
비판』, A54=Ⅴ30; p.90.

30) 『실천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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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사 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쉽사리

택

각

후자를 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

않는다. 생의 보존에 대한 경향성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경향성
들의 토대로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동물적 본능을 거슬러 끊임
없이 명령하는 도덕법칙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이 경우에는 거
하지

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칸트는 이러한 예

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실천적 자유의 실재성을 옹호한다. 즉 “무엇을 해
야 한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도덕
법칙이 아니었다면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을 자유를 자신 안에
서 인식한다.”31)는 것이다.
도덕법칙의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자유는 외래의 원인들에 독립하여 의
지를 규정한다는 소극적인 의미(심리적 자유)로부터, “전혀 무법칙적이지
않고” 이성이 수립한 도덕법칙에 따르는 원인성(초월적 자유)을 뜻하는
의지의 자율(Autonomie des Willens) 개념으로 나아간다.32) 앞서 인용한
예화의 첫 번째 경우처럼 충돌하는 경향성들 중 하나의 실현을 선택하는
것은 자율과 거리가 멀다. 설령 겉으로는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
도 그것을 초래한 의지가 동정심, 습관인 규칙 준수, 행복 이익의 추구
등 도덕법칙 이외의 것들로 규정되었다면 타율적인 것이 된다. 반면 실
천이성 스스로가 부과한 법칙을 제외하고 어떤 다른 법칙에도 종속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율적이다.33) 이성의 계발을 통한 자유의 확장을 도모
비판 A =Ⅴ ; p
B 7 =Ⅳ ; pp 7
엇
오

31) 『실천이성
』, 54 30 .91.
32) 『정초』, 9 -98 446
.1 9-180.
33)
영안, 『도덕은 무 으로부터
는가 : 칸트의 도덕철학』(서 : 소나무, 2000),
.49
.
칸트는 『정초』의 제1절 맨 부 에서 이 선의지(
i ) 개념을 소개하
도덕법칙만으로 의지규정이 가능함을
한다. 선의지
이 계에서 는 도대체
가 이 계 에서까지라도 아무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 될 수 있을 것 으로서 인
간의 자연적인 지성에 이 내재하 계발되기만 하면 되는, 도덕법칙만을 따르는 의
지이다.(『정초』, 1-8 393-9
. -84
구,『(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파주: 서 사, 2014, .112
.)

강

p 참조

세 밖

울

앞 분
런

강조

미

미
여
B =Ⅳ 7; pp 77 ; 박찬
광
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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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er W lle
란“ 세
각

또
”

며

였던 근대 계몽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칸트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의 본질이 이성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성
의 관심은 사변적 인식보다는 도덕의 실천에 더 기울어져 있다. 즉 이성
하

의 실현에 있어서도 실천이성의 실현이 인간에서 더 본질적인 목적이라

세

는 것이다. 인간은 경험 계(현상계)의 인과필연성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 도덕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
에서 존엄(Würde)하다.34)
그것을 초월하

이와 같이 칸트 윤리학은 다양한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꼽으라면

단연 도덕법칙과 자율로서의 자유가 그 지위

를 차지할 것이다. 해야 하기 때문에(도덕법칙의 의식) 할 수 있어야 하
고(자유) 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존재야말로 칸트 윤리학이 상

습

물론 언제나 이 모습을 유지하는
이상적 상태, 도덕적 완전성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만 보인
다. 하지만 칸트에 따르면 도덕은 인간에게 그것의 실천을 끊임없이 명
정하는 인간의 모 이라 할 수 있다.

령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재하는 실천 능력을 지니고

며 래
만 한다. 이것이야 말로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적 진보 개념이 의미하는
바일 것이다.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실천을 향해 무한히 진보해나갈 수 있으 , 그 야

“

바

엄

조

34) 모든 가치를 규정하는 법칙수립 자신은 로 그 때문에 존 성을, 다시 말해 무
건적인, 무 과도
교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야만 하고, 존경이라는 어 만이 이에
대해 이성적 존재자가 행해야 할 평가에 유일하게
은 현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자율은 인간과 모든 이성적 자연존재자의 존 성의 근거이다. (『정초』,
9 436
.161.)

[ 엇 ]비

엄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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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 표

”

휘

B7 =Ⅳ ;

2. 도덕적 진보의 이상과 그 실현

순

칸트는 『 수이성

비판』에서 기존의 신 존재 증명들을 비판하며 경험

적 인식 대상이 아닌 신은 그 존재도 부재도 증명될 수 없음을 명확히

또한『실천이성비판』의 전반부에서도 도덕법칙의 발견과 그것
의 실천을 신과 종교를 끌어들이지 않고 정당화한다. 신의 계시가 아니
더라도, 혹은 신의 조력 없이도 도덕의 가능성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의 변증론에서 도덕법칙의
실행을 명령하는 실천이성이 도덕적 진보의 궁극적 이상으로서 최고선
(das höchste Gut)의 실현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최고선은 도덕적 완전
성을 의미하는 최상선(das oberste Gut)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덕과
행복이 함께 한 인격” 안에 있는, 다시 말해 “행복이 (인격의 가치이자
인격의 행복할 만한 품격인) 윤리성에 정비례하는 몫을” 가지는 “완성된
선”을 의미한다.36)
덕과 행복의 결합이 궁극적 선이라는 주장은 행복의 추구가 도덕 실천
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칸트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
일 수 있다. 하지만 칸트는 “순수 실천이성은 행복에 대한 요구를 포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무가 문제가 될 때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으려 하는 것”37)이라 주장한 바 있다. 도덕 실천에 있어서 행
복 추구가 의지 규정의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을 뿐, 행복
의 추구와 그에 대한 관심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도덕법
칙과 행복이 양립할 수 있다면 행복 추구 또한 하나의 의무가 될 수 있
다고 본다.38) 결국 최고선은 인간 이성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한다.35)

에 관한 이념이다.39)

물

35) 칸트의 존재론적 신 증명, 우주론적 신 증명, 리신학적 신 증명에 대한
『 수이성
2』, 592-630 620-658
. 0-801을
할 것.
36) 『실천이성
』, 199 110-112 .204.
3 ) 『실천이성
』, 166 93 .1 9.
38)
구, 의 , .133
.

순

비판
비판
7
비판
박찬 앞 책

A
=B
; pp 77
A =Ⅴ
;p
A =Ⅴ ; p 7
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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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비판은

문제는 이성의 사실로서 주어진 도덕법칙의 실천이 인간에게 의무로

찬

“

부과되는 것과 마 가지로, 도덕적으로 규정된 의지의 필연적인 최고

객관”40)으로서 그것의 실현을 우리
에게 명령한다는 것이다.41) 과연 최고선의 실현은 가능한가? 이미 우리
는 불행한 선인(善人), 행복한 악인(惡人)의 사례를 무수히 가지고 있다.
인격의 완성도와 행복의 실현 정도는 결코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심지어 칸트는 스토아학파와 같이 행복을 덕의 소유 의식과 동
일시함으로써 행복의 실현을 사실상 단념하는 관점을 거부하며 스스로
최고선의 현실화를 더 희박하게 만든다.42) 그의 논의가 일관적이기 위해
서는 도덕법칙과 자유를 정당화할 때 사용하였던 ‘의무는 가능을 전제한
목적인 최고선은 실천이성의 진정한

다’는 논리가 최고선을 논하는 과정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고선의 실현은 최고선 실현이 가능함을 전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칸트는 최고선의 실현이 경험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는 결코 주어질 수

임 먼저 인정한 후, 그것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의 유

없는 것 을

한성, 즉 무능력을 보완해주는 것으로서 영혼의 불멸과 신의 현존을 요

Postulat)한다.43)

청(

작

최고선의 실현은 도덕적 완전성의 성취로부터 시 된다. 이것은 『윤

비판』의 전반부에서 제시된 도덕의 이
념을 완벽히 실현함으로써 달성된다. 칸트는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경험
리형이상학 정초』와 『실천이성

강

앞 책 p 참조
비판 A 7=Ⅴ ; p
반

39) 영안, 의 , .126
.
40) 『실천이성
』, 20
115 .209.
41) 칸트는 복적으로 최고선의 실현이 인간의 의무 을
한다. 최고선을 의지의
자유로부터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선험적으로 (도덕적으로) 필연적이다. (『실천이성
』, 203 113 .206.), 최고선의 촉진은 우리 의지의 선험적으로 필연적인
관이고, 도덕법칙과 불가 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자의 불가능성은
시 후
자의 거짓됨을 증명하는 이다. (『실천이성
』, 205 114
.20 -208.), 최고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
수 실천이성의 지시명
령……. (『실천이성
』, 214-215 119 .214.)
.
42) 『실천이성
』, 208 115
.209-210.
43)
구, 칸트 도덕신 의 윤리적ㆍ종교적 의
, 한 외 어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소, 『인문학 연구』, 제5권 제1 , 2000 고.

비판 A =Ⅴ ; p

분
바

임 강조

“

“

”

비판 A =Ⅴ ; pp 7
순
”
비판 A
=Ⅴ ; p 등등
비판 A =Ⅴ ; pp
박찬 「
앙
미」 국 국
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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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

객

“

적 경향성과 행복의 원리를 도외시하고 도덕법칙만으로 직

했

접 의지를 규

떤 상황 속에서도 도덕법칙
과 온전히 맞을 수 있을 만큼 덕을 쌓아 완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이 과
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단 한 번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었을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최상선은 최고선의 필요조건으로서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해야만 한다. 따라서 칸트는 “동일한 이성
적 존재자의 무한히 지속하는 실존과 인격성”44)을 의미하는 영혼의 불사
성을 요청한다. 도덕적 완전의 상태는 거의 신(神)의 경지에 해당하므로
인간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무한한 수행을
해야만 할 텐데, 인간 수명의 한계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칸트
는 “도덕법칙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알맞은 시간의 길이라는 실천적
으로 필연적인 조건”45)을 확보하기 위해 영혼의 불멸을 요청한 것이
다.46) 이로써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진보를 “이 생을 넘어서까지라도, 더
멀리 부단하게 계속할 것을 희망”할 수 있다.47)
이제 도덕성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행복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앞
서 언급한 스토아학파에 대한 칸트의 비판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최고선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칸트는 행복을 “실존의 전체에서 모든 일이
소망과 의지대로 진행되는, 이 세상에서의 이성적 존재자의 상태”로서
정하는 자유의 가능성을 확보 다. 하지만 어

경향성의 만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도덕적 완전성을
위한 무한한 전진은 이러한 포괄적인 행복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48) 칸

처럼 이런 행복은 도덕의 실천이 아니라 동물적 본능의 자연스러

트의 말

비판 A =Ⅴ ; p
비판 A =Ⅴ ; p
김 「
미」 강
pp
참조
7
비판 A =Ⅴ ; p
비판 A =Ⅴ ; p
백
미 며
세
세
강조 백 「
“
pp
참조

44) 『실천이성
』, 220 122 .218.
45) 『실천이성
』, 238 132 .230.
46) 진, 칸트에게서 행복의 의
, 서 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제44권,
2016, .25-26
.
4 ) 『실천이성
』, 222 123 .219.
48) 『실천이성
』, 224 124 .220.
종현은 칸트의 최고선 개념 속 행복이 어디까지나 감성적이고 정념적인 쾌감을
의 하 , 최고선은 내 가 아닌 감성적 계에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 되
어야 함을
한다.( 종현, 칸트에서 가능한 계의 최고선 , 철학연구회, 『철
학연구』, 제96권, 2012, .4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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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석

오히려 더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49) 결국 칸
트는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윤리성에 알맞은 행복의 가능성”을 확
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사욕없이 순전히 무당파적인 이성”을 지니며
“행복과 윤리성 사의의 정확한 합치의 근거를 함유할, 자연과는 구별되
는 전체 자연의 원인”인 신의 실존을 요청한다.50) 칸트는 자신의 신 존
운 발현을 통해

재 요청이 도덕적 필연성에 의해 주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 기존의

객관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
라고 힘주어 이야기한다.51) 그리고 이렇게 실천적인 의도에서 영혼의 불
멸과 신의 실존을 요청하는 믿음을 “순수한 이성신앙”, 또는 “순수한 실
천적 이성신앙”이라 명명한다.52) 이성신앙의 소유자는 이성이 의식하는
모든 도덕법칙을 신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신의 의지를 통해
신 존재 증명과 같이 신의 현존을

최고선에 이를 것을 희망한다.53)

화 었

도덕이 종교와 연관되어 설명된다는 점에서 칸트 윤리학이 종교 되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칸트는 신의 존재를 객관적인 것으로 상정
하지 않고 단지 최고선 실현을 위한 요청으로서 전제한다. 또한 도덕신
앙의 범주 내에서만 종교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따라서 칸트를 통해 종
교가 도덕화되었다고 보는 해석이 오히려 더 적절할 것이다.54) 이러한
칸트의 관점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도 이어진다. 제1판
머리말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다고

49)
50)
51)
52)
53)
54)

B =Ⅳ ; pp
=Ⅴ
; pp
=Ⅴ ; p
7=Ⅴ ; p A =Ⅴ ; p
=Ⅴ ; p
바
앞 책 p
울

『윤리형이상학 정초』, 4-5 395
.80-81.
『실천이성
』, 224-225 124-125
.220-221.
『실천이성
』, 226 125 .222.
『실천이성
』, 22
126 .222, 263 146 .248.
『실천이성
』, 233 129 .226.
이 『 수이성
』에서 칸트는 도덕을 탕으로 한 ‘도덕신학’의 성립을 모색하
고( 트 리트 회 , 의 , .294.),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저 의
제목에서도 러나 그는 일관적으로 이성의 타리 속에서 종교를 한계 지으 한
다. 신학적 관점에서는 칸트가 계몽주의자로서 이성과 신 을
시
노력한 점
을 인정하지만, 이성과 도덕의 한계 안에서만 종교를 라보고 그 외의 것들을 종교
의 본질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적이다.( 영태, 칸트의 도덕종교론에
대한 신학적 고
, 한 칸트학회, 『칸트연구』, 제15집, 2005, .63-6
.)

비판
비판
비판
비판

A
A
A
A
미 순 비판
였 오 프
페
드 듯

찰」 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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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김

앙 조화 키려
「
pp

7 참조

작
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이성에 의해 자신을
무조건적인 법칙에 묶는 존재자인 인간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한에서 도덕
은, 인간의 의무를 인식하기 위해서 인간 위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자의 이념[관념]
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 법칙 자체 이외의 어떤 다른 동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 도덕은 그 자신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의욕[하고자]함
과 관련해서나, 주관적으로 할 수 있음과 관련해서나) 결코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
으며, 오히려 순수 실천이성의 힘에 의해[덕분에] 그 자신만으로 충분한 것이다.55)
도덕은 자유로운, 그러나

비판』의 변증론에서 주장한 최고선의 이념과 신의 현
존 요청 또한 “도덕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 도덕의 토대가 아니라는
점”56)을 분명히 한다. 뿐만 아니라 신학계가 철학적 종교론의 작업을 제
뒤이어

『실천이성

한하거나 검열해서는 안 되고 완전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역
설하면서,57) 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칸트는 도덕적 진보의

궁극적 이상으로 도

덕적 완전성과 행복이 결합한 최고선의 실현을 상정한다. 도덕적 완전성

달성하기 위한 인격적 도야는 인간의 의지적 노력에 달려있는 문제인
반면 도덕성과 비례하는 행복의 성취는 인간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신의 현존이 요청된다. 달리 말한다면
도덕적 진보의 이상은 최고선이지만 그를 위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요
을

구되는 과제는 도덕적 완전성, 즉 최상선의 실현을 향한 무한한 노력이
라는 것이다. 최고선의 실현은 최상선을 실현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셈이다. 다만 칸트는 달성해야 할
완전성의 경지가 인간 현존이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
것으로 무한히 접근해가는 데 필요한 무한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혼의 불멸 또한 요청한다. 『실천이성비판』을 중심으로 한 칸트 윤리
인간이 단지 ‘희망할 수 있는’ 이상인

I Kant), 백종현 역,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서울: 아카넷, 2015), BⅢ=Ⅵ3; p.149, 이하 『종교
론』.
56) 『종교론』, BⅧ=Ⅵ5; p.153.
57) 『종교론』, BⅩⅥ=Ⅵ9; p.160.
55) 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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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도덕적 진보 개념은 다소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덕법칙을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인간

며 도덕적 완전성의 경지를 위해 무한히 전진
하는 모습에서 다른 조건들, 이를테면 개개인의 경향성, 그들 각자가 놓
여 있는 역사적 맥락 등의 경험적 요소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적 진보는 온전히 개인에게 부과된 의무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도덕의 실천을 사회적 환경과 무관한 것으로 생
각하지 않는다. 노예를 부리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에서 인간 존엄
성의 가치,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도덕법칙의 명령은 과연 지켜
질 수 있는가? 무자비한 살육이 벌어지는 전쟁 한 복판에서 한 인간은
도덕의 실천은커녕 양심의 명령을 의식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건전한
지성을 가진 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도덕법칙의 실천을 방해하는 여
러 장애물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적 진보
이 최고선의 실현을 희망하

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나

각

가자는 생 을 할 수도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도덕적 진보를

려

장 하고

돕는

사회 제도를 확립해나가자고 주장할 수 있다.

각

였

당연히 칸

트도 위와 같은 생 을 하 다. 칸트의 역사철학 논문들에서 인간의 도
덕적 진보는 정치 체제의 진보와

긴밀히 연관된다.

- 23 -

Ⅲ. 도덕적 진보 개념의 상충
1. 칸트 역사철학에서 도덕적 진보58)
1) 칸트의 역사철학과 역사관
‘의무는 가능을 전제한다’는 칸트 윤리학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칸트의 맥락에서 가능하지 않은 의무는 없다. 도덕법칙
의 실천과 완전성을 향한 도덕적 진보가 의무이기 위해서는 그것의 가능

래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서 칸트는 의지의 자율을 정

당화한

것이다.

찰

하지만 그가 역사철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윤리학의 핵심 내용과 마

처럼 보인다. 주요 역사철학 저서에서 묘사된 인간은 의무를 의
식하되 그것을 관철시킬 만한 충분한 자질을 지니고 있지 않다. 또한 도
하는 것

덕적 완전성을 향한 도덕적 진보의 가능성은 개별 인간이 아니라 인류에

놓여 있다. 각 개인은 결코 도덕적 완전성을 달성할 수 없다. 단지 인
간은 자신의 후손들에 의해 도덕적 진보가 계속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정
게

진할 수 있을 뿐이다.59)

7

비판 7 등
출
였던
표
「세
편
Idee zu e ner allgeme nen Gesch chte n weltbürgerl cher Abs cht 」 7
「 측
Mutmaßl cher Anfang der Menschengesch chte 」
7
펴
특 「세
편
」 련
텍스
비
「
?」 7
「 」
변화
여
비 엄밀 높
쓰
끌
「
」 울
pp
참
조
김 배 「
」 국

58) 연구자는 칸트가 『정초』(1 85), 『실천이성
』(1 88) 의 윤리학 주 저서를
간하
시기에 발 된 주요 역사철학 논문들(
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 사의
이념(
i
i
i
i
i
i ) (1 84),
추 해 본 인류 역사의 기원(
i
i
)
(1 86))에서 도덕적 진보 개념을 중심으로 칸트 윤리학과 상충하는 내용을 살 보고
자 한다. 히
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 사의 이념 은 관 연구자들로부터
칸트 역사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트로 간주되고 있다. 록 가장 마지막에 쓴 역
사철학 논문 다시 제기된 문제: 인류는 더 나은 상태를 향해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
는가 (1 98, 이하 논쟁 )에서 칸트는 자연목적론에 대해 다소
된 입장을 취
하고 있지만, 기서는 칸트 윤리학과 역사철학 교의
성을 이기 위해 윤리학
주저가 인 시기의 논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 어가고자 한다.(이충진, 후기 칸트
의 역사철학 , 서 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51권, 2014, .32-33
.)
59) 수 , 칸트의 진보사관: ‘인간의 사명’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 한 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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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의 첫 문단에서 칸트는 인
간의 행위는 자유로운 의지가 외부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여타의 자연적
사실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규정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이” 곧 역사라고 보았다.60) 하지만 여기서
의 설명은 단순히 사건들의 물리적 인과관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과정을 “긴 안목으로” 고찰하여 어
떤 “규칙적인 진행”과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지속되는 “근원적 소질의
발전”을 발견하는 것이다.61)
이와 같은 관점은 그가 앞서 역사 탐구의 대상이 인간의 자유로운 행
위라고 말했던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앞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칸트가 말한 자유는 자연법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지를 규정하는 능력
이다. 무수히 많은, 그리고 자유로운 행위들이

얽히고설킨

인간사에서 모

견
달성 불가능한 목표이다. 그
스스로도 인간이 “짐승들처럼 단순히 본능적으로 행동”하지도, “전적으
로 이성적인 세계 시민과 같이 보편적으로 약정된 계획에 따라 행동”하
지도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적인 역사”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한
종의 규칙성을 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철학자로서 ‘인류 이해’라는 과제를 해

“ 순

” “자연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자연의 확정된 계획에 따른 역사”를 상정하고자 한다.63) 이러
한 칸트의 태도는 「추측해 본 인류 역사의 기원」에서도 드러난다. 칸
트는 여기서 성서의 첫 권 「창세기」의 재해석을 통해 “인간 행위의 최
초의 출발”을 추측해본다.64) 이 작업은 “단지 기록에만 기초하고 있는”
결하기 위해 모 적인 인간사의 과정에서

7 p 참조
I Kant
「세
편
광
7; p
「 」
「 」 7; pp
「 」 7; p
「 」 ;p
I Kant
「 측
」
광
; p7
「 」

『철학』, 제50권, 199 , .115
.
60) 칸트( .
), 이한구 역,
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 사의 이념 , 『칸트의 역
사철학』(파주: 서 사, 2009), Ⅷ1
.23, 이하 이념 .
61) 이념 , Ⅷ1
.23-24.
62) 이념 , Ⅷ1
.24.
63) 이념 , Ⅷ18 .25.
64) 칸트( .
), 이한구 역, 추 해 본 인류 역사의 기원 , 『칸트의 역사철학』(파
주: 서 사, 2009), Ⅷ109 . 9, 이하 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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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하는 어떤 섭리 또
는 자연의 목적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65) 그는 이것이 “기껏해야 이성
에 의해 지도되는 상상력의 작업”66)일 뿐이지만 인간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67)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규칙성을 발견하려 애쓴다는 점에서 칸트의 역사
철학은 사변적 역사철학(speculative philosophy of history)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변적 역사철학은 크게 역사가 영원히 원을 그리며 반복된다
고 보는 순환사관과 역사가 직선적으로 발전한다는 진보사관으로 분류된
다. 칸트는 여러 저작에서 역사가 진보해왔고, 앞으로도 진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진보사관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보사관
은 본래 지상의 나라와 신의 나라의 대립에서 결국 신의 나라가 승리하
고 신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던 기독교 사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
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낙관적 진보사관은 종래의 기독교 사관
에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신의 자리에 이성을 대치시키고, 이성의 완전한
실현과 자유의 확장 과정으로 역사를 바라본 것이다.68) 18세기의 대표적
인 계몽주의자였던 칸트 또한 역사의 진보를 이성의 실현과 자유의 확장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칸트에게 이성과 자유의 진정한 가치는 도
덕을 통과하여 실천이성, 의지의 자율 개념으로 확장될 때에만 드러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칸트가 상정한 인간은 도덕법칙을 의식하고 실천하
며 선을 향해 무한히 나아가는 윤리적 존재이다. 인간은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 비윤리적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법칙의
실천이 보편적 의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 근원을 알 수는 없지
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
는 자유의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천이성비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 」, Ⅷ109; p.80.
「 」, 같은 곳.
7 「 」, Ⅷ123; p.100.
허승일,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참조.

65) 기원
66) 기원
6 ) 기원
68) 이상
1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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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p.12,

판』에서 정립된 이성의 초역사적인 실천 법칙과 도덕적 진보의 과제이
다.69) 그런데 구체적인 진보의 실현은 경험 세계 속 인간의 행위를 통해
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칸트에게 역사 속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들 각각
은 무목적적일 수 있지만, 도덕적 진보와 같이 인간에게 의무로 주어진

세계는 선험적 원리
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적 이념이 실현되는 장인 셈이다. 그래서 역
사가가 아닌 역사철학자로서 그는 자연세계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들
그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진 원리, 이
념으로부터 역사를 구성하려 한다.70) 역사철학에서도 또 하나의 코페르
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71)
칸트는 “초월적 이념으로서의 역사탐구”를 통해 어떠한 의미도 찾아내
기 어려운 사건들의 무질서 속에서 “어떤 의미 있고 일관된 과정”으로서
의 역사를 발견하고자 한다.72) 그는 「이념」에서 역사를 자연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 또는 자연의 합목적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한다.73)
칸트의 자연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역사철학에서 자연은
자기의 목적을 인간에게 위임하고 인간을 통해 실현시키는 거대한 합목
목적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칸트에게 역사

적성의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74) 하지만 인간에게 이성과 이에 기초하

여 었

는 의지의 자유가 부 되 다는 사실75)에서 자연의 합목적성은 애초에

“ 물

기계적으로 성취될 수 없다. 칸트의 관점에서 자연은 인간이 동 적 존
재의 기계적인 명령을

끌

넘어서는

”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어 내어야만 한다는 것 (제3명제)76)을 의도한 것이다. 이 목적이 실

앞 글 p 참조
김 배「
p 참조
앞 글 p 7 참조
「
특
p 참조
글 p 참조
김 례「
」범
「 」 ;p 7
「 」
곳

69) 이한구, 의 , .156
.
0) 수 , 칸트의 윤리학과 역사철학의 장 관계 , 한 칸트학회, 『칸트연구』, 제
21집, 2008, .12
.
1) 이한구, 의 , .15
.
2) 정성관, 칸트 역사철학의 징과 역사진보의 징
, 한 칸트학회, 『칸트연구』,
제29집, 2012, .102
.
3) 정성관, 위의 , .104
.
4) 영 , 칸트의 역사철학 , 한철학회, 『 한철학』, 제15권, 199 , .332
.
5) 이념 , Ⅷ19 .2 .
6) 이념 , 같은 .

7
7
7
7
7
7
7

긴

」 국

표」 국

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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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p

참조

“언젠가는 완전하게, 그리고 목적에 맞
게 발현되도록 결정”(제1명제)된 자연적 소질들을 부여하였다.77)
결국 칸트에게 인간의 역사는 내재된 자연적 소질들을 완전한 형태로
계발하는 과정이라 이해될 수 있다. “지상에서 유일하게 이성적인 생명
체”로서 인간을 정의하고 “이성의 사용을 지향하는 자연적 소질”을 강조
현될 수 있도록 자연은 인간에게

한다는 점에서 이성은 인간 자연 소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78)

래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칸트
는 이성의 사용을 사변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으로 나누고 후자의 관심에
더 우위를 둔 바 있다.79) 이성의 실현에 있어서도 실천이성의 실현이 더
궁극적 목표가 되는 셈이다. 「이념」의 제7명제에서도 그는 인류의 역
사가 예술과 학문을 통한 문화화(kultiviert) 및 예의범절의 준수를 통한
문명화(zivilisiert) 단계에는 이르렀으나 도덕화(moralisiert)의 과제는 이
루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80), 도덕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원」에서는 『사회계약론』과 『에밀』에서 드러난 루소의 문제의식
에 공감하며 “도덕적인 유(類)로서의 인류와 자연적 유(類)로서의 인류
사이에 더 이상 아무런 모순도” 없는 상태인 “도덕적 궁극 목적”을 이루
기 위해 “문화가 어떻게 진보되어 나가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다.81) 본
고의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도 그는 인간 자연본성에 내재된 선의 소질로 동물성, 인간성, 인격성을
제시하고 도덕적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인격성을 그것들 중 가
장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한다.82) 윤리학뿐만 아니라 칸트 사상 전반에서
도덕성이 인간의 자연적 소질들, 또는 이성 능력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
로 묘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칸트가 도덕성의 진보 과정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83)
그 서 역사는 이성 실현의 과정이라고도

77) 「이념」, Ⅷ18; pp.25-26.
78) 「이념」, Ⅷ18; p.26.
79) 실천이성의 우위에 대한 내용은 본고 제2장 제2절 제2소절 참조.
80) 「이념」, Ⅷ26; p.38.
81) 「기원」, Ⅷ116-118; pp.90-92.

82) 칸트가 제시한 선의 소질에 대한 내용은 본고 제4장 제1절 제1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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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 윤리학과의 상충 지점 : 도덕적 진보의 주체

처럼 이상을 향한 인간의 도덕적 진보는 칸트 윤리학에서는 물론이

이

고 역사철학에서도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도덕적 진보의 주체가

엇

뚜렷한

무 인가’ 하는 문제에서 윤리학과 역사철학은

「이념」의 제2명제는 다음과 같다.

차이를 보인다.

(지상에서 유일하게 이성적 생명체인) 인간에 있어서 그의 이성의 사용을 지향하
는 자연적 소질은 개인(
계발될 수

Individuum)에서가

아니라 유(

Gattung)

“

제2명제를 해설하면서 칸트는 이성을 본능에 따르지
든 능력의 사용에 대한 규칙과 의도를 자연적 본능을
확장시

켜

속에서만 완전하게

있다.84)

”

주는 능력 으로

충족이라는 목적

묘사한다.85)

않고” “자신의 모
훨씬 넘어서까지

칸트에게서 이성 개념은 경향성

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을 찾아내는 도구적 사용을 포

페 “
룬

순

여
며
여

83) 회 는 역사에서의 진보는 외적인 것에서만, 즉 수 실천이성의 척도에 준거하
이 법의 확립에서만 기대될 수 있다 ( 트 리트 회 , 의 , .290.)고 말하
칸트 역사철학의 진보 개념을 도덕적 진보가 아니라 정치적-법적 진보로 제한하
이해한다.(나종 , 공공성(公共性 의 역사철학 , 한 칸트학회, 『칸트연구』, 제26
집, 2010, . 9-80
.) 실제로 칸트는 이념 제5명제에서 자유가 외적인 법률
하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항할 수 없는 과 결합된 사회, 즉 완전히 정 한 시민
적 정치 체제가 인류를 위한 자연의 최고 과제 에 림없다 ( 이념 , Ⅷ22 .31.)
고 주장한
있다. 하지만 법의 진보를 인간의 도덕적 소질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건을 만들어가는 차원으로 본다면, 회 가 주장하는 법의 확립 은 도
덕적 진보를 위한 인간의 노력들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역사철학 논문인
논쟁 에서도 그는 인류의 역사를 ‘도덕사( i
i
)’로 한정하고 인류의 자
연적 소질 속 도덕적 성이 진보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논쟁 ,
.112, 130
) 따라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칸트 역사철학 내 진보 개념을 인간
에 내재된 도덕적 소질의 실현 가능성을 이 는 고민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해 수
도 있을 것이다.( 수 , 칸트의 도덕철학과 역사철학의 장 관계: 자율성 개념
을 중심으로 , .25
)
84) 이념 , Ⅷ18 .2 .
85) 이념 , 같은 .

”오 프

석「
pp 7 참조

」

반

바
여

「 」
p

참조

페 앞 책 p

」 국
「 」
힘
임 틀

“

”「 」

페

특

김 배 「
」 p 참조
「 」 ;p 7
「 」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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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p
”

S ttengesch chte

높 려

당

「 」

“

”

볼

여기서는 자연적 본능을 넘어선 이성 사용에 대해 말
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이성을 도덕적 소질의 실현 또는 실천적 사용과
관련하여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칸트가 보
았을 때 인간에게 허락된 지상에서의 삶만으로는 결코 본능에 따르지 않
으려는 자연적 소질을 완전히 계발하고 실현시킬 수 없다. 대부분의 인
간은 자신이 지닌 선의 가능성 중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하다가 생을 마
감하는 셈이다. 칸트가 전제하는 ‘목적론적 자연론’에 따르면 자연이 인
간에게 부여한 소질은 완전히 발현되도록 의도된 것이다.87) 만약 현실적
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질들뿐만 아니라 소질들을 인간에 부여한
자연조차 “맹목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질들이 계발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성립된 여러 “실천적 원리”들은
그 토대를 잃게 됨으로써 “파괴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율배반의 문제
함한다.86) 그러나

를 해결하기 위해 칸트는 모든 소질의 완전한 계발을 개별 인간이 아닌
인류 차원의 과제로 설정한다. 즉 자연의

섭리는

모든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자신의 계발을 전수하는” 무한한 계열을 통한 소질의 완전
한 실현을 의도했다는 것이다.88)
제4명제에서 칸트는 자연이 인간의 자연적 소질을 계발시키기 위해 사
용하는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 언급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반사회적
사회성(ungesellige Geselligkeit)’이 초래하는 인간 상호 간의 ‘항쟁
(Antagonism)’이다. ‘반사회적 사회성’이란 “끊임없이 사회를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일반적인 저항들과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사회를 이루어 살려는
인간의 성향”89)을 의미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무리를 이루며 살려
“

86) 칸트는 행복 추구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서 현실적인 것으로 전제될 수 있는 하
나의 목적 이기에 자기 자신의 최대 안녕을 위한 수단 선 에서 숙 을 의 하는
영리 함 을 이성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영리함의 충
고들 은 언제나 가언적이 , 결코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행위를 산 할 수 없을 뿐이
다.(『정초』, 42-43 415-416
.121-123.)
8 ) 이념 , Ⅷ18
.25-26.
88) 이념 , Ⅷ18-19
.26-2 .
89) 이념 , Ⅷ20 .29.

“ [
”
7 「
「
「

]”

」
」
」

”

“

B

택

며
=Ⅳ
; pp
; pp
; pp 7
;p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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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

미

는 사회적 본성과 더불어 무리 속에서 개별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의도대

려 반사회성 또한 지니고 있다. 후자의 특성은 공동체 내
의 여러 충돌을 낳는데, 이 경쟁 속에서 타인들의 저항을 이겨내고 자기
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단련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인간은 “조야함으로부터” “문화에로의” 진보를 이룩하게 된
다.90) 인간들의 불화는 여러 악을 발생시키지만, 이는 자연적 소질 계발
을 위한 필요악에 해당한다. 자연이 ‘항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궁극적으
로 의도하는 상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보
편적 법이 지배하는 시민 사회의 건설”이다. 칸트는 제5명제에서 “사회
속에서만 …… 모든 소질의 계발이 인류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임
을 강조하며 “자연의 최고 과제”가 “완전히 정당한 시민적 정치 체계”를
이루는 것이라 주장한다.91) 하지만 “완전한 시민적 정치 체제를 확립하
는 문제는 합법적인 국제 관계의 문제에 의존”(제7명제)하기 때문에, ‘내’
가 속한 국가를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이 이상이 실현될 수는 없
다. 그래서 인류는 “비록 가장 작은 국가일지라도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제 연맹(Völkerbund)”의 창설까지 나아가야 한
다.92) 칸트는 제8명제에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인류의 역사를 “국내
적으로도 완전하며, 그리고 이 목적에 맞으면서 국제적으로도 완전한 국
가 체제(즉 ‘보편적인 세계 시민적 상태ein allgemeiner weltbürgerlicher
Zustand’93))를 성취하고자 하는 자연의 숨겨진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94)
로만 행동하 는

으로 간주한다.

「기원」에서 칸트는 창세기 속 첫 인류가 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를 따먹는 장면을 “모든 동물들이 종속하고 있는 제한의 한계를 초월하
게 하는 능력으로서 이성을 깨닫게 해 준 이러한 최초의 시도”95), “자연
「이념」, Ⅷ20-22; pp.29-31.
「이념」, Ⅷ22; pp.31-32.
「이념」, Ⅷ24; pp.34-35.
「 」, Ⅷ28; p.41.
「 」, Ⅷ27; p.39.
「 」, Ⅷ111-112; p.83.

90) 이상
91) 이상
92) 이상
93) 이념
94) 이념
95)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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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상태로부터 자유의 상태로의 이행”96)으로 재해석 한다. 이성의
사용, 자유로운 의지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악을 초래했지만 “이러한 과
정이 인류에게는 나쁜 것으로부터 좋을 것으로의 진보를 뜻”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97) 이후 칸트는 「이념」에서 보여주었던 ‘반사회적 사
회성’이 초래한 집단 내 갈등이 인류 진보를 추동한다는 입장과 유사한
주장을 반복한다. 그는 전쟁이 “인류 문화를 계속 진보하게 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인류는 전쟁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를 반
복적으로 경험하며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인류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나간다. 이를 통해 인류는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며
“완성된 문화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98)
숱한 항쟁과 전쟁을 겪되, 그것의 극복을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평
화로 나아가는 인류 역사의 진보 과정 그 자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칸
트 윤리학의 도덕적 진보 개념과 상충하지 않는다. 무조건적으로 지시명
령하는 도덕법칙의 실천 가능성을 더 높이는 맥락에서 공화국의 건설,
국제 평화 체제의 확립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보편적인 법이 지배
하는 시민 사회의 건설은 완전한 도덕성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
어야 할 조건인 것이다.99)
의 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 역사철학의 진보 개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

를

드러낸다. 칸트 스스로도 제3명제 해설 부분에서 이를 어느 정도 인

정하고 있다.

여겨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즉, 앞 세대 사람들은 단지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며, 이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른바 자연이 계획
항상 이상하게

「
7 「
「
화

」
;p
」
곳
「 」
;p 7
」 「 」 등 국
등
7 년 출판
화
앞 글 p 7 참조

96) 기원 , Ⅷ115 .88.
9 ) 기원 , 같은 .
98) 이상 기원 , Ⅷ121 .9 .
이념 과 기원 에서 장한 ‘ 제 연 ’과 ‘보 적
평 ’ 의 개념은 1 95
된 『영원한 평 (Z
발전되고 구체 된 형태로 제시된다.
99) 이한구, 의 , .1 3
.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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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세계 시민적 상태’, ‘ 영원한
화 um ewigen Frieden)』에서 보다

물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한 단계를 마련해 주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최후의 세대만은 그들의 선조들이(비록 분명히 계획했던 것
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루어 놓은, 그들이 준비했으면서도 누리지
못한 그 건축물 안에서 살게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
하는 건축 을 더욱

들이 수수께끼같이 보이기도 한다.100)

앞선 세대의 희생을 통해 후대가 앞으로 나아가며, 마지막 세대만이 그
모든 세대의 노력의 산물을 획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역사 속 거의
모든 인간은 마지막 세대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는 셈이다.101)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2명제에서 언급된 자연적 소질에서 인간의 도덕
적 가능성(인격성)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면 혹은 조금 더 소극적인 관
점에서 자연적 소질에 도덕적 소질이 포함될 수 있다면, 자연적 소질이

‘유(類) 속에서만’ 완전히 계발될 수 있다는 입장은 칸트 윤리학의 도덕

조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별 인간에게 허락된 삶만
으로는 여러 소질들을 완전히 실현시킬 수 없다는 주장은 본고 제2장에
서 살펴본 인간 현존이 도덕적 완전성을 성취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래서 『실천이성비판』은 영혼불멸을 요청하며 내세
에서도 무한히 선으로 전진할 수 있음을 희망한 것이다. 하지만 「이
념」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완전성의 성취란 불가능하므로 도덕적 완전의
의무를 인류 차원의 과제로 설정한다. 본 절 첫 문장에서도 명확히 언급
적 진보 개념과

「 」
; pp
판 비판
독
끌 낸
또
범
여
판
키
세키 데 키
비판
울 출판 울
p 7;
또
“
써
비
왜냐
며
판
앞 글p

100) 이념 , Ⅷ19-20
.28-29.
101) 칸트의 『 단력
』 속 공통감 개념을 창적으로 해 하 정치철학적 함의를
이 어 한나 아렌트 한 칸트의 역사철학이 헤겔이나 마르
주의 이론과 같이
전체성의 주에 근거하 개인을 역사 발전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하게
한다. (마 노 에이지,
네 히 유 류지한 역, 『칸트 읽기: 포 트모더니즘 이
후의
철학』(서 : 도서
력, 2009), .2 8 나종 , 의 , . 9
.) 이한
구 한 칸트의 역사 철학은 역사의 목적을 도덕성의 실현으로 규정 음에도 불구하
고 그것이 인류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 개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히 도덕적일 수도 있다.
하면 그것은 개인의 희생 위에서 실현되기 때문 이라
고 주장하 도덕적 진보가 인류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칸트의 관점에
적이다.(이한구, 의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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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

”

비

였듯, 칸트 윤리학에서 의무는 가능을 전제하며 실현 불가능한 의무에
대한 책임은 결코 물어질 수 없다. 정말 도덕적 소질이 인류의 차원에서
하

만 완전히 계발될 수 있고 개별 인간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칸

트 철학 체계 내에서만큼은, 도덕적 소질의 완전한 계발은 개별 인간에
게 명령될 수 없다.

클라인겔트(Kleingeld)는

이 문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바 있다. 첫째, 칸트의 이성적 진보 개념은 도덕법칙은 무조건적
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유효하다는 그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보편
적 유효성 문제). 둘째, 특히 도덕화(moralization) 개념은 도덕적 행위자
는 예지적(noumenal)이고 무시간적(atemporal)이라는 그의 이론에 어긋
난다(무시간성 문제). 마지막으로, 도덕적 진보 개념은 어떤 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자유롭다고 선언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도덕적으
로 평등하다는 이념과 모순된다(도덕적 평등 문제).102) 이러한 이유로 여
러 칸트 연구자들은 이미 언급했던 회페의 경우처럼 역사에서의 진보를
도덕성의 진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역사철학 논문들을 “즉흥
적 사고의 산물”로 간주하고 그 중요성을 폄하하기도 한다. 김수배는 역
사철학과 비판철학을 양립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설
득력 있는 포괄적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하였
제시한

다.103)

세

윤리학에서는 불멸하는 영혼이 내 에서도 완전성을 향해 무한히 전진
해나갈 것을 희망한다. 역사철학에서는 완전성의
설정하

달성을

인류의 과제로

여 전 인류가 세대를 이어나가며 완전성을 향해 나아갈 것을 희망

한다. 양자 사이의 상충은 인간 현존이 도덕적 완전성에 이를 수 없다는

각각이 요청하는 내용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런
데 윤리학의 차원이든 역사철학의 차원이든 완전성의 달성은 “나는 무엇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auline Kleingeld, “Kant, History, and the Idea of Moral Development”, The
H 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16(1999), p.59; 김수배, 「칸트의 도덕철학과 역사
철학의 긴장 관계」, p.21 참조.
103) 김수배, 「칸트의 도덕철학과 역사철학의 긴장 관계」, p.2, 5 참조.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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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가”라는 칸트 철학의 핵심 질문과 관련된다. 이 물음은
근본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서, 칸트는 그의 철학적 종교론인 『종
교론』에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104) 회페 또한 도덕적 진보
의 이상인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천이성비판』의 후반
부, 칸트의 역사철학, 그리고 종교론의 내용을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
은가”라는 제목의 장에서 함께 묶어 다루고 있다.105) 따라서 칸트의 종
교론에서 윤리학과 역사철학 사이의 상충을 종합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
려는 시도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접근일 것이다.
을 희망해도

백
오 프

울
Ⅳ

카넷
엇

pp

참조

104) 종현, 『칸트 이성철학 9서 5제』(서 : 아
, 2012), .21-22
.
105) 트 리트 회 , 의 , .283-306( . 나는 무 을 희망해도 은가: 역사철학과
종교철학)
.

참조

페 앞 책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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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2. 『종교론』을 통한 상충 극복 가능성 검토
『종교론』은

편의 각기 다른 논고로 구성되어 있다.106) 칸트는
도덕철학을 기독교 교리(원죄론, 기독론, 구원론, 신국론
네

여기서 자신의
등)에 접합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철학적 종교론’을 펼친다. 제1논고
「악한 원리가 선한 원리와 동거함에 대하여, 또는 인간 자연 본성에서
의 근본악에 관하여」에서 칸트는 인간의 자연본성을 구성하는 선의 소
질과 악의 성벽에 대해 설명한 후 근본악 개념을 제시하면서 인간이 자
연본성적으로 악하다고 주장한다. 제2논고

「인간에 대한 지배를 둘러싼

투쟁에 대하여」에서는 인간이 근본악을 극복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한다. 제3논고 「악한 원리에 대한 선한 원리의
승리, 그리고 지상에 신의 나라 건설」은 윤리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통
해 선의 원리가 현실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을 담고 있다. 마지막 제4논고 「선한 원리의 지배 아래에서의 봉사와
거짓봉사에 대하여, 또는 종교와 승직제도에 대하여」에서 칸트는 자신
선한 원리와 악한 원리의

의 철학적 종교론의 원리들을 현실 교회에 적용한다.
『정초』나 『실천이성

비판』과 같은 윤리학 주저는 모든 인간이 이성

을 통해 의식할 수 있는 도덕법칙의 원리,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

편

는 보 적 자유의지에 대해 논하

며 도덕적 개인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

룬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의 역사철학 논문은 인류 역사
진보의 이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집단적 노력이 필
요한지 등 인간의 사회성과 공동체성에 주목한다. 반면 『종교론』에서
는 윤리학의 근본 입장이 유지되면서도, 개인과 공동체가 근본악이라는

긴밀히 매개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종교론』
은 단순히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답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밀접한 관계가 적극적으로
개념을 통해

106) 이하는
.

조

백종현, 「『이성의

」

한계 안에서의 종교』해제 , 『종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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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28 참

묘사된다는

점에서 칸트 윤리학과 역사철학의 상충을

조화시킬

단서를

찾기에 적합한 저술이라 할 수 있겠다.
샤론 앤더슨-골드(Sharon Anderson-Gold)는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학
과 역사철학의 불화를 해소하려했던 학자이다.107) 그녀는 Unnecessary

Evil: H istory and Moral Progress in the Philosophy of Immanuel
Kant(2001)에서 “근본악 개념은 칸트의 역사철학과 윤리학 사이의 전체
”108)있으며, “근본악의 극복을 사회적 과정으
로 재개념화함으로써, 칸트 윤리학과 그의 역사철학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가능하다”109)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 책 서론에서 칸트 역사철학
속 도덕적 진보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비판적인 관점을 소개한다.
그러나 그녀는 칸트의 윤리학이 결코 그의 역사철학과 분리되어서는 제
대로 이해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다.110) 그리고 이 책의 저술 목적
이 칸트의 근본악 개념을 통해 “그의 도덕철학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한다.111)
그녀는 책의 제2장 “자율로부터 근본악으로: 덕과 악의 사회적 맥락”
과 제3장 “근본악과 윤리적 국가(ethical commonwealth)”를 중심으로 근
본악 개념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엮는 작업을 진행한다. 제2장에서는 인
류가 ‘도덕적 종(moral species)’이며, 개인의 도덕적 완전성은 결코 사회
적 역사적 진보 개념과 분리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112)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제3장에서는 먼저 『종교론』의 제1논고에서 등장하는 인간
자연본성 속 선의 소질과 악의 성벽에 대해 설명한다. 그런데 그녀는
칸트가 제시하는 선의 소질 세 가지 중에서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의미
하는 인간성(humanity)을 특별히 강조한다.113) 그리고 악의 성벽이 인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7 김수배, 「칸트의 윤리학과 역사철학의 긴장 관계」, p.4 참조.
Sharon Anderson-Gold, Unnecessary Evil: H istory and Moral Progress in the
Philosophy of Immanuel Kant, p.10, 이하 Unnecessary Evil.
109) Unnecessary Evi l, p.26.
110) Unnecessary Evi l, p.3.
111) Unnecessary Evi l, p.31.
112) Unnecessary Evi l, p.3.
10 )
1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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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소질과 사회적
악으로의 소질은

조건의 부패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한다.114)

곧 물리적

물

필요를 지니는 동 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타인들의

인정을 구하되 그들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거부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가 지니는 자기 사랑의 원리와 동일시된다.115)

래 도덕법칙의 원리와 자기사랑의 원리의 우
선순위를 의도적으로 뒤바꾸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의미하는 근본악의
개념을 사회윤리적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확장시키면서 악과 사회적 조
이러한 관점에서 그녀는 본

건을 연결시킨다. 즉 악의 본질은 타인을 나의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

데
세계(제도)에 만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
회적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좋음으로서의 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116) 이후 제3장의 후반부에서는 근본악의 극복이 공동체적 접근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칸트의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도덕적 혁명은
결코 개인적이거나, 내용 없는 행위”가 될 수 없고 인간의 “도덕적 삶은
사회적 또는 집단적 과업”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강조한다.117)
샤론 앤더슨-골드는 자신의 관점이 “사회-문화적 제도 변화의 도덕적
의의”와 “칸트 역사철학 속 윤리적 국가의 역할”을 잘 조명한다는 강점
는 것인 , 이것은 전

을 지닌다고 주장한다.118) 연구자는 『종교론』을 매개로 칸트의 윤리학
과 역사철학을 종합하고 칸트 도덕철학으로부터 사회윤리학적 함의를 이

끌어내는 그녀의 관점과 대부분의 결론들에 동의한다. 그녀의 말처럼 분
명 칸트는 인간을 타인들 또는 사회와 유리되어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근본 관점과 결론을 잇는 논증에는 동의할 수 없
는 부분이 많다. 먼저 그녀는 칸트가 악의 “성벽과 인간성의 소질 사이
를 명확하게 연결시키지 않았다”119)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악이 사
Unnecessary Evil, pp.33-34.
Unnecessary Evil, p.38.
Unnecessary Evil, p.39.
Unnecessary Evil, p.41.
7 Unnecessary Evil, p.45.
Unnecessary Evil, p.36.

113)
114)
115)
116)
11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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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관계 속에서 발현된다는 칸트의 말로부터 악의 성벽이 인간성 그

각

자체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부 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악의 성벽과 근

여 설명한다.

본악을 거의 동일시하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이
지만, 이미 칸트는『실천이성비판』에서 선(das Gute)과 악(das Böse)의
의미를 자신의 윤리학 체계에 맞추어 명료화한다.120) 칸트는 라틴어 단
어 ‘보눔(bonum)’이 일상에서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좋음(Wohl; 福)’과
도덕적 의미에서의 ‘선함(das Gute; 善)’ 모두를 포괄한다고 말한다. ‘말
룸(malum)’ 또한 ‘도덕적-악(das Böse; 惡)’과 인간에게 불쾌감을 유발하
는 ‘해악(Übel 또는 Weh; 禍)’ 모두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의미의 이중
성은 쾌, 불쾌와 같은 경험의 영역과 그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도덕의
영역을 날카롭게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칸트의 관점에서 선이나 악은
언제나 “의지가 이성 법칙에 의해 어떤 것을 그의 객관으로 삼게끔 규정
되는 한에서의 이 의지와의 관계”121)를 뜻한다. 즉 ‘인간의 자유 의지가
도덕법칙만을 최상의 유일한 행위 원칙으로 채택하느냐 아니냐’만이 선
악의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길
흉화복(吉凶禍福)과 그로 인해 느끼는 쾌, 불쾌의 감정은 순전히 경험적
인 것으로서 도덕적 선, 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와 같은 선과 악에
대한 입장에 기초하여 칸트는 자율로서의 의지의 자유를 강조하며, 어떠
한 조력 없이도 인간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그에게 악은 곧 도덕적-악이며 이는 준칙의 최상의 원리
채용이라는 예지적 차원에서 설명된다. 결코 경험적 차원으로 환원하여
근본악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설명될 수 없는 개념이다.

만약 그녀가 칸트의 의도와 무관하게

실천적으로

텍스트를

해체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해석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이러한 시도를 인

Unnecessary Evil, p.35.

119)
120) 『실천이성
121) 『실천이성

비판』, A103-106=Ⅴ59-60; pp.132-134 참조.
비판』, A105=Ⅴ60;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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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현대의 문제들에 ‘칸트 적용하기’
를 시도하는 현대의 도덕 사회철학자들이 잔존하는 중요한 해석적 틈을
인식하려는 필수적인 노력 없이 칸트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사이의 연
결성을 단순하게 가정한다”122)는 점을 비판한다. 따라서 적어도 그녀만
큼은 저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

다.

강조한 나머지 실제 칸트가
근본악 개념과 그것의 극복을 설명하는 제1,2,3논고 속 종교적 맥락은 거
의 배제한다. 근본악의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칸
트가 제시한 심정의 혁명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회적
노력의 차원으로 환원한다.123) 그리고 심정의 혁명에 따르는 난점들을
그녀는 악의 사회적 근원과 사회적 극복을

종교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제2논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단 한 문장으로
만 요약한다.124)

또한 윤리적 공동체(ethical community) 개념을 설명함

에 있어서도, 칸트가 윤리적 공동체를 ‘불가시적 교회’로 설명하고 정치

분
였
ethical
commonwealth’, ‘social union’ 등의 용어를 통해 논의를 이끌어간다.
『종교론』 내에서도 일정 부분만을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제목에
서도 유추할 수 있는 종교적 맥락을 제거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인 셈이
적 공동체와는 구 되어야 할 것으로 명확히 이야기하 음에도, ‘

다.
연구자는

샤론 앤더슨-골드의

여러 결론들에 동의하
반영하여 칸트 윤리학과

기본적 관점이나

면서도, 『종교론』 속 칸트의 본의를 제대로

역사철학의 상충을 종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합의 실마리가 되는
근본악 개념을 원문에 근거하

여 최대한 상세히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

달리 근본악의 극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정으로 칸트가 제시한

녀와

Unnecessary Evil, p.31.
Unnecessary Evil, pp.40-41.

122)
123)
124) 이러한 성향에
는 영혼불멸과
다. (

“

돌 킬

의해 발생하는 이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칸트
신 존재의 실천적 요청들로부터
어
개념들을 사용한
i , .44.)

” Unnecessary Ev l p

- 40 -

끌 온

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요청한 신의 은
총 판결을 종합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오히려 그녀가 간과
한 바로 그 개념들을 통과하여 제3논고의 윤리적 공동체 개념으로 나아
감으로써, 종교론이 윤리학과 역사철학의 상충을 매개할 수 있음을 보여
심정의 혁명과 그로부터 초 되는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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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덕적 진보 개념의 종합
1. 종합의 실마리 : 근본악, 심정의 혁명
1) 근본악 개념 : 인간은 자연본성적으로 악하다

출간 1년 전 그것의 제1논고에 해당하는 「인간 자연본
성에서의 근본악에 관하여」가 <베를린 월보>에서 1792년 발표되었을
때, 당대 최고의 문학가이면서 칸트의 철학에 찬사를 보내오던 실러
(Friedrich Schiller)와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125)는 곧바로
그를 ‘변절자’ 취급한다. 칸트가 기존의 도덕적 자유에 관한 자신의 신념
을 버리고, 반계몽적이고 염세적인 중세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회귀했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26) 실제로 칸트는 해당 논문에서 기독교의 ‘원죄’
개념을 연상시키는 ‘근본악(radikal Böse)’을 내세우며 “인간은 자연본성
적으로 악하다”127)고 주장한다. 윤리학 관련 저술에서는 인간에 ‘내재하
는 가능성’을 강조하였다면, 종교론에서는 인간에 ‘내재하는 한계성’을 주
『종교론』의

목한다. 인간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악을 의욕하는 존재라는 것이

세
란스

반독

술

표

작
미

프

125) 실러와 괴테는 18 기 후
일 고전주의 예 관을 대 하는 가이다. 그들은
랑 혁명 이후 혼 러운 유럽 상황에서 계몽주의 사 에 따라 의 자율성 원칙을
하면서도, 고대 그리 의 극 공연이 그러하
예 이 윤리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
다.(인성기,
일 고전주의 예 관의 두 기초: 괴테의 자적
자연감정과 실러의 대자적 역사의식 , 한 괴테학회, 『괴테연구』, 제23권, 2010,
.51-53
.)
126)
i . F
i ,
i
i ,
i
i
T
Q
23(1954),
.339-340, .
,
’
i
T
,
i ,
i
i
i
, 1999, .284
수 , 칸트 실천철학의 정점으로 본 ‘악’의 문제 ,
한 칸트학회, 『칸트연구』, 제40집, 201 , .4
성, 모든 인간은 본성상 악하다
악의 보 성에 관한 칸트의 증명 , 서 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
32권, 2009, .116
.
12 ) 『종교론』제1논고의 제3장 제목을 그대로 인용함, 『종교론』, 26 Ⅵ32 .199.

스
강조
당

각했

조
였듯 술
술

스 비

담

「독
독
」 국
pp
참조
Em l L ackenhe m “Kant and Rad cal Ev l” Un vers ty of oronto uarterly
pp
A Wood Kant s Eth cal hought Cambr dge Cambr dge
Un vers ty Press
p ;김 배 「
」
국
7 p ; 김화 「
–
편
」 울
p 참조
7
B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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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8)

앞서 언급하였듯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정의한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종교론』에서도 이어나간다. “사람들이 어떤 인간을 악
하다고 부르는 것은, 그가 악한(즉 법칙에 반하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들이 그의 안에 악한 준칙들이 있음을 추론하게 하는 그

”129)와 같은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
전히 선과 악의 근거를 행위 배후에 있는 준칙의 성질에 두고 있다. 하
지만 이후 그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인간은 자연본성적으로 악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내용은 ‘악하다’가 아니라 ‘자연본성적으
로’인데, 이는 악의 현실이 모든 인간들, 즉 인간이라는 유(類)에 “본유
적”임을 뜻한다.130) 이러한 표현은 그가 윤리학 저술에서 취한 입장과
너무나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스스로도 인간은 도덕법칙을 의식하
고 또 그것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어떤 극악무
도한 인간의 내면에도 선의 소질이 들어 있다. 맹자(孟子)와 같이 희박한
선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한 인간
이 선해지고 악해지는 것은 그의 선택과 행동에 달렸다.”와 같은 중립적
러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인 입장이 칸트 윤리학에 더 정합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관용주의’나

엄격주의’의 길을 선택한다.

‘절충주의’가 아닌 ‘

[ ]
반대
로 다른 누군가는 인간은 동시에 양쪽 모두이기도 하다고, 곧 인간은 어떤 점에서는
인간은 자연 본성상 둘 중 어느 하나도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가,

선하고 다른 점에서는 악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가

반

…….

격

윤리이론 일 에서는 행위에 있어서나 인간의 성 에 있어서나 가능한 한 도덕적

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매할 경우에는 모

중간 을

프
김광
울 미 스북스
p 참조
B= ;p 7
카울바 백
비판
p ;강 앞 책 p 7

세

128) 만 레트 가이어,
명 역, 『칸트 평전: 한 꼬마가 계적 현자가 되기까지』(서
: 다
, 2004), .395
.
129) 『종교론』, 5 Ⅵ20 .1 8.
130) F.
하, 종현 역, 『칸트
철학의 형성과정과 체계』(서 : 서 사, 1992),
.230
영안, 의 ,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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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광

견고성을 상실할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
러한 엄정한 사유방식의 편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비난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나
사실은 칭송이 되는 명칭인) 엄격주의자라고 부른다.131)
든 준칙들이 명확성과

엄격주의자

“

칸트는 우리가 ‘인간은 자연본성상 선하다

또는

악하다.’고

…… 전 인류로 이해되는
것이 적격”132)하며, 뒤이어 인간의 사유방식이 “언제나 법칙적으로 선한
(적법한) 행위들이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 그 뿌리에서 (도덕적 마음
씨에 관해서 말하자면) 부패한 것이며, 그 때문에 인간은 악”133)하다고
말할 때의 인간은 개별적인 인간으로가 아니라

단정한다.

판정하기에 앞서, 칸트는 인간의 자연본
성을 구성하는 선으로의 ‘소질(Anlage)’과 악으로의 ‘성벽(Hang)’에 대해
논한다. 먼저 소질이란 어떤 존재자가 그러한 존재자이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들 그리고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하는 형식들을 의미한다. 소질
들에는 “어떤 그러한 존재자의 가능성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근원적인
것과 “그 존재자가 그러한 소질 없이도 자체로 가능”한 우연적인 것이
있는데 칸트는 여기에서 “욕구능력과 의사의 사용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소질들”로서 근원적인 소질들만을 논의거리로 삼는다.134) 인간 자연본성
의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소질들은 결코 그 자체가 악한 것일
수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칸트에게서 선악의 판단은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근원적 소질 그 자체가 악하다는 의미는
곧 인간에게 악을 거부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근원적 소질은 곧 선으로의 소질일 수밖에 없다.
칸트는 인간 본성을 구성하는 선의 소질로 1) ‘동물성’, 2) ‘인간성’, 3)
‘인격성’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한다.135) 1) 동물성의 소질은 “물리적이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131)
132)
133)
134)
135)

B= ;p
B = ;p
B = ;p
B = ; pp
물
격

『종교론』, 9 Ⅵ22 .181.
『종교론』, 14 Ⅵ25 .188.
『종교론』, 23 Ⅵ30 .196.
『종교론』, 19-20 Ⅵ28
.192-193.
이하 동 성, 인간성, 인 성에 대한 서 은 『종교론』,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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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5-20=Ⅵ26-29;

순전히 기계적인 자기사랑”으로서 그것의 실현에는 이성의 작용이 불필
요하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보존의 소질”, “자기 종의 번식”
및 “낳은 것의 보존의 소질”,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의 공동생활” 즉 “사
회로의 충동”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동물성은 “폭음폭식”, “환락[음
탕함]”,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야만적 무법성” 등의 패악을 낳을 수 있
다. 2) 인간성의 소질은 “비교하는 자기사랑”으로서, “타인과의 비교에서
만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인간성의 소질은 인
간으로 하여금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위에 서는 우월성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 걱정하고 “점차 자기가 타인 위에 서는 우월성을 획득하려는
부당한 욕구”를 가지도록 이끈다. 즉 “[자기] 안전을 위해 예방책으로서
타인들 위에 서는 우월성을 마련하려는 경향성”을 낳는다. 인간성 또한
패악과 접목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시기, 배은망덕, 남의 불행을 기뻐
함[고소해함] 등”이 있다.
3) 인격성의 소질은 “어떠한 악도 접목될 수 없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수성, 즉 의사[의지]의 그 자체만으로써 충분한 동기의 감수성”
이다. 이는 인간이 도덕법칙만을 유일한 의사의 동기로 채택하는 “선한
성격”을 획득할 수 있는 토대로서 인간의 자연본성 안에 갖추어져있는
것이다. 인격성의 소질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 것을 희망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동물성과 인간성의 소질이 패악과 접목될 수 있음에도 칸트는 그
것을 선으로서의 소질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동물성, 인간성의 소질은 직접적으로 도덕법칙과 상충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법칙의 준수를 촉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136)
그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결과로 소개된

패악들은

모두 ‘가능한’

패악일

pp.188-193 (제1논고 제1장 “인간 자연본성 안에 있는 선의 근원적 소질에 대하여”)
를 요약한 내용이다.
136) 「기원」에서도 칸트는 “악덕에 대한 충동이 그러한 악의 원인이라고 잘못 생각되
기도 하지만, 그러한 충동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며, 자연적 소질로서 목적에 이바
지하는 것”(「기원」, Ⅷ116; p.92.)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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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물성과 인간성의 소질 없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 그래서 그것들은 인간으로서 존속하기 위해 필
수적이며 근원적인 선의 소질이다. 그럼에도 인간을 인간답게, 또는 선악
의 판단 대상이 되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드는 소질은 인
격성이다. 인격성의 소질, 더 정확이 표현하자면 “도덕법칙의 이념…(에
대한) 존경을 동기로서 우리 준칙 안에 채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근거”로서 “인격성을 위한 소질” 덕분에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서 살기를, 어떤 외부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전진하여 도덕
적 진보를 이룰 것을 희망할 수 있다.
이제 근본악 개념, “인간이 자연본성적으로 악하다”는 주장의 직접적
인 근거가 되는 악으로의 성벽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칸트는 먼저 성
벽을 소질과 달리 “그 가능성이 인간성 일반에 대해 우연적인, 그런 경
향성(습성적 욕구, 慾情)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근거로 이해한다.”고
말한다.137) 악으로의 성벽은 악성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된다.138)
첫 번째 단계는 ‘허약성’이다. 도덕법칙을 “의사의 준칙 안에 채용”하긴
하였지만 “준칙이 준수되어야만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굳건히
관철하지 못하고 경향성이 더 강력한 동기로 작동되는 단계이다. 두 번
째 단계는 ‘불순성’이다. 이는 명칭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의지 규정의
뿐 ‘필연적인’

7

패악이

아니다.

B = ;p
판각
래
락
낸

13 ) 『종교론』, 21 Ⅵ28 .193.
『종교론』의 제2
주에서는 보다 상 하게 성벽의 의 에 대해 논한다. 그에 따
르면 성벽은 본 단지 향 욕구의 성향 으로서 주관이 향 을 경험하고
후
그 향 이 그에 대해 만들어
경향성을 뜻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성벽은 소질과
리 인간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 , 인간 자신에 의해 초
된 것 이다. 소질은 인간 존재의 목적을 실현시 기 위해 자연이 갖추어 은 것으
로서 모든 내적 외적 건이 충족되면 자유로운 선 과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현
된다. 면 성벽은 인간 자가
로의 자유를 사용하 규정해나갈 수 있는 것으
로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보다
하게 관 되어 있다.( 수 , 칸트 실천철학의 정
점으로 본 ‘악’의 문제
.14,
성, 모든 인간은 본성상 악하다
악의 보 성
에 관한 칸트의 증명 , .130
.)
138) 이하
가지 악의 성벽에 대한 서 은 『종교론』, 21-23 Ⅵ29-30
.194-196
를 요약한 내용이다.

달
래

“
락

”

반

세

조

세
”

각

스스
밀접
련
」; p 김화 「
」 p 참조
술

- 46 -

미

“

키
택

락

”난

며“

여
김 배「
B

=

놓

–

편

; pp

여러 경향성의 원리도 채택하여 “순수하
게 의무로부터[의무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 아닌 상태이다. 세 번째
단계는 ‘악의성’, ‘부패성’ 또는 ‘전도성’으로서 “도덕법칙으로부터의 동기
를 다른 (도덕적이지 않은) 동기들 뒤에 놓는 준칙들을 세우려는 의사의
성벽”,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도덕법칙보다 경향성의 요구를 의지 규정
의 최상의 원리로 삼는 것이다. 이미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행위
의 적법성과 도덕성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은 『종교
론』에서도 일관적으로 드러난다.
동기로서 도덕법칙뿐만 아니라

의지 규정이

]

비록 도덕법칙을 좇아서 일어난다고 해도, …… 법칙을 위해서[법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는 적법성은 포함하겠지만, 그러나 도덕성
을 포함하지는

않는다.139)

람 사이에
는, 그 행위들의 도덕법칙과의 합치에 관한 한, 아무런 차이가 없다.(적어도 아무런
선한 윤리의(善한

禮儀의)

람

사 과 윤리적으로 선한(道德的으로

善한)

사

차이가 없어도 된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그 행위들이 법칙을 유
일한 최상의 동기로

삼는

일이

언제나

런 것이 아니며, 어쩌면 결코 그런 일이 없

그

며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항상 그러하다는 점이다.140)

으 ,

이에 따르면 악의 성벽에 의해 도덕법칙만을 최상의 의지 규정의 원리로

택 못하고(또는 않고), 심지어 일부러 경향성의 요구를 도덕법칙보
다 앞세워 준칙의 내용으로 삼는 인간은, “설령 그와 함께 언제나 법칙
적으로 선한 (적법한) 행위들이 존속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방식[성향]은
그로써 그 뿌리에서 (도덕적 마음씨에 관해서 말하자면) 부패한 것이며,
그 때문에 그 인간은 악하다고 지칭”141)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선의 소질과 악의 성벽 모두를 지니고 있다. 선의 소질
은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것이지만, 악의 성벽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안에 만들어낸 우연적인 것으로서 그것의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
채 하지

비판』, A126-127=Ⅴ71; p.151.
B23-24=Ⅵ30; p.196.
B23=Ⅵ30; p.196.

139) 『실천이성
140) 『종교론』,
141) 『종교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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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칸트는 단순히 악으로의 성벽이 많은 인간에게서 발견된다는

다. 그

술

기 적인 입장을

편

넘어서

모든 인간의 자연본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인간

“

본성의 보 적 악성을 주장한다. (행위들의 면에서) 가장 선한 인간에게

조차도 악의로의 성벽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 가능한
경험적 진술이라면, “악으로의 성벽의 보편성이 …… 인간의 자연본성에
섞여 짜여 있음”을 의미하는 근본악 개념은 증명이 요구되는 철학적 주
장이다.

당화를 시도하지만, 이에 대한 후대
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 윤리학에 대한 칸트의 종교철학적 접근이나
원죄 개념을 연상시키는 근본악 주장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닌
학자들의 비판을 제외하더라도, 칸트의 주장을 옹호하는 학자들 또한 칸
트가 악의 보편성 문제를 엄밀하게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점에 동의한
다.142) 칸트 스스로도 “부패한 성벽이 인간 안에 뿌리박고 있음이 틀림
없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인간들의 행실에서의 경험이 우리 눈앞에 제시
하는 다량의 뚜렷한 실례들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형식을 갖춘 증명을
우리는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143)라고 말하며 증명 그 자체가 자신의
칸트는 나름대로 근본악 개념의 정

과제가 아님을 인정한다. 본고의 목적이 칸트의 근본악 개념의 적실성

또는 증명의 엄밀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근본악
에 대한 칸트의 서술을 논리적 흐름에 맞게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칸트는 악의 성벽이 인간 안에

뿌리박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구

“

체적으로 성벽 개념을 살핀다. 그는 모든 성벽이 자연존재자로서의 인

”

물리적인 것과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의사”
에 속하는 도덕적인 것으로 구분된다고 본다.144) 그런데 반복적으로 언
간의 의사 에 속하는

김화성, 「모든 인간은 본성상 악하다 – 악의 보편성에 관한 칸트의 증명」, p.117.
김화성은 위 논문에서 칸트의 의도에 따라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칸트 근본악 개념의
모순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오해의 산물임을 주장한다. 재구성된 증명에 대한 내용은
위의 글 pp.136-137 참조.
143) 『종교론』, B27-28=Ⅵ32-33; pp.200-20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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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듯 칸트에게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것이며, 도덕적-악
은 자유로운 의지 규정과 관련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악으로의
성벽은 오직 의사의 도덕적 능력에만 부착해 있을 수 있다.”145) 그런데
여기서 칸트는 근본악이라는 개념이 모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스스
로 인정한다.
우리 자신의 행실인 것 외에 윤리적-(다시 말해,

귀책 능력이 있는-)악이란 없다.

반해 사람들은 성벽이란 개념을 모든 행실에 선행하는, 그러니까 그 자신 아직
행실이 아닌, 의사의 주관적 규정근거라고 이해한다. 악으로의 순전한 성벽이라는
개념에는, 만약 이 [행실이라는] 표현이 가령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그럼에도
양자가 자유의 개념과 합일될 수 있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하나의 모순이
이에

있기 때문이다.146)

떤 사람의 행위가 선하다 혹은 악하다 판정할 수 있는 근거는 행위자
의 자유로운 의지 규정에 달려 있는데, 모든 행위에 앞서 악으로의 성벽
이 놓여 있고 그것으로 인해 인간이 보편적으로 악하다고 한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칸트는 ‘자유로운 선택’의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봄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근본악 개념이 양립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어

한다.

떤 행위가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인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서로 다
른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147) 첫째는 자신의 의지를 규정하는 최상의 준
칙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차원이고, 둘째는 실제 행동에 있어서 그 준
칙에 따라 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차원이다. 예를 들어 모든
어

인간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준칙을 자신의 의사 안에 채용할 수

B =
B =
B =

;p
;p
; pp
표

7
7
7
반

144) 『종교론』, 24 Ⅵ31 .19 .
145) 『종교론』, 25 Ⅵ31 .19 .
146) 『종교론』, 25 Ⅵ31
.19 -198.
14 ) 그러나 행실이라는 현 일 은 최상의 준칙을 (법칙에 든 어긋나든) 의사 안에
채용하는 자유의 사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한 행위들 자신을 (그것들의 질 실질내
용 의 면에서, 다시 말해 의사의 관 대상 들에 관하 ) 저 준칙에 준거해서 행하는
때의 자유의 사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종교론』, 25 Ⅵ31 .198.)

7 “
]

또
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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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원의 자유로운 선
택이다. 그리고 이 준칙을 의사에 채용하고 난 이후 실제 상황에서 그에
따라 행동할지 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차원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런데 칸트는 첫 번째 차원의 자유 사용에서 모든 인간이 악한 준칙
을 의지 규정의 최상의 원리로 삼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했다고 보았다.
악의 성벽에 대해 설명하는 제1논고 제2장 “인간 자연본성 안에 있는 악
으로의 성벽에 대하여”에는 모든 인간이 선택하였다는 절대적으로 악한
준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3장 “인간은
자연본성적으로 악하다”의 첫 문단에서 칸트는 그것이 무엇인지 밝힌다.
도 있고 채용하지

바에 따르면 다름 아니라 ‘인간은 도덕법
칙을 의식하고 있으되, 법칙으로부터의 (때때로의) 이탈을 자기의 준칙 안에 채용했
‘인간이 악하다.’는 명제는 이상 논의한

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48)

앞서 설명한 첫 번째 차원의 자유로운 선택과 연결해보
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인간은 도덕법칙을 의식하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도덕법칙(또는 불법적 원칙)을 의사의 준칙으로 채택
위의 인용문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다. 많은 경우 경향성의 요구가 도덕법칙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경향성과 도덕법칙이 준칙의 원리로 공존하지만, 도

택

덕법칙만을 의사의 준칙으로 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
의) 이탈을 자기의 준칙 안에 채용”한다. 즉 보편 인간의 자연본성 안에
는 의도적으로 도덕법칙보다 경향성의 요구를 앞세우는 악으로의 성벽,
없다. 그러나 칸트가 보기에 인간은 예외 없이, 법칙으로부터의 (때때로

더 정확하게는 전도성으로서의 악의 성벽이 있다는 것이다.149)

B =

;p
B =

148) 『종교론』, 26 Ⅵ32 .199.
149) 전도성이 근본악의 본질이라는 주장은 제3장 후 부에 더욱 집중적으로 서 되어
있다.(이하 『종교론』, 34 Ⅵ36 .20
.) 인간은 도덕법칙의 준칙과 자기애의
준칙 모두를 의지 규정의 원리로 채용하는 , 자기애의 준칙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
니다.
하면 자기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애는 서 언 한

왜냐

; p 7 참조
데
- 50 -

반

술

앞

급

여 생각했을 때에는 또 다시 인간에게 악이 필연
적인 것처럼, 마치 인간에게는 악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
인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악은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초래되지 않
았기 때문에 도덕적-악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그 악에 대해 어떠한 책임 의식을 질 필요도 없
다. 따라서 칸트는 “인간의 자연본성 안에 있는 근본적인, 선천적인” 악
이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것, 즉 원칙적으로는 선택의 차원에 놓여 있다
는 점에서 주관적(우연적)이지만 어떤 인간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필연적(또는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인간
에게 선천적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초래된 것
이기에 그 책임은 인간에게 돌려질 수 있는 것이다.150)
위의 주장에만 한정하

2) 근본악의 극복 : 심정의 혁명

독

근본악 개념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대로 기 교 원죄 개념의 칸트적

석

볼 수 있다. 기독교 교리 내에서 전통적 원죄 개념의 확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신에 의해 완
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로 창조되었고 신은 인간에게 자신이 창조한 세계
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단 하나의 명령은 에덴동산의
해 이라고

물

키

선의 소질들 중 동 성, 인간성의 소질을 실현시 는 중요한 원리이다. 소질로부터 필
연적으로 성립하는 자기애의 준칙은 도덕적-악과 무관하다. 그 다면 문제의 핵심,
선악 단의 근거는 이 둘(도덕법칙 그리고 자기애의 원리) 중 어느 것을 다른 것의
건으로 만 는가 하는 종속관계(즉 준칙의 형식) 에 있다. 복적으로 설명하
인간이(최선의 인간 한) 악한 것은 직 그가 동기들을 자기의 준칙 안에 채용할
때 동기들의 윤리적 질서를 전도시 는 것에 의해서뿐이다. 칸트는 이 게 법칙으로
부터의 의도적 이탈을 초 하는 악으로의 성벽, 더 구체적으로는 전도성이
전히
이성을 통해 일체의 시간 건을 나서도 인식 가능한 예지적 행실 로서
전한
성벽 이 , 그 서 선천적인 것 이고, 근절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150) 『종교론』, 35 Ⅵ3
.208.

조
“

판

드

“

또

키

오

래
조 떠
” 며 래 “
”
B = 7; p

렇

”

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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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듯

렇
”

“순
“순

었
미는 “죄를 짓는 무능력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자유”였다. 하지만 자유의 지정한 가치를 저버리고 신의
명령을 어기며 스스로 타락을 선택했다. 첫 번째 인간(아담)의 첫 번째
죄는 인간의 본성을 심각하게 부패시켰으며, 이후 모든 세대에게로 유전
되었다. 죄에 물든 인간은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하려는 자유를 상실”했
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을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151) 근절될 수 없는 선천적(angeboren)인 악이라는
점, 그럼에도 의지의 자유로운 사용이 초래한 것이기에 인간에게 그 책
임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은 원죄론의 핵심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다.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의 진정한 의

하지만 칸트는 근본악 개념이 원죄 개념과 이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

독

석

당

강조한다. 최초
의 죄가 물리적으로 유전된다는 개념은 인간이 지닌 자유의 능력을 상당
히 손상시키기 때문이다.152) 또한 최초의 죄 때문에 후세대의 모든 인간
이 악하다는 판정은 자유로운 선택만이 책임을 낳는다는 칸트의 입장과
배치된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 안에 악의 성벽이 들어있음을 인정하지만,
하면서 악에 대한 기 교식의 해 이 상 히 부적절함을

자율로서의 자유의 능력만이 유일한 선의 가능성이라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원죄를 지닌 인간은 그것의 극복에 무기력했다. 하지만 근본악의
현실에 처한 인간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것의 극복에 참여할 수 있
다.
칸트는 인간 자연본성 내에 악의 성벽이

뿌리박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은 자연본성적으로 악하다고 명확히 주장한다. 하지만 동시에 악의 근원,
즉 제일의 원인에 대해서는 결코

조
pp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편

울

출판

151) 이상은 규만, 『원죄론 : 인류의 연대성, 죄의 보 성』(서 : 가톨릭대학교
부, 2004), .62-66을 요약한 내용 .
152) 인간 안에 있는 도덕적-악의 근원이 어 성질이든지간에, 인류의 모든 구성원들
을 통한, 그리고 인류의 모든 자 들에 있어서 악의 유포와 승계에 대한 모든 상방
식들 가운 서 가장 부적절할 것은 도덕적-악을 최초의 부모로부터 유전 상속 에 의
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상하는 것이다. (『종교론』, 41 Ⅵ40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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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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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

“근원(제일의

란

근원)이

제일의 원인, 다시 말해 다시금 동일한 종류의

런 원인으로부터의 유래”153)이다. 그리고 이
는 시간상의 원인은 밝혀질 수 없고 “순전히 결과의 현존만이 고찰”되는
‘이성근원’과 “사건으로서 시간상에 있는 그 원인과 관계 맺어”지는 ‘시
간근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근본악은 인간 일반이 ‘도덕법칙으로부터의
다른 원인의 결과가 아닌 그

때때로의 이탈’이라는 원리를 자유롭고 의도적으로 준칙의 최상의 원리
로 채용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근본악의 발생은 인과자연법칙
에 종속되는 경험적 차원이 아니라 그로부터

찰

독립할 수 있는 자유가 속

한 예지적 차원에서만 고 될 수 있다.

처럼)

자유로운 행위들 그 자체에 대해서 시간근원을 (마치 자연결과들에 대해서

찾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 성질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연적인 것
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시간근원을 찾는 것은 모순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적 성
질은 자유 사용의 근거를 의미하고, 이 근거는 (자유의사 일반이ㅡ 규정근거가 그러
하듯이) 오로지 이성표상들 안에서만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154)

밖

이 때문에 근본악의 원인은 이성근원일 수 에 없다. 하지만 이성근원은

여
인식할 수 인간으로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래서 “악으로
의 이러한 성벽의 이성근원은 우리가 탐구할 수 없는 것으로”155)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즉
자유로운 선택이 초래한 도덕적-악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
그 정의상 무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 공간의 형식을 부 받은 것만

음을 근거로 근본악의 근원을

탐구를

위해

“

탐구한다.

그리고 인식될 수 없는 대상의

곧잘 사용되는 비유적 접근을 통해 이를 수행한다.

작

칸트는 성서가 사용하고 있는 악의 근원을 인류에 있어서 악의 시

[시초]로 묘사하는 표상방식”156)이 근본악의 이성근원을 탐구하는 데 큰
153)
154)
155)
156)

『종교론』,
『종교론』,
『종교론』,
『종교론』,

B39-40=Ⅵ39; p.212.
B40=Ⅵ39; p.212.
B46=Ⅵ43; p.218.
B43=Ⅵ41;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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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았

틀에서 해석되었던 성서
의 창세기 2장 선악과 사건을 근본악 개념을 바탕으로 재해석한다. 성경
에는 최초 인류의 탄생과 타락, 악의 발생을 시간적 원인과 결과의 차원
도 이 된다고 보 다. 그리고 전통적 원죄론의

에서

묘사하고

담

있지만 칸트는 이를 이성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최초의

인류(아 과 하와)는 무죄의 상태로, 선하게
칙은

금지의

“

”

창조되었다.

그리고 도덕법

었

형태(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로 그들에게 부과되 다. 그

않을 자유의 능력
을 허락했다. 하지만 인간은 도덕법칙으로부터의 이탈을 선택한다.
리고 신은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따를, 그리고 따르지

인간은

……

[

]

의무의 법칙을 의무로부터 의무이기 때문에 가 아니라, 기껏해야 다

려
삼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어떠한
동기의 영향도 배제하는 계명의 엄격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는 계명에
대한 순종을 수단의 한낱 (자기사랑의 원리 아래서) 조건 지어진 순종으로 끌어내
리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157)
른 의도들을 고 해서 따르는 것을 준칙으로

화

칸트가 이 설 에서 최초의 인류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며

최초의

범죄가

“직접적으로 무죄로부터 낳아진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
렇기 때문에 그 악의 책임이 인간에게 온전히 지워질 수 있다. 또한 악
은 인간에게 필연적인 소질이 아니라 우연적인 성벽인 것이다.

독

악이 ‘소질’이 아니라 ‘성벽’에 속한다는 사실은 전통적 기 교의 입장

분

당

과 칸트가 구 되는 상 히 중요한 지점이다. 악이 인간자연본성의 소질

석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아우구
스티누스를 비롯한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은 원죄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악을 소질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구원을 전
적으로 신의 은총 차원에서 설명했다. 그래서 원죄론을 토대로 한 기독
교의 구원론에서 인간은 무력했던 것이다. 하지만 칸트처럼 악이 인간에
게 보편적이지만 소질이 아니라 성벽이라면 혹은 선천적임에도 우연적인
로 해 되면 인간은 결코 그 악으로부터

것이라면, 그것의 개선으로 이해되는 구원의 가능성은 아직 인간에게

7

15 ) 『종교론』,

B44-45=Ⅵ42;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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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래

아 있는 것이다. 그 서 칸트는
하고

언제나

강력하게 말한다. “부패한 심정에도 불구

아직도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그가

귀

선으로의 복 에 대한 희망이

“

남아

”158)

벗어나

있다.

있는

여”의

『종교론』제1논고 제4장 인간 자연본성 안의 악의 근원에 대하

반
여
본격적으로 근본악의 극복 가능성에 대해 논한다. 그는 자신이 앞서 인
용하였던 성서의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을 다시 언급하며, 이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인간은 선으로 향하도록 창작되었고, 인
간 안에 근원적 소질은 선하다”159)는 것임을 강조한다. 소질은 앞서 그
의미를 소개하였듯, ‘가능성’의 형태로 인간의 자연본성을 구성할 뿐이다.
선한 소질,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을 도덕적-선으로 직접적으로 이끄는
인격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선한 인간일 수 없다. 이 소질
을 발휘하여 선한 원리를 “준칙 안에 채용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는 자기를 선하게도 악하게도”160)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자연본성적으
로 악한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선으로의 전향을 이루어내기란 불가능
에 가깝다. 그래서 칸트는 이미 근본적으로 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
이 그로부터 벗어나 다시 선해짐에 있어서 신의 조력을 희망한다.
일 적 주해(注解) ‘선의 근원적 소질의 능력 복원에 대하 ’에서 칸트는

또는 더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가
정한다면, 이 협력은 단지 방해를 감소시키는 데 있거나, 또는 적극적인 원조일 수
선하게

도 있겠다.161)

택
있도록 돕거나 이를 방해하는 외적 요인들을 자신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신의 도움은 필수적이지만 제한적이다. 선으로
하지만 신의 역할은 한정적이다. 신은 단지 인간이 선해짐을 선 할 수

158)
159)
160)
161)

『종교론』,
『종교론』,
『종교론』,
『종교론』,

B48=Ⅵ43; p.219.
B48=Ⅵ44; p.220.
B48-49=Ⅵ44; p.220.
B49=Ⅵ44;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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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복을 결심하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 달린 과업이다.

먼저 협력을 수용할 품격[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이 보조를 받
아들여야 하고─이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적극적인 힘의 증대를 자
기의 준칙 안에 채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선이 인간에게 귀책되고, 그가 선한
그럼에도 인간은

인간으로 인식되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162)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칸

여기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진다. 그의 관점에

트 윤리학의 기본적 입장은

서 인간의 인식능력으로는 증명도 부정도 불가능한 ‘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언가일 뿐이다.

협력’은

인간이

각자 힘닿는 데까지 해낼 때에만 희망할 수 있는
“

근절될 수 없는 근본악을 극복하고 선의 소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
리의 모든 준칙들의 최상의 근거인 도덕법칙의

미

“

순수성을

”163)함을

복구

조건으로의
이러한 동기들(즉 경향성들)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전적인 순
수성에서 그 자신만으로 충분한 의사 규정의 동기로서 준칙 안에 채
용”164)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도덕법칙만으로 의지를 규정하는
상태, 즉 ‘신성성(Heiligkeit)’의 이념은 이미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
서도 도덕적 진보의 이상인 최고선 실현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
의 한다. 즉 도덕법칙이 한낱 다른 동기들과 결합되거나

다. 하지만 거기서도 칸트는 유한한 인간 현존은 결코 신성성에 완전히

래 “

합치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 서 이 원형에 무한히

” 며 “지속적인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

변

”

접근해가는 것이
전진을

향한 이성적 존재자들의 불 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덕

ugend)’이라고 주장한다.165) 『종교론』에서도 칸트는 신성성을 향한
인간의 삶을 “무한히 전진하면서 그것에 다가가는 도상”으로 묘사하며,
(T

162)
163)
164)
165)

곳
B = ;p
곳
비판 A =Ⅴ

『종교론』, 같은 .
『종교론』, 52 Ⅵ46 .223.
『종교론』, 같은 .
『실천이성
』, 58 32-33

;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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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준수의 확고한 결의로서 덕의 필요성을
하지만 칸트에 따르면 점차 덕을

강조한다.166)

쌓아나가는

것만이 신성성의

달성에

먼저 인간이 처해 있는 근본악으로부

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돌아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덕은 인간의 도덕적 삶에
유익하고 필수적이지만 경험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자연본성 속 근원
적 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할 수는 없다. 이 과제는 “점진적인 개혁”으
로는 해결될 수 없다. “법칙으로부터 때때로의 이탈”이라는 원리를 준칙
의 최상의 원리로 선택함으로써 악에 처한 인간은 “도덕법칙(만을) 충분
한 의사 규정의 동기로서 준칙 안에 채용167)”하길 결단하는 “인간의 마
음씨 안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168) 이것은 “점진적
인 개혁”과는 구분되는 “사유방식(의) …… 혁명”이며 “단 한 번의 전변
치 않을 결심”에 의해 이루어진다.169)
‘한 번의 회심을 통해 악했던 인간이 선해진다.’는 칸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단 한 번의 회심을 통해 한 인간이
선해진다면, 회심 이후에 악을 저지른 사람은 여전히 선한가?” 칸트 또
한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칸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사
전에 오해를 차단한다.
터 완전히

오직 연속적인 활동작용과 생성[되어감]속에서만 선한 인간인 것이다. 다
시 말해, 그에게 그의 의사의 최상의 준칙으로 취했던 원리의 그러한 순수성과 견고
그러나

비

분

접

166) 현대 윤리학에서 칸트의 의무론과 대 되는 입장으로 류되는 덕윤리적 근은 일
적인
과 리 칸트의 저
에서 발 된다. 이 원형으로 무한히 나아가는
의지의 준칙의 진행과 지속적인 전진을 향한 이성적 존재자들의 불 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덕이야말로 유한한 실천이성이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실천이성
』, 같은 .), 덕은 차츰차츰 획득되는 것이 , 어 이들에게는 (법
칙을 지 는)
관이라 일컬어진다. 이
관에 의해 인간은 자기의 태도
를 점차로 개혁하고 자기의 준칙들을 공고히 함으로 패악으로의 성벽으로부터 대
되는 성벽으로 넘어왔다. (『종교론』, 53 Ⅵ4
.224.)
.
16 ) 『종교론』, 523 Ⅵ46 .223.
168) 『종교론』, 54 Ⅵ4
.225.
169) 『종교론』, 54-55 Ⅵ4 -48
.225-226.

반

편견 달

작 곳곳

비판
곳 “
키 오랜 습

7

”
B = ;p
B = 7; p
B = 7 ; pp

견

“

변

”

며 떤

런 오랜 습
써
B = 7; p 등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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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성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이 나쁜 것으로부터 더

록 좁지만)

분명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비

좋은 길을 가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170)

인간은 단 한 번의 심정의 혁명을 통해 선해진다. 하지만 회심의

떤 방식으로 검증될 수 있는가? 이 변화는 어떤 원리를 의지규
정의 최상의 준칙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자유의 사용과 관련된 것
이므로 애초에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타인은 물론이고 당사자도 자
신이 진정 “혁명”을 이루고 새로운 인간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랬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단지 인간은 “자신과 자기의 준
칙들의 굳셈을 자신이 시간상에서 감성에 대해 얻는 우위에 따라서만 평
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 변화를 오직 개선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러
니까 전도된 사고방식인 악으로의 성벽의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확
사실은 어

인할 수 있다.171) 인간은 결코 자신의 선함, 악으로부터 선으로의 완전한

환

“억측적인 초감성적인 근원에 대한 그러한 느낌
은 단지 위태로울 뿐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너무도 잘 속이기 때문이
다.172) 그래서 칸트는 성서의 구절을 인용하며 당부한다. “오히려 ‘공포
와 전율로써 자기의 정복[淨福]을 이루는 것’……이 (도덕성을 위해서는)
더 유익한 것으로 보인다.”173) 인간의 자연본성에 이미 내재된 도덕적
소질 일반을 통해 심정의 혁명과 이후의 수양은 어렵지만 가능한 것이
다. 따라서 인간은 신성성의 이념에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이를 것을
희망할 수 있어야” 한다.174) 그럴 때에만, 자신이 지닌 “선으로의 근원적
전 을 확신할 수 없다.

70) 『종교론』, B55=Ⅵ48; p.226.
71) 『종교론』, 같은 곳.
72) 『종교론』, B87=Ⅵ68; p.257.
73) 『종교론』, B87=Ⅵ68; p.258, “공포와 전율(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성서 빌립보서
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인들에게 쓴 편지의 “……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대한성서공의회, 『성경전서 새번역』, 빌립보서
2:12.)에서 인용한 표현이다.
174) 『종교론』, B61=Ⅵ51; p.23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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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

” “보다 더 고위의 협력”을 희망할 수 있다.175)
칸트는 제2논고 「인간에 대한 지배를 둘러싼 선한 원리의 악한 원리
와의 투쟁에 대하여」에서 “선한 원리의 인격화한 이념”176), 즉 “도덕적
완전성의 …… 이상”177)으로서 기독교에서 신의 아들로 표상되는 예수를
제시한다. 전통적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예수는 신 그 자신이면서 신의
아들이다. 또한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칸트는 특유의 도덕 신학적
소질을 이용 을 때에만

관점에서 예수를 신성과 인간성 모두를 지녔으면서도 도덕적 완전성이라

석

온전한 인간이면서도 신성성의 상태
를 이룩한 예수라는 이념은 평범한 인간들이 힘을 내어 도덕적 진보의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양시킨다는 실천적 의의를 지
닌다.178) 하지만 칸트는 이 이념을 초자연적인 무언가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전통적 기독교에서 예수를 신성화하기 위해 동정녀 탄
생과 같은 교리적 장치의 비본질성을 지적한다. “우리가 그에게 자연적
으로 탄생한 인간과는 다른 어떤 것을 상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179) 물
론 예수가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칸트의 예수 해
석에 어떤 중요한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예수는 인격화된 이념일 뿐, 도
덕적 완전성을 향한 도덕적 진보의 이념은 이미 모든 인간의 이성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오히려 인간 자연본성의 허약성과 대비되는
신성성의 강조는 인간 각자가 선의 이념을 실천해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180)
는 이상을 실현한 존재로 해 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그 악은 결코 근절될 수 없다. 하지만 도덕

“

법칙은 그것의 극복을 명령한다. 도덕법칙이 우리가 지금 더 선한 인간
이어야만 한다고 지시명령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한

피 귀결”181)이다. 따라서 근본악은 극복될 수 있다. 극

다는 것이 불가 한

7
7
77
7
7

1 5)
1 6)
1 )
1 8)
1 9)
180)

B = ;p
B7 = ; p
B7 = ; p
곳
B7 = ; p
B7 = ; p

『종교론』, 62 Ⅵ52 .233.
『종교론』, 3 Ⅵ60 .244.
『종교론』, 4 Ⅵ61 .246.
『종교론』, 같은 .
『종교론』, 9 Ⅵ63 .250.
『종교론』, 9-80 Ⅵ64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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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극복의 가능성은 인간 안에 있다. 그 가

스스로 실현했을 때에만 인간은 신의 도움을 희망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칸트의 주장은 윤리학 전반의 내용과 특별히 『실천이성비판』
의 변증론에서 전개된 이성 종교, 도덕 신앙과 연속성을 지닌다. 인간에
능성을

‘내재하는 한계성’으로부터 다시 ‘내재하는 가능성’에 대한 주목으로 칸트

환

처럼

의 관심이 전 되는 것

보인다. 하지만 칸트는 ‘악의 극복’과 ‘선의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근본악의 극복이 곧 모든 악의
극복과 완전한 선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현’을 한 번 더

181) 『종교론』,

B60=Ⅵ50;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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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의 전개 : 은총 평결, 영혼불멸
1) 은총 평결의 필요성과

효과

반
이념을 제시한 칸트는 곧바로 “저 이념의 성취가능성……을 의심스럽게
만드는”182) 난문(難問) 세 가지를 제시한다. 세 가지 중 ‘악의 극복과 선
의 실현’이라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첫째, 셋째 난문만을 다루고
자 한다. 첫째 난문은 다음과 같다.
선의 원리가 인간 일 에 내재함과 그것의 완전한 실현으로서 예수의

작용시켜야 할 선과 우리가 벗어나야 할 악 사이의 거리는
무한하고 …… 언제까지라도 도달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윤
리적 성질은 이 신성성에 합치해야만 한다. …… 이제 여기서 난문은, 이 마음씨가
어떻게 항상(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각각의 시점에서) 결함이 있는 행실에 타당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있다.183)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앞서 설명하였듯이 근본악의 극복은 심성의 혁명적 변화를 통해 가능하
며 전환의 실마리는 인간의 도덕적 소질 안에 있다. 하지만 그 전환만으
로 모든 인간의 의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모범
으로 제시된 예수의 이념은 준칙의 최상의 유일한 원리가 도덕법칙인 것

순간순간의 행실에서 그 준칙이 관철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
이다. 선의 이념은 근본악의 극복뿐만 아니라 완전성의 달성 또한 명령
한다. 이는 “의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에도 “행실
의 면에서의 선은 …… 항상 신성한 법칙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것”이
뿐만 아니라

다.184)

셋째 난문은 다음과 같다.
B = ;p
B =
7; pp.255-256.
곳

182) 『종교론』, 84 Ⅵ66 .255.
183) 『종교론』, 84-85 Ⅵ66-6
184) 『종교론』,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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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 제아무리 고정불변적으로 그 선한 마음씨 안에서 그에 알맞은 품행을 지속하였
다 할지라도, 그는 악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 죄책은 그에게서 결코 말소될 수가 없
선한 마음씨의 채 으로 그에게 어

다.185)

난문에서 제기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가 심정
의 혁명 이전에 지은 죄책들은 결코 청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인
간이 스스로 초래한 악은 결코 누군가가 대신 짊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예수의 대속(代贖)은 칸트의
도덕신학에서 결코 인정될 수 없다. 대신 그는 회심을 “죄의 주체가 정
의에 맞게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므로, 악에서 벗어남이자 선으로의 들
어섬이고, 옛 인간을 버림이자 새 인간을 입음”으로 재해석한다.186) 그리
고 회심 “그 자체로 이미 희생”이자 “화(禍)의 삶에 들어섬”이기 때문에
그가 받을 형벌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187)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난문은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은 “언제나 단지 한낱
생성[되어감] 중에 있는”188)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코 인간 현존은 이 생
설령 첫째

애에서 도덕적 완전성을 소유할 수 없다.

난문과 셋째 난문은 인간의 현실적 한계성이 초래하는 불가능성
은 어떤 방식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공유한
다. 여기서 우리는 『실천이성비판』 변증론에서 칸트가 영혼의 불멸성
을 요청했던 대목을 떠올릴 수 있다(본고 제2장 제2절 참조). 도덕적 진
보의 이상인 최고선의 실현은 먼저 인간이 도덕적 완전성(최상선)을 성
취하였을 때에나 희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고선의 실현이 인간 이성이
의식하는 명령이라면, 최상선의 실현 또한 명령이며 이것은 가능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간 현존에 주어지는 생애는 신성성의 경지에 오르기 위
해 수반되어야 할 충분한 수양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칸트는 무한
첫째

185)
186)
18 )
188)

7

『종교론』,
『종교론』,
『종교론』,
『종교론』,

B94=Ⅵ72; p.263.
B97=Ⅵ74; pp.265-266.
B98=Ⅵ74; p.267.
B101=Ⅵ75;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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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진을 위해 필요한 무한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영혼불멸 개념을 요청

끝없이

한 것이다. 인간이 선을 향해
완전히

세

노력할지라도 현 에서는 그것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종교론』에도 그대로 이

어진다. 그리고 칸트가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제시된 두

난문 또한 ‘영혼불멸의 요청’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칸트는 이 문
제를 풀어가기 위해 영혼불멸을 전제하지 않는다.
난문 해결의 핵심으로 칸트가 『종교론』에서 제시하는 개념은 “은총
으로부터의 평결(Urteilsspruch aus Gnade)”189)이다. 인간은 결코 도덕적
완전성을 성취할 수 없으며, 행실에 의해서는 결코 선하다 판정될 수 없
다. 이는 칸트 철학의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확고한 입장
이다. 하지만 칸트의 논법에서 선악의 판정 근거는 애초에 행실 그 자체
가 아니라 그것을 초래한 준칙에 있다. 그래서 근본악에서 벗어나는 유
일한 방법이 심정의 혁명, 도덕법칙만을 준칙의 최상의 유일한 원리로

었

채용하는 것이 다. 다만 인간은 자신의 회심을 직관할 수 없다. 그 결과

출

로서 산 되는 행실과 그것으로 형성되는 덕을 통해서만

래

“

”

미루어 짐작할

세 끊임없이 선을 향해 나

수 있다. 그 서 칸트는 공포와 전율 의 자 로

아갈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전지(全知)한 신은 그 정의상 시간과 공간이

않는다. 시간적 존재인 인간은 이전보다 오
늘 더 나아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미래에 더 나아질 모습을 다짐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순수한 지적 직관에서 마
음을 아는 자”, 곧 신에게 회심한 자의 “신성한 법칙과의 부합을 향한
무한한 전진”은 “하나의 완성된 전체로서” 판정될 수 있다.190)
라는 형식에 의해 제한되지

래

그 서 인간은 그의 지속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설령 어느 시점에 그의 현존재

반

[

]

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일 적으로 대체로 신에게
는 것이다.191)
189) 『종교론』,
190) 『종교론』,
191) 『종교론』,

B101=Ⅵ76; p.270.
B85=Ⅵ67; p.256.
B86=Ⅵ67;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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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

비판』에서 영혼불멸 개념을 요청하며 그 필

위의 인용문은 『실천이성

당

요성을 주장한 내용과 상 한 차이를 보인다.

좋은 것으로의 진보와 이 진보를 통
해 그에게 알려진 부동의 결의로부터 이를, 그의 실존이 얼마만큼 길든지 간에, 이
생을 넘어서까지라도, 더 멀리 부단하게 계속할 것을 희망할 수 있다.192)
그는 보다 나쁜 것으로부터 도덕적으로 보다

비판』에서도 칸트는 『종교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 조
건에 구애 받지 않는 무한자는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이 계열에서 도덕
법칙과의 맞음의 전모를” 본다는 것과 “그의 지시명령이 유보 없이 요구
하는 신성성은 오로지 이성적 존재자들의 현존에 대한 지성적 직관에서
만 온전히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도덕적 완전성은
“이 생을 넘어서까지라도” 달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동일한
이성적 존재자의 무한히 지속하는 실존과 인격성”193)을 의미하는 영혼의
불사성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종교
론』 어디에서도 영혼불멸이 요청되지 않는다.194) 대신 칸트는 여기서
선을 완성하지 못한 어느 시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보편적 인간의 한계
상황에 주목한다. 그리고 신은 그 존재 전체를 꿰뚫어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정 회심하고 선으로의 무한한 걸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신으로부터 선하다 인정받기를 희망할 수 있다
고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단지 한낱 생성[되어감] 중에 있는 것
을 마치 우리가 이미 이 지상에서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195) 생
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인간 스스로 이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언제나 오로지 은총으로부터의 평결”196)이다.
『실천이성

비판 A =Ⅴ ; p
비판 A =Ⅴ ; p

192) 『실천이성
』, 222 123 .219.
193) 『실천이성
』, 220 122 .218.
194) 신옥희, 칸트의 근본악과 신 - 『종교론』에 나타 도덕적 신존재 증명- , 칸
트( .
), 신옥희 역,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서 : 이
자대학교
부,
2001), .249.
195) 『종교론』, 101 Ⅵ 5 .269.

I Kant
p

「

난

B = 7;p

- 64 -

울 화여

」
출판

미 칸트는 회심의 과정에서 신의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회
심의 본질에 해당하는 도덕법칙만을 최상의 유일한 준칙의 원리로 채택
하는 일은 온전히 인간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의 조력은 소
극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은총으로부터의 판결 또
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을 선하다 판정하
는 “의롭게 됨의 이념”197)은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전제하는 또 하나의
요청이지만, 칸트가 표상하는 신은 인간의 선택을 거슬러 은총을 내릴
이

수 없다.

[改心]을 전제하고서만 하늘의 정의
앞에서 사면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속죄는, 참회의 방식이든 예식
의 방식이든 간에, 그리고 모든 탄원과 찬미는 (신의 아들의 대리자적 이상에 대한
찬미조차도) 개심의 결여를 메워줄 수 없으며, 또는 그러한 개심이 거기에 있다면,
그의 타당성을 하늘의 법정 앞에서 조금도 증가시켜줄 수 없다는 것이다.198)
즉

죄과를 짊어지고

있는 인간은 전적인 개심

오직 스스로 심정의 변화를 이루어 낼 때에만 은총으로부터의 평결 또한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에게서와 달리 인간은 자신
의 회심을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이는 무시간적이고 예지적 차원에서 이

래
“
정불변성에 대한 확신[확실성]은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한
다.199) 인간은 “기껏해야 품행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로부터”200) 자신의
마음씨를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덕을 쌓아감으로써 회심
의 실제성을 완성시켜나가야 한다. 칸트는 신의 도움을 배제하지 않지만,
여전히 신의 역할은 소극적이며 제한적이다. 신의 조력을 통해서만 그의
루어지는 자유의 사용과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 서 칸트는 고

기획은 완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인간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196)
19 )
198)
199)
200)

7

B
B
B

= 7;p 7
곳
= 7 ; pp 7 7
= 7;p
곳

『종교론』, 101 Ⅵ 6 .2 0.
『종교론』, 같은 .
『종교론』, 102 Ⅵ 6
.2 1-2 2.
『종교론』, 93 Ⅵ 1 .262.
『종교론』,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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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실천이성비판』과 『종교론』의 차이는 칸트 사상
에서 도덕적 진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종의 전환을 요구한다.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적 진보는 인간 각자의 이성을 통해 의식되는 도덕법칙
의 명령이었다. 『실천이성비판』 속 도덕적 진보 개념은 단순한 과정으
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완전성의 성취 가능성을 포함하였다. 신성성의 경
지에 오르는 것은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며, 의무는 가능을 전제하기 때
이상에서

문에 그것의 실현은 가능해야 한다. 칸트는 이것이 인간의 생애에서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임을 인정했음에도 그 가능성은 확보되어야 했기에
‘내세’에서도 도덕적 완성을 향한 부단히 전진하는 영혼의 지속을 요청했
다.201) 현실적으로 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완전성의 달성은 인간이 스스
로 온전히 해내야만 하는 과제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반면 『종교론』에
서 칸트는 다소 변화된 입장을 취한다. 도덕적 완전성은 현세에서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보다 철저하게 인정한다. 현세에서 달성
불가능한 도덕적 완성의 성취 그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이 아

래
않는다. 인간은 애
초에 스스로 선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은총
니다. 그 서 『종교론』에서는 영혼 불멸을 요청하지

평결을 통해 선하다고 인정받기를 ‘희망’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희
망은 인간

각자가 근본악을 극복하기 위해 ‘현세’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

는 전 과정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하다.202)
이제 도덕적 진보 개념에서 도덕적 완전성의 성취 가능성이 개별 인간

온전히 놓여있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 신성성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현세에서의 무한한 전진을 의욕하고 실천할
수 있음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은 도덕적 개인의 자유에 대응
내부에

임

「
믿
p 참조
비판
세
「

견 」
순 비판
며

201) 승필, 영혼불멸의 음에 대한 칸트의 해 ,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제98
권, 2012, .108
.
202) 이러한 이유로 신옥희는 『종교론』에서 『 수이성
』의
적 인식론을 『실
천이성
』에서보다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으 , 『실천이성
』보다 『종교
론』이 현실 계(此岸)에서의 무한한 도덕적 진보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 주장한
다.(신옥희, 칸트의 근본악과 신 , .249-250
.)

」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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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비판
비판

책임의 내용이 선의 성취가 아닌 신으로부터의 인정을 위한
노력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선의 성취를 오롯이 개별 인간

하는 무한한

끊임없는

각각에게 부과된 과제로 간주하는 입장은 그것을 인류 차원의 과제로 설
정한 역사철학적 관점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세에서의 노력이

도덕적 진보 개념의 핵심이라면,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든 공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 내면
의 도덕적 소질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조성한다는 관점
동체적

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인류적 차원의 노력은 선을 향한
무한한 전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일 것이다.203) 바로 이 지점에

서 칸트 윤리학과 역사철학에서 도덕적 진보 개념의 상충은 종합될 수
있다.

접

칸트 윤리학의 도덕적 진보와 역사철학의 도덕적 진보를 직 적으로
매개하는 핵심적인 개념은 ‘은총 평결’이지만, 영혼불멸 요청의 유무는
그 과정에서 정황 근거로 제시된다. 『종교론』에서 영혼불멸이 더 이상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칸트가
이제는 영혼불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여전히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영혼불멸이 요청되지 않음’은 ‘도덕적 진보의 과제는
완전성의 성취 가능성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무한한 전진 가능성에 근거
한다’는 주장의 간접적 근거의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인류 역
사의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철학 논문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만물의 종말(Das Ende aller Dinge)」(이하 「종말」)에서 칸트
는 영혼불멸의 문제를 매우 자세히 다룬다.204) 이 글은 『종교론』 출간
직후에 해당하는 1794년에 발표된 것이자, 종교에 대해 칸트가 가장 마
지막으로 남긴 논문에 해당한다.205) 따라서 해당 텍스트를 분석하는 작
요청되지

203)
204)
205)

않는다는

점은

김수배, 「칸트의 도덕철학과 역사철학의 긴장 관계」, p.25 참조.
임승필, 앞의 글, pp.103-104 참조.
김진, 「칸트와 그리스도교 종말론」,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p.1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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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집, 2010,

업은 『종교론』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혼에 관한 칸트의 변
화된 입장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미 변화

2) 영혼불멸 개념의 의

반

영혼불멸 개념은 칸트 사상 전 에 걸쳐 제시된다.206)

앞서 살펴

본

비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순수이성비판』에서도 칸트는 영
혼불멸을 최고선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물론 여기서도 영혼불멸은 “사변
적 관심에서”가 아니라 “실천적 관심의 관점”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개
념이다.207)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방법론에서 칸트는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208)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희망은 행복을 지향”한다
『실천이성

고 말한다.209) 하지만 칸트에게 진정한 행복은 도덕성과 결합된 행복, 즉

순

비판』이 설명하는 최고선 개념 그
리고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을 위한 신 존재 요청은 『실천이성비판』에
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하지만 칸트가 영혼불멸을 요청하는 이유
에 대해서만큼은 간과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천이성비판』에서는 최상선의 실현에 요구되는 무한한 수양을 위한
무한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혼불멸이 요청된다. 반면, 『순수이
성비판』에서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선을 향한
무한한 전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 확보’라는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다. 칸트는 단지 내세를 “도덕성과 비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행복의 그
러한 체계가 또한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210)되는 “예지적인”, “도덕적인
세계”211)로 상정하고, 도덕과 행복을 결합할 수 있는 신의 능력 아래에
최고선으로서의 행복이다. 『 수이성

임승필, 앞의 글, p.103 참조.
7 『순수이성비판2』, A804=B832; p.933.
『순수이성비판2』, A805=B833; p.933.
『순수이성비판2』, A805=B833; p.934.
『순수이성비판2』, A809=B838; p.937.
『순수이성비판2』, A809=B838; p.937.

206)
20 )
208)
209)
210)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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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혼들이 행위에 따라 “스스로 보답을 받는 도덕성의 체계”로 묘
사한다.212)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영혼불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213) 영혼불멸에 대한
칸트의 믿음은 실천적인 관점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관되
지만, 저작에 따라 그 개념의 구체적인 함의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서

수 있다.

7 년 <베를린 월보>를 통해 발표된 「종말」은 기독교 신앙의 묵시
론이 담겨 있는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을 칸트 자신의 이
성 종교, 도덕 신앙의 관점에서 풀어낸 글이다. 그리 길지 않은 글 속에
는 칸트의 종교사상 전반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2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의 비판철학적 자세는 종교 관련 저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유, 신, 영혼불멸 개념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종말 그 자체는 인간의 감
성에 포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칸트는 성서의 종말론적
진술들이 담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의미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215)
여기서는 영혼불멸에 대한 칸트의 변화된 입장을 확인한다는 목적에 걸
맞게 영혼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종말」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1 94

죽어

벗어나

람

가는 사 을 보고,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216)

인용문에서도

“모든

특히 경건하게 하는 통상적인 말은 그가 이제 시간에서

시간이

언급되었듯, 영원(Ewigkeit)은 시간에서 벗어난 상태, 즉
끝남”217)을 의미한다. 칸트는 여기서도 “시간적인 조건에

순 비판
임 앞 글p
앞 글p
김
글p
I Kant
7; p
7 「 」
곳

A =B ; p
7 참조
7;김 「
참조
「 」

212) 『 수이성
2』, 811 839 .938.
213) 승필, 의 , .10
.
214) 이한구, 의 , .1 5
진, 칸트와 그리 도교 종말론 , .114
.
215) 진, 위의 , .115
.
216) 칸트( .
), 이한구 역, 종말 , 『칸트의 역사철학』(파주: 서 사, 2009),
32
.101.
21 ) 종말 , 같은 .

- 69 -

스

」p

참조
광

Ⅷ

않는 초감성적인 존재로서 지속”을 의미하는 영혼불멸 개념을
“도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218) 모든 인간은 죽음을 통해 영원
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시간에 속하는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
다. 도덕적 관점에서 칸트는 이 말일이 “인간의 전 생애 동안에 일어난
행위에 기초하여 인간의 행위를 결산하는” “심판의 날”일 것이라 생각한
다.219) 그렇다면 심판의 결과와 그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먼저 심
판의 결과는 구원 혹은 영원한 형벌로 제시된다. 하지만 구원과 형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은 결코 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묘사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은 말 그대로 상상의 산물이다. 이
러한 표상들은 단지 도덕적 삶을 독려하는 기능을 지닌 어떤 것일 뿐이
다.220) 칸트는 장기간의 속죄에 의해 정화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
제약되지

하는 일원교파의 이론보다는
형벌을

약속하는

몇몇에게는

구원을, 나머지에게는 영원한

이원론자들의 이론이 실천적 의도에서 더 우수한 근거

았

떤 악인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원받는
다는 주장은 도덕적 선과 악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도덕성에 걸맞은 행복
을 궁극적 이상으로 상정하는 칸트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
어떤 이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다
면, 심판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할까? 구원이냐 형벌이냐를 판정하는 근
거를 제시함에 앞서 칸트는 영원불멸에 대해 『실천이성비판』에서 취했
던 관점과는 다소 차이나는 입장을 표명한다.
를 가지고 있다고 보 다.221) 어

국

달

배

활

생애의 종 에 도 하기까지 우리들을 지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우리의 생 의

배

원리들(그것들이 선이든 악이든)이 사후에도 계속해서 지 할 것이라는 것과, 내

세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의 원리나 악의 원리의 지배하에 있는 영원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잘못이나 공적에 상응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에서 그것들이

218)
219)
220)
221)

「종말」, Ⅷ327; p.102.
「종말」, Ⅷ328; p.103.
「종말」, Ⅷ328; pp.103-104.
「종말」, Ⅷ328-329;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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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

달

세

의 에서 우리가 현 에서 도 한 도덕적 상태와 그 결과는 내 에서도

변하지 않

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다.222)

떤 것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했다는 것은 언제나 과거의 기준 시점과
특정 비교 시점 사이 시간의 흐름을 전제한다. 그래서 칸트는 “변화는
시간 속에서만”223) 일어날 수 있다고 단정한다. 이 명제가 타당하다면
이것의 대우(contraposition)에 해당하는 ‘시간 밖에서 변화는 없다’ 또한
필연적으로 타당하다.
인간이 생을 마감하고 영혼의 상태로 내세에 들어간다는 말은 감성적
세계에서 예지적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그런데 예지적 세계는 시간
이라는 인간의 감성형식에 제한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 밖의 세
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내세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하다. 이
제 칸트는 “이성은 궁극 목적에 대한 (실천적) 의도에서 그 궁극 목적을
영원한 변화의 과정에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224)을 선언한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실천이성비판』에서 영혼불멸에 대해 취한 관점을
철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한다.
어

궁극 목적을 향한 부단한 진보 내에서 무한으로(시간 속에서) 진행해 가
는 어떤 변형을 생각해 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런 궁극 목적과 연관해서 이성의
성향(Gesinnung; 마음씨)은 지속적이고 그 자체 항구적이다. (이 성향은 현상의 진
행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초감각적인 어떤 것, 따라서 시간 속
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이념에 따른 이성의 실천적 사용의 규칙
이란 다음과 같은 것, 즉 우리는 우리의 격률을, 우리의 도덕적 상태가 선에서 더욱
나은 선으로 무한히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성향에 있어서는 …… 시간적 변
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
이성은

다.225)

222)
223)
224)
225)

「종말」, Ⅷ330; p.106.
「종말」, Ⅷ333; p.111.
「종말」, Ⅷ334; pp.111-112.
「종말」, Ⅷ334;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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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천이성비판』에서와 같이 선으로의 무한한 전진과 그에 따른
변형으로서의 영혼불멸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칸트가 말
하고자 하는 바는 도덕적 상태의 본질에 해당하는 마음씨(Gesinnung)는
현세의 모습을 내세에서도 “변화없이 항상 동일한 상태”226)를 유지한다
는 것이다. 결국 현세의 마지막 날 지녔던 마음씨의 선함, 혹은 악함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뒤이어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의 관점과 더욱 대조되는 주장을 한
다.

며 접근하고 있는 것으
로 상정한다 해도, 그는 (그의 성향의 불변성을 의식한다 해도) 영원히 변화하는 그
의 조건(도덕적 조건뿐만 아니라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면 만족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그의 현재의 상태는 그가 막 진입하려고 하는 좀 더 좋은 상태와 비교하면 여
전히 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극 목적을 향해 무한히 전진한다는 관점도 동시에
무한한 계열의 악에 대한 조망이라 할 수 있다. 그 악들이 보다 큰 선에 의해 실제
로 극복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227)
즉 (그의 목적으로 정해진) 최고선을 향해 부단히 전진하

비판』에서는 “그의 실존이 얼마만큼 길든지 간에, 이 생을
넘어서까지라도, 더 멀리 부단하게 계속할 것을 희망할 수 있다. …… 그
의 지속의 무한성에서만 신의 의지에 (정의에 합당하지 않는 관용이나
면제 없이) 온건하게 합치할 것”228)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에서의 무한
한 전진이라는 이념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각한다. 하지만 「종
말」에서 무한한 전진은 “무한한 계열의 악에 대한 조망”으로 묘사된다.
이 표현은 내세의 무한한 전진을 통해서도 최고선을 바랄만한 완전한 품
격을 갖출 수는 없다는 칸트의 회의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229) 이러한
입장 변화는 『종교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세의 가능성에 안주하는 것
『실천이성

「 」
곳
7 「 」
;p
비판 A =Ⅴ123-124; p.219.
임 앞 글 p 참조.

226) 종말 , 같은 .
22 ) 종말 , Ⅷ335 .113.
228) 『실천이성
』, 222
229) 승필, 의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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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현세에서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
서 이성의 실천적 사용이라는 조건에 더 부합한다.
영혼불멸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 「종말」의 내용은 현세에서 형성된
마음씨의 고정불변성을 강조하고 내세에서의 완전성 성취에 대해 비관적
이라는 점에서 『종교론』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인용한「종말」의 “생
애의 종국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우리의
생활의 원리들(그것들이 선이든 악이든)” 그리고 “선의 원리나 악의 원
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원” 등에서 등장하는 선과 악의 원리는 『종교
론』 제2논고의 제목 “인간에 대한 지배를 둘러싼 선한 원리의 악한 원
리와의 투쟁에 대하여” 속 원리들과 대응한다. 『종교론』의 맥락에서
악의 지배는 근본악의 본질에 해당하는 전도성, 즉 도덕법칙으로부터의
의도적 이탈이라는 원리가 마음씨에 자리잡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선의
원리의 지배는 도덕법칙만이 최상의 유일한 의지 규정의 원리인 상태이
다. 모든 인간은 근본악에 처해 있지만, “준칙들을 채택하는 제일의 주관
적 근거”인 마음씨가 선의 원리를 최상의 원리로 채택하는 심정의 혁명
이 아니라,

을 통해 선해질 수 있다. 그리고 칸트는 『종교론』 제2논고에서 심정의

여전히 완전한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이, 즉
신성성을 소유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그 선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논한다. 그 해답은 은총으로부터의 평결에 있다. 심정의 혁명을 이뤄내고
인간의 관점에서 겸손히 이를 완성시켜나가는 자는 인간의 마음씨 그 자
체를 직관하는 신의 은혜로운 판결을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이『종교론』과 「종말」은 연결될 수 있다. 즉 “만물의 궁극 목적인 최
고선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책을 찾을 수 있는 지혜는 오직 신에게만 존
재”230)한다는 「종말」 속 ‘신의 지혜’는 단지 도덕과 행복의 결합 능력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궁극 목적에의 도달’이 은
혁명 이후에도

총으로부터의 평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종교론』의 관점을 포괄하

석

고 있다고 해 할 수 있을 것이다.
230)

「종말」, Ⅷ336;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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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 출판된 칸트 윤리학의 정수가 담긴
『실천이성비판』에 비해 각각 1793년, 1794년에 발표된 『종교론』과
「종말」에서는 현세에서의 도덕적 진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된
다. 구체적으로 『종교론』에서는 신의 선악 판단 기준이 현세에서 인간
이 스스로 이루어 낸 마음씨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종말」에서는 내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1 88

의 무한한 전진을 통해서도 도덕적 완성이라는 이상은 결코 실현될 수

며

세

변화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
다.231) 인간의 가능성에 주목한 윤리학 주저들과는 달리 인간의 한계성,
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칸트의 비판철학
이 회의주의가 아닌 까닭은 기존의 주장들을 한계지음과 동시에 종합하
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도덕성이 완성될 수
없으 , 인간의 마음씨는 결코 내 에서

있어야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가능한 것은 혁명적 결단과 현

세에서의 철저한 노력, 그리고 신에 의해 도덕적 진보의 이상이 달성될
수 있다는 희망뿐이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하지만 능력 범위 안
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해야 한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적 진보
의 핵심이 심정의 혁명과 그로부터의 무한한 노력이라는 생각을 고수하
면서도, 그 가능성을 높이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
회는 많은 패악의 원인이지만, 연약한 인간은 사회를 통해서만 “악에 대
한 선한 원리의 승리를 기대”232)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
트에게 선의 승리를 도모하는 ‘윤리적 공동체’의 건설은 “전 인류에게 부
과된 과제이며 의무”이다.233)

임

앞 글 p 7 참조.
B = ; p.296.
곳

231) 승필, 의 , .11
232) 『종교론』, 129 Ⅵ94
233) 『종교론』,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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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의 결과 : 윤리적 공동체
1) 윤리적 공동체의 필요성

e n ethisches gemeines Wesen)’는 『종교론』의 제3논

‘윤리적 공동체( i

「악한 원리에 대한 선한 원리의 승리, 그리고 지상에 신의 나라 건
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도덕적 진
보의 맥락에서 한 인간의 생애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악으로부터 선으
고

로, 예속으로부터 자유로 무한히 전진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악

알 수 없지만, 인간이 자발적으로 악을 수용하였기 때
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적어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다. “선한 원리의 지휘 아래서 악한 원리의 시련들에 대항하여” “언제
나 계속해서 투쟁을 위한 무장”을 해야 한다.234)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不
殆)’는 말처럼, 악의 현실 속에서 그것에 맞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 우리의 경험 지평에서 악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
뜨리는지를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칸트는 질투, 지배욕, 소
유욕 등 인간의 선한 소질을 황폐화시키는 격정들이 “인간이 관계를 맺
고 교류하는 인간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다른 인간
들 가운데에 있을 때” 악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235) 앞서 설명한
그 자체의 근원은

B 7
B

=
=

;p

234) 『종교론』, 12 -128 Ⅵ93 .295.
235) 『종교론』, 128-129 Ⅵ93-94 .296.
악의 성벽들이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한다는 칸트의 입장은 인간들이 자연상
태에서 서로 리된 채 립적으로 생 할 때에는 존재하지
러 패악들이 인류
가 공동체를 이루기 시 하면서부터 발생 다는 루소의 주장(루소의 『인간 불평
기원론』(1 55) 제2부를
할 것.)과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루소가 인
간의 자연본성으로 개체성만을 인정하는 면 칸트는 개체성과 사회성 모두를 인간의
소질로 간주한다.( 주만, 칸트와 루소의 공동체론 , 한 칸트학회, 『칸트와 그의
시대』, 서 : 철학과현실사, 1999, .282
.) 본고 제4장 제1절에서 언 하
‘인
간성’, 즉 타인의 의 중에서 하나의 가치를 얻으 하는 경향성 (『종교론』, 1

격

독
작
참조

7

울
“

;p

맹

「

견

활

맞
반

p

않던 여

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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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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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였듯
B 7=

련

려

근본악 개념과 관 지어 본다면, 도덕법칙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이탈하
는 인간의 전도성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잘 발현된다고

볼수

있다. 칸트는 악의 성벽을 자극하는 주된 원인이 관계적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려는 노력 또한 관계적 공동체적이어야 한다고 판

단한다.
이제 진실로 인간에게 있어서 악의 방지와 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을, 즉

힘으로써 악에 대항하는, 지속적이고 점점 확대되어 순전히 도덕성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개인이 악의 지
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악은 그를 부단히 악의 지배 아래로
되돌아갈 위험 중에 붙잡아둘 것이다.─그러므로 우리가 통찰하는 한, 선한 원리의
지배는 인간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에서, 덕의 법칙들에 따라서 또 그
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의 건설과 확산/전파를 통해서밖에는 이룰 수가 없다. 이러한
사회를 인간의 주위에 둘러치는 것은 이성에 의해 전 인류에게 부과된 과제이며 의
무이다.─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만 악에 대한 선의 원리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
통합된

문이다.236)

세워지는 공동체를 “윤리적
공동체”, “윤리적 사회”, “윤리적-시민적(ethischbürgerlich) 사회”, “윤리
적 국가”, “(선한 원리의) 덕의 나라” 등의 여러 이름으로 명명한다.237)
그런데 칸트는 윤리적 공동체를 ‘정치적(법적-시민적) 공동체’와 대비
되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윤리적 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체와는 본질적으
로 구별되는 형식과 기본체제를 갖는다”238)는 것이다.
그리고 칸트는 선의 승리라는 이념을 위해

강제법들인) 공적 법법칙[법률]들 아
Ⅵ27; p.190.)은 인간의 근본적 소질에 해당한다. 이처럼 칸트는 인간의 사회적 특성을
인간본성에서 제거할 수 없는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성 그
자체는 선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칸트에게 공동체는 악이 배태되는 곳임과 동
시에 악의 극복과 선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묘사된다.
236) 『종교론』, B129=Ⅵ94; p.296.
237) 『종교론』, B130=Ⅵ94-95; p.297.
238) 『종교론』, 같은 곳.
법적-시민적(정치적) 상태는 인간들이 (모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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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호

공존하는 한에서 인간 상 의 관계이다. 윤리적-시민적 상태는 인간들이 그와

같은

강제에서 자유로운, 다시 말해 순전한 덕법칙들 아래 통합되어 있는 때의 상태

이다.239)

정치적 공동체는
만들어

여러모로 불편한

낸 실정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들로 구성되는 사회이다.240) 이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며

접
사람
법의 준수를 강

벗어나 인간들이
따르겠다는 약속을 한

자연상태에서

직

반했을 때 정당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

제하 , 계약을 위

고 있다. 하지만 윤리적 공동체는 자유를 전제로 성립되는 사회이다. 이
는 ‘도덕법칙만을 준칙의 최상 원리로

삼겠다’고

람

‘자유롭게’ 다짐한 사

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윤리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일은 결코

강제

rechtlich)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적 공동체를 이
룬 인간이 윤리적 자연상태로부터도 이탈할 것인지는 오로지 자신의 선
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241) 윤리적 공동체는 여러 시대적, 지리적 배경에
따라 수립되고 해체되는 정치적 공동체와는 달리 “언제나 모든 인간 전
체라는 이상과 관계”된다. 윤리적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의 절대
적 윤리적 전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들과의 (그래서 모든 유한
한 이성적 존재자와의) 일치를 향하여 노력하는 하나의 특수한 사회”이
다.242) 따라서 윤리적 공동체를 표방하는 현실의 여러 집단은 결코 윤리
적 공동체 그 자체일 수는 없다. 윤리적 공동체 또한 인간이 무한히 접
될 수 없다. 법리적(

근해가야 할 하나의 이념인 것이다.

택
처럼, 윤리적 공
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 또한 강제될 수 없음에도 의무로 상정된다. 그
도덕법칙이 자유로운 선 으로 주어져 있되 의무인 것

B =
홉스 크

;p
등
“ [ ]

239) 『종교론』, 131 Ⅵ95 .298.
240) 칸트는
, 로 , 루소 에 의해 전개되
사회계약론의 핵심 테제인 자연상태
개념을 받아들인다. …… 자연 상태에서는 자가 자신의 심 관이 , 해 경우들
에서 무 이 자의 의무인가를 법칙에 따라서 법적 력을 가지고 규정하고, 그 의
무를 일 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그 어 공적 을 갖는 권위 없다. (『종교
론』, 131-132 Ⅵ95 .299.)
241) 『종교론』, 132 Ⅵ95-96 .299.
242) 『종교론』, 133 Ⅵ96 .300.

엇 각
반
B
= ;p
B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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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데 칸트는 이 의무를 “일종의 독특한 의무”로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인류의 그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설명한다. 이 부분은
도덕적 진보 개념의 상충이 종교론을 통해 종합될 수 있음을 비교적 직
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곧 모든 유의 이성적 존재자는 객관적으로, 이성의 이념 안에서, 어떤 공동의[공
동체적] 목적을 위하여, 곧 공동의[공동체적] 선으로서의 최고선을 촉진하도록 규정
되어[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윤리적 선은 개개 인격이 그 자
신의 도덕적 완전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그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개 인격들이 하나의 전체 안에서,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인간들의
하나의 체계로 통합할 것이 요구된다. 최고의 윤리적 선은 이러한 체계 안에서만 그
리고 이 체계의 통일을 통해서만 성사될 수 있는 것이다.243)

비판』에서 최고선은 개별 인간의 도덕적 완전성과 그에 비례
하는 행복의 결합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최고선 개념은 인류
공동의 선, 또는 인류 공동체적 선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도덕적 완전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노력을 통해 도덕적 완전성을 이룰 수 있다는 명제가
『종교론』 제2논고와 「종말」에서 부정되었다면, 여기서 칸트는 최고
선을 아예 공동체적인 것으로 상정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 사회적 맥락, 동료 인간들과 무관한 도덕적 완성, 최고선의 실현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 더 궁극적인 최고선, 인류 차원의 최고선 실현
『실천이성

을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도덕적 진보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나가

려는 노력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도덕적 진보의 개별적 차
원과 공동체적 차원은 더 이상 불화하지 않고 종합된다.

243) 『종교론』,

B135-136=Ⅵ97-98; pp.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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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적 공동체의 형식

런데

그

정치적 공동체의 성원권은 명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윤리적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반면,

윤리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은

경험적 검증이 불가능하다. 윤리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도덕법칙에 종

택
“
겨냥하여
세워진” “공적인 법칙들”과 달리 도덕법칙은 “(내적) 도덕성을 겨냥하고
세워진” “자유로운 덕”이다.244) 인간은 다른 인간들이 도덕법칙의 명령에
속될 것을 자유롭게 선 한 자들이다. 행위들의 적법성만을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공동체적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 윤리적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진심으로 결단했는지에 대해 결코 알 수 없다. 심지어 자
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칸트는 “각자의 마음씨들의
가장 내면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도덕적
세계지배자로서의 신의 개념”을 요청한다.245) 이제 윤리적 공동체는 곧
‘신의 나라(神國)’이다. 그리고 윤리적 공동체의 구성원은 “오직 신적 지
시명령 아래에 있는 국민”, 즉 “덕법칙들에 따르는 신의 국민”으로서 표
상된다.246)

온전히 달성될 수 없
다. 말 그대로 이념이다. 인간에게 도덕적 완전성은 영원히 달성 불가능
이러한 윤리적 공동체의 이념은 결코 지상에서

한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선의 원리의 승리를 위해 철저히 노력하는 것

미 철두철미한 노력에

만큼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의무일 수 있다. 이

B =
B =

; pp
;p

244) 『종교론』, 138 Ⅵ99
.304-305.
245) 『종교론』, 139 Ⅵ99 .305.
이러한 전개는 칸트가 『실천이성
』에서 도덕법칙이 최고선의 개념을 통해 종
교 (『실천이성
』, 233 129 .226.)에 이른다고 주장
과 동일한 논리로
진행된다. 록 최고선의 의 하는 는 금 라졌다 하더라도
직 도덕적으로 완전
한(성 럽고 선량한), 동시에 전능한 의지에 의해서만 최고선을 희망할 수 있고, 그러므
로 이 의지에 합치함으로 최고선에 이르는 것을 기대 (『실천이성
』, 같은 .)할
수 있다는 『실천이성
』의 주장은 공동체적 최고선을 이루기 위해 윤리적 공동체의
수립자로 신을 상정하는 『종교론』의 입장으로 이어진다.
246) 『종교론』, 139 Ⅵ99
.305-306.

”

스

비판
비판 A =Ⅴ ; p
비
미 바 조 달
써
비판
B = ; pp

“
했던 맥락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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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곳

접근이 포함된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로지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만 인간은 보다 높은 지혜가 그의 선의의
노력을 완성시켜줄 것을 희망”247)할 수 있다. 인간은 도덕법칙 그 자체
를 인식하거나 도덕법칙과 의지가 일치되는 신성성의 경지에 오를 수 없
는 존재이지만, 도덕법칙의 형식(정식)을 인식하고 그것에 맞추어 생각하
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윤리적
공동체의 형식을 순수하게 표상”248)할 수 있다. 우리는 윤리적 공동체의
형식을 기준으로 현실의 여러 불완전한 윤리적 공동체들을 평가하고 그
에 맞추려는 노력 또한 할 수 있다.
칸트는 윤리적 공동체의 형식으로 1) 보편성(수적 단일성), 2) 순정성
(도덕적 동기 이외의 어떠한 다른 동기 아래에 있지 않은 통합체), 3) 자
유의 원리 아래에서의 관계, 4) 헌법[기본법]에 있어서 불변성을 제시한
다.249) 그리고 이 형식에 부합할 가능성을 지닌 “신적인 도덕적 법칙수
립 아래에 있는 윤리적 공동체는 교회”250)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는 공동체적

7

B = ;p
B = ;p 7
B
=
; pp
B = ;p
독
김 국 「
프 스 」 국
울
p
“ 독
않
오
키
”
=Ⅴ 7 ; pp
며 독 편
술
당
반 반
처

『종교론』, 141 Ⅵ101 .308.
『종교론』, 141 Ⅵ100 .30 .
『종교론』, 143-144 Ⅵ101-102
.309-310.
『종교론』, 142 Ⅵ101 .308.
칸트의 종교관과 종교철학이 기 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종 , 칸트와 로테 탄트교 , 한 칸트학회, 『칸트와 그의 시
대』, 서 : 철학과현실사, 1999, .105.) 실제로 칸트는 기 교의 교설은, 그것을 종
교 이론으로 보지 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로지 실천이성의
한 요
구를 충족시 는 최고선의 (즉 신의 나라의) 개념을 제공한다. (『실천이성
』,
230-231 12 -128
.224-225.) 기 교 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칸
트의 저 속에는 시 유럽 전 의 유대주의를 공유하는 것 럼 보이는 유대교와
유대민족에 대한 폄하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칸트는
철학
전 에서 보이는 보 성에 대한
를 종교에도 적용한다. 그는 신의 진리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취하 신
한 러 유형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다만
‘하나의 된 종교( i
i i )’는 진정한 종교의 이념이 그것의 근거가 도
덕주의에 있고, 시 시점에서 기 교가 그에 가장 가깝다는 입장을 취할 뿐이다. 유
대교를
한 이유도 유대교가 이성적이고 보 적 종교를 지향하기보다는 제의적이
고 민족주의적 성 을 고수한다는 점에 있다.( 진, 칸트와 종교대 의 문제 ,

24 )
248)
24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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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화

」 조

등장하는 ‘교회’는 “가능한 경험의 대상이 아닌” “불가시적[보이지 않는]
교회(die unsichtbare Kirche)”이다. 즉 “신의 직접적인, 그러나 도덕적인
세계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올바른 이들의 통합체라는 순전한 이념”으로
서, “인간에 의해 창설되어야 할 모든 교회의 원형”251)의 의미로 사용되
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현실 속에서 불가시적 교회의 형식을

늘

의식하

면서 공동체를 만들고 점차 확장해나가는 노력을 통해 자신에게 부과된
공동체적 최고선의

촉진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칸트는 현실에서 윤리적 공동체의 확장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독 변증론, 혹은 호교론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자신의 주장이 기 교
것을

당부한다.

떻 숭배받기를 의욕하는가?’라는 물음이 순전히 인간으로 보이는 모든
인간에 대하여 보편타당하게 답변되어야 한다면, 신의 의지의 수립이 순전히 도덕적
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시를 전제하
는) 제정법적 종교는 단지 우연적인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이른, 또는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닌 그러한 종교로서, 그러니까 인간 일반에게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주님! 주님!’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신의 의지
를[뜻을] 행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가질 수는 없는 계시된 개념들
에 따라 신을 (또는 신의 혈통을 가진 한 존재자인 신이 보낸 자를) 높이 찬양함으
로써가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누구라도 그의 의지를 아는 선한 품행을 통해서 신에
게 흡족하게 되기를 구하는 이들만이 신에게 신이 바라는 참된 흠숭을 바치는 이들
‘신이 어 게

이 되는 것이다.252)

곧

칸트에게 신은

며

도덕법칙의 수립자이 , 신을

숭배하는

것은 이성에

의해 의식되는 도덕법칙을 신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함 그 자체이

각

다. 칸트가 생 하는 종교

란 기독교와 같이 특정한 시대적, 문화적 배경
pp 7

참조

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 연구』, 제44권, 2012, .4 -52
.) 칸트 종교론
의 기 교 향성을 지적할 때에도, 18 기 유럽이라는 시대적 지역적 한계뿐만 아니
라 그가 일관되게 타성이 아닌 보 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51) 『종교론』, 같은 .
252) 『종교론』, 148-149 Ⅵ104-105
.313-314.

독 편

B

베
곳

=

세
편
;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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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수성을 지니는 계시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에게서 끊이지 않고 일어난 신의 (경험적이지는 않은) 계시로서의 순수
한 이성종교”253)이다. 이러한 칸트의 관점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참)종
교가 있을 뿐”254)이다. 비록 교회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순수한
이성종교를 전제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공동체는 특정한 종교, 그
리고 신앙명제에 구속되지 않는다.255)
이상에서 살펴본 윤리적 공동체는 인간 자력으로는 결코 실현 불가능
을 토대로 성립하

한 이념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부과된 인류에의 의무, 공동체적 최
고선 실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윤리적 공동체를 수립해나가야만 한

배

람

다. 윤리적 공동체는 도덕법칙의 지 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사

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다짐을 직관할 신을 전제하

숭배하는 교회로
표상된다. 그러나 칸트는 윤리적 공동체를 정치적 공동체와 독립적인 것
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제3논고의 서론에서부터 윤리적 공동체가
“정치적 공동체의 한 가운데에, 그것도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성
립”256)함을 전제한다. 또한 윤리적 공동체의 형식으로 “자유의 원리 아
래에서의 관계”를 제시하며 구성원들 “상호 간의 내적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치권력과의 외적관계, 양자 모두 자유국가 안에” 있을 때에만
윤리적 공동체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257) 즉 윤리적 공동체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공동체라는 조건 속에서만 그 실현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258)
이제 「이념」에서 전개한 공동체의 발전 과정 그리고 궁극적 목표로
제시한 ‘보편적 세계 시민적 상태’는 윤리적 공동체의 완전한 실현을 위
게 되고, 윤리적 공동체는 도덕법칙의

B
B
B
B
B

=
=
=
=
=

창시자인

;p
;p
;p
;p 7
7
;p
맹 「
앙」
비
p ; 달앞
p 7 참조

신을

253) 『종교론』, 180 Ⅵ122 .343.
254) 『종교론』, 154 Ⅵ108 .318.
255) 『종교론』, 164 Ⅵ113 .328.
256) 『종교론』, 130 Ⅵ94 .29 .
25 ) 『종교론』, 143 Ⅵ102 .309.
258) 주만, 칸트: 이성종교와 도덕신
,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종교철학』(파
주: 창 , 2015), .420 도성 , 의 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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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도덕적 진보의 이상이 최
고선의 실현이라는 주장은 그의 모든 저작에서 일관되게 이어진다. 하지
만 더 궁극적인 이상은 개별 인간에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
한 현실

어질 수 있는 공동체적 최고선의 실현이다. 이 점에서 최고선 실현을 위
한 노력은 개인의 수양뿐만 아니라 공동체 건설로도 이어진다. 악에 대

료 인간과 연대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린 일이다. 하지만 칸트는 공동체 없이 선의 승리는 불
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심정의 혁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의무인 것
처럼, 윤리적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참여하는 것도 의무이다. 결론적으
항하기 위해 동

로 칸트에게서 도덕적 진보는 개인과 인류 두 차원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간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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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도덕적 진보 개념의 도덕교육적 함의
1. 도덕성과 시민성을 포괄하는 인성교육

등

1) 인성교육과 시민교육 사이의 갈

년 1월 20일 ‘인성교육진흥법’이 공포되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제4조 제2항)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제4조 제3항)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
럼 국가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아래, 도덕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인성 교육의 핵심 교과”259)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즉 학교 인성교육에서 만큼은 도덕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
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덕 윤리교육학계의 맥락에서 기존의 인성 및 인
성교육 담론을 종합해 낸 대표 연구물인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은
인성교육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배경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260)
2015

7호 책 p
」 국
7 p 참조
바
품

259)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 4 , 별 6), .3.
260)
기,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인성교육 , 한 윤리교육학회,
『201
한 윤리교육학회 춘계 학 대회』, 201 , .12
.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
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필요한 인간다운 성 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교육 (제2 )으로 정의된다. 이는 200 개정 교육과정부터 도덕과 교육과정
구성에 적용된 가치관계 확장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와의 연관을 어
지 게 확인할 수 있다. 해 법에서는 인성교육의 정의와 인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 덕목’들의 예시와 ‘핵심 역량’ 개념의 정의만 제시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이론적 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법안 마 을 위해 2013 에 교육부 주관
으로 진행된 연구 과제 보고서 『학교 별 인성교육 실태 및 성 방안 연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정창우는 이 연구의
자로서 인성교육진흥법의 초안
마 에 직
한
있다. 실제로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정의(
)
는 실제 법안에 그대로 영되 다.(교육부, 『학교 별 인성교육 실태 및 성 방
안 연구』, 2014, .182.) 따라서 ‘인성교육진흥법’의 발의 이후
된 정창우의 을

박병 「
7년 국

데

” 조

렵 않

7

당

배

련

술
“

접 참여 바
p

런데

급

반 었

련

책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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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활 화
출판

定意
활 화
책

책의 제3장에서 인성 및 인성교육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
적 논의들과 도덕 윤리교육학 내의 담론들을 검토한 후 철학적 배경의
성품(혹은 덕; Virtues), 심리학적 배경의 역량(competencies)을 포괄하는
인성 개념을 제시한다.261) 그리고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
다운 성품(덕성)”으로는 ‘지적 덕목(intellectual virtue)’, ‘시민적 덕목
(civic virtue)’, ‘도덕적 덕목(moral virtue)’을, “미래지향적인 삶을 영위
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성역량”으로는 ‘지적 인성역량’, ‘시민적 인성역
정창우는 이

량’, ‘도덕적 인성역량’을 제시한다.262) 정창우는 다양한 덕목과 인성 역
량 중에서도 “인간다움의 핵심, 바람직한 인성의 핵심을 도덕성이라고

”

“
”
백 밝힌
다.263) 물론 “도덕성에 대한 논의가 인성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며 “민
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 및 자질을 강화하는 활동을 의미”하
는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 앞서 제시한 시민적 덕성의 함양
규정 한 후, 인성교육의 핵심은 도덕교육 이라는 입장을 명 히

을 매개로 인성교육에 포괄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264)

런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및 국가 주도의 인성교육 강화 흐름에
비판적인 견해 또한 존재한다. 도덕 윤리교육학계의 구성원인 심성보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2015년에 발표한 「인성교육에 대한 ‘시민성’
접근」에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핵심 가치 덕목’으로 나열된 8가지 덕
목들 중 예(禮)와 효(孝)가 가장 먼저 제시된다는 점을 들어 ‘인성교육진
흥법’이 “전통적/보수적 인성교육론에 기반”한다고 본다.265) 그리고 이러
그

배

펴

작업

당

통해 인성과 인성개념의 경 논의를 살 보는
은 그 타 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261) 우리가 인성교육을 통해 함양시 야 할 인성은 ‘개인의 내면을 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필요한 인간다운 성 과 역량’(주로 도덕적 덕의 차원) 및 ‘타인 공동체 자
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필요한 인간다운 성 과 역량’(타인과의 관계 차원은 주로
도덕적 차원, 공동체윤리 및 경윤리 차원은 주로 시민적 덕의 차원)을 포함한다. 그
리고 인성교육은 ‘그러한 아름다운 성 과 역량을 러주는 일’로 규정될 수 있다.
(정창우,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파주: 교육과학사, 2015, . 3.)
262) 정창우, 위의 , . 4.
263) 정창우, 위의 , . .
264) 정창우, 위의 , . 9-80.

“

데

데

품

환

켜

바

품

품

책 p7
책 p 77
책 p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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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p7

”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의 결여”
로 인해 “개인의 심성 변화만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부정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며 강력히 비판한다. 이제는 인성 패러다임으로부터
시민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66) 그는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와 함께 책임/의무를 지는 것”
을 의미하는 ‘시민적 덕성으로서의 시민성 개념’과 “권리와 책임을 동시
에 강조하면서도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개입과 참여를 더욱 강조”하는 ‘능동적 시민성’으로서의 ‘민주적 시민성’
개념을 강조한다.267)
이와 같이 인성 및 인성교육에 관한 다양한 입장 및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17년 ‘한국윤리교육학회’와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
주최로 “인성교육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정창우와 심성보는 각각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 정립 및
실천 방향 모색」, 「시민적 인성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발표하며
인성과 시민성,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 설정 문제를 다루었다. 두
글 모두 시민성 개념을 포괄하는 인성 개념,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조
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정창우는 제3장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 정립”에서 인성과 시민
성의 상호 중첩되는 부분을 ‘시민적 인성’ 혹은 ‘윤리적 시민성’이라 이름
한

「

접 」

비

비

265) 심성보, 인성교육에 대한 ‘시민성’ 근 , 교육 평, 『교육 평』, 제36권, 2015,
.162.
266) 심성보, 위의 , .163-165
.
26 ) 이상 심성보, 위의 , .168-1 1
.
그러나 그가 도덕성을 근간으로 하는 인성교육 자체를 대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이라면 사 을 사 답게 하는 인간다 인간성을 갖춘 사 의 자 , 즉 ‘인 ’ 을 갖
추어야 하고, 도덕성과 시민성은 대체재가 아니라 상 보완적 가치 라는 점을
한다. 한 발 단계상 도덕적인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저이고, 시민의 자질로서
공적인 일을 감 할 수 있는 자질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 다만
은 인간이 되는 것에서 발하
은 시민이 되는 것으로 나아가 아이들을 ‘인
간성’과 ‘시민성’이 합된 존재 로 기를 것을
하는 것이다.(이상 심성보, 위의 ,
.1 2-1 3.)

p
7

글 pp
참조
글 pp 7 참조

“ 람

또

“좋

pp 7 7

“
달
당

람

반
람
호
먼

움/

“

융

출 여좋
”

- 86 -

강조

격

”

”

”“

격”

강조
글

붙이고 이에 주목한다.268) 그리고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두 교육 사이의 중첩 및 상호보완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
음을 언급한 후,269) 제4장에서는 “인성과 시민성 간의 중첩적 역량
(overlapping competencies)”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시민적 인성교육’을
제시한다.270) 사회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덕
목 및 역량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는 모든 “행
동들이 상황이나 시스템에 의해 야기된다”는 ‘상황주의 심리학
(situationist psychology)’의 입장 만큼은 명백하게 거부한다. 상황과 무
관하게 옳은 행위를 실천한 사례는 희소하지만, 늘 있어왔기 때문이
다.271)

먼저 독일, 영국에서 시도되었던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공
존 노력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인성교육 주창자들은 충분히 훌륭한 사
람이라는 이상을 추구하고 있고, 또한 시민교육 주창자들은 충분히 정의
로운 사회라는 이상을 추구하고 있기에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양자택
일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 말하며 이 둘을 종합하려 한다. 즉 “인간성
(humanity)과 인격성(character)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시민성
심성보는

“

너

등 바

268) ‘윤리적 시민성’ 개념은 …… 실정법 머에 있는 이성법이나 자연법 을 라보
면서 현실을 개선하 는 차원이고, 한 보 적 가치와 원리, 공동체의 전통과 문 ,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 을 탕으로 현실의 규칙과 법률 을 한 수준
게 향상시 수 있는 차원이다. (정창우,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 정립 및 실천
방향 모색 , 한 윤리교육학회, 『201
한 윤리교육학회 추계 학 대회』, 201 ,
.11.)
269) 정창우, 위의 , .12.
2 0) 정창우는 ‘시민적 인성교육’을 받은 사 을 ‘인간 존 성과 정의의 가치를 자아정
체성의 중심’에 두면서 ‘도덕적, 시민적 용기’와 ‘
적, 성 적 사유 능력’을 발 하
는 사 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악을 거부할 수 있는 은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시민적 용기(
i i
)’ ,
적인 사유를 하고 성적
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지성의
은 능력 을 탕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상의 삶의 건과 질을 향상시 기 위한 대승적 지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 하
는 사 으로 묘사한다. (정창우,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 정립 및 실천 방향 모
색 , .13-14.)
2 1) 정창우, 위의 , .15.

려

킬
」 국
글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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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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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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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화
높

술

7

휘

반

참”

c t zenship/civility)과

politics)의 가치를 쌓아올려야 한다”는 것
이다.272) 이 발제문을 발전시켜 발표한 논문에서도 인성교육 그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인성 개념이 시민성 개념으로까지 확장하는 발산적 태
도”를 통해 “‘정직한’ 인성교육과 “‘정의로운’ 시민교육”이 공존하는 “‘민
주적’ 시민교육”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273)
오늘날의 인성, 인성교육 담론에서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맥락을 완전
히 배제하는 관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발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도덕 윤리교육학계는 인성 개념이 개별 주체의 인격
완성에 방점을 찍는 도덕성과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에의 참여를 강
조하는 시민성을 포괄한다는 입장에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성’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특정 덕목 및 역량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것들 중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여러 입장
으로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인성, 인성교육 개
념의 본질을 잘 드러내면서도 도덕성과 시민성을 구성하는 매개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인성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이
( ii

정치성(

라는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이 이러한 매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2) 도덕적 진보 개념을 통한 매개

미

움

원론적인 의 에서 인성(人性)은 ‘인간다 ’으로,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움

인간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인간다 ’을 ‘다른 존재자들과

분

는 구 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7
국
7
스바

「
술
「 람 움
크
pp 7 77

특성’으로 이해할 때, 칸트의 관점에서 ‘인

떻
?」
7 pp 7
움 조화
」 국

국

7년

2 2) 심성보, 시민적 인성교육은 어 게 가능한가 , 한 윤리교육학회, 『201
한
윤리교육학회 추계 학 대회』, 201 , .3 -38.
2 3) 심성보, 사 다 과 시민다 의
를 통한 ‘민주적’ 시민교육의 모색
보이
흐 합의와 릭 보고서를 중심으로 , 한 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제4
권, 2018, .2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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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7

움
급하였듯,

또는 선으로의 소질을 의미할 것이다. 본고 제2장에서 언
그는 이성을 사용방식에 따라 사변이성과 실천이성으로 구분
하고, 실천이성의 관심에 더 우위를 두었다. 또 본고 제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의 소질은 자기애의 실현과 연관된 동물성과 인간성, 그리
고 도덕성을 의미하는 인격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칸트는 인격성만이
“무조건적으로 법칙수립적인 이성을 그 뿌리로 갖는”274) 소질이라고 이
야기한다. 따라서 인격성이 선의 소질들 중 가장 ‘인간다움’의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칸트에게서 ‘인간다움’은 실천이성과 인격
간다 ’은 이성

성의 실현, 즉 도덕성의 실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칸트가 도덕성의 실현을 생애 어느 시점
에서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도덕법칙만을 의지 규정의 최상의 원리로 채용하고 이를 모든 행위에 관

키

달

철시 는 도덕적 완전성의 이상은 사실상 인간이 결코 도 할 수 없는

래

신의 경지이다. 그 서 칸트는 도덕성의 실현을 선으로 무한히 전진해나
가는 도덕적 진보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철저히
감행한 인간은 도덕성에

비례하는 행복의 실현 또한

희망할 수 있다고

런데 모든 인간이 의도적으로 도덕법칙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주장한다. 그

악한 성벽을 지니고 있기에 자연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근본악 개념은 도

미

덕적 진보의 의 를 확장시킨다.

『종교론』 제1논고에서 근본악의 극복은 도덕법칙만을 준칙의 최상의
원리로

삼겠다고

결단하는, 단 한 번의 심정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心 여부는 실증될 수 없다. 이는 이

것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개심(改 )의

를 결단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실천을 통해서만 유추될 수 있을 뿐이

물론 인간은 결코 도덕적 완전성을 성취할 수 없다. 단지 무한히 멀
리 있는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매진하는 것만은 가능하다. 가
능하지 않은 의무는 부과될 수 없지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
다.

저해야 한다. 칸트는 근본악 극복을 위한 철저한 노력에 개인의 도덕적

7

2 4) 『종교론』,

B19=Ⅵ28;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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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차원에서 윤리적 자연상태로부
터 벗어나 윤리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노력 또한
포함시킨다. 악의 극복과 선의 승리는 공동체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
수양뿐만 아니라 이것의 가능성을

다는 것이다.

“순전히 도덕성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 그 자체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275) 현실 공동체가 갖추기

윤리적 공동체는
이자 그 사회를

위해 지향해야 할 기준을 제공한다. 칸트는 윤리적 공동체 설립의 필요

“

래

”

요건 중 하나로 자유의 원리 아 에서의 관계 를 제시하

국

며

이는 현실

정치 공동체가 ‘자유 가’일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윤리적 공동체

분

는 정치적 공동체와 구 되지만, 정치적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다.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윤리적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적 공
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공동체에서 자유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처럼 선으로 무한히 접근해가는 도덕적 진보의 과정은 악에 대항하

이

는 윤리적 공동체의 설립과 그것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자유가 최대한
실현되는 정치 공동체를

듯

세우는 노력으로까지 확대된다. 앞서 살펴보았

구체적인 제도 확립을 통해 자유가 확장되는 정치 공동체의 진보는

칸트의 역사철학 논문에서 잘

드러난다. 칸트에게 역사의 진보란 인간에

놓
것이다. 물론 자연적 소질들 중 칸트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도덕적 소
질이다. 이 때문에 칸트는 인류 공동체의 ‘도덕화’ 단계를 역사 발전의
궁극적 이상으로 설정한다. 이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공화국’들이
‘국제 연맹’을 맺고 ‘보편적 세계시민적 상태’를 이루어 ‘영원한 평화’가
실현되는 상태이다. 위의 논의를 근본악 극복을 위한 노력의 맥락에서
종합해보자면, 역사 진보의 과정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악의 극
복과 선의 실현을 위한 도덕적 진보의 노력에 철저하다고 판단할 수 있
게 갖추어 은 자연적 소질의 완전한 계발을 향해 인류 전체가 나아가는

을 것이다.

7

2 5) 『종교론』,

B129=Ⅵ94;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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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려

칸트의 관점에서 ‘인간다 ’은 부단히 도덕적으로 진보해가 는 노력으

여기에는 매 순간 도덕법칙에 따르려는 노력뿐만 아
니라 그것의 가능성을 높이는 인류 차원의 노력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은 추상적인 인성, 인성교육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면서도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는 인성과 시민성을
로 이해될 수 있다.

포괄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개념이 인성 대 시민성, 인성교육 대 시민
교육의 불필요한 대립을 지양하고 양자를

조화시키는 매개 개념의 역할

각
도덕과가 지향하는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중첩된 인간
상”276)의 실현을 위한 이론 틀 또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첩된
인간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보았을 때,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
각각을 길러내려는 시도는 위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덕과는 ‘도
덕’, ‘정의’, ‘인간’, ‘시민’에 담긴 가치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정체성, 인
격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교육과정에는 현장 교육에서의
을 할 수 있다고 생 한다. 연구자는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칸트 사상이

구체성 제고를 위해 ‘도덕적인 인간’과 연관된 영역과 ‘정의로운 시민’을

뉘

다루는 영역이 나 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통합적인 정체성을 갖추도

록

지도해야 할 교사는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유기적으로

키

닐 필요가 있다. 교수자가 양자를 꿰는 종합적인
틀을 갖춘다면, 특정 세부 영역을 가르칠 때에도 ‘중첩된 인간상’을 지향
하며 통합적 정체성의 형성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277)
연결시 는 관점을 지

7
77

p

2 6)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2015)』, .3.
2 ) 200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발 직후 상 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
있
다.( 상 , 도덕과교육의 목 로서 도덕적 인간과 도덕적 시민의 관계 , 한 도덕
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제25 , 200 .) 그는 도덕과교육의 목 에 있어
도덕적 인간과 도덕적 시민이 어느 하나 소 히 할 수는 없는 것이 명 하지만, 일
관된 원리에 의한 체계적인 양자의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지 는다면 도덕과교육의
정체성은 위험해질 수 있다 고 주장한다.(120) 그리고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 은
인간’과 ‘ 은 시민’,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아리 토
레 의 사상이 도 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리 토 레 에 따르면 은 시
민은 잘 지 받아야 하기에
은이들을 은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 성과
관 의 교육을 해야 한다.(142-143) 상 은 이러한 관점을 ‘능동성, 적극성,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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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월과의 관계’ 논의의 확장
1) ‘초월과의 관계’ 영역 구성의 한계

7

당 변화를 이루어냈다.
핵심적인 변화는 기존의 교육과정 구성 원리인 ‘생활 영역 확대법’을 ‘가
치관계 확장법’으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가치관계 확장법의 장점 또는 특
기할만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제4영역으
로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다.278) 해당 교육과정 해설서는 제4영역의 도입을 통해 “도덕과 교육에
서 인간관계적 도덕의 한계를 넘어 자연 종교 등과 가치 차원의 주제들
도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279)고 설명한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는 200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상 한

비판

등 강조

오

않

비판

성,
능력 을
하는 늘날 도덕과 교육과 정합적이지 다’는 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도덕과교육의 목 를 학교 별로 구체 하는
실질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143) 그리고 도덕과교육이 도덕적 인간을 만 는 실
용적인 과제 를 안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덕과교육은 도덕적 인간이라는 극적인
목 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 인 도덕적 시민을 우선적 목 로 설정하는 것이
타 하다고 주장한다.(143-144)
연구자는 상 이 지적한 도덕과교육의 ‘실제적, 실용적, 실천적’ 성 을 인정하면
서도, ‘도덕적 인간’ 개념의 추상성을 이유로 ‘도덕적 시민’ 개념에 우위를 두는 입장
에 대해서는 금 더 고 해 부 이 있다고 생 한다. 위의 주장은 그가 제시한
도덕적 인간과 도덕적 시민의 유기적 관계 정립 , 도덕철학(윤리학)과 정치철학의
합 (121)과는 거리가
결론이라고 보 지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도덕적 인간’과
‘도덕적(정의로운) 시민’ 개념의 중 성을 지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본고에서 종합한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이 양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
다고 생 한다. 그리고 칸트 사상은 일관적으로 자유, 자율성을
다는 점에서,
청소 시민교육의 육적 면에 주목한 아리 토 레 의 관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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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윤영 , 도덕교육에서 도덕신학의 정초와 종교 관 내용의 집필 방향 , 한 도
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제25권, 200 , .98 정창우,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440
.
2 9) 교육과학기 부, 『중학교 교육과정해설. 2, 어, 도덕, 사회』(서 : 교육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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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술

에서는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라는 명칭이 ‘자연 초월과의 관계’로

었

써 초래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과적 책임과 삶의 의미 물음에 대한 존재적 책임
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책임”280)을 지향한다는 해당 영역 본연의
목표에 집중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본 절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에서도
환경윤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자연과의 관계’와 달리281) 새롭게 포함
수정되 다. 이는 종교를 다룸으로

된 ‘초월과의 관계’에 보다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논의에 칸트의 도

떤 함의를 가지는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에는 ‘초월’, ‘초월과의 관계’의 의미 그리고 이 영역의 신설을
통해 예상하는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없다. 연구자는 논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초월(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초월’
을 다루는 제4영역이 도덕교육에 어떠한 긍정적인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
해 밝히고 있는 장승희282), 강두호283), 김봉제284), 박현진285) 등의 연구를
덕적 진보 개념이 어

p7
「
「

부, 2008), .1 8.
280)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 4 , 별 6), .4.
281) 장승희, 도덕과 내용체계에서 제4영역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200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한 윤리학회, 『윤리연구』, 제80권, 2011, .121
.
282) 장승희, 도덕과 내용체계에서 제4영역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200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한 윤리학회, 『윤리연구』, 제80권, 2011.
장승희는 제4영역이 실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어 내용들로 구성되어있는지를
저 살핀다. 그리고 제4영역 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다른 존재에 대한 존중, 자기
에 대한
함, 초월적인 것에 대한 ‘외경심’ 을 기르는 것이 , 도덕적 문제의 해결
을 넘어 극적으로 도덕적 완성이라는 ‘이상(
’)의 영역을 지향 함으로 제1,2,3
영역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탐구가 관념적 개념에 대한 탐구 로 승 된다고 본
다.(11 -121)
283) 두 ,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의도된 초월적 존재 윤리의 성 , 한 도덕윤리과
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제34권, 2011.
두 는 저 초월적 존재 개념의 어원적 그리고 사상적 경을 저 살 본 후
‘초월’이라는 용어가 매우 다양한 의 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모 한 개념 을 지적
한다.(35) 그리고 제4영역에서 종교를 다루 초월 개념을 사용할 때에도 열린 자
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초월적 존재 윤리의 성으로 1) 유한자로서
삶의 의 탐구, 2) 종교를 통한 도덕의 완성, 3) 고통의 극복과 용서 및 마음 절에
의한 평 를 제시한다.(3 -43)
284) 봉제, 도덕과 교육과정 제4영역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 한 도덕윤리과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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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자면, ‘초월과의 관계’ 영역은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더 고차원적인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다양한
내용들에 학생들을 노출시킴으로써 도덕성 함양 또는 도덕적 완성이라는
이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영역은 주로 종교 사상
혹은 종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초월’ 혹은 ‘초월과의 관계’가
종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 대다수가
종교 영역을 배제하고서는 제4영역을 제대로 구성할 수 없음을 인정한
다.

떤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간
단히 살펴보자면, 초등학교 『도덕』에서는 ‘윤리적 성찰’, 중학교 『도
덕』에서는 ‘삶과 죽음’, ‘마음의 평화’ 등의 문제를 다룬다. ‘초월’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추상적, 관념적 내용들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다 보니 대부분 고등학교 도덕과 과목에 등장한다. 그런데
『윤리와 사상』은 윤리학 및 사상사 중심으로, 『생활과 윤리』는 응용
‘초월과의 관계’가 교육과정에서 어

회, 『도덕윤리과교육』, 제43권, 2014.
봉제는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4영역이 제시된 가장 큰 의의로 인간이 지니고 있
는 성으로서의 초월적 인식기능을 전제한다는 점 을 내 운다. 그는 인간이 상
타적이고 단절된 형태의 교파나 교리 의 경계를 넘어서 의식이 지향하는 극적인
상태 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i i )’이 , 영성( 性,
i i
,
i i i )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80-82) 그리고 도덕성 발 에서 영적( i i ),
종교적인( i i )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이 (
)의 주장을 토대로,(82) 인성
의 한 요소로서 영성과 관 된 내용이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의 영역 안에서 체
계적으로 다 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94)
285) 현진, 도덕성 함양과 초월의 관계에 추어 본 도덕과 교육과정의 의의와 한계,
, 한 초 도덕교육학회, 『초 도덕교육』, 제5 권, 201 .
현진은 200 개정 이전의 도덕과 교육과정이 도덕 단에서의 합리성을 추구
면 그 이후에는 도덕성 함양이라는 본질에 더 충실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한
다.(239) 그리고 ‘초월과의 관계’의 의 를 인간이나 자연을 대하는 과정에서 개개인
을 넘어 인간의 삶과 계 전체를 주관하는 하늘의 명령이 있음을 깨닫는 것 (259)으
로 제시한다. 이러한
에서 종교 관 주제야 말로 다른 영역이 아닌 제4영역에
서만 다 수 있는 고유한 내용 이 제4영역이 도덕의 본질적 의 를 직
하
다룸으로
타의 영역들에서 다루는 러 관계들을 ‘도덕적’으로 로 서게 하
는, 즉 제1, 2, 3영역의 탕 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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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
다.286) 다만 동 서양의 다양한 종교 사상(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등), 그
리고 종교와 관련된 주제(종교 간 공존 및 관용 등)를 직접적으로 다루
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덕과의 진로심화 과목으로 신설된
『고전과 윤리』에는 가치관계 확장법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노자』,
『장자』, 『신약(성서)』, 『꾸란』을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 종교의
윤리적 의미, 소통과 관용을 통한 종교들 간 공존 등의 내용을 다룬
윤리 주제별로 구성되다 보니 가치관계 확장법이 거의 적용되지

다.287)

연구자는 위와 같은 내용들로 ‘초월과의 관계’ 영역이 구성될 수 있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제4영역이 제1,2,3영역 전반의 바탕이
되기보다는 제1영역 “자신과의 관계”와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이다. 종교를 다룸에 있어서도 종교 간 갈등과 같이 종교가 초래한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구자는 『종교론』에 의해 종합된 칸트
의 도덕적 진보 개념이 ‘초월과의 관계’ 영역을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도
덕성 함양, 도덕적 이상 추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 동의하면서도, 내면의 도덕성

또는

개인 차원의 윤리만을

2) 사회적 실천을 포괄하는 ‘초월과의 관계’

돈
앞서 칸트 종교철학의 도덕 윤리교육적 함의를 제
시한 바 있다. 그는 제4영역의 도입을 통해 도덕과에서 본격적으로 종교
를 다루게 되었음에 주목하고 도덕과 내 종교 관련 내용의 집필방향 제
윤영 은 본 연구에

김
7 김

「
습

」 습

286) 민재, 신설『고전과 윤리』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및 제언 , 학 자중심교과교
육학회, 『학 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 , 2015, .163.
28 ) 민재는 『고전과 윤리』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종교 간의 대 가능성’과
같은 논쟁적인 주제들을 영 하고 히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이슬 사상의 핵심 고전인 꾸 을 수록 하기 위해 내용 영역 구 에 신중을 기
다는 점을 히고 있다.( 민재, 위의 , .161.)

던“ 람
했
밝

7호

반 ”
김

특
란

글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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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화

분

않았

시를 위한 도덕교육에서의 도덕신학 정초에 주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각 종교의 건전성과 종교 간 공존을 위한 ‘최
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288)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칸트의 도
덕신학은 이성과 도덕성의 한계 내에서만 종교문제를 다룸으로써 신앙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어떠한 신앙이든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의
신학 정초 문제의 핵심은

기준을 제공한다.289) 후속 연구에서는 칸트 종교철학이 구체적으로 1)

앙

지식과 신

종교 윤리와

호

내지 과학과 종교의 양립 가능성 및 상 보완성 제시, 2)

세속

윤리의 연결점 제시, 3) 신을

믿는다는

것의 실천적

함의 제시, 4) 건전한 종교의 기준 제시, 5) 덕과 행복의 연결 문제 해명

등의 함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290) 윤영돈의 연구에서도 종교가 야기하
는 여러 갈등 해결, 개인 도덕성 함양 및 실천의 측면만이 주로 부각되
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칸트의 도덕신학, 이성종교론은 “나는 무엇을 희
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맥락에서 전개된다. 인간이 희망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덕과 행복이 결합된 최고선의 실현이고, 이
것의 실현은 신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은 종교로의 발걸음을

딛

내 는다. 하지만 종교로의 이행은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

미 이성을 통해 의식한 도덕법칙, 즉 “모든 의무들을 신의 지시명
령[계명]들로 인식”291)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가 없이도 인간은 의무를
라 이

수행할 수 있지만, 최고선을 희망하기 위해서 신을 핵심으로 하는 종교
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때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덕적 진보의 노

처럼 칸트는 신과 같은 “경험 또는 경험의
가능성을 넘어서 있는”292) 초월적 개념들을 “일체의 경험적인 것으로부
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돈앞 글p7
돈
글p7
돈 「
」 국
pp
참조
비판 A =Ⅴ ; p
「 」 카베 메 미 앞 책
https //terms naver com/entry nhn?docId= 7 7 categoryId=

288) 윤영 , 의 , .8 .
289) 윤영 , 위의 , .9
290) 윤영 , 칸트의 종교철학과 도덕과 교육 , 한 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
과교육』, 제32권, 2011, .101-103
.
291) 『실천이성
』, 233 129 .226.
292) 초월적 , 사
구 외, 의 ,
:
.
.
.
1 130 5&
41954& i 4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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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터

독립해서 의지를 규정”293)하는 실천적 맥락에서만 허용한다. 신을 통

해 최고선을 희망할 수 있게 된 인간은 다시 도덕법칙의 실천, 무한한

뛰어들게 된다. 인간이 초월과 관계 맺음으로써
도덕적 완성의 이상을 향해 무한히 전진해나가야 함을 칸트가 강조했다
는 점은 ‘초월과의 관계’ 영역의 정당화와 내용 구성에 큰 함의를 준다.
도덕적 진보의 과정으로

칸트에게 도덕적 진보는 ‘초월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 완전을 위한

분투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듯, 그 ‘분투’

는 인류 역사 지평 위에서의 공동체적 노력을 포괄한다. 칸트는 『종교

“

론』 제2논고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 안

놓여 있는 선의 싹을 한낱 방해 없이 발전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고 “우리 안에 있으면서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악의 원인을 무찌르
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294) 그리고 제3논고에서 이는 “통합된
힘으로써 악에 대항하는 …… 사회의 건설과 확산/전파”295)를 통해서만
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사회를 윤리적 공동체라고 말한다. 그리

국

고 이는 법과 제도를 통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 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건설하고

확산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려 분투노력에 포함되어야 할 목표가 된다.

사회 건립은 선으로 나아가 는

맥락에서 ‘초월과의 관계’는 내적 도덕성 함양을 넘어 사회적 실
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296)
오늘날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은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
칸트의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불

비판 A7 =Ⅴ ; pp
B 7= 7; p
B = ;p
세
세
맥락
표
맹
王 政治
화
화 김병환
강
7 pp
p 참조

7

293) 『실천이성
』,
2 42
.10 -108.
294) 『종교론』, 6 Ⅵ5
.239.
295) 『종교론』, 129 Ⅵ94 .296.
296) 무실체론적 계관과 현 지향적 계관을 토대로 공동체적 실천을
하는 동양
윤리사상의
에서는 ‘초월과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모 이 낯설지 다.
대 적인 예로 자에게 하늘의 뜻(
)은
성의 뜻(
)이 , 이는 도정치
( 道
)를 통해 현실 된다. 패도( 道)를 극복하기 위한 혁명은 하늘에 의해 정
된다.(
, 『동양윤리사상 의: 동양윤리사상에 대한 새로운 시 』(서 : 새문
사, 201 ), .12-30, .148
)

세

天意
悖

곧백

습
民意 며

강조

왕

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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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않

당

緣起), 보살(菩
薩) 등의 교리를 근거로 불교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297) 기독교의 맥
락에서도 1974년 “로잔 국제 대회” 이후 사회적 관심, 사회 참여를 강조
하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298) 이러한 종교 내 사회 참여
적 관점은 현실의 구체적 문제를 초월하여 마음의 평정을 이루고 삶의
의미를 개인적 차원에서만 발견하려는 세태를 비판하며, 오히려 ‘초월과
의 관계’를 통해 현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적으로 각성된 인간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
를 꿈꾸고 그것의 건설에 자신의 생애를 던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칸
교는 사회

참여적

석 여지가

관점에서 재해 될

있는 연기(

트가 『종교론』에서 신을 통한 최고선의 실현을 희망하는 자가 수행해
야 할 도덕적 진보의 의무를 이상적 공동체의 실현 과정으로 설명하는

7 박 호 「 국
」 국
박 호
세
곧
임

–

29 ) 수 , 한 불교사회운동의 이해
교리적 근거와 역사적 전개과정을 중심으
로 , 한 종교사회학회, 『종교와사회』, 제1권 제1 , 2010.
수 는 불교적 계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연기 개념이 나와 무관해 보이는 사
회문제들이
나의 문제 을 깨닫게 해준다 고 주장한다. 한 대승불교에서 이상적
인간상으로 상정되는 보살이 현실
를 통해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
하는 ‘하 중생(
)’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을
한다.(105-10 ) 그리고
이 두 교리를 통해 불교의 이상과 가치체계를 내면 하고, 이를 불교적 방법에 의해
구체적인 일상의 생 속에서 실현함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시 는 것에서
발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근본적으로 혁시 는 포괄적이고 간 적인 사회
운동의 방식을 취하는 (103) 불교사회운동을 정
할 수 있다고 본다.
298) 네 리치, 신현기 역, 『사회적 하나님: 교회는
사회에 관심을 둘 수 에 없
는가』(서 : 청림
, 2009), .18
.
성공회 사제이자 계적 영성 신학자 가운 한 사 인 네 리치는 현대 종교(
히 기 교)에 만연한 초월에 대한 열망 (114)이 일 적인 인간 계를 무시함으로
평 와 역정 성취를 얻으 는 ‘초영성’의 위험 (138)을 초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영성에 근거한 거짓 관상(
i )이 인간 공통의 고 와 갈 으
로부터 러서게 할 뿐만 아니라, 의식을 둔 시 고 영적 목을 자아내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지 하게 한다 (9 )고
한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영성을
지닌 사 은 부와 권력의 불평 , 경제력의 집중, 가 한 지역의 증가 와 같은 문제
를 단지 우발적인 점 이 아니라 불의가 직 된 사회에서
수 있는 불가 한
요소들 로 파악한다.(92-93) 그리고 진정한 관상은 점 게 내적 평안이나 갈 해결
을 추구 하지 고,
진적 정 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전복적 행동 으로 이어진
다.(95)

미”

여
케 스

화

울

下化衆生
“
활

”
출판
세
“

“

호

”

참여

써

p 참조

데

화

변 키
당화
왜

“
또

강조

7

변화 키

출

접

밖

람 케 스
특
독
”
“ 반
세
써
화
려
”
래
contemplat on “
뇌 등
물
화 키
맹
못
” 7 비판
람 “
등
난
”
“
오 ”
“
조 화
볼
피
”
“ 잖
등
” 않 “급
화”
“
”
- 98 -

맥락과 맞닿아 있다. 위와 같은 현대 종교 내 담론과 ‘초월과의 관계’의
공동체적 함의를 제공하는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을 반영한다면, 도덕
과의 ‘초월과의 관계’ 영역은 제1영역뿐만 아니라 제2,3영역까지 포괄하
는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299)

박찬

“ 순 세

299)
구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최종적인 결실을 희망하는 칸트의 도덕이 단 히
계를 ‘이해하는’ 사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계를 ‘
시 가는’ 실천이
성의 영역 에 속해 있음을
한다.(
구, 칸트와 트
타인의 종교 이해 ,
한 칸트학회, 『칸트연구』, 제15집, 2005, .15 .)

국

”

변

강조

박찬 「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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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변화 켜
비 겐슈

」

Ⅵ. 결론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칸트의 윤리학과 역사철학 사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진보 개념의 상충을 칸트 『종교론』의 관점에서 종합하고자 하

였다. 칸트 윤리학에서 인간은 도덕법칙을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존
재이다. 칸트는 인간에게 도덕법칙 그 자체가 인식될 수는 없지만, 실천
이성에 의해 그 실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의무는 가능을
전제한다는

맥락에서

인간 의지의 자유

또한 정당화한다.

칸트는 행복

추구와 같은 경향성의 원리는 결코 도덕의 원리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한
다. 하지만 인간은 행복에 대한 관심을
복의 추구가

끊을

수 없는 존재다. 칸트는 행

곧 악은 아니며, 오히려 덕과 행복이 결합된 최고선의 이념

은 인간이 실현해야 할 의무 중 하나라고 본다.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 완전성을 갖추

런데

는 일이다. 그

도덕적 완전성의 성취에는 무한한 수양이 필요하고,

세

이를 위해서는 무한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칸트는 내

에서도 무한히 선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영혼불멸 개념을 요청한다.

비례하는 행복이 주어지는 일은 신을 통해서만 실현 가
능하다. 따라서 칸트는 신의 현존 또한 요청한다. 이제 인간은 내세를 통
해서라도 도덕적 완전성이 달성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신에
의해 최고선이 실현된다는 도덕적 신앙을 토대로 이를 희망할 수 있는
품격, 즉 도덕적 완전성을 갖추기 위한 도덕적 진보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지만 도덕성에

한다. 이상과 같이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적 완성을 향한 도덕적 진보의
의무는 도덕법칙을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개별 인간의

놓여 있다.
그런데 칸트 역사철학에서 도덕적 완전성의 성취는 개별 인간이 아닌
인류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설명된다.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소
질은 완전히 발현되도록 의도되었다는 목적론적 자연관을 토대로, 그는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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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자연소질들은 완전히 계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자연소질의 완전한 계발은 개
별 인간 차원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칸트는 이를 인류 차원의

화

과제로 설정한다. 이때 역사는 인류가 ‘도덕 ’의 단계로 점차 진보해나

화

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도덕 ’ 단계는 법과 제도를 통해 최대한의 자

화국들이 국제 연맹을 맺어 전쟁 없는

유를 보장하는 공

실현시킨 상태이다.

많은 학자들은 자율성을 전제로 완전성 성취의

화

영원한 평 를

책임을 개별 인간에게

지우는 윤리학의 입장과 개별 인간 차원에서는 도덕성을 포함하는 자연

순

소질의 완전한 계발이 불가능하다는 역사철학의 입장이 서로 모 된다고
지적해왔다. 윤리학과 역사철학 모두 도덕적 완전성이 도덕적 진보의 목

표라는 점은 공유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
하느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종교론』은 개별 인간
의 도덕 실천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칸트 윤리학의 근본 입장을 고수하
면서도, 공동체를 통해서만 악의 극복과 선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다는 점에서 도덕적 진보 개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
공한다.
『종교론』 제1논고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본성적으로 악하다. 이는 모

든 인간이 ‘도덕법칙으로부터의 때때로의 이탈’이라는 원리를 자유롭고

미

의도적으로 준칙의 최상의 원리로 채용한다는 것을 의 한다. 이와 같은
인간의 선천적인 근본악은 결코 근절될 수 없다. 하지만 칸트에 따르면
도덕법칙은 그것의 극복을 명령한다. 따라서 근본악은 극복될 수 있어야
만 한다. 근본악의 극복은 모든 준칙에서 도덕법칙만을 최상의 유일한
의지 규정의 원리로 채용하기를 결심하는, 단 한 번의 심정의 혁명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예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

래

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 그 서 칸트는 인간에 있어서 심정의 혁명은 전
생애를 통한 선으로의 무한한 진보의 과정을 통해서만 유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겸손히

心

자신의 개심(改 )을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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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런데 심정의 혁명을 통해 악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심정의 혁명이 곧바로 모든 상황에 도
그

덕법칙의 원리만을 완벽하게 적용하는 도덕적 완전의 상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완전성의 이상과 비교하여 인간은 여전히 악할 수밖
에 없다. 제2논고에서 칸트는 인간이 결코 도덕적 완전성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보다 철저히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신의 현존을 요청한다. 시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

여 전지(全知)한 신은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직관할 수 있다. 따라서 불완
전한 상태로 삶을 마감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심정의 혁명 이후 그
것을 확증하는 도덕적 진보의 삶을 살아냈다면, 은총 평결에 의해 신으
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윤리학 주저에서 칸트는 도덕적 진보 개념에 완전성의 성취를 포함시

키고 그 가능성 확보를 위해 영혼불멸을 요청한다. 그런데 『종교론』에
서는 더 이상 불멸하는 영혼을 통한 완전성의 성취와 같은 내용이 등장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후기 역사철학 논문이자 칸트의 종교 관련 논문
중 가장 마지막 글에 해당하는 「종말」에서는 내세에서 영혼의 무한한
전진을 통해서도 도덕적 완전성은 결코 성취될 수 없으며, 인간의 도덕
적 마음씨는 현세에서 확정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심
정의 혁명과 그 이후 도덕적 완전성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노력으로
구성되는 현세의 삶 전체이다. 이를 통해서만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선하다 인정받기를 희망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칸트는 악의 극복과 선의 승리를 위해 보다 전

접근을 취한다. 그는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악의 성벽이 다른 인
간과의 관계 안에서 더 잘 발현된다고 본다. 악의 승리를 조장하는 공동
략적인

체 안에서 개별 인간은 결코 선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악의 극복과 선의 승리는 악의 원리에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사회, 즉 윤
리적 공동체의 건설과 확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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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전 인류에게 부과된 의무가 된다.

등장하는 윤리적 공동체 개념은 인간의 마음씨를 직관하
는 신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동체와 구분되지만, 정치적 공동체
의 구성원들로 성립된다는 점에서 이것과 결코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
다. 또한 칸트는 정치권력과의 자유로운 관계가 보장될 때에만 자율성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윤리적 공동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
서 윤리적 공동체를 건설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실
현되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
제3논고에서

다. 칸트는 제3논고에서 최고의 윤리적 선은 공동체적 선이라고도 주장

세워 공동체적 선으로서의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
한다. 그리고 이를

촉진하는

체계를

다.
『종교론』에서 선을 향해 무한히 도덕적으로 진보해나갈 의무는 개별
인간의 내적 차원뿐만 아니라 외적 차원으로도 확장된다. 두 의무를 철
저히 수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인간은 자신이 도덕적 진보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만 은총 평결
과 최고선의 실현

또한

희망할 수 있다. 도덕적 진보의 개별적 차원과

화

공동체적 차원은 더 이상 불 하지

않는다.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은

개인과 인류 두 차원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간의 사명이다.
제5장에서 연구자는 『종교론』을 통해 종합된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

였

념이 가지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은 인성 대 시민성, 인성교육 대 시민교육의 불필요한

오늘날의 인성, 인성교육 관련
담론은 개별 주체의 인격 완성에 방점을 찍는 도덕성과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시민성 모두를 포괄한다. 하지만 ‘인성’
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특정 덕목 및 역량으로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그것들 중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여러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 칸트에게서 ‘인간다움’은 실천이성과 인격성의 실
대립을 지양하고 양자를 매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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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즉 도덕성의 실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칸트는 도덕성의 실현
을 선으로 무한히 전진해나가는 도덕적 진보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하지
만 이 과정에는 매

순간

려

도덕법칙에 따르 는 노력뿐만 아니라 그것의

높이는 인류 차원의 노력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
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은 추상적인 인성, 인성교육 개념을 보다 구체화
가능성을

하면서도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는 인성과 시민성을 포괄할 수 있다.
둘째,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은 도덕과의 ‘초월과의 관계’ 영역(제4
영역)이 ‘나 자신과의 관계’(제1영역)뿐만 아니라 ‘타인 공동체와의 관계’
(제2,3영역)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
공한다. ‘초월과의 관계’ 영역에 관한 연구와 실제 교육과정에서 제4영역
을 구성하는 내용은 대체로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실천 그리고 종교가
제공하는 사적 차원의 유익, 그리고 종교가 야기하는

여러 갈등 해결 등

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칸트는 최고선 실현의 차원에서 초
월적 존재인 신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덕적 완성의 이상을 향해

믿음을 토대로 인간은 도

끝없이 도덕적으로 진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우리는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을 ‘초월과의 관계’ 속에서

분투 과정으로도 이해해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칸트에 있어서 도덕적 진보의 분투 과정은 인류 역사 지
도덕적 완전을 위한

평 위에서의 공동체적 노력을 포괄한다. ‘초월과의 관계’는 내적 도덕성
함양을

넘어

밖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에 없는 것이다. 종교계 내에

여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무르려는 세태를 비판하고,
관계’는 각 개인들로 하여금 이상사회 건설에 자신의

서도 현실을 초월하
진정한 ‘초월과의
생애를

던지게 만든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초월과의 관계’

의 공동체적 함의를 제공하는 칸트의 도덕적 진보 개념과 위와 같은 종
교적 입장을

반영한다면,

도덕과의 ‘초월과의 관계’ 영역은 제1영역뿐만

아니라 제2,3영역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전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칸트는 우리가 신의 은총에 의해 의롭다 여겨지고 최고선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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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실현될 것을 희망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인간이 완전에 도 하

렇
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도덕법칙

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철저할 때에만 그러하다. 그 다면 인간
만을 의지규정의 최상의 유일한 원리로

삼겠다고

결단할 수 있다. 그리

고 평생의 삶으로 그 다짐을 확증해나갈 수 있다. 전 생애에 걸친 노력
은 내면의 덕을

쌓아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 공동체의 건설과 확산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윤리적 공동체를 통해서만 악의 극복과 선
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적 공동체의 수립은 자유
국가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공동체
를 세우는 과제 또한 인류에 대한 의무로서 인간에게 부과된다. 도덕적
존재로서, 역사적 존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겸허히 이루어나갈
때 인간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비
에

로소 인간은 완전을 희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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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oral Progress
in Kant’s Thought
-

focusing on Religion -

Yoon, Junsik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ynthesize the conflicting concept of
moral progress between Kant’s ethics and philosophy of history from
the point of view of Kant’s Religion. Many Kant researchers have
pointed out that Kant’s view of ethics, which imposes the duty of
moral progress on moral perfection to the individual until it postulates
the immortality of the soul, contradicts the viewpoint of Kant’s
philosophy of history ─ that individual humans cannot fully develop
moral predisposition. Religion provides a clue to comprehensively
grasping the concept of moral progress in the sense that it maintains
the fundamental position of Kant’s ethics with autonomy as its core,
but argues that it is possible to overcome evil and win good by
means of the community alone.
In the first article of Religion, Kant argues that human beings are
- 112 -

evil in nature. According to him, the radical evil of human beings is
innate, which can never be eradicated, but the moral law commands
its overcoming. Therefore, radical evil must be able to be overcome.
Overcoming radical evil is possible only through one-time revolution
in the disposition of the human being that decides to adopt the moral
law as the supreme principle of maxims. However, this cannot be
empirically verified because it is done on a intelligible level.
Therefore, a revolution in the person’s disposition can only be
inferred through the process of infinite progress towards the good
throughout one’s whole life.
Even if a human being has achieved a revolution of disposition, the
person can never reach the moral perfection that applies the principles
of moral law to all circumstances.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Kant postulates the presence of God in the second article.
God, who is omniscient can intuit the whole life of a human being.
Thus, even a human who dies in morally imperfect state can expect
to be justified by God’s decree of grace if he has lived a morally
progressive life that confirms it after the revolution. Now, not the
achievement of moral integrity itself, but the process of moral
progress throughout the entire life, and the thorough efforts for it,
are important.
Kant presents a more strategic approach to overcoming evil and
winning good in the third article. He sees that the propensity of evil
in human nature is better expressed in relation to other human
beings. It is said that the overcoming of evil and the victory of good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construction and diffusion of a
society that opposes the principle of evil, that is, an ethical
community. Therefore, creating an ethical community is an obligation
- 113 -

mposed on all mankind.
Kant presents the guarantee of free relations with political power
as one of the requirements that must be met in order for an ethical
community to form. In other words, in order to carry out the duty of
constructing and expanding an ethical community, we must do our
utmost to create a political community that realizes maximum
freedom. As we can see above, the duty of infinitely and morally
advancing towards good extends to the external dimension as well as
to the inner dimensions of individual human beings in Religion.
Moral progress is the human mission that should take place in both
each individual and humankind.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Kant’s concept of moral
progress, synthesized through Religion, are as follows. First, Kant’s
concept of moral progress can mediate the two, avoiding the
unnecessary confrontation between character and citizenship, character
education versus civic education. Second, Kant’s concept of moral
progress can be grounded in the claim that the ‘relation with
transcendence’ domain should be reconstructed in a form that
encompasses the ‘relation with others community’ area as well as the
‘relation with oneself’.
i

keywords : moral progress, moral perfection, radical evil, revolution
of disposition, decree of grace, ethical community, character education,
relation with transcendence
Student Number : 2015-21593

- 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