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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칸트 윤리학이 가진 실질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에
바탕을 둔 교육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칸트 윤리학은 형
식주의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의 규칙을 제시해 줄 수 없고 실제적
인 도덕 실천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칸트는 비판기
이후 윤리학인 덕론에서 덕 개념과 덕의무 개념을 통해 도덕 실천이 실
제로 어떻게 가능한지 논하며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시한다. 이러한
덕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칸트의 교육론은 덕의 함양과 덕의무 수행을
포함하는 덕의무 교육 체계로 규정될 수 있다.
덕론에서 덕 개념은 ‘투쟁 중에 있는 도덕적 마음씨’로 정의된다. ‘도덕
적 마음씨’란 불완전하고 넓은 의무임에도 도덕적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
고자 하는 선한 마음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쟁 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덕이란 자연적 경향성과 같이 선천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
이 아니라 후천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칸트는 인간이 구체적
인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지의 선함뿐만 아니라 의지의 강
함인 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덕의무 개념은 ‘동시에 의무인 목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우
리가 의무로 삼을 수 있는 목적을 의미한다. 이는 의무라는 행위의 형식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무지워진 내용으로서의 목적 개념을 내포한
다. 이러한 목적은 실천이성의 개념들 안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의무로
부터 찾아질 수 있는 보편화 가능한 목적, 즉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이
다. 칸트는 의무 개념을 인간성을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소극적
이고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 인간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라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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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덕과 덕의무 개념은 도덕 원리의 실제적 적용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교
육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윤리학과 교육이론의 통합적인 체
계를 통해 덕의 함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덕의무의
내용들이 어떤 체계를 통해 가르쳐져야 하는지 논할 수 있다.
덕의무 교육 체계는 교육의 단계에 따라서 기초적인 도덕성 형성을 목
표로 하는 훈육 단계, 자연적인 완전성을 추구하는 문화화 단계, 교제의
덕과 마음의 감수성을 통해 사회적 완전성을 갖추는 시민화 단계, 도덕
적 완전성과 도덕적인 우애를 목표하는 도덕화 단계로 구성된다. 또한
덕의무 교육 체계에서 제시되는 교육의 방법은 교육의 단계와 일관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이성의 발달에 맞추어 최초에는 교사가 덕의 실례가
되어 학생으로 하여금 덕의무 수행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문답
식 교습법과 대화식 교습법, 그리고 완강함과 유쾌함을 바탕으로 한 덕
수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칸트 덕론과 덕의무 교육은 두 가지 도덕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칸트의 덕론과 덕의무 교육 체계는 도덕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둘째, 칸트의 덕론과 덕의무 교육 체계는 도덕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서 학교 공동체의 중요성과
도덕교사의 역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어 : 칸트 덕론, 덕, 덕의무, 칸트 교육론, 도덕화, 덕의무 교육
학 번 : 2016-2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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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도덕은 언제나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과 문명이 아무
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외가 아닌데, 그러한 발전이 곧 인류의
도덕적 성숙까지는 담보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도덕

년

태 범

적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청소 의 비도덕적 행 와

죄가 급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도
덕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현실도 이를 잘
보여준다.

속에서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제시하는 윤
리 사상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제공한다. 칸트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
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법칙을 선험적인 형식인 정언명령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서 인간성을 제시한
다. 도덕성과 인간성이라는 최상의 가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무는 우
리가 겪는 현실적인 도덕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출발점이자
이러한 현실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칸트 윤리는

많은

비판에

직면해왔다.

구체적인

행위의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 오로지 동기

결과를 무시한다는 동기주의에 대한 비판, 인간의 경향성
과 행복을 도외시한다는 비판,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엄격한 도덕주의에
대한 비판 등이 그것이다.1) 이러한 비판 중에서도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
만을 중시하고

1)

박찬구,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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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서광사,

2014),

험

출발한 칸트 윤리 사상의 근간을 뒤
흔드는 비판이다. 근대 윤리학 전반을 비판하며 현대 덕윤리를 부활시켰
다고 평가받는 매킨타이어의 비판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
킨타이어는 칸트의 윤리에서 도덕성이 단순한 규칙 준수 이상을 의미하
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2) 이는 곧 칸트의 윤리 사상이 구체적 행
위의 두 구성요소인 형식과 질료 중 단지 형식에만 주목하여, 그 안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3)
본 연구는 칸트 윤리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비판이 칸트 윤리의 단편적인 차원에 해당할 뿐임을 지적
하고자 한다. 분명 칸트가 자신의 비판기 윤리 사상을 전개하며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윤리형이상학 정초와 실천이성비판으
로 대표되는 칸트 비판기 윤리의 목적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성의
근본 원리를 찾는 것에 있었고, 그 답이 바로 선험적인 형식이기 때문이
은 도덕법칙의 선 적 형식으로부터

다. 대부분의 칸트 윤리에 대한 연구나 비판 역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그러나 칸트는 후기

저술인 윤리형이상학에서 보다 실질적이

고 구체적인 도덕적 규칙까지도 자신의 윤리 체계에 포함하고 있다. 또

엮어놓은 책 교육론에서도 칸트의 실질적인
윤리학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되었
던 칸트 윤리 비판에 대한 답변을 이 두 권의 저술에서 찾아보고자 한
한 칸트의 교육학 강의를

다.
본 연구는 두
첫

저술에

대해 두 가지 연구

틀을

였

바탕으로 접근하 다.

번째 연구 틀은 칸트 비판기 이후의 저술인 윤리형이상학을 비판기
쪽참
매킨

129-136
조.
2) 알 스데어
타이어, 이진우 역, 덕의 실 (서 : 문예 판사, 1997),
347 .
3) 덕수, ｢칸트의 도덕형이 학에서 ‘동시에 의무인 목적’｣,  학논  제68
(새한 학회, 2012), 128 .

김
집

래
쪽

철

상

상
쪽

- 2 -

울

출
철 총

상

윤리 사 을 완성하는

저작으로, 즉 비판기 윤리와 하나의 윤리 체계를

형성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상

윤리형이 학은 그간 칸트 연구에서

였

등한시되거나 심도 있는 연구가

저작이 칸트의 비판기 윤리와 어떤 관계에 놓
여 있는지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관점을 취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이다.4) 첫 번째 관점은 ‘비판기와 비판기 이후의 저술은 각각 단
절된 것으로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비판기 저작에서 제시된
도덕의 형식적 원리와 비판기 이후 저작에서 제시된 도덕의 실질적 내용
이 모순된다고 여기며 비판기 이후의 윤리 사상을 폐기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 관점은 ‘비판기 이후 저술은 비판기 저술에 대한 칸트 자신의
방어적 대응으로 보완 및 수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앞선 관점보
다는 비판기 이후 사상에 대해 관대한 입장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두
관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두 관점 모두 칸트의 전체 사상을 분절적
으로 이해하며 각 시기를 단계적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리
에 의한 참된 철학 체계는 오직 ‘하나’만이 가능”5)하다고 스스로 언급하
는 칸트가 비판기와 그 이후의 윤리 사상을 단절시키며 별개로 전개했으
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세 번째 관점, 즉 ‘비판기 이후의 저술은 도덕철학의 완성의
관점에서 예비한 것’이라는 입장에 주목하였다. 이 입장은 칸트가 비판기
에 경험적·우연적 요소에 대해 일절 고려하지 않고 도덕의 제1원리를 발
견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었으나, 이미 그것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나
실질적·구체적 내용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이

석 김태
철
쪽참
누엘
백
Ⅵ
상 번

찰
철
울 카넷
쪽

집 (대동
쪽/BⅥ=

4) 이원 ·
경, ｢칸트 덕윤리의 연원에 대한 고 ｣, 대동 학 제78
학회, 2017), 33-38
조.
5) 임마
칸트, 종현 역, 윤리형이 학 (서 : 아
, 2012), 112
207. 이하 윤리형이 학, 역본 수 원전 수.

상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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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엿볼 수 있다. 즉, “장차
윤리 형이상학을 저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정초를 먼저 출간한
다.”6)거나 “나는 의무들의 분류를 장차의 윤리 형이상학을 위해 전적으
로 미뤄두는 바”7)라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표현이나, 학문의 체계와
비판의 체계를 구분하며 “[의무의] 분류는 여기서 학문의 체계에 속하는
일이지 비판의 체계에 속하는 일이 아니다.”8)라는 실천이성비판의 언
급은 모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무의 규정을 윤리형이상학이라는 새
로운 저술에서 제시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판기 이
후 저술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법이 칸트의 윤리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
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르면 윤리형이상학 덕론의 첫 번
째 항목인 윤리학적 요소론은 비판기부터 이어져 온 칸트의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목적인 의무’로서 덕의무
관점은 그의 비판기

라는 개념을 통해 형식적 의무에 바탕을 둔 실질적 목적을 제시하여 칸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틀은 교육론에 나타난 칸트의 교육이론이 칸트 윤리학
체계의 맥락에 포함된다고 파악하며, 그런 점에서 윤리학의 관점에서 고
찰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리학과 교육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두 학문의 관계 정
립은 둘로 구분될 수 있다.9) 하나는 이 둘의 관계를 윤리학적 숙고의 맥
락 내지는 하나의 윤리학 체계의 맥락에서 성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
트의 윤리 체계를 완성하는

나는 이 둘의 관계를 교육학적 숙고 내지는 체계적인 교육학 개요와 관

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정초 (서울: 아카넷, 2005), 72쪽
/BⅩⅢ=Ⅳ391. 이하 윤리형이상학 정초, 번역본 쪽수/원전 쪽수.
7) 윤리형이상학 정초, 133쪽/B53=Ⅳ421 각주.
8)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 (서울: 아카넷, 2009), 59쪽/A15=
Ⅴ8. 이하 실천이성비판, 번역본 쪽수/원전 쪽수.
9) 안네마리 피퍼, 진교훈·유지한 역, 현대윤리학 입문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9), 134-147쪽 참조.
6)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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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논의하는 방법이다. 칸트는 교육의 최종적인 과제가 인간을 인간

드

촉진하며 학생들
이 윤리적 자유의 이념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는 교육의 궁
극적 목적을 도덕에 둠으로써 교육학을 윤리학 체계의 맥락에서 성찰하
으로 만 는 것, 즉 선의 소질을 규칙에 의해 유지하고

고자 하는 전자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칸트는 덕론에서 덕이란

상 생래적일 수 없고 취득되어야 하는 것, 즉 “가르쳐질 수 있고
가르쳐져야만”10)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덕론 체계의 두 번째 항목을 덕
그 개념

의 교수법과 수행법을 담은 윤리학적 방법론에 할애한다. 여기에서 칸트
는 교육의 전체적인 목적이나 필요성, 교육의 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

않지만, 윤리학의 체계 내에 교육이론이 포함되는 지점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칸트가 생각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덕론
에서 드러나는 교육이론에 대한 관심은 칸트의 교육이론이 칸트 윤리학
시하고 있지는

체계의 일부로서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덕론과 교육론의 종합

겠

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하 다.

면 두 연구 틀을 따라 본 연구는 윤리형이상학에서 제시되
는 덕론을 칸트의 비판기 윤리 사상과 연결지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
로 칸트의 교육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칸트 덕론의 문제의식이 비
판기 윤리로부터 어떻게 따라 나오는지 살피고, 이를 통해 덕론에서 제
정리하자

시된 덕 개념과 덕의무 개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나아가

드러나는 칸트의 교육이론을 고찰함으로써 덕론의 체계 내
에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 덕의무 교육의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칸트의 윤리 사상과 교육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교육론에서

본 연구의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상

10) 윤리형이 학, 593

쪽/A163=Ⅵ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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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1. 칸트의 덕론에서 덕과 덕의무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
한다. 이를 통해 비판기 이후 칸트 윤리학이 도덕 원리의 현실적인 적용

심

었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도 주목했음을 밝힐 것이다. 이는 칸트 윤리학의 체계를 올바르게
고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그 체계 안에 교육 이론이 포함될 필요
과 실천에 관 을 두 으며, 의무의 형식적인

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표 2. 칸트의 덕의무 교육 체계를 구체화한다. 칸트가 교육론
에서 제시한 교육 개념과 교육 체계를 윤리학적으로 해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덕의 함양과 덕의무 수행을 포함하는 덕의무 교육의 체계를 제
시할 것이다. 이는 칸트의 윤리학과 교육이론을 종합하는 하나의 체계로
서, 칸트 윤리가 내포하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측면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것이다.
연구목표 3. 칸트의 덕론과 덕의무 교육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덕교육

출

적 함의를 도 한다.

앞선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규명한 덕 개념과 덕의

무 개념, 그리고 덕의무 교육 체계와 교육적 방법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덕교육의 현실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 논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칸트의 비판기 이후 윤리학인 덕론을 그것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덕 개념과 덕의무 개념을 중심적으로 이해하며, 칸트의 교육
이론을 통해 덕의무가 어떻게 교육될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헌

l terature review)
방법을 활용한다. 주요 연구 자료로는 칸트의 주요 저술들과 관련 연구
들을 활용한다. 특히 칸트 덕론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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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i

저술인 윤리형이상학을 살펴볼 것이고, 칸트 교육이론과 관련
하여 교육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덕론을 비판기
윤리 사상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윤리형이상학 정초와 실천
이성비판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칸트 원전은 다양한 역자의 번역본이
출간되어 있으나 백종현의 번역본을 주로 활용하고, 교육론의 경우 박
찬구의 번역본을 활용한다.
연구의 전개에 있어서 Ⅱ장에서는 칸트 덕론에서 제시된 덕 개념과 덕
의무 개념에 대해 탐구한다. 1절에서는 칸트 덕 개념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칸트에게 있어서 덕 개념이 비판기 윤리학으로부터 그 연
트 후기

원을 갖는 개념임을 규명하고, 비판기 이후 윤리학이 칸트의 전체 윤리

찰
관련하여 덕 개념의 의미를 보다 상세하게 논하고 덕의무 개념을 도출할
것이다. 2절에서는 칸트 덕의무 개념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동
시에 의무인 목적’으로 표현되는 덕의무 개념을 목적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칸트 윤리학이 내포하고 있는 실질적 성격을 보일 것이다. 다
학 체계 내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무의 구분과

음으로 덕의무와 마음의 감수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덕론에서 인

절

간의 마음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3 에서는 덕의무의 종류

살펴볼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로 나누어 덕의
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4절에서는 Ⅱ장
전체에서 다룬 덕 개념과 덕의무 개념이 교육될 필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덕의무 교육 체계로 나아갈 것이다.

Ⅲ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논의된 칸트의 덕 개념과 덕의무 개념을 바탕

으로 덕의 함양과 덕의무 수행에 관한 실제적인 교육 체계를 제시하고자

먼저 1절에서는 예비적인 논의로서 칸트 교육론의 구조를 살펴
볼 것이다. 칸트가 제시한 교육 개념과 교육 체계를 살펴보고, 덕의무 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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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절

육 체계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지 고 하고자 한다. 2 에서는 덕의무
교육의 단계를 제시할 것이다. 교육론의 교육 단계에 따라 훈육 단계,

누

문화화 단계, 시민화 단계, 도덕화 단계로 나 어 덕의 함양과 덕의무 수

별

절

행이 단계 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화할 것이다. 3 에서는
덕의무 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윤리학적 교수법과 윤리학적 수행법으로

누 살펴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나 어

종합하여 칸트의 덕론과 덕의무 교육에

절

관한 연구가 주는 도덕교육적 함의에 대해 논할 것이다. 1 에서는 도덕
교육의 내용과 형식의 통합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도덕교육에서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칸트의 덕론과 덕의무 교육을 통하여 통

절

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2 에서는 칸트가 제시한 도덕

심

교육의 조건인 학교 공동체의 중요성과 도덕교사의 역할을 중 으로 우
리의 도덕교육적 현실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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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칸트 덕론에서 덕과 덕의무
1. 칸트 덕 개념의 의미
본

절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칸트 덕론에서 제시된 덕 개념의

찰
상
을 살펴봄으로써 비판기 이후 윤리학 체계에서 칸트가 덕 개념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는 덕 개념과
관련되는 의무의 구분을 살펴봄으로써 칸트 윤리학에서 덕 개념이 가지
의미에 대해 고 하고자 한다. 이는 우선 칸트 사 에서 덕 개념의 연원

는 의미를 구체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덕의무 개념에 대한 논의로 나아

겠

갈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 다.
1) 덕 개념의 연원

Tugend)

칸트 윤리에서 덕(
의

개념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칸트 윤리

핵심으로서 집중적으로 연구된 비판기 윤리가 덕 개념을 부차적인 개

념 정도로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가 비판기 윤리학을 통해 목표

던 바는 도덕법칙과 선의지, 의무, 자유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경험으
로부터 독립적인 도덕의 원리를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체계 안에 덕
이라는 개념이 놓일 위치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비판
기 이후 윤리형이상학의 덕론에서 덕 개념을 윤리 이론의 핵심 개념으
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덕론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비판기
저작들에서 언급된 덕 개념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는 군데군데 덕 개념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지는 않는다. 몇몇 구절에 따르면 덕이란 경험(감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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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인 것, 보상, 자기사랑 등)에 근거하지 않는 의무의 이념을 통해 만
날 수 있는 참된 윤리성, 그리고 행복이나 자기 이익과 대비되는 선하고
숭고한 것으로 이해된다.11) 즉 여기에서는 덕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파악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떠한 종류의 참된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확

태

령

가장 명 한 형 로 덕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정언명 의 정식
중 하나인 ‘목적의 나라 정식’12)과 관련된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

“
”13)을 언급하며 덕을 개인
의 도덕적 심성과 동일한 것으로 바라본다. 칸트는 이러한 선한 마음씨
가 곧 인간이라는 이성적 존재자로 하여금 법칙을 수립하고 목적의 나라
기서 칸트는 윤리적으로 선한 마음씨 또는 덕

의 성원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인간
이라는 이성적

치

존재자는 도덕적 심성을 통하여 법칙수립자로서의 존엄성

과 가 를 갖게 되는 것이다.

각

더욱 구체화된다.
칸트는 ‘윤리적으로 선한 마음씨’에 하나의 조건을 덧붙여, “언제든 인간
이 놓일 수 있는 도덕적 상태는 덕, 다시 말해 투쟁 중에 있는 도덕적
마음씨”14)라고 말한다. 이제 인간의 도덕적 마음씨는 단순히 순수한 선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대립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
된다. 그렇다면 덕에 대립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칸트는 이를 자연적 욕
구나 자기애 등의 경향성이라는 말을 통해 표현하곤 한다. 예지 세계의
존재자이자 동시에 감성 세계의 존재자인 우리 인간은 도덕법칙을 의무
덕 개념에 대한 이러한 생 은 실천이성비판에서

상

쪽/B =Ⅳ ;

쪽/B =Ⅳ ; 쪽/B =Ⅳ
립
쪽/B =Ⅳ

11) 윤리형이 학 정초, 104
27 407 142
62 426 172
90 442
조.
12) 한낱 가능한 목적들의 나라를 위한 보편적으로 법칙 수 하는 성원의 준칙
들에 따라 행위하라. (윤리형이 학 정초, 166
84 439.)
13) 윤리형이 학 정초, 160
78 435.
14) 실천이성비판, 168
151 84.

참
“

상

”

상
쪽/B =Ⅳ
쪽/A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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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와 경향성에 이끌릴 수 있
다. 따라서 덕이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이 감성 세계의 일부로서
의 자신을 넘어서 경향성을 극복하고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도덕적 심성
이라 할 수 있다.15) 이처럼 우리의 존재론적 불완전함에서 비롯한 덕의
의미에 대해 칸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로 따르는 것 외에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쓰일 수밖에 없는 실천 이념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가

의지의 이 신성성은 필연적으로 원형으로
이다. 이 원형에 무한히 접근해가는 것이

… 이 원형으로 무한히 나아가는 의지의 준칙
의 진행과 지속적인 전진을 향한 이성적 존재자들의 불변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덕이야말로 유한한 실천이성이 이룩할 수 있는 최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의 것이다.16)

의지의 신성성, 곧 선의지는 인간의 도덕성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인간이 제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신성성으로 표현되는

순수한

결코 도달할 수 없으며,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오로지
덕이다. 즉 비판기 윤리에서 칸트가 생각한 덕은 경향성에 휘둘릴 수 있
는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서 비롯한 결코 순수하거나 신성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끊임없이 경향성과 싸우며 선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도덕적 마음씨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론적 윤리학의 부
도덕성에는

수적인 요소 정도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주지하듯이 비판기 윤리에서 칸

던 바는 어디까지나 도덕성의 최고 원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확립하고, 그것이 인간의 경험적 본성과 무관하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
한 탐구이기 때문이다.17)
트가 목표했

쪽/A154-155=Ⅴ86-87.
쪽/A =Ⅴ32-33.

15) 실천이성비판, 170-171
16) 실천이성비판, 9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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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인 윤리형이상학
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칸트는 법론(Rechtslehre)과 덕론(Tugendlehre)
이라는 두 주제를 다루며, 본래적으로 윤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덕론에서 다룬다.18) 덕론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칸트의 비판
기 이후 윤리학 체계에서는 덕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덕(Tugend)이란 그 어원상 숙련성, 유능함, 탁월함, 힘, 강함, 용기 등
의 의미를 가진다.19) 이에 따라 칸트는 “무릇 하나의 강력하되 부정한
적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숙고된 결의가 용기(勇氣)이며, 우리 안의
윤리적 마음씨의 적과 관련해서는 덕(德, 道德的 勇氣)”20)이라거나 “결의
의 강함[굳셈]을 본래 오로지 덕(德)이라고 일컫고”21) 등의 구절들을 통
해 덕의 의미를 밝힌다. 다시 말해 덕이란 앞서 비판기에서 제시되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마음, 곧 ‘투쟁 중에 있는
도덕적 마음씨’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투쟁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지켜낼 필요가 있는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칸트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밝힌다.
덕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후기 윤리학

김 배

상

집 국

17) 수 , ｢칸트의 도덕 형이 학과 형식주의｣, 칸트연구 제2 (한 칸트
학회, 1996), 49
조.
18) 칸트에 따르 고전적 의미의 윤리학( i )은 의무들에 대한 이론 일반을
의미하는데, 의무가 외적 법칙들 아 에 있는 의무와 그 지 은 의무로 구
분 에 따라 의무이론은 법론(
)과 덕론(
)을 포함한다.
그 데 오
은 법과 윤리가 구분되며 윤리학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덕론에
한정되는 만 , 일반 의무이론은 그 아 에 법론과 덕론( 윤리학)이 놓이는
체계로 다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칸트는 윤리형이 학에서 덕론을 윤리학
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듯 보이지만, 칸트 비판기 윤리학과 비판기 이후
윤리학을 구 하여 할 때는 비판기 이후 윤리학을 덕론이라고 하기로 한
다. (윤리형이 학, 456
1 379 조.)
19) 윤리형이 학, 458 역자 주 조.
20) 윤리형이 학, 458
4 380.
21) 윤리형이 학, 473
21 390.

됨
런

쪽참
면

늘날
큼

Eth k
래
Rechtslehre
래

별 칭
상
쪽/A =Ⅵ 참
상
쪽
각 참
상
쪽/A =Ⅵ
상
쪽/A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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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 않
Tugendlehre
=
상

칭

덕은 인간의 의무 수행에서 그의 준칙의 강함이다.—모

복

런

든 강함은 오직

그것이 극 할 수 있는 장해들을 통해 인식된다. 그 데 덕의 경우에 이

결의와 충돌할 수 있게 되는 자연본성적 경향성들이다.
인간은 그 자신이 이러한 장해들을 가지고 자기의 준칙들을 훼방하는 자
이므로, 덕은 한낱 자기강제—무릇 하나의 자연경향성이 다른 자연경향성
을 억제하려고 애쓸 수 있을 터이니—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적 자유의
장해들은 윤리적

원리에 따르는 강제, 그러니까 의무의 형식적 법칙에 따르는, 자기 의무
의

순전한 표상에 의한 강제이기도 하다.22)

켜

인간은 실천이성을 통하여 우리가 지 내야 할 도덕성, 즉 도덕법칙을
자기의 의무로 강제한다. 그러나 인간은 동시에 자연적 경향성에
그 의무의 수행에 있어

매여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곧 의무의 이념을 지

키는 것은 언제나 투쟁을 수반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도덕적 마음씨인
덕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투쟁과 그 의지의 강함인 덕은 자기
의지의 법칙이 곧 도덕법칙과 일치하는 신성한 이성적 존재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오직 그러한 충동에 흔들리는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자
인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자기 의무를 준수함에 있어서의 인간 의지의
도덕적 강함” 만이 덕인 것이다. 이처럼 칸트는 비판기에 이어 선 그
자체에 도달할 수 없고 끝없는 투쟁 속에 놓여 있는 인간의 도덕성을 덕
23)

이라는 용어를 통해 표현한다.

심

나아가 칸트는 덕론을 통해 자신의 관 을 도덕성의 원리로부터 도덕

확장시킨다.24) 도덕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선의지와
덕을 구별함으로써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
서 선의지는 선한 의지 그 자체, 곧 “오로지 그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다
자체의 체계로

상
상
김 배앞

쪽/A =Ⅵ394.
쪽/A =Ⅵ405.
쪽

22) 윤리형이 학, 479
28
23) 윤리형이 학, 494
46
24) 수 , 의 논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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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다. 즉 선의지는 경향성과 같은 자연적
본성과 대비되는 도덕적 본성이자 소질로서, 자유의지와 함께 선천적으
로 존재하고 선험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26)
주지하듯 무제한적으로 선한 선의지는 인간에게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게 타당한 도덕성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칸트는 덕론에서 도덕명령의 대상을 자연 존재이기도 한 인간으로 한정
짓는다.27)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의 영향으로 인해 아무
리 선의지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선한 행동으로 나아
갈 수 없는 존재자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라는 존재자에게 있어서 선의
지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매우 약할 수 있다.28)
시 말해 그 자체로 선한 것

따라서 인간에게는 의지의 강함, 곧 덕이 필요하다. 칸트는 종종 덕의

결여가 최선의 의지, 다시 말해 선의지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언급
하곤 하는데, 이는 의지의 선함과 강함은 별개의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
한다.29) 즉 선의지가 선천적이고 선험적인 도덕성이라면, 이를 실제로
도덕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의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연습과

겠

습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덕은 후천적인 도덕성이라 할 수 있 다.30)

상

이 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어째서 비판기 이후 덕을 강조할

상

쪽/B =Ⅳ

25) 윤리형이 학 정초, 79
3 394.
26) 주만, ｢칸트의 덕과 덕-감정｣, 칸트연구 제28 (한 칸트학회, 2011),
39 .
27) 수 , ｢칸트의 덕론은 타 의 윤리인가 – 덕의무 개념에 관한 발전
사적 연구를 중 으로-｣, 칸트연구 제38 (한 칸트학회, 2016), 65-66
조.
28)
i ,
i
vi
,
( .),
i
i
i
(
:
i
iv i
, 2006), .514
. i , .,
i
i
‘ i
i ’,
i
( .),
i
i
(
i :
, 2008), .40-41 조.
29) 윤리형이 학, 498
50 408.
30) 주만, 의 논문, 41 .

맹
집 국
쪽
김 배
율
? “
”
심
집 국
쪽
참
Lara Den s “Kant's concept on of rtue” Paul Guyer ed The
Cambr dge Compan on to Kant and Modern Ph losophy New York
Cambr dge Un ers ty Press
p ; Thomas E H ll Jr “Kant an
V rtue and V rtue Eth cs ” Mon ka Betzler ed Kant's Eth cs of V rtue
Berl n Walter de Gruyter
pp
참
상
쪽/A =Ⅵ
맹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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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었

수 에 없 는지 이해할 수 있다. 칸트 스스로가 비판기 윤리에서 주장
했듯이 도덕법칙의 원천인 선의지가

른 행위가

따

도덕적이라는 것을

존재하고,

치

그것에 일 하는 준칙에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칸트는 덕론에 와서 비로소 그것의 현실적 실천의 문제를 윤리학의 과제
로 삼고 의지의 강함인 덕을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 즉 칸트는

령

치 면

평범한

인간의 의지가 실천이성이 명 하는 도덕법칙과 일 하 서, 동시에 어

키

떤 목적을 실현시 기 위한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이다.31)32)
2) 의무의 구분과 덕의 의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덕 개념은 의무 준수에서 인간 의지의 강함을 의미
한다. 그런 점에서 의무 개념에 대한 논의는 덕 개념의 의미를 보다 분
명하게 해준다. 또한 흔히 칸트 윤리가 의무론적 윤리이론으로서 일반적
인 덕윤리와 대조적으로 이해되곤 한다는 점에서, 칸트 윤리 내에서 덕
개념과 의무 개념이 충돌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조화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덕 개념이 그의 윤리학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무의 분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덕의 의미
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 배

상

집 국
면
재
립

31) 수 , ｢칸트의 도덕 형이 학과 형식주의｣, 칸트연구 제2 (한 칸트
학회, 1996), 53 .
32) 이러한 점에서 칸트의 윤리 이론은 의무 윤리와 덕 윤리의 양 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가받기도 한다. 관적으로는 도덕원리가 보편적 실 성을
가지고, 이로부터 도덕적 인식의 가능성과 관적 타 성이 성 하며, 나아가
선의지를 소유한 주체의 도덕성 자체가 그 원리의 소 지라는 점은 의무 윤
리의 성격을 다. 그러나 도덕적 행위 능 인 덕성의 함양 없이는 도덕적
실천 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은 덕 윤리의 성격을 다고
수 있
다. ( 주만, ｢칸트와 도덕적 실 론｣, 칸트연구 제19
(한 칸트학회,
2007), 232
조.)

력
맹

쪽
평

객

띤

쪽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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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력

당
재

띤 볼
집 국

번째 구분은
의무 개념이 내포하는 강제성에 따른 구분이다.34) 칸트에 따르면 강제는
칸트는 의무를 다양한 차원에서 구분한다.33) 의무의 첫

그것이 부여되는 방식에 따라 외적 강제와 내적 강제로 구분되고, 그에

각각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칸트는 결코 외부의
강제로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자유와 자율로 도덕을 설명하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라 함은 언제나 내적 강제와 관련된다. 곧 앞서 언급했던 법
론과 덕론의 구분이 여기서 비롯하는데, 실천이성이 법칙을 외적으로 입
법하여 강제되는 의무의 체계가 법론을, 법칙을 내적으로 입법하여 강제
따라

되는 의무의 체계가 덕론을 형성한다.35) 따라서 우리가 덕과 의무의 관

심

디

계에 관해 관 을 가질 때 그 주제는 어 까지나 법론이 아닌 덕론, 다
시 말해 내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에 한정되며, 덕이란 이러한 의무에 대
한 강인한 의지라고 구체화할 수 있다.

번째 구분은 의무 개념이 가지는 완전성에 따른 완전한 의
무와 불완전한 의무의 구분이다.36) 물론 칸트가 의무를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로 나누는 것은 비판기 저작에서도 이미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그것이 통상적이고 임의적인 구분이라고 언급할 뿐 그 구
의무의 두

면

33) 덕론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의무의 구분 기준을 정리하자 다음과 같다.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
은 의무와 넓은 의무
의무 과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
자연적
자로서의 의무와 도덕적
자로서의 의무
이 중 는 의무 일반에 대한
자의 구분에 따르는 것이며, 은 인간이
스스로를 어떤
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주관적 구분에 따르는 것이다. 여
기서는 - 를 통해 덕 개념과 의무 개념의 관계를
보고, 와 의 경
우 구체적인 의무의 목록을 제시하는 다음 에서
보도록 한다.
34) 윤리형이 학, 457-459
2- 4 379-380.
35) 덕수, 의 논문, 131
조.
36) 윤리형이 학, 472-475
20-23 390-391.

①
②
③좁
④ 짐
⑤
⑥
존재
존재
⑤
존재
존재
①④
살펴
절 살펴
상
쪽/A A =Ⅵ
김 앞
쪽참
상
쪽/A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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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⑤ ⑥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37) 그 구분의 기준이
비로소 비판기 이후 저작인 윤리형이상학의 덕론에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칸트는 이러한 구분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와 푸펜도르프(Samuel Pufendorf, 1632-1694)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38) 그로티우스는 재산의 소유권이나 계약을 통해
부여된 권리 등은 그 권리의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위해 법적 강제를 사
용할 수 있으나, 걸인이 자선을 요구하는 권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한
다. 이에 따라 전자의 권리는 완전한 반면에 후자의 권리는 불완전하다
는 것이다. 푸펜도르프는 이것을 의무의 구분에 직접 적용하여, 자연법에
서 비롯한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완전한 의무라고 규정한
다. 반면 사랑이나 자비와 같이 타인을 돕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나 엄밀하게 규정될 수 없는 의무는 불완전한 의무로 규정
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된다.

티

칸트는 그로 우스와

푸펜도르프의 논의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확정적

으로 규정이 제시될 수 있는 의무를 완전한 의무라고 말한다. 이것의 수

책임이기에 그것의 위반은 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불완전한 의무는 그것이 의무인 한 어떠한 법칙을 함유하고 있으나 행위
행은 필수적인

들 자체의 방식이나 정도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규정해주는 바가 없는
의무이다. 곧 이것의 이행은 공적있는 것이고 그것의 위반은

죄가 되는

치
이와 밀접하게 의무의 세 번째 구분인 좁은 의무와 넓은 의무의 구분

게 아니라 단지 도덕적 무가 함을 의미할 뿐이다.

상
쪽/B =Ⅳ ;
=Ⅴ
참
티
푸펜 프
김 호
톨릭철
집 국 톨릭철

쪽

37) 윤리형이 학 정초, 133
52-53 421 실천이성비판, 143-144
117-118 66-67 조.
38) 이하의 그로 우스와
도르 에 관한 논의는 성 , ｢칸트 윤리학에서
덕의 개념｣, 가
학 제9 (한 가
학회, 2007), 96-97
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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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참

온

면 좁은 의무란 행위 자체를 지시명령하
는 의무이며, 넓은 의무는 행위가 아닌 오직 행위의 준칙만을 규정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그 의미상 자연스럽게 좁은 의무는 완전한 의무로, 넓
이 따라 나 다.39) 칸트에 따르

은 의무는 불완전한 의무로 이해된다.

네 번째 의무 구분을 살펴보기에 앞서 여기까지 살펴본 세 가지 의무
구분의 연관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칸트는 이 세 가지의
의무 구분이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칸트는 우선 다음과
같은 명제와 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를 풀어낸다.
립

릇

윤리학은 행위들을 위한 법칙을 수 하는 것이 아니라—무

法學이 한다—, 단지 행위들의 준칙들을 위한 법칙을 수립한다40)

이것은

왜냐하면 그 법칙이 행위들 자체가 아니라, 단지 행위들의 준칙만을 지
시명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법칙이 그것의 준수(준봉)를 자유의사의
활동공간/여지(幅)에 맡긴다는, 다시 말해,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이 그
행위에 의해서 의무인 동시에 목적인 것을 위해 이루어져야만 하는지가

확

[확정적으로] 제시될 수는 없다는 표지[表識]이기 때문이다. …
의무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무성은 그만큼
더 불완전하며, 인간이 의무 준봉[遵奉]의 준칙을 (그의 마음씨 안에서)
좁은 (법의) 의무로 근접시키면 시킬수록, 그의 덕행위는 그만큼 더 완전
명 하게

한 것이다.41)

칸트는 윤리학의 법칙들은 행위가 아닌 행위의 준칙만을 규정한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상
상
상

행위의 준칙만을 규정한다는 것은 그것에는 구체

쪽/A
쪽/A =Ⅵ
쪽/A =Ⅵ

=Ⅵ390-391; 532쪽/A91=Ⅵ433.

39) 윤리형이 학, 472-475
20-23
40) 윤리형이 학, 471
18 388.
41) 윤리형이 학, 472
20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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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적인 행위를 선 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의 활동공간이

래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활동공간 아 에서 준칙에 맞는 행위, 즉 구체적인 의

존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도덕
적 의무는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책무성은 불완전한 것이다.
반면 법학의 법칙들은 이와 다르게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자유로운 의사의 활동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 의무는 행위
그 자체가 특정하게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범위가 매우 좁고, 반드시 수
무는 다양하게

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것이다.

상
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완전한 의무와 관련해서 그러한
데, 예컨대 도덕적 의무의 체계 안에 자연적 존재자로서, 그리고 도덕적
존재자로서 자신에 대한 완전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타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인 사랑과 존경이 각각 불완전한 의무와 완전한 의무로
구분된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들이 도식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는 그것이 지닌 의미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완전한 의무-좁은 의무, 그리고 불완전한 의무-넓은 의무의 개념 쌍은
그 의미상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완전하다는 의미는 다른
여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좁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불완전
하다는 것은 그 의미상 어떤 종류의 여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 의무나 도덕적 의무와 연관될 때는 예외가 존재한
다. 칸트가 도덕적 의무에 일부 완전한 의무를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의무 중에서도 비교적 활동공간이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
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의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무가 도덕적 의무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의무일 수 있
그러나 문제는 칸트가 윤리형이 학 내에서 이 개념들을 종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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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는가 칸트는 이를 자 하지

않을

짓

의무, 거 말하지

않을

의무, 타인을

존경해야 할 의무 등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의무들이 완전하게 지켜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비록 법적으로 구속되는 종류의 의무는 아니
더라도, 각각 자연적 존재자의 생존을 위해, 도덕적 존재자의 존엄성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동등한 이성적 존재자인 타인의 존엄성을 위해 반
드시 전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적 의무
-완전한 의무-좁은 의무, 그리고 도덕적 의무-불완전한 의무-넓은 의무
가 동일한 개념 쌍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의미상 예외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법적 의무는 완전하고 좁은 의무이지만, 완전하고
좁은 의무가 언제나 법적 의무는 아니며 도덕적 의무 중에서도 그러한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한편 칸트가 도덕적 의무를 일반적으로 불완전하고 넓은 의무로 이해

력
엿볼 수 있다. 칸트에 따
르면 불완전하고 넓은 의무가 허용하는 활동공간은 우리로 하여금 특수
한 상황들에 하나의 준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결정하는 능력, 즉 판
단력을 요구한다.42) 이는 완전하고 좁은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판단도 내릴 필요가 없이 단지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과 분명하게 구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판단 의 중요성을

된다. 곧 불완전하고 넓은 도덕적 의무의 수행은 법적 의무의 수행과는

른

다

치

도덕적인 가 를 지닌다. 그 의무가 넓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속
겠
치 좁고 완전한 의무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그 도덕적 행위는 완전해지고
우리는 더욱 성숙한 도덕적 행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43)
다시 의무의 구분으로 넘어와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무의 구분을 살
이 불완전한 구 성을 준수하 다는 준칙을 마

상
쪽/A =Ⅵ 참
김 호 앞
쪽; 복
상
심
철
집

42) 윤리형이 학, 502
56 411 조.
43) 성 , 의 논문, 99
이윤 , ｢칸트 윤리학에서 덕과 의무 –도덕의
형이 학을 중 으로-｣,  학연구 제92 (대한 학회, 2004), 34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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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쪽참

펴보도록 하자. 의무의 네 번째 구분은 의무의 형식과 실질에 따른 구분
이다.44) 비판기 윤리에서 칸트는 의무를 도덕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에
서 비롯한 행위의 필연성 내지는 그 규정 근거에서 경향성을 배제하고
도덕법칙에 따르는 객관적으로 실천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한다.45)
즉 이러한 차원에서 의무란 행위가 가져야 할 필연적이고 객관적인 행위
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윤리형이상학에서 칸트는 의무 개
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누구라도 그에 구속되어 있는 그러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의무
는 책무[구속성]의 질료[내용]이며,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에
구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면에서 볼 때) 의무는 한 가지일 수
의무란

있다.46)

면 의무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구속성 그 자체로서의 의무이다. 이는 비판기 윤리에서 말
하는 필연적이고 객관적인 행위의 형식으로서의 의무 개념과 동일한 것
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칸트는 여기서 비판기와는 다르게 의무가 구체적
으로 의무지워진 어떤 질료 혹은 내용이라는 의미 또한 가진다고 말한
이에 따르

다. 이는 형식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의무 개

상

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윤리형이 학에 와서 칸트는 의무 개념을 형
식과 실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덕은 이 의무 구분과 관련하여 양자 모두와 관계된다. 즉 형식적인 차
원에서의 의무와 관계되는 덕, 그리고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의무 개념과

상
상
상

쪽/A =Ⅵ
;
쪽/B =Ⅳ ;
쪽/B =Ⅵ

쪽/A

=Ⅵ
쪽/A =Ⅴ

44) 윤리형이 학, 479-480
29 394-395 501-502
54-55 410.
45) 윤리형이 학 정초, 97
20 403 실천이성비판, 162-163
143
80 조.
46) 윤리형이 학, 138
21 222.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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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되는 덕이

존재한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그 둘을 구분한다.

래
짐이 있으나, 많은 덕의무들이 있다. 왜
냐하면, 그것을 갖는 것이 동시에 의무인 우리에게는 목적인 객체들이 많
그 서 단 하나의 덕의 의무를

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적 규정근거로서
는 단 하나의 유덕한 마음씨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47)

짐 Verpflichtung)과 의무

여기에서 비로소 칸트는 의무의 개념을 의무 (

Pflicht)로 분명하게 구분하며 그와 관련한 덕과 의무의 관계 역시 두
가지 형태로 제시한다. 즉 덕이 의무짐과 관계될 때에는 형식적인 차원
에서 의무를 지는 행위 그 자체에 관계하는 덕, 이른바 하나의 도덕적
마음씨인 ‘덕의 의무를 짐’이 나온다. 이는 의무를 준수하고자 하는 유덕
하고 강한 마음씨 혹은 의지의 도덕적 강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덕의 일반적 개념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덕이 의무와 관계할 때에는 실질적인 차원
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의 내용과 관계하는 덕, 따라서
그 내용인 목적에 따라 다수 존재할 수 있는 ‘덕의무’가 나온다. 이러한
(

덕의무 개념을 통해 칸트는 행위를 의무로 규정하는 형식적 근거 외에

존재함을 제시하고자 한다.48)
정리하자면, 칸트는 덕과 의미 있게

실질적 근거, 즉 목적이

상

이 의 논의를

관계되는 의무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구분, 완전
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의 구분, 좁은 의무와 넓은 의무의 구분, 의무짐
과 의무의 구분이 그것이다. 여기서 앞의 세 가지 구분과 관련해서 덕론
이 함의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 의무를 생각할 때 그것은
구분을

상
김 배앞

쪽/A =Ⅵ410.
쪽

47) 윤리형이 학, 502
55
48) 수 , 의 논문,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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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

내적인 강제로부터 비 한 불완전하고 넓은 행위의 준칙이며, 따라서 우

력

리가 구체적인 도덕적 행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판단 을 필요로 한다
는 점이다. 또한 의무의 마지막 구분과 관련하여 덕은 형식적인 의무를

짐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가 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
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 개념과 연관된다.

력

최종적으로 우리는 의무의 구분을 통해 판단 을 요구하는 불완전하고

심

출 였
것까지도 확인하였

넓은 의무인 덕의무가 덕론에서 중 이 되는 의무 개념임을 도 하 다.
또한 그것이 목적이라는 실질적 내용을 포함한다는

직 그 실질적 내용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명되

다. 그러나 아

않았다. 따라서 덕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목적 개념에 대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

2. 칸트 덕의무 개념의 의미
본

절에서는 앞서 도출되었던 덕의무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고

자 한다. 우선 ‘동시에 의무인 목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덕의무 개념에

핵심이 되는 목적 개념에 대해 논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

서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덕의무와 관계되는 마음의 감수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덕의무 개념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의무 개념임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1) 동시에 의무인 목적

었던 의무 개념과 다르게 ‘덕의
새롭게 제시하며, 그 의미를 “그 자체로

칸트는 덕론에서 비판기 윤리에서 다루

Tugendpflicht)’라는

무(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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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혹은 “동시에

서 의무인 목적

의무인 목적

”50)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렇 면 덕의무가 일반적인 의무 개념과 구별되는 지점은 그 실질적 내
용에 해당하는 목적 개념, 그리고 의무와 목적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먼저 칸트에게 목적의 개념은 “한 대상의 표상에 의해 의사가 이 대상
을 산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규정되는, (이성적 존재자의) 의사의 대상”51)
으로 정의된다. 쉽게 말해 목적은 이성적 존재자의 특정 행위에 전제되
는 의지의 지향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의지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령 타인에 의해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행위가
그 다

수단으로서 강제될 수는 있어도 목적을 갖는 것이 강제될 수는 없다. 그

렇기 때문에 목적이라는 개념은 강제를 함유하는 의무와는 별개의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들이 상호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는 의무
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고 반대로 말하자면 목적 중에는 의무와 합치하
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 칸트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
과 같이 밝힌다.
런

런 목적들 중에는 동시에 (다시 말해 그것의 개념상) 의무인
몇몇 목적들도 있음에 틀림없다.—왜냐하면, 만약 그와 같은 것이 없다면,
어떤 행위도 목적 없이는 있을 수 없으므로, 실천이성을 위한 모든 목적
들은 언제나 단지 다른 목적들을 위한 수단으로 유효할 터이고, 정언적
명령이란 불가능할 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윤리이론을 폐
그 데 이

기하기 때문이다.52)

증

면 우선

여기서 칸트의 논 을 따라가 본다
49)
50)
51)
52)

윤리형이
윤리형이
윤리형이
윤리형이

상학, 459쪽/A5=Ⅵ381.
상학, 461쪽/A7=Ⅵ382.
상학, 459쪽/A4=Ⅵ381.
상학, 465-466쪽/A12=Ⅵ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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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어떤 행위도 목적

작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 한다. 칸트에게 있어서 행위란

른 행동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그 개념상 의사의 자유
의 목적을 함유하기 때문이다.53) 이를 받아들인다면 의무 역시 어떤 행
위라는 점에서 그것에 해당하는 목적을 포함할 것이 분명해진다. 만일
의무에 해당하는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곧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며 정언명령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 이는 다시 말해 윤리이
론의 존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목적들 중에는 동시에 의
무인 것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동시에 목적인’ 의무의 개념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논할 뿐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은 과연 그러
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는 물음일 것이다.
의사의 자유에 따

칸트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규명하기 위해 목적과 의무의 관계에 대해

“
출발해서
의무에 맞는 행위들의 준칙을 찾아내거나, 거꾸로, 이런 준칙에서 시작해
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목적을 찾아내는 방식”54)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윤리학은 전자의 방식으로 출발할 수 없고 반드시 의무로부터 목
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칸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논한다. 목적과 의무의 관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즉 목적에서

료[실질내용](즉 자유의사의 대상), 즉 동시에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목적으로서, 다시 말해 인간에게 의무로 표상되는, 순수 이성의
목적을 제시한다.—왜냐하면, 감성적 경향성들은 의무에 어긋날 수 있는,
(의사의 질료인) 목적들로 유혹하므로, 법칙수립적인 이성은 그것들의 영
향력을 다름 아니라 그에 맞서는, 그러므로 경향성에 독립해서 선험적으
윤리학은 질

상
상

53) 윤리형이 학, 139
54) 윤리형이 학, 461

쪽/AB22=Ⅵ223.
쪽/A7=Ⅵ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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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도덕적 목적을 통해 다시금 제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55)

혹은 순수 실천이성으로부터 규정된다.
그런데 의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행해야 하는 구속성을 가지며,
그런 점에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법칙에 근거하여 의지를 규정하는
인간의 의지는 감성적 경향성,

강제를 의미한다.56) 따라서 만일 목적으로부터 의무에 맞는 준칙을 찾아

낼

디

험

경우 그 준칙의 근거는 어 까지나 경 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약 그처럼 자유로운 의지가 설정한 주관적인
도출한다면, 그렇게 도출된 의무는 보편적이고 객

의무를 정초하지 못한다. 만
목적으로부터 의무를

관적이며 필연적인 도덕성의 원리일 수 없기 때문이다.57)
따라서 윤리학에서는 후자의 방식, 즉 의무의 준칙으로부터 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동시에 의무인 목적’이라는 개념에서 의무를 중

심에

두고, 그 의무에 따라 우리가

세워야

할 목적들에 관한 준칙들을

“

정초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내가 역시 실천이성의

엇

속
는 것, 그러니까 … 의사의 형식적 규정근거 외에도 하나의 질료적 규정
근거를, 즉 감성적 충동들에서 오는 목적에 대립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갖도록 구속되어 있다”58)는 칸트의 언명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목적이란
다름 아닌 ‘순수 실천이성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자기강제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때 덕이란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가
지는 주관적 목적을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만 하는 객관적 목적에 의해
개념들 안에 놓여 있는 무 인가를 나의 목적으로 삼도록 구 되어 있다

상
김 앞
복앞
상

쪽/A =Ⅵ
쪽
쪽
쪽/A =Ⅵ

55) 윤리형이 학, 459
4 380-381.
56) 덕수, 의 논문, 136-137 .
57) 이윤 , 의 논문, 351 .
58) 윤리형이 학, 459
4-5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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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력

겠

극 하고자 하는 능 이라 하 다.
덕론은 이와 같이 목적들, 그 중에서도

순수 실천이성이 강제하고 우

리가 의무로 받아들여야 하는 목적들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칸

상

낸

트는 덕론의 최 의 원리를 다음과 같은 정식으로 나타 다.
그러한 목적들을 갖는 것이 어

느 누구에게도 보편적인 법칙일 수 있는

목적들의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59)

령

여기서 우리는 칸트가 비판기 윤리에서 제시한 정언명 의 정식 중 하
나인 ‘보편법칙의 정식’60)이 단지 형식만을 표현했

던

것과는 달리 어떤

얻게 된다. 그 내용이란 목적, 즉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
의 의사의 대상이다. 그러나 수많은 목적 중 오직 그것을 갖는 것이 보
실질적인 내용을

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목적만이 덕론에서 의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렇 면 그러한 목적, 다시 말해 ‘순수 실천이성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다시금 정언명령의 정식 중 하나인 ‘목적 자체인 인간성의
정식’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 정식은 “네가 너 자신
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
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61)고
표현된다. 칸트는 이 정식에 단순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한
그 다

낱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의 의미와 그들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적극적인 차원의 의미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62) 이

상
“
직 런
/B =Ⅳ
상
복앞

쪽/A =Ⅵ

59) 윤리형이 학, 480
30 395.
60)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가 동시에 의 할 수
있는, 오 그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윤리형이 학 정초, 132
52 421.)
61) 윤리형이 학 정초, 148
66-67 429.
62) 이윤 , 의 논문, 354
덕수, 의 논문, 141
조.

쪽/B
쪽; 김

=Ⅳ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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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쪽참

상

욕

쪽

절대적 가치를 갖는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
하라는 의미가 곧 우리가 덕론에서 구하고자 하는 ‘순수 실천이성의 목
중 적극적인 차원의 의미, 즉

적’이자 ‘동시에 의무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기 윤리로부터
이어져

온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이 덕론의 내용적 원리를 구성하는 것이

다.

렇 면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동시에 의
무인 목적들인가? 칸트는 우선 인간의 완전성을 제시한다. 여기서 말하
는 완전성이란 “목적론에 속하는 개념으로서, 한 사물의 성질들이 어떤
목적에 합치함을 의미”63)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받
은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이자 의무로 갖는다. 즉 동물성으로부터
인간성으로 도야하는 것, 배움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보완하고 착오들을
교정하는 것, 윤리적 성향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떤 한 존재자
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의무일 수는 없다. 왜
냐하면 완전성이란 ‘스스로’ 목적을 세우는 인간의 능력에서 비롯하는 것
이기 때문에 타인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 개념상 의무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완전성 중에서도 오직 자신의 완전성만이 동시
그 다

에 의무인 목적이 될 수 있다.

복
왜냐하면

칸트가 다음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의무인 목적은 행 이다. 그러나 모

든 행복이 동시에 의무인 목적일 수는 없다.
자신의 행복은
“불가피하게 이미 저절로 의욕하는 것”64)이어서 그 개념상 의무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 중에서도 오직 타인의 행복이라
는 목적만을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
상

63) 윤리형이 학, 467
64) 윤리형이 학, 467

쪽/A14=Ⅵ386.
쪽/A13=Ⅵ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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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덕의무와 마음의 감수성
칸트 윤리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중 하나는 그 체계 안에 현실적인 인
간의 마음이 놓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

고 이 적인 윤리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하

앞서 덕에 관한 논의들을

존재자와 달리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유혹에 흔들리곤 하는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자로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통해 칸트는 인간을 신성한 이성적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이 실제로 도덕적일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실현

색

던 바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칸트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는 인간의 현실적인 마음 능력,
이른바 마음의 감수성과 의무의 관계에 대한 해명일 수밖에 없다.
가능성을 모 하는 것이야말로 칸트가 덕론에서 목표했

덕론에서 칸트는 우리가 자연적인 마음의 소질로서 도덕적 성질을 가

“

지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도덕적 성질들은 의무개념에 대

”65)이다. 따라서 도

한 감수성의 주관적 조건들로서 기초에 놓여 있는 것

덕적 성질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갖는 것은 의무일 수 없
다. 오히려 이러한 소질 덕분에 인간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며, 그

런

점에서 마음의 감수성은 덕의무에 선행되는 예비개념이라 할 수 있

심

랑 존경 등

다. 칸트는 이러한 마음의 감수성을 도덕 감정, 양 , 인간사 ,
으로 제시한다.

설명은 마음의 감수성이 가진 속성을 잘 보
여준다. 칸트는 도덕 감정을 “순전히 우리 행위의 의무법칙과의 합치 또
는 상충에 대한 의식에서 유래하는 쾌 또는 불쾌의 감수성”66)이라고 정
의한다. 곧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의무에 일치한다고 의식할 때 쾌의 느
도덕 감정에 대한 칸트의

상
상

65) 윤리형이 학, 485
66) 윤리형이 학, 485

쪽/A35=Ⅵ399.
쪽/A35=Ⅵ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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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을, 반대의 경우에는 불쾌의 느낌을 받는다. 즉 칸트는 이를 통해 우리
가 자발적으로 도덕법칙을 준수하는 도덕적 태도 안에서 도덕적 자기만
족 혹은 지성적 만족과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도덕적 의
무에 합치하는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67)
그러나 이러한 도덕 감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성과 반대되는 개념

각

않는다. 칸트는 이것을 “도덕
적 감관/감각[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68)고 언급하며 둘
을 분명하게 구별한다. 이 구별은 도덕 감정의 정의상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귀결로 보인다. 도덕 감정의 정의는 의무법칙에 대한 감수성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칸트에게 있어서 의무법칙은 순전히 실천이성과 관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감수성인 도덕 감정 역시 단순히 감
성적 감정이나 만족과는 구별되는 이성적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
다.69) 따라서 칸트가 “아무런 도덕 감정도 없는 인간은 없다.”70)라고 말
할 때, 이는 도덕 감정이 도덕적 존재자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곧 실천이성을 가지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칸트가 본 논의의 말미에서 “실천적 순수 이성(과 그 법칙)에 의
한 자유의사의 움직임에 대한 자유의사의 감수성”71)이라고 도덕 감정을
으로 여기는 감정이나 감 을 의미하지는

다시금 정의하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심

랑 존경 역시
도덕 감정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심에 의한 구속을 통해
인간은 주어진 의무들을 의무로 인정하여 떠맡게 되고, 양심은 실천이성
이외에도 마음의 감수성으로 제시되는 양 이나 인간사 ,

박찬

흄
쪽참
상

철

67)
구, ｢ 과 칸트에 있어서의 도덕감｣,  학 제44
107-108
조.
68) 윤리형이 학, 486
36 400.
69) 주만, ｢칸트와 행 한 자선가 ｣,  한 학 제56
121 .
70) 윤리형이 학, 486
37 400.
71) 윤리형이 학, 486-487
37 400.

맹
쪽

상
상

쪽/A =Ⅵ
“ 복
” 범 철
쪽/A =Ⅵ
쪽/A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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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국철학회, 1995),

집 (범한철학회,

2010),

작용에 의해 도덕 감정을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인간사랑은 단
지 감각적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인간성 자체에 대한 존중, 즉 의무법칙
에 종속된 실천적인 사랑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신에 대한
존경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의무 일반
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72) 이처럼 양심, 인간사랑, 존경은 의무법칙과
의

관계하는 이성적 감정으로서 인간이 도덕적 의무를 행하기 위해 예비되
어 있는 것들이다.

직 인간의
현실적인 마음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될 수는 없다. 도덕 감정을 비롯한
마음의 감수성들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
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그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우리의 느낌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성에서 비롯하는 감정이다. 인간
이처럼 칸트가 마음의 감수성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이는 아

이 가지는 보통의 감정은 칸트의 윤리에서 여전히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칸트는 덕론에서 타인에 대한 의무를 다루며 보다 일반적인

느낌’이 의무일 수 있다고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

‘

께 기뻐함과 함께 괴로워함(道德的 同情)은 타인의 즐거움과 고통스
러움의 상태에 대한 쾌 또는 불쾌의 감성적 감정—그 때문에 미감적이라
고 불러야 하는 것—(공감, 동정의 감각)이고, 자연은 이미 이에 대한 감
수성을 인간들 안에 넣어 놓았다. 그러나 이 감수성을 능동적이고 이성적
함

순

존

든
않

약

72) 이러한 도덕법칙에 대한 수한 경은 모 감성적 제 으로부터 자유로
수 있는 이성적
자에게는 요구되지 는 것이다. 그의 실천이성은 아
무 제 도 받지 을 것이며, 법칙에 대한 인식이 언제나 의지와 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과 같이 이성이 그 본성
관적 법칙을 필연
적으로 따를 수 없는
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주관적 규정근거로서 법칙에
대한 경이라는 동기가 요구되는 것이다. (
구, ｢덕 윤리와 칸트 윤리 –
덕 윤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칸트 윤리적 대 -｣, 윤리연구 제57 (한 윤
리학회, 2004), 19-20
조.)

울

런 약
존

존재
않
존재

상객

박찬
응

쪽참

- 31 -

치

집 국

호의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록 조건적인
하지만, 인간성(人間性)이라는 이름 아래의 특별한 의무이다.73)
인

것이

긴

느낌이 의무
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느낌은 현실에 존재하는 타인의 상태에 대
한 일반적인 감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된 이성적 감정으로서
여기서 비로소 칸트는 감성적인 감정, 즉 공감과 동정의

의 도덕 감정과 성격을 달리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의무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조건 하에, 즉 이것이 이성적인 호의의 촉

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러한 감정이

“의무 표상 그것만으로는 이루지 못할 것을 하기 위해 자연이 우리 안에
넣어 둔 충동”74)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감정을 갖는 것이 의무임을 분
명하게 한다.
그러나 동정의 감정이 모두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칸

별

롭

트는 미감적 인간성과 실천적 인간성을 구 하며, 자유 지 못한 미감적

롯

심

각

인간성에서 비 한 동정 은 단지 감 에 지나지

“자기의

력

않는다고

말한다. 즉

”75)인
실천적 인간성에서 비롯한 동정심만이 의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감정에 관해 서로에게 전달하는 능 과 전달하려는 의지

긍정적인 지시
명령, 곧 그의 감정들과 경향성들을 그의 (이성의) 지배력 아래 놓으라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배하라는 지시명령을 함유하며, 이것은 자기의
감정이나 경향성에 지배받지 말라는 금지명령(무감동의 의무) 위에 덧붙
덕은, 내적 자유에 기초되어 있는 한에서, 인간에 대한

상
상
상

쪽/A
=Ⅵ
쪽/A =Ⅵ
쪽/A =Ⅵ

73) 윤리형이 학, 566
129-130 456.
74) 윤리형이 학, 567-568
132 457.
75) 윤리형이 학, 566
130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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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
손에 쥐지 않으면,
저 감정들과 경향성들이 인간 위에서 장[長]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76)
여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이 통제의 고 를 그의

치 경향성과 같은 것
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가 의무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의지인 덕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감정 역시 이성의 지배 하에 있어
동정뿐만 아니라 감성적 감정 일반은 칸트에게 마

야 한다. 칸트가 비록 우리의 의무 수행에 감정이 간접적인 동기가 될

디

수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어 까지나 그것은 이성 개념에 근거한 제한적
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면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이성적 감정과 감성
적 감정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이성적 감정은 마치 우리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진 실천이성처럼 우리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을 갖는
정리하자

것이 의무일 수는 없으나, 그것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은 의무일 수 있

면 감성적 감정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무일 수 없으나 조건
적으로, 즉 그것이 우리의 의무 수행을 촉진시키는 한에서 의무일 수 있
다. 반

는 것이다.

3. 칸트 덕의무의 종류

절에서는 앞선 절에서 살펴본 덕론의 주요 개념들을 바탕으로 칸트
가 제시한 덕의무의 종류를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칸트는 덕론을 크
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중 첫 번째 부분을 윤리학적 요소론이라 명명
본

하며 덕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제시한다. 요소론의 내용은 두

상

76) 윤리형이 학, 498-499

쪽/A51=Ⅵ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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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와 관련하여 생각될 수 있는 존재자들과 순수 실천이
성 체계의 원리에 따라 구분된다.77) 이에 따라 칸트는 큰 틀에서 의무들
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로 나누고, 각 의무에 대
한 교의론과 사례론을 살핀다.
본 절에서는 각 의무에 대한 교의론에 주된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이
에 앞서 여기서 특이하게 제시되는 사례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론(Kasuistik)은 윤리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교의론과 구분되
는 특수한 사례적 물음들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칸트는 이것이 하나의
가지 기준, 즉

학문이나 학문의 부분이라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개개인이 처할
수 있는 무수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의무들을

남김 없이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78) 그러나 특정 사례에서
어떤 준칙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판단력을 길러야 하는 덕론에 있어서
“진리[진상]를 어떻게 찾아야만 하는가 하는 훈련”79)의 일환으로 사례론
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즉 목적과 그 목적 실
현을 위한 행위 사이의 틈을 판단력의 훈련을 통해 메우는 것이다.80) 따
라서 칸트는 교의론을 통해 하나의 의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마치고
나면, 이론적 논의만으로는 적절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사례론적 문제들
을 던진다. 칸트는 사례론의 많은 부분을 의문문으로 남겨두곤 하는데,
이것은 칸트 스스로가 실질적인 윤리적 문제들에 있어서 의무의 단순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판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할 수 있다.
상
김 배앞
상
김 배

쪽/A
쪽참
쪽/A =Ⅵ
쪽

=Ⅵ411-413 참조.

77) 윤리형이 학, 502-505
55-59
78) 수 , 의 논문, 65-66
조.
79) 윤리형이 학, 503
56 411.
80) 수 , 위의 논문,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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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에 대한 의무
칸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구분한다.

번째 기준은 의무를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질료적인 것
으로 나누는 객관적 구분이다.81) 칸트는 전자에 해당하는 의무의 속성을
형식적인 것-제한하는(소극적인) 것-자기보존을 향하는 금지명령으로 나
열하고 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는 자기 자신에게 이미 완전하게 주
어진 자연본성의 목적을 보존하고자 그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한
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
는 “너의 자연본성의 완전성에서 너를 보존하라”82)는 명령으로 표현된다
하겠다.
한편 후자에 해당하는 의무의 속성은 실질적인(질료적인) 것-확장하는
(적극적인) 것-완성을 향하는 지시명령으로 나열되고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더 좋은 존재로 완성하기 위해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삼고 그 목
적들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고 개발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순전한 자연이 너를 지어
낸 것보다 너를 더 완전하게 만들라”83)는 명령으로 표현된다 하겠다.
그런데 칸트는 이러한 의무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나오는 장절
의무 구분의 첫

의 제목을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이 구분

닿

이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의 구분과 밀접하게 맞 아 있는 데서

존 긋 특
정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좁고 완전한
의무인 것이다. 반면 실질적이고 확장하는 적극적 의무는 자신을 완전하
연유한다. 형식적이고 제한하는 소극적 의무는 자기보 에 어 나는

상
상
상

쪽/A =Ⅵ
쪽/A =Ⅵ
쪽/A =Ⅵ

81) 윤리형이 학, 512
66 419.
82) 윤리형이 학, 512-513
67 419.
83) 윤리형이 학, 513
67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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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라는 준칙만을 제시할 뿐 그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넓고 불완전한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
신에 대한 의무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을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
무의 구분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구분의 두 번째 기준은 의무의 주체인 인간이
자신을 동물적이며 동시에 도덕적인 존재자로 바라보는지 혹은 순전히
도덕적인 존재자로 바라보는지에 따른 주관적 구분이다.84) 칸트는 인간
을 두 세계, 즉 현상계와 예지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로 바라보는데, 전자
의 세계에 따라 우리는 동물적 존재자이고 후자의 세계에 따라 우리는
도덕적 존재자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은 언제나 단지 동물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순전히 동물적인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고려될 수 없다. 따
라서 칸트는 이 두 번째 기준에 따라 동물적이며 동시에 도덕적인 존재
자와 순전히 도덕적인 존재자로 구분하여 의무를 구분한다.
이러한 두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총 네 가지 조합의 의무 구분
이 생긴다. 즉 동물적 존재자로서의 완전한 의무85), 도덕적 존재자로서
의 완전한 의무, 자연적 완전성이라는 불완전한 의무, 도덕적 완전성이라
는 불완전한 의무가 그것이다.

각 의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

자.

번째로 칸트는 동물적(자연적) 존재자로서 인간의 완전한 의무에
관해 설명한다. 칸트에 따르면 이 의무는 ‘하라’는 형태의 적극적으로 지
시하는 의무조항이 제시될 수 없고, 오히려 ‘하지 마라’는 형태의 소극적
으로 금지하는 의무조항만이 제시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물적 존재자로
첫

상

쪽/A
물 존재

=Ⅵ

84) 윤리형이 학, 513
67-68 420.
85) 밀하게 말해 ‘동 적이며 동시에 도덕적인
자로서의 완전한 의무’이지
만 그 내용이 동 적
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칸트는 윤리학
적 요소론의 본격적인 논의에서는 ‘동 적
자로서의 완전한 의무’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

엄

물

존재
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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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

존

존 력

존

서의 자연본성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보 , 종의 보 , 능 의 보 을 자

충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86) 따라서 칸트는 그것들 자체의
의무 조항을 하나하나 제시할 수는 없되, 단지 그것에 반대되는 패악들
을 금지하는 의무의 조항만이 열거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러한 의
무들은 경험적으로 정초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의무인 이
유는 그것이 초래하는 손해나 신체적 고통 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연적

인간성과 자연 목적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존

항 패악으로 자살을 언급한다.
칸트는 자살에 대해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
즉 타인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무엇보
이에 따라 칸트는 자신의 보 에 대 하는

다도 개인의 차원에서 그것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오히려

“

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그 자신의 생명을 보 하도록

순전히 인격으

책무 지워져 있는가”87)에 달려 있다. 칸트는 그
해답을 인격이 지닌 윤리성에서 찾는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인격은
윤리성이라는 주체, 이른바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목적 그 자체로서의
예지적 인간이다. 따라서 현상적 인간을 어떠한 다른 목적, 예컨대 고통
의 회피를 위해서 수단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예지적 인간이라는 인격
자체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는 전적으로 의무에 반하는 행위인
로서의 그의 질에 의해

것이다.

락
패악으로

독

물 등의 섭취에서 부절제에
의한 자기마비를
제시한다. 쾌락적인 자기모독이란 성(性)의
부자연스러운 향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종의 보존과 관련한 패악이다. 칸
트는 쾌락적인 자기모독을 “동물적인 경향성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기
칸트는 이외에도 쾌 적인 자기모 과 음식

상
상

쪽/A =Ⅵ
쪽/A =Ⅵ

86) 윤리형이 학, 513
68 420.
87) 윤리형이 학, 516-517
72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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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락”88)이라고 표현하는데, 곧 이것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한낱 동물적 충동의 충족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
기 자신의 도덕성을 저버리고 자신을 구역질 나는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
이라 하겠다. 음식물 등의 섭취에서 부절제에 의한 자기 마비는 능력의
보존과 관련된 패악이다. 칸트는 폭음과 폭식 및 마약류의 섭취로 인해
인간이 자기 품위를 동물 수준으로 격하시킨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
은 자신을 단순히 동물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 아래에 놓으며 “한낱 수
동적인 성질로서의 감관을 달랠 뿐”89)이고, 반면 인간의 능동적인 이성
능력과 표상들의 유희인 상상력의 발휘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칸트는 순전히 도덕적 존재자로서 인간의 완전한 의무에 관
해 설명한다. 도덕적 존재자인 인간은 인격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그것에 반대되는 패악은 금지되어야 한다.
칸트는 그 패악을 거짓말과 인색함, 비굴로 제시한다.
칸트가 순전히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완전한 의무로 가장 강조하는 것
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은 칸트 비판기 윤리에서부터 계
속해서 강조되어온 패악 중의 하나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거짓말이 패악
인 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결과로서 해를 불러오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
려 손해는 전혀 고려될만한 것이 아니다. 거짓말은 그것 자체로 진실성
과 자신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폐기하는 것이며, 자신을 스스로 경
멸할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에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칸트는 다음
는

저

부자연스러운

과 같이 언명한다.

존재자(叡智體 人間)로서 인간은 물리적 존재자(現象體 人間)로
서 자기 자신을, (생각을 전달하는) 내적 목적에 묶여 있지 않은 것 같은,
88) 윤리형이상학, 521쪽/A78=Ⅵ425.
89) 윤리형이상학, 524쪽/A81=Ⅵ427.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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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치
존재자의
설명(宣言)과의 합치 조건에 묶여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성의 책
한 된 수단(발화장 )으로 이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도덕적
무를 지고 있다.90)

도덕적

력

존재자, 즉 예지적 인간으로서 인간은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 을 자연의 합목적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목적이자 내적

채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발화장치로 활용하
는 것은 자신을 한갓 수단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인격성을 훼손하는 것이
목적을 무시한
다.

색

굴

색
이란 필요 이상의 수단을 취득하려는 탐욕이나 타인에 대해 자선을 베풀
지 않는 태도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칸트가 여기서 패악으로 여기는
인색함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다. 즉 인색함은 어디까지나 “자신
의 참된 필요에 합당한 정도 이하로 유족한 삶을 위한 수단에 대한 자기
자신의 향유를 줄이는 것”91)으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검약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존중을 해치는 것이다. 비굴이라는 패악은
가격과 인격성의 구분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곧 모든 인간은 한낱 가
격으로 따질 수 없는 인격 그 자체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다른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인격은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자인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겸손
은 그저 비굴에 지나지 않으며, “법칙과 비교해서 자기의 도덕적 가치가
변변치 못하다는 의식과 감정”92)인 도덕적 겸손만이 오직 허용된다.
이외에도 칸트는 인 함과 비 에 대하여 논한다. 일반적으로 인 함

상
상
상

90) 윤리형이 학, 528
91) 윤리형이 학, 531
92) 윤리형이 학, 536

쪽/A85-86=Ⅵ430.
쪽/A89=Ⅵ432.
쪽/A94=Ⅵ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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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칸트는 자연적 완전성의 발전과 증진이라는 실용적 관점에
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를 설명한다. 칸트에게 있어서 다
른 자연적 존재자들과 인간이 구분되는 지점 중 하나는 “목적들을 가질
수(대상들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자”93)라는 것이다. 그런데 목적
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른바 능력을 반드시 필
요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자연적 완전성이란 온갖 목적들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자연능력, 예컨대 정신력, 영혼력, 체력 등을 배양하는
것이다.94)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현상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어떤
것을 수월하게 해내고 이익을 얻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으며, 순전히 자
신이 가진 목적을 실현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완전성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의무이다. 왜냐
하면 그러한 능력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목적은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리적 완전성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것을, 그리고 서로를 비교
하여 어떤 비율로,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
한 의무인가는, 특정한 생활방식에 대한 취향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그의
능력들에 대한, 그것들 가운데서 (예컨대 공인이 될 것인지, 상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학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기 위한, 평가에 관한 그 자신
의 이성적 반성에 맡겨져 있다.95)
이러한

택

목적을 선 하는 것은

상

순전히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실용

쪽/A =Ⅵ
험
않
력 영혼력 험
취 등
력 력
각
상
쪽/A
상
쪽/A =Ⅵ

93) 윤리형이 학, 549
111 444.
94) 여기서 정신 은 경 에 근거하지 는 수학, 논리학, 자연 형이 학 에
관여하는 이성 능 을,
은 경 을 실마리로 이 어지는 기 ,
,
학식, 미 의 지성 능 을, 체 은 인간에게 주어진 동 성이란 도구를
의미한다. (윤리형이 학, 549-550
111-112 445 조.)
95) 윤리형이 학, 550
112 445.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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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
물
=Ⅵ 참

상 등
억 상상력
각

택

적 관점에서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목적의 선

맡겨진 것이다. 다만 칸트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어
떤 목적이든 간에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은 개인의 자유에

의 중요한 의무라는 것이다.

네 번째로 칸트는 도덕적 완전성을 높인다는 순전히 윤리적 관점에서
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를 설명한다. 이러한 의무는 주관적
으로는 마음씨의 순정성에서 성립한다. 즉 어떠한 경향성이나 감성에서
비롯한 의도가 아니라 법칙 그 자체에 대한 존경심과 의무로부터 행위들
을 수행할 때 이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한편 도덕적 완전성의 의무는
전체 도덕적 목적의 완벽함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성립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관련되는 모든 의무와 도덕적 목적을 완
전하게 달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의무이다.
의무의 객체, 다시 말해 인간들이 목적으로 삼아야 할 이념인 도덕법
칙의 관점에서 도덕적 완전성의 의무는 질적으로 좁고 완전하다. 그러나
그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인 인간은 자연 본성적으로 허약하며, 자기 인
식과 통찰을 통해 자신의 덕이 완전한지 혹은 결함이 있는지 온전히 헤
아릴 수 없다. 따라서 이처럼 도덕적 완전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노력은
있으나 (이승에서) 달성할 수는 없는, 그러므로 그것의 준수가 오직 계속
되는 전진 속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96)이다. 즉 도덕적 주체의 관점
에서 그것은 오직 넓고 불완전한 의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타인에 대한 의무

랑 존경이라는 두

칸트는 타인에 대한 의무를 크게 사 과

상

96) 윤리형이 학, 552

쪽/A114=Ⅵ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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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의무로

당

항

런

구분하고 그것에 해 하는 의무조 들을 제시한다. 그 데 여기서 칸트

확
않
는다. 특히 앞서 의무의 구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의 구분이 명쾌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서 내용상 혼동
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는 달리 그 구분을 명 하게 제시하지는

을 줄 여지가 있다.

랑 존경의 의무가 가진 의미를 파악하면 그 구분이 드러난
다. 먼저 사랑이란 타인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며, 이는 타
인과의 관계에서 공적이 있는 행위이다. 즉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도
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반면 존경은 타인의
인격과 존엄성에 의해 자기존중을 제한하며 자기 자신을 타인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소극적인 의무이다. 즉 다른 사람을 한낱 자신의 목적을 위
한 수단으로 격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칸트는 존경의 의무가 사랑의 의무보다 좁고 엄밀
한 의무이며 사랑의 의무는 보다 넓고 느슨한 의무로 여겨진다고 말한
다.97) 이를 근거로 사랑을 타인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로, 그리고 존경을
그러나 사 과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의무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타인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인 사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여
기서 사랑이란 의무일 수 없는 미감적인 감정으로서의 흡족의 사랑이 아
니라 단지 실천적인 인간사랑, 이른바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호의의 준칙
으로 여겨진다.98) 다시 말해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단순한 쾌
감이나 그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과 같이 감정에 기초한 호의가 아니라,
친절의 의무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이라는 목적이 도덕적으로 문
제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을 마치 자신의 목적처럼 채택하여 그의 목적 실
상
상

97) 윤리형이 학, 554-556
98) 윤리형이 학, 556-557

쪽/A116-119=Ⅵ448-450.
쪽/A118-119=Ⅵ44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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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서로에 대한 의무인 이유는 내가 타인으
로부터의 호의를 의욕한다는 사실을 준칙으로서 보편화하는 것에서 비롯
한다. 이러한 논증은 사랑의 의무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자선의 의무에
대한 설명에서도 유사하게 제시된다.
현을

릇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타인들을 다시금 그들의 곤경에서 원조하지
않겠다는 그의 준칙을 공공연하게 한다면, 다시 말해 그러한 준칙을 보편
적인 허용법칙으로 만든다면, 그 자신이 곤경에 처할 때, 누구라도 마찬
가지로 그에 대한 원조를 거절할 것이고, 또는 적어도 거절할 권한을 가
질 터이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으로 되고나면, 그
준칙은 자기 자신과 상충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의무에 반한다.99)
무

증

핵심이 되는 것은 남에게 호의와 도움을 주지 않겠다
는 준칙은 보편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준칙이 보편화될 경
우 자신 역시 타인으로부터 호의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자신
의 의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증은 마치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호의와 도움을 받기 원한다’는 심리적 사실에 근거한 의무 도출처럼 보
이지만 칸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100) 여기서 칸트가 상정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심리적 사실을 가지는 인간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이성적
인 존재인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행복을 원하며, 우리
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
칸트의 논 에서

상
쪽/A =Ⅵ453.
Aune Bruce Kant's Theory of Morals (Princeton:
Pr nceton Un ers ty Press
pp.182-186 참조.

99) 윤리형이 학, 561-562
124
100) 이하의 논의는
,
i
iv i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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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깨우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도움을 원하는
타인을 돕지 않겠다는 준칙을 보편화할 수 없고, 오직 타인에게 호의와
자선을 베푸는 것을 의무의 준칙으로서 보편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랑의 의무에는 감사와 동정의 의무가 포함된다. 감사는
“우리에게 보여 준 선행으로 인해 한 인격에 경의를 표함”101)을 의미한
다. 이는 감사를 통해 상대방을 감동시켜 더 많은 친절을 얻으려는 의도
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상대의 인격 자체에 대한 존경의 감정이다. 이
것의 훼손은 친절함을 도덕적 동기로 갖는 것을 원칙 그 자체에서 무효
화할 수 있으므로 칸트는 그것을 매우 신성한 의무로 생각한다. 한편 동
정은 “타인의 즐거움과 고통스러움의 상태에 대한 쾌 또는 불쾌의 감성
적 감정”102)으로 그것 자체가 의무일 수는 없으나 조건적으로 의무일 수
이 반 시 필요하다는 것을

있다. 즉 단지 미감적인 차원에서 동정의 감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덕 원칙들과 이에 맞는 감정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다시 말해 단지 실천이성에 기초한 동정의 감정만이 우리에게는 간
접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랑
증오의 패악을 질투, 배은망덕,
고소해 함 등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패악 아래에서 인간은 타인의 행복
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선행에 증오로 보답하며, 타인의
불행에 기쁨을 느낀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손해나 나쁜 결과를 미
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인간성 모두에 대한 모욕으로서 의
무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사랑의 의무가 불완전한 의무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존
경의 의무는 완전한 의무로 여겨진다. 칸트는 존경의 의무가 모든 사람
한편 칸트는 인간사 의 반대되는 인간

상
상

101) 윤리형이 학, 563
102) 윤리형이 학, 566

쪽/A127=Ⅵ454.
쪽/A129=Ⅵ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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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책무, 즉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 역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언명한다. 존경이란
의무는 인간성 자체의 존엄함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
이 밝힌다.
들이 교 적으로 가지는

인간성 자체는

존엄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즉 타

인에 의해서도 또 자기 자신에 의해서라도) 한낱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져야 하며, 여기에 바로 그의 존엄(인격성)
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인간 이외의 사용 가능한 다른 모든
세계 존재자를,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을 능가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가격에도 내다 팔 수 없는 것과 똑같이—이런 일은 자기존
중의 의무에 어긋날 터이다—, 또한 타인의 인간으로서의 필수적인 자기
존중도 거슬러 행위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은 다른 사람 누구에게나
인간성의 존엄을 실천적으로 인정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
람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여야 할 존경과 관련한 의무는 인간에 의거한
고,

다.103)

찬

존재자로서 동
사용될 수 없고 항상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것과 마 가지로 타인 역시 이성적

등한 존재이다.

따라서 타인 역시 한낱 수단으로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져야 하는 인간성 그 자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에 대한 존중 자
체를 거부하는 타인에 대한 경멸은 어느 경우에도 의무에 어긋난다.
칸트는 이처럼 존경의 의무를 훼손하는 패악들을 거만, 비방, 우롱 등
으로 제시한다. 거만은 명예욕의 일종으로서 타인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존경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하
는 그것을

상

103) 윤리형이 학, 574

쪽/A140=Ⅵ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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찮게 평가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인간성을 훼손한
다. 또한 비방은 타인의 존경에 해가 되는 악평을 퍼뜨리는 경향성이다.
이는 단지 자신만이 아니라 인류 자체에 대한 품격을 떨어트리고 인간
혐오 내지 경멸을 지배적인 사유방식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거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롱은 타인의 결점을 한낱 웃음거리로 만들어 상대방
의 인간성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4. 덕의무 교육의 필요성 검토

상

심

이 의 논의에서 연구자는 덕 개념과 덕의무 개념을 중 으로 칸트의

찰 였

략

면 먼저 비

비판기 이후 윤리학의 의미를 고 하 다. 간 하게 정리하자 ,

판기 윤리학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덕 개념은 ‘투쟁 중에 있
는 도덕적 마음씨’로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 ‘도덕적 마음씨’란 불완
전하고 넓은 의무임에도 도덕적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는 선한 마
음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때 ‘투쟁 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덕이란 자연적 경향성과 같이 선천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
히려 그것에 반대되는 후천적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덕의무라는 개념은 ‘동시에 의무인 목적’이라는 표현에서

드

러나듯이 우리가 의무로 삼을 수 있는 목적을 의미한다. 즉 칸트는 덕의
무라는 개념을 통해 단지 형식적인 차원에서 의무의 개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책무 지우는 실질적인 측면의 내용을 논한다.

실천이성의 개념 안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의무로부터 찾아질 수 있는

키

보편화 가능한 목적인 인간성을 의무 개념에 포함시 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칸트는 덕의무에 선행되는 개념으로서의 이성적 감정, 그리고 덕의
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감성적 감정과 같은 현실적인 마음의 감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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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하는 것을 덕론의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고 있다.

험

이처럼 칸트는 덕 개념과 덕의무 개념을 통해 선 적인 도덕 원리를
넘어서 그것의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를
트는 덕이란 것이 개념

탐구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칸

상 생래적인 것이 아니며 가르쳐질 수 있고 가르

쳐져야만 한다고 언명하여, 덕과 덕의무가 교육의 형식이나 내용이 되어

암시한다.104) 그러나 칸트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이후에
그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교육의 구체적
인 내용, 예컨대 덕의 함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덕의무의 내
용들은 어떤 체계를 통해 가르쳐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야 함을

따라서 연구자는 덕론이 도덕 원리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해답을 제

면 그 안에는 반드시 교육 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시하고자 한다

하며, 칸트의 교육이론을 통하여 그것을 보완하고자 한다. 즉 도덕적 행
위를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는 덕이 어떻게 함양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

당

행해야 하는 도덕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 하는 덕의무가 어떤 단
계로 교육될 수 있는지를 포함하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

겠

구자는 이를 ‘덕의무 교육’이라 명명하도록 하 다. 그리고 다음 장을 통
하여 덕론과 칸트 교육론의 종합적인 논의를 통하여 그 체계를 제시하

겠

도록 하 다.

상

104) 윤리형이 학, 593

쪽/A163=Ⅵ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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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칸트 덕의무 교육 체계
1. 칸트 교육론의 구조

살피기에 앞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칸트의 사
상을 교육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교육론은 칸트가 쾨니히스베르
크 대학에서 네 차례 진행한 교육학 강의를 그의 제자 링크(Theodor
Rink)가 편집하여 출판한 책이다.105) 여기에서 드러나는 교육의 개념과
체계, 그리고 그것의 근저에 흐르는 칸트의 인간관과 도덕철학에 대한
견해는 그의 교육 사상을 통해 덕의무 교육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주요
덕의무 교육의 체계를

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1) 칸트의 교육 개념

“

칸트는 인간은 교육받아야 할 유일한

피조물”106)이며, “인간은 오직

”107)는 언명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자연이 부여한 본능을 통해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성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칸트의 견해이다. 즉, 교육은 일차적으
로 인간의 동물성을 인간성으로 변혁시키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을 인간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당
재 영

상 존 존재 던
링
집출
상
저
빙
각 존재
세
김
울
쪽참
국
近刊 A =Ⅸ

105) 시 칸트의 교육학 강의가 규정 기 에
했 여타 교육학 이론과
교 의 향하에 있 을 뿐만 아니라, 교육론이 크에 의하여 편 , 판
된 사정으로 인하여, 칸트 사 에서 교육론의 성격과 술 자체의 신 성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 들도
한다. 이와 관련된 자 한 내용은
, 칸트의 교육이론 (서 : 학지사, 2003), 16-20
조.
106) 임마
칸트,
구 역, 교육론 (한 칸트학회,
), 1 441. 이하
교육론, 원전
수.
107) 교육론, 7 443.

영래

누엘

었

박찬
쪽
A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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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두며, 그에게 법칙의 강제를 느끼도록”108) 하여 개별 인
간의 삶과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개별 인간의 삶과 생존의 문제만은 아니다. 인
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인간 본성의 완
전성이라는 이념과 관계한다. 칸트는 이 완전성의 이념이 온갖 장해물로
인해 결코 경험 속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상일지라도 그것은 참되고 옳은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 본성의 완전성, 다시 말해 인
간성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칸트에 따르면 그것은 자연이 예비해둔 인간
안의 모든 소질들을 노력을 통해 끌어내고 계발하는 것이다.109) 곧 교육
은 인간의 자연소질들을 균형 있게 계발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성을 전개
시키며 인간이 자신의 본모습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다양한 자연소질들 중에서 칸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
로 도덕성의 소질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성의 법칙 아

세상의 모든 선은 다름 아닌 좋은 교육에서 나온다. 인간 안에 있는 싹
은 모름지기 점점 더 계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소질 안에서
는 악의 근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악의 원인은 오로지 자연이 규
칙 아래 놓이지 않는 것일 뿐이다. 인간 안에는 오직 선의 싹만이 들어
있다.110)

악의 근원이 아닌 오직 선의 싹만이 존재한
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발현되지 않은 가능성에 불과하며, 바
로 이 도덕적인 소질을 갈고 닦아 도덕적인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이 칸
칸트는 인간의 자연소질에

108) 교육론,
109) 교육론,
110) 교육론,

A3=Ⅸ442.
A9-10=Ⅸ444-445.
A18-19=Ⅸ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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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게 있어서 교육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런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칸트
는 제아무리 훌륭한 부모나 교사라 할지라도 자녀와 학생의 모든 자연소
질들을 계발하고 완성시킬 기회를 가지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 데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개인의

우리가 인간을 완전성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많은 세대를 통해 전수되어 완성된 교육 기술
을 필요로 한다. 칸트는 그 기술을 교육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인류적 차원에서, 그것도
다.
2) 칸트의 교육 체계111)

Erziehung)을

칸트는 교육(

크게 두 가지로, 즉 자연적 교육과 실천적

physisch Erziehung)이란 “인간이 동물

교육으로 구분한다. 자연적 교육(

”112)을 의미한다. 칸트는 이것의 최초의 단계를
일반적으로 부모나 유모 또는 보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양육(Wartung)의
단계라고 말한다. 칸트는 영유아기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요건
들을 꼼꼼하게 언급하는데, 이러한 양육의 세부적인 기술들은 다음과 같
은 원칙을 핵심으로 한다.
과 공유하는 교육의 부분

엇

우리는 무 보다도 최초의 교육은 단지 소극적이어야 함을 알아야 한

엇

태

다. 다시 말해서 자연이 예비해 둔 것에 무 인가 새로운 것을 보 려 하
지 말고, 자연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113)

번
박찬 번
Erz ehung ① Wartung ② D sz pl n ③
Kultur ④
Z l s erung ⑤
Moral s erung
A =Ⅸ

른
/

111) 여기서 사용된 칸트의 교육 체계에 대한 역어는
구의 역을 따
다. 즉, 교육( i
)은
양육(
),
훈육( i i i ),
문화화
도야(
),
시민화( ivi i i
),
도덕화(
i i
)의 단계로
구성된다.
112) 교육론, 35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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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
장해물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양육자의 좋지 못한 태도나 행동으
로 아이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를 포함한
다.114)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칸트가 생각한 자연적 교육의 핵심
은 동물과 같은 자연적 존재자인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상
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 그러나 동물과 달리 스스로 생존할 수 없
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말은 자연 소질들이

있을 것이다.115)

면 실천적 교육(praktisch Erziehung)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그 핵심
에 놓인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반

실천적 또는 도덕적 교육이란 이를 통하여 인간이 자유로이 행위하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육성하는 교육이다. (실천적이라는 말은 자유와 관
련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인격성을 위한 교육, 자유로이 행위
하는 존재의 교육이다. 자유로이 행위하는 존재는 자신을 유지하고, 사회
속에서 한 구성원을 이루며, 스스로 내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존재이
다.116)

물

여기서 칸트는 자연과 대비되는 자유 개념을 통해 동 과 다

A =Ⅸ
A =Ⅸ
박찬
견
찰

른 인간의

113) 교육론, 44-45 459.
114) 교육론, 61 465.
115) 나아가
구는 자연적 교육의 의미를 칸트 종교론에 러나는 칸트의
인간학적 해를 통해 고 한다. 그에 따르 자연적 교육은 인간의 실천적
행위와 관련되는 근원적 소질 중 하나인 ‘동 성( i
i )’의 소질과 관련된
다. 동 성의 소질이란 자연적이며 기계적인 자기애로서 이성을 필요로 하지
는 생 로서의 소질이다. 양육으로 대표되는 자연적 교육은 이러한 동 성
의 소질을 워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론, 역자 해제.)
116) 교육론, 35 455.

물
않 물

면
물 T erhe t

드

물

키
A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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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여기서 인간은 단지 자연적 존재자가 아닌 인
격성을 지닌 도덕적 존재자로 여겨지며, 자유라는 개념은 도덕적 자유로
서 내적 가치를 핵심으로 갖는 인격성의 자유인 것이다. 따라서 실천적
교육은 이러한 도덕적 존재자인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그로부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내적 가치인 도덕성을 함양하게 하도
록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는 실천적 교육이 숙련성을 위한 기계적 육성,

영리함을 위한 실용적 육성, 도덕성을 위한 도덕적 육성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117) 칸트는 이를 각각 문화화, 시민화, 도덕화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그 단계를 구분한다. 뒤이어 살펴보겠으나 각 단계의 교육적 의미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면, 문화화 단계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을 유
지하고 완성하는 것, 시민화 단계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의 한 구

절대적
삼는다 하겠

성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도덕화 단계에서는 전 인류적 차원의

치

인 가 를 내적으로 지니는 것을

핵심적인

다.118)

교육 목표로

확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체계는 교육론 내에서 명 하게 규명되지

않

앞서 제시된 개념들 외에도 교육이 다양한 하위 개념들로 구성
되어 있고,119) 자연적 교육과 실천적 교육이라는 개념들과 교육의 다섯
고 있다.

박찬

세
견
찰
Menschhe t
존재
산
Persönl chke t
존재

드

117)
구는 이러한 실천적 교육의
가지 단계를 칸트 종교론에 러나
는 칸트의 인간학적 해를 통해 고 한다. 그에 따르 숙련성을 위한 기계
적 육성과 리함을 위한 실용적 육성은 인간의 실천적 행위와 관련되는 근
원적 소질 중 하나인 ‘인간성(
i )’의 소질과 관련된다. 인간성의 소
질이란 자연적이며 동시에 이성적인
자로서 인간이 지닌 타 적 이성이
개 한 자기애, 즉 타 적·도구적 이성을 의미한다. 한편 도덕성을 위한 도덕
적 육성은 ‘인격성(
i
i )’의 소질과 관련된다. 인격성의 소질이란 이
성적이며 임을 질 줄 아는
자로서 인간이 지닌 도덕법칙에 대한 경
과 의지의 자유, 곧 도덕적·실천적 이성을 의미한다. (교육론, 역자 해
제.)
118) 이원 , ｢칸트 윤리학과 도덕교육론 : 도덕교육의 형식과 내용의 통합 가
능성｣, 생명연구 제21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 2011), 187 .

영

입

책

심

봉

집

면

산

존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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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즉 양육, 훈육, 문화화, 시민화, 도덕화조차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기 떄문이다.120) 예컨대 칸트는 양육의 단계만을 자연적 교육에 포함
시키고 나머지 네 단계를 실천적 교육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부분에서는 양육과 훈육을 소극적이라는 의미에서 자연적 교육에, 나머
지 세 단계를 적극적이라는 의미에서 실천적 교육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도덕화만을 적극적 도덕 교육의 의미에서 실천적 교육으로
보고 이전의 네 단계들은 모두 소극적 도덕 교육의 의미에서 자연적 교
는지 명시적으로

육에 포함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프랑케나(William Frankena)는 이러한 교육 체계의 비일관성에서 비
롯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적 교육과 실천적 교육의 구분에 다
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121) 이에 따르면 자연적 교육의 핵심
개념인 자연과 실천적 교육의 핵심 개념인 자유의 구분은 곧 현상계와
예지계의 이분법과 연관된다. 즉 자연적 교육은 결정론과 자연과학, 순수
이론이성이 지배하는 현상계 내에서의 인간 존재에 대한 교육이고, 이것
은 현상적 자아의 완전성의 추구를 교육 목표로 한다. 반면 실천적 교육
은 자유, 도덕, 순수 실천이성에 의해 설명되는 예지계 내에서의 인간 존
재에 대한 교육이고, 이것은 예지적 자아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을 교육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두 세계에 동시
에 속하는 존재자이다. 따라서 어떤 단계의 교육이든 자연적 교육과 실
천적 교육의 내용을 모두 내포할 수 있는 것이다.

김영래 앞 책
쪽참
버
노
집 링
억
결
난 상
책 쪽참
W ll am K Frankena Three h stor cal ph losoph es of educat on
Ar stotle Kant Dewey Ch cago Scott Foresman
pp
참

119) 교육의 하위 개념들에 대한 다양한 구분에 대해서는
,
의
,
90-91
조.
120) 이는 여러 가지 전의 칸트 교육학 강의 트가 편 자인 크에 의해
지로 연 되어 나타 현 으로 보인다. (위의 , 89
조.)
121)
i i
.
,
i
i
i
i
i
:
i
,
,
( i
:
, 1965), .100-10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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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케나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칸트의 교육 체계는 그 안에
다섯 단계의 구분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것을 기계적으로 자연적 교육과
실천적 교육으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할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구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의 각 단계는 그것이 현상적 자아의 완전성
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예지적 자아의 온전함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자연
적 교육이나 실천적 교육 모두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 단
계가 자연적 교육에 해당되고 도덕화 단계가 실천적 교육에 해당되는 것
은 비교적 분명하나,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단계들은 자연적 교육으로부터
실천적 교육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위치할 뿐 두 유형의 교육적 내용을
모두 내포한다고 파악하는 것이 칸트의 교육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찰

칸트의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덕의무 교육을 고 할 때에도 이러한 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천적 교육이 칸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교
육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자유에서 비롯한 의무 개념으로 학생들이 나
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자유를 온전히 다루는 실천적 교육인 도덕화만이
념을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훈육, 문화화,
시민화의 단계에서 자연적 교육과 실천적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각

각의 교육이 도덕화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
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구상했던 도덕성으로의 점진적인 진행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 덕의무 교육의 단계
본

절에서는 칸트가 제시한 교육 단계의 의미를 바탕으로 덕의 함양과

덕의무 수행을 포함하는 덕의무 교육의 체계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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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

논하도록 하 다. 칸트에게 있어서 최초의 교육 단계는 자연적 교육으로

앞서 살펴보았다. 양육 단계의 교육은 단지 스스로 충분
히 살아갈 수 없는 약한 동물에 불과한 자연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이 생
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양육 단계에서는 실천
서의 양육임을

적 교육으로서의 덕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 비로

듭날 수 있는 단계의 교육, 즉 실천적 교육의 성격을 포
함하는 훈육 단계의 교육부터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어떻게 점차적으
로 덕을 함양하고 덕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소 인간으로 거

1) 훈육 단계: 기초적인 도덕성 형성

작

본격적인 인간 교육의 단계는 훈육으로 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칸트
는 교육론에서 훈육 단계의 교육적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1) 훈육되어야 한다. 훈육이란 개인적 인간뿐만

물

치 않도록 지키

아니라 사회적 인간에게 있어서 동 성이 인간성을 해 지
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훈육이란 단지 야만성의 제어이다.122)

면 훈육 단계에서 교육자는 비로소 학생들이 인간성으로 나
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 다만 그 노력이 적극적인 차원에서 인
간성을 키워낸다기보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인간성을 지키는 노력, 즉
동물성에서 비롯하는 야만성을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훈육 단계의 교육은 여전히 자연적 교육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따르

122) 교육론,

A22=Ⅸ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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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맥락에서

을 알 수 있다. 이

칸트는 훈육 단계에서 교육자는 학생의

락 킬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예의범절과 같은
개념을 주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아직 의무의 개념에 도
천성을 타 시

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

물
물
른 성격을 지닌
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동물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성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 그 인간성은 동물성을 바탕으로 현상 세
계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23) 따라서 훈육 단계의 교육에서 이
그러나 인간의 동 성은 여타 동 들의 동 성과는 다

루어지는 자연적 교육은 그 안에 내포된 인간성에 대한 지향으로 미루어

볼 때, 단지 자연적 교육이기보다 실천적 교육으로 이행하는 첫 번째 단
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훈육 단계가 제한적으로나마 지니고 있는 실천적 교육의 성격

른
침 드러난다. 그러나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자유와 강제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칸트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은 이 바 ‘자유의 강제’라는 칸트의 교육적 방 에서

큰 과제 중 하나는 법칙의 강제에 대한 복종과 자신의 자
유를 사용하는 능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강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강제 속에서 자유를 키워낼 것인가? 우리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을 견디도록 적응시켜야 하
는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잘 사용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모든 교육은 단지 기계주의에 불과하며, 교육을 받은 자들도 자신
교육의 가장

의 자유를 사용할 줄 모를 것이다.124)

김영래 앞 책 쪽
A =Ⅸ

123)
, 의 , 99 .
124) 교육론, 32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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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는 도덕적 행위자이지
만,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는 않은 특별한 상태라고 생각한다.125) 즉 아동
은 종국에는 자유의 이념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아동 단계에는 법칙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성으로서의 자유’의 성향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그것은 억제되어야 하고 아동은 그로부터 벗어나 인간성의 법칙이
칸트는 이 단계에 놓여 있는 아동이

라는 진정한 자유 개념에 스스로 강제되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

런

이

순종이

의미에서 칸트는 훈육 단계에 있는 아동의

품성 형성에 있어서

순종은 이후 살펴볼 도덕화 단계에서의
자발적인 순종과 다른 절대적인 순종이다. 이것은 강제에서 비롯하는 순
종으로서, 학생은 “비록 당장은 이러한 법칙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만”126) 장차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칙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로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절대적인 순종에 있어서 학생들은 아직 준칙을 알 수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없고, 따라서 준칙을 알 필요도 없다. 다만 학생들의 의무 수행은 수동적
인 연습과 훈련, 습관에 의해 행해진다. 이를 위해 교사는 기술적인 수단
으로서 자신이 학생들의 실례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127) 학생들은 교

품행을 모방하며 준칙을 채택하기 위한 최초의 의지결정
을 할 수 있다. 칸트는 교육론에서도 아이의 적합한 품성 형성을 위해
지켜야 할 세부적인 일들을 제시하며 교육자가 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고 언급한다. 아직 품성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육자의 행동은
본보기로서 좋은 가르침을 강화하거나 무효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
향력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다.128)
그러나 습관을 통한 의무 수행의 교육은 학생들을 아직 덕으로 나아가
사의 본보기적

125)
126)
127)
128)

봉앞
쪽
A =Ⅸ
상
쪽/A =Ⅵ
A
=Ⅸ

이원 , 의 논문, 182 .
교육론, 102
482.
윤리형이 학, 596
167 479.
교육론, 111-112
4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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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 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칸트는 덕론에서 다음과 같
이 밝힌다.
게

갓

덕은 한

숙련으로서

행위들의 습관으로

… 오랜,

훈련을 통해

취득된, 도덕적으로-좋은

설명되고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29)

習性)은 행위를 쉽게 함 내지 의사의 주관적 완전성이다.—그러나
그러한 쉽게 함이 무엇이나 자유로운 숙련(自由의 習性)은 아니다. 왜냐
하면, 만약 그것이 습관(習慣), 다시 말해 자주 반복된 행위를 통하여 필
연성으로 된 같은 모양의 행위일 경우, 그것은 자유로부터 나온 숙련, 그
숙련(

러니까 도덕적 숙련이 아니기 때문이다.130)

순종과 강제되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덕
의 형성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는 단지 강제나 훈련, 습관 등을 통해
기초적인 도덕성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며, 이는 아직 온전
한 실천적 교육의 형태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단계의 교육에서
결함이 생길 경우 무엇으로도 대체되거나 보완될 수 없는 더 큰 악을 낳
이처럼 훈육 단계에서의

는다는 칸트의 지적은 훈육 단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131) 다시 말해, 훈

물

락

약 사이에

육 단계는 동 적인 무질서로의 전 과 도덕적인 질서로의 비
서있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교육인 것이다. 이

런 점에서 훈육 단계의 교

육이 갖는 의미는 이후의 교육 단계들에서 학생들에게 서서히 형성되어

밑바탕을 만드는 작업이자, 이미 그 자체로 인간성의 이념이
라는 지평에 서 있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132)
나갈 덕의

상
쪽/A =Ⅵ
상
쪽/A =Ⅵ
A =Ⅸ

129) 윤리형이 학, 463
9 383.
130) 윤리형이 학, 497
49 407.
131) 교육론, 8-9 444.
132)
, ｢칸트의 교육문제 : ‘강제

김상섭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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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유의 계발’｣, 교육사 연구

2) 문화화 단계: 자연적 완전성
칸트는 교육론에서 문화화 단계,

설명하고 있다.

혹은

도야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2) 인간은 도야되어야 한다. 도야는 교화와 교수를 포함한다. 도야는

든 임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숙련은 아무런 목적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남겨둔다.133)
숙련을 갖추는 것이다. 숙련이란 모

핵심적인 목표는 숙련성, 즉 이후 인간이 살아가며 수립
하게 될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
에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고 숙련의 종류 역시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칸트는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134)
칸트는 우선 신체적 능력이라는 숙련성을 제시하며 이것을 기르는 방
법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자연으로부터 얻은 능력들을 활용하는 자의적인 운동이나 감각기관의 사
이 단계에서

용과 관련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신체를 강화하고 단련하여 방

결과로부터 더욱 안전해진다.
다음으로 칸트는 어느 정도 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능력의
도야를 자유로운 도야와 학술적 도야로 나누어 언급한다. 이 중 자유로
운 도야는 마치 놀이처럼 학생에게서 언제나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여
종의 유해한

집

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2), 49쪽 참조.
A22=Ⅸ449.
A23=Ⅸ450.

제26 제2
133) 교육론,
134) 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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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각 력 상상력, 기억력, 주의력, 변별력 등 지성의
하위 능력들과 지성, 판단력, 이성과 같은 상위 지성능력들의 도야가 속
한다. 반면 학술적 도야는 일종의 일처럼 강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
은 일을 해야 하는 유일한 동물로서, 학생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 일정한 강제를 수반하는 일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숙
기에는 인식능 , 감 능 ,

련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능숙해지기 위하여 기계적 육성

인간은 그의 모

또는 교수를 필요로 한다. 기계적 육성은 인간에게 한 개인의 차원에서

치

가 를 부여한다

[높여준다].135)

이와 같이 숙련성을 갖추어 무언가에 능숙하게 되는 것은

얼핏 보기에

존재자인 인간의 능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단지 자연적 교육의
한 형태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는 칸트
의 언급은 문화화 단계의 교육이 실천적 교육의 성격을 일면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덕론의 관점에 비추어볼 때 그 의
는 자연적

미가 분명해진다. 곧 숙련성이란 덕의무로서 자기 자신의 자연적 완전성
을 갖추는 의무이다. 인간을 예지적

존재자로서 목적들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자로 바라본 칸트에게 있어서, 이 단계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목적
을 수립하는 것 이전에 어떤 목적이든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라고 하겠다. 칸트는 덕론에서 다음과 같이 그것의 가치와 교육의 필
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인간에게 의무는, 자기의 자연본성의 조야함으로부터, 즉 (
135) 교육론,

A36=Ⅸ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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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에 關하

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
간성으로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것이며, 배움을 통해 자기의 무지를
보완하고 착오들을 교정하는 일이다. 이것은 … 도덕적-실천적 이성이 이
것을 그에게 단적으로 지시명령하는 것이며, 그에게 내재하는 인간성의
품격에 걸맞기 위해 이 목적을 그의 의무로 만드는 것이다.136)
여) 동 성으로부터, 오로지 스스로 목적을

면 숙련을 갖추는 것은 단순히 현상적 차원에서 무언가를 잘
해내는 것이나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그 가치가 있지 않다.
그것은 실천이성이 인간성이라는 이념하에 우리에게 지시명령하는 의무
이다. 우리가 배움을 통해 그 의무를 다하고 동물성으로부터 인간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실천적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정리하자

칸트가 문화화 단계에서 비로소 자연적 도야와 대비되는 도덕적인 도

급

야를 언 하는 것 역시 실천적 교육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도야는 훈육 단계와 다르게 훈련이 아니라 준칙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교육자는 학생들이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켜

선을 행하는지 지 보아야 한다. 학생들은 행위의 근거와 동기가 언제나

찰

의무의 개념이라는 것을 통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학생들이 훈육의 단계에서 막

였

벗어나 여전히 온전한

도덕성에 도달하지 못하 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학생들은 자연적 교
육으로서의 훈육 단계로부터 점차 자유 개념에 접근하고 있을 뿐이며,

채 순종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이 단계에서 교육자들에게는 이중적인 과제가 부여되는데, 한 측면
에서는 자연적 교육의 일환으로 훈육이나 자연적 도야 교육을, 다른 한
의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

136) 윤리형이 학, 468

쪽/A15=Ⅵ387.
- 61 -

측면에서는 실천적 교육으로서 도덕적 도야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다.
또한 숙련을 갖추게 하는 도야 교육조차

온전히 실천적 교육의 성격을

물론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연적 완전성
의 의무라는 점에서 교육자는 학생들의 가치를 높이는 실천적 교육을 수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그것이 덕의무를 직접적으로 겨냥하
고 있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학생들은 아직 그것이 의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는 불충분한 실천적 교육이라 평가할 수
지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것을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덕을 형성하는 것은

더

나아간 교육 단계에서 가능할

것이다.
3) 시민화 단계
(1) 교제의 덕
교육론에서 문화화의 다음 단계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시민화 단계

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시민화 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영리해지고 사회에 적응하며, 사랑받고 영향력
을 지니게 된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민화라고 일컫는 도야
의 일종이 속한다. 시민화에는 품행과 예의범절,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
리함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 사람은 모든 인간을 그의 최종목
3) 교육을 통해 인간이

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137)

137) 교육론,

A23=Ⅸ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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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화라는 개념은 도야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앞서

문화화 단계에서

급 었던 숙련의 개념을 일부분 함유한다.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
은 우리의 숙달된 능력을 사람에게 적용하고, 우리의 의도를 위해 사람
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기술인 처세술이다.138) 즉 시민화
에서 목표하는 숙련은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완전성을 의미한다 할
언 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완전성은 곧 학생들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키우는 것

품행과 예의범절, 영리함 등을 익히며 형성한 처세술을 통해 학생
들은 자기 자신을 시민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를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가는 것까지도 배우게 된다.139) 곧 학생
들은 시민으로 길러져 공적인 가치를 획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칸트가 제시하는 품성 형성의 요소 중 하나인 사교성을 갖추게 되며 더
나은 품성을 형성할 바탕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처세술에 대한 칸트의 서술은 이것이 과연 교육적 가치, 더 나
아가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지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칸트는 처세술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기술이
라고 정의하며, 학생들이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은폐하고 [타
인이] 알아챌 수 없게 하되, 타인은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140)고 말한
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자기 품성에 대한 가식, 예의범절로 표현되는 외
적 가장, 즉각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정념의 절제가 요구된다고
칸트는 밝히고 있다. 이는 타인을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타인에게
이다.

138) 교육론,
139) 교육론,
140) 교육론,

A113=Ⅸ486.
A36=Ⅸ455.
A113=Ⅸ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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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칸트의 도덕철학과 어긋나는 듯 보이며, 칸
트에게 수용되기 어려운 태도로 보인다.
그러나 칸트는 그것이 불순함에 가까운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칸트는 처세술이 비록 가치의 측
면에서 도덕성과 같은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을지라도,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간에게는 최종적인 가치라고 밝힌다.141) 즉 칸트에게
있어서 처세술은 세속적인 인간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의중을 헤아려본다면 그것이 가르쳐질 필요 역시
세속적인 차원에서, 다시 말해 현상적인 세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시민화 단계의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삶의
진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문제들을 위하여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고 때로는 그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방법들이다. 그것에는 타인을 자신과 같은 예지적

존재자로 바라보며 사랑과 존경의 의무를 다하는 관점은 아직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따라서
시민화 단계의 교육조차 여전히 자연적 교육의 성격을 보이며 도덕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다.

치

급
며, 실천적 교육의 일환으로서 시민화 단계 교육이 정립될 수 있음을 엿
보인다. 여기서 칸트는 영리함과 처세술 등을 교제의 덕이라는 의무로
표현하며, 이것이 단지 현상적 세계 속에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에게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힌다. 칸트에 따르면 교제의 덕이란 “서로 간
에 교유하고(交流의 義務, 社交性), 자신을 격리(分離)시키지 않음”142)인
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자 타인에 대한 의무일 수 있다. 왜
나아가 칸트는 덕론에서 이것이 가질 수 있는 도덕적 가 를 언 하

A =Ⅸ
상
쪽/A =Ⅵ473.

141) 교육론, 113 486.
142) 윤리형이 학, 58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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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이는 자기 자신을 원칙들의 중심으로 삼되, 그 중심으로부터 뻗
어나가는 세계를 포섭하는 사회적 마음씨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교제의 덕을 갖춘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완전성을 넘어 타인과의 관
계, 그리고 사회에서 형성되는 완전성까지도 목표하는 것이다.

른 세계복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의무에 미감적 인간성을 동반시켜,
간접적으로 그러한 복지로 인간을 이끌어나갈 교호적 참여와 참여에서의
쾌, 화합, 사랑과 존경 등을 개발할 뿐이다.143) 칸트는 이것이 가지는 복
그러나 교제의 덕이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도덕성, 이 바

합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물론 단지 덕 비슷한 아름다운 가상을 주는 외장품 내
지 부속품(附帶裝飾)들일 뿐이나, 이러한 가상이 기만적이지는 않다. …
그것은 단지 보조물일 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가상을 가능한
한 진리에 근접시키려는 노력에 의해서, 친근감, 말붙이기 좋음, 예의범
절, 환대, (이견 중에서도 다툼 없는) 온화함 속에서 덕감정 자체를 촉진
시킨다.144)
이러한 것들은

세 혹은 교제의 덕은 그 명칭과는 다르게 진정한 덕일 수
없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의무를 향해 있다기보다 어디까지나 현상적이
고 세속적인 세계 속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처럼 처 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연적 교육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덕감
정을 촉진하고 덕을 호감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간접적
으로 우리를 의무의 개념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상
상

143) 윤리형이 학, 589
144) 윤리형이 학, 590

쪽/A159=Ⅵ473.
쪽/A159-160=Ⅵ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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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교제의 덕은 간접적으로나마 의무일 수 있고 제한적인 도덕적

치

가 를 가지는 것으로서, 시민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교육의

심을 이룬다.

핵

(2) 마음의 감수성 계발

앞서 우리는 시민화 단계 교육에서 핵심적인 목표인 처세술이 단지 세
속적인 삶에서 불가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제의 덕이라는 간접적인 의
무로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교제의 덕은 또한 그것이 우
리 자신의 덕감정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의무일 수 있었다. 따라서 그
것은 직접적인 차원에서 의무 개념에 맞닿아 있기 보다는 마음의 감수성
등을 매개로 의무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칸트가 교육론에서 언급하는 수치심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칸트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개
념이 교육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45) 이는 시민화 단계에 놓
인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형식적이나마 타인과의 관계에 치중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명예의 개념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명예의 개념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는 아이와는 달리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타인의 시선, 즉
명예의 동기에서 도덕규범을 준수하고자 한다.146) 다시 말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사회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성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물론 이는 칸트가 진정으로 가치있게 생각하는
도덕적 행위와는 다르다. 오직 도덕적인 동기에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화 단계에서 수치심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A =Ⅸ

145) 교육론, 107 483-484.
146) 이원 , 의 논문, 184 .

봉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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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

의무로 이 는 교육은, 이후 도덕화 단계에서 추구하게 될 진정으로 덕
스러운 의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의무

름

치

평가할 수 있

를 목표한다는 점에서 나 의 도덕교육적 가 를 가진다고
을 것이다.
칸트는 덕론에서도 이와 같은 의무 수행을 타인에 대한

급

랑

친절이라는 의

무를 통해 언 하고 있다. 우선 칸트는 사 을 두 종류, 즉 미감적인 사

랑으로서 단지 타인의 행복을 흡족해하는 소망의 호의와 실천적인 사랑
으로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기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실천적 호의로
나눈다. 후자에 해당하는 실천적 호의의 준칙에 따른 결과, 즉 준칙에 따
르는 행위의 유형이 바로 친절이라는 개념이다.147) 따라서 칸트가 단정
짓듯이 타인에 대한 친절은 곧 의무이다.
그런데 칸트는 덕론의 한 대목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무관하게 친절
함은 의무라고 주장한다.148)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천적 사랑이
자 실천적 호의의 준칙에 따르는 행위 유형인 친절이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도, 즉 단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의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
다면 그것은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행위가 단지 의무에 걸맞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칸트의 도
덕철학에 근거할 때 이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칸
트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친절은

의무이다. 이 의무를 자주 실행하고, 그의

친절한

의도를 실현

친절하게 대하는 자를 실제로 사랑
이른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

하는 데 성공하는 자는 종내는 그가
하기에

상
력

쪽/A =Ⅵ
른 람
”
상

147) 윤리형이 학, 556
118 449.
148) 우리의 능 에 따라 다 사 들에게—그들을 사 하 지
함은 의무이다. (윤리형이 학, 489
40 402.)

“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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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A =Ⅵ

랑 든 않든지 간에—

”

너는 직접적으로 (우선) 사랑해야만 하고, 이 사랑을 매개로
해서 (나중에) 친절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사람에
게 친절하라. 이 친절은 인간사랑을 (친절 일반으로의 경향성의 숙련으로
서) 네 안에 생기게 할 것이다.”라는 뜻이다.149)
다. 는 말은,

친절을 의무라고 단정짓는 것은 이것이 의무에 걸맞는 행위임
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의무와 합치한다는 점
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뒤따르는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를 진정
으로 도덕적 가치를 갖는 불완전한 의무인 인간사랑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절은 우리를 진정으로 도덕적인 행위로 매개해주는 간
접적인 의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칸트가 친절을 의무라고 단정짓는 것은 이것이 의무에 부
합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선언에 이어 칸트
는 그것이 우리를 인간사랑으로 이끈다고 말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친
절은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친절과 다르게 인간사랑으로부터 비롯한 행위
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인간사랑으로 이끄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칸트가 이러한 서술을 통해 의도한 바는 타인의 행복이라는 덕의무의 준
칙으로부터 수행한 친절이야말로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만, 그러
한 준칙에서 비롯하지 않은 친절 또한 의무이고 간접적이나마 도덕적 가
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후자의 친절은 아직 온전한 의미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그러한 가치로 이끈다는 점에
칸트가

서 의무일 수 있는 것이다.

찬

맥락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사랑의 의무에 해
당되는 자선과 감사를 행하게 하고 동정의 감정을 갖도록 이끄는 것, 그
마 가지의

상

쪽/A40-41=Ⅵ402.

149) 윤리형이 학, 48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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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와 반대되는

패악인 인간 증오(질투, 배은망덕, 고소해 함)를 멀

리하도록 하는 것도 시민화 단계 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덕의무 교

물론 시민화 단계의 학생들은 이것들의 의미를 인간성이라
는 목적의 견지에서 의무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행할 것이나, 이러한 덕
의무 수행은 그들을 인간사랑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될 필요가
육일 것이다.

있다.
4) 도덕화 단계
(1) 도덕적 완전성의 의무

살펴본 교육 단계들에 대한 고찰은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성
의 이념이 교육의 최종목표일뿐만 아니라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된
최고의 척도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칸트는 교육의 최종 단
계로 구상한 도덕화 단계에서 비로소 학생들이 도덕 그 자체의 개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밝힌다.
지금까지

든

4) 도덕화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은 모

종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직 순수하게 선한 목적을 선택하는 마음씨
도 지녀야 한다. 선한 목적이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승인되고, 또한 동
시에 모든 사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50)
능숙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오

든

여기서 학생들은 모
타인들을 이용하는
150) 교육론,

목적들에 대한 숙련성이나

세속적인

차원에서

영리함을 넘어서야 한다. 물론 숙련성이 모든 목적들

A23=Ⅸ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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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을 이루기 위한 완전성을 갖 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고,

영리함이 사교성에 근거하여 개인의 품성을 형성하고 적절한 시민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앞선 논의를 통해 우리
는 그것이 자연적 교육의 성격을 보이며 현상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 한
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시민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서 학생들이 덕스러운 겉모습을 보이고 어느 정도 선하다고 말할 수 있
는 단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예지적 차원에서 도덕적 존
재로 거듭난 것은 아니다.151) 학생들은 도덕화의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
다. 칸트가 고백하듯이, “인간은 그의 이성이 의무와 법칙의 개념으로까
지 높여질 때에만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152)
칸트는 학생들이 오직 순수하게 선한 목적들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말
한다. 그 선한 목적이란 덕론에서 제시된 것처럼 보편적으로 추구할 수

치

립

있는 목적이자 의무와 일 하는 목적, 다시 말해 도덕법칙을 수 하는

겠

인간성과 도덕법칙 그 자체라 할 수 있 다. 학생들은 비로소 의무개념
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인을

존엄성

존재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칸트가 ‘도덕적 자기인식’이
라는 말로 표현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의 심정의 심층까지 파고들
어 자신의 악한 의지를 제거하고 그 연후에는 자기 안에 있는 근원적인
선의지의 소질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153) 이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
안에는 도덕적 동인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는 도덕화 단계에 놓인 학생들의 자발적인 순종
을 기대한다. 이 순종은 앞서 훈육 단계에서 강조되었던 절대적인 강제
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는 다르게, 이성적이고 선하다고 인정되는 의지에
을 가진 예지적

김영래 앞 책
쪽참
A =Ⅸ
상
쪽/A =Ⅵ

151)
, 의 , 113-114
조.
152) 교육론, 128 492.
153) 윤리형이 학, 544
104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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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한다. 덕론에서 칸트는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완전성의 의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인간에게

]

의무는 자기의 의지를 개발하여, 곧 법칙이 동시에 자기의

의무에 맞는 행위들의 동기가 되는 가장
고, 그 법칙에 의무이기 때문에

순수한 덕의 마음씨로 고양시키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적인 도덕적-

실천적 완전성이다.154)

면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완전성의 의무는 곧 도덕법칙을
자신의 의무 수행의 동기로 삼고, 그 법칙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적 강제로서, 학생들은 의무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
로 자신에게 내재한 경향성과 본능의 충동을 이겨내고자 하는 덕의 마음
씨를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도덕화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목표해야 할
덕에 대한 언급은 교육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

래 모든 악덕을 향한 충동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를 자극하는 경향성과 본능을—이성이 그
를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하는데도—자기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로지 덕을 통해서만, 즉 자기 강제를 통해서만 도
인간은 본

덕적으로 선해질 수 있다.155)

앞서 덕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인간의 선함은 순수한 것도 아니고 자
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경향성과 본능이 언
상
쪽/A =Ⅵ387.
A =Ⅸ

154) 윤리형이 학, 468
15
155) 교육론, 128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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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

제나 우리를 도덕법칙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복

가 도덕적으로 선해지기 위해서는 경향성과 본능을 극 하기 위해 투쟁
하는 마음씨인 덕이 필요하다. 즉 교육자는 도덕화 단계에서 학생들이

끌

덕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 어야 한다.

“

칸트는 덕의 함양을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경향성이

욕정으로

되지

않도록 자신을 길들여야 한다.”156)고 말한다. 칸트는 덕론에서 이를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와 도덕적 무정념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란 “지속적인 경향성으로 된 감성적 욕망”157)이 자기의 준칙으로 뿌
리내리지 않도록 반성하며, 감정과 경향성을 자신이 지닌 이성의 지배
아래에 놓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도덕적 무정념은 “숙고된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서 그 법칙을 실행에 옮기려는 부동의 마음[부동심]”158)을
갖추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은 덕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이며, 도
덕화 단계에서 비로소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품성을 정초해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를 가능한 한 많은 사례와 지침을 통해 가르쳐주어야 한
다고 말한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덕의 교수법, 즉 도덕적 문답법과 대화
법은 여기에서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 우리의 도덕적 판단력이 필요한
칸트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도덕적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은 덕의무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판단

국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답과 대화를 통해 종 에는 자신의 이성으로부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육자는 학생들이 유쾌하고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
어야 한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덕이란 단지 완강함에 근거하
여 자신을 자책하는 것만으로는 형성될 수 없으며, 의무 수행에 있어서
터 덕의무를 스스로

A =Ⅸ
상
쪽/A =Ⅵ408.
상
쪽/A =Ⅵ409.

156) 교육론, 114 487.
157) 윤리형이 학, 498
51
158) 윤리형이 학, 50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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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의 유쾌함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도덕적인 우애
도덕화 단계에서 학생들이 추구하도록 해야 하는 타인과의 관계는 시
민화 단계와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시민화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단지

세

처 술을

익혀 타인에 대한 외면적인 덕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었던 것과

달리, 도덕화 단계에서 학생들은 비로소 타인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다.

른 사람이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예지적 존재자임을,
그리고 그 인간성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함을 가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로써 학생들은 타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곧 학생들은 다

그를 단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준칙을 받아들이며 타인에 대한

존경의

의무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곧 타인에 대한

존경과

패악인 거만, 비방, 우롱이 타인의 인격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생들은
타인이 가진 목적을 자신의 목적처럼 여기며, 그의 목적 실현을 돕는 실
천적 사랑을 의무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자선,
감사, 동정이 덕의무임을 인식하고 질투, 배은망덕, 고소해 함과 같은 인
간 증오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칸트는 덕론에서 우애라는 개념을 통해 타인과의 이상적인 도
덕적 관계를 제시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
을 드러낼 필요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많은 부분들을 자신 안에 감출 수
밖에 없다고 느낀다.159) 왜냐하면 그러한 허심탄회한 자기 노출은 타인
반대되는

상

159) 윤리형이 학, 587

쪽/A156=Ⅵ47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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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을 드러내고 그만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을 잃게 될 위
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시민화 단계를 거치며 처세술
과 교제의 덕으로 표현되는 가식과 외적 가장을 익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칸트는 타인과의 관계의 밑바탕에 온전한 신뢰가 놓인다면 그
러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즉 시민화 단계에서
추구하는 외면적인 형태로 완성될 수 있는 미감적 우애와 달리, 도덕화
단계에서는 두 인격이 서로에 대한 양편의 존경을 바탕에 두고 온전히
신뢰하여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교호적으로 나눌 수 있는 도덕적인 우애
를 추구해야 한다.160) 칸트는 이와 같이 도덕적 우애를 추구하며 모든
인간의 평안과 복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른바 ‘인간의 친구’, 다시
말해 전 인류의 친구라고 언급하며 칭송한다. 그들은 인간들 사이의 평
등을 유념하며, 마땅한 존경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능동적인 호의, 다시
말해 사랑을 확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덕화가 목
표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단지 미감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도
덕적인 차원으로 거듭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칸트는 교육론에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부터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세계 최선에 대한 관심까
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세계 최선이 그의 조국이나 그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161) 이처
럼 칸트는 도덕화의 단계에서 학생들이 단지 자신의 가까이에 존재하는
타인을 넘어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타인들과 사회, 그리고 세
계까지 나아가는 세계시민적인 마음씨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도
덕화 단계의 학생들은 타인, 사회, 나아가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
에게 자신의

상
A =Ⅸ

쪽/A156-158=Ⅵ471-473 참조.

160) 윤리형이 학, 587-589
161) 교육론, 145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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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게 된다.

를 도덕의 관점에서 바라

3. 덕의무 교육의 방법
덕의무 교육의 방법은 주로 교육론보다는 덕론을 통해 그 내용을 찾

볼 수 있다. 덕론에서 윤리학적 요소론에 이어 제시되는 윤리학적 방

아

법론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론과 다르게 방법론이 제시될 필

앞서 언급했듯 덕론은 불
완전하고 넓은 의무로서 활동 여지를 허용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덕론에서 사례론을 통해 이 의무들의 준칙이 특수
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칸트는 사례론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그것을
학문으로 살펴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방법론이라는 이름 하에
학문의 한 부분으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성의 훈련인 교수법, 그리
요를 칸트는 도덕적 의무의 성격에서 찾는다.

고 그것의 실천적 훈련으로서의 수행법이다. 이를 통한 학습과 수행은
학생들로 하여금 덕을 함양하고 덕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나아가 그

울 것이다.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
1) 윤리학적 교수법

칸트는 덕이 가르쳐질 수 있고 가르쳐져야만 한다는 것이 그 개념에

축

앞서 살펴보았듯 덕은 유덕한 마음씨
로서 자연적인 경향성들과 맞서는 결의와 의지의 굳건함이기 때문에, 그
것은 생래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칸트는 덕론이 교설적 방법을 반드
이미 함 된 것이라고 말한다.162)

상

162) 윤리형이 학, 593

쪽/A163=Ⅵ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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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순

드

시 포함해야 하며, 그 교 적 방법은 단 히 단편적일 수 없고 반 시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언명한다.163)

치

탐구하기 위해 일반적인 교수법에 대해
고찰한다. 그 과정에서 칸트는 교수법을 강술식 방법과 질의응답식 방법
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강술식 방법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강의
하고 학생은 단지 그것을 듣는 자가 되는 수업 방식이다. 이는 덕을 가
르치는 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듯이 칸트에게 있
어서 덕의무는 스스로가 수립하는 목적 개념과 연관되며, 불완전하고 넓
은 의무로서 그러한 목적의 선택은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목적의 선택과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학생 스스로의 몫이
칸트는 덕을 가르 는 방법을

며, 일방적인 강술로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이다.

응

이어서 칸트는 질의 답식 방법을 교수자와 학생의 질문과 대답으로

업 방식이라고 정의하며, 그것을 다시 대화식 교습법과 문
답식 교습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164) 대화식 교습법은 이성을 바탕으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는 교수자와
그에 대해 대답을 하는 학생의 이성은 어디까지나 동등한 이성으로 가정
된다. 이러한 가정하에 교수자와 학생은 상호 번갈아 묻고 답하며 자연
스럽게 배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반면 문답식 교습법은 이성이 아닌 한
낱 기억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즉 이 과정에서 물음은 어디까지나 질
문을 받는 자의 기억에 대답을 요구한다.
이상의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칸트에게 있어서 덕을 가르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대화식 교습법일 것으로 보인다. 칸트가 자신의 윤리 이
론에서 강조하는 도덕법칙과 의무는 순수 실천이성을 통해 수립되는 것
이루어지는 수

상
상

163) 윤리형이 학, 594
164) 윤리형이 학, 594

쪽/A164=Ⅵ478.
쪽/A164=Ⅵ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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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이기 때문에, 자연스 게 덕 역시 이성을 바탕에 두고 가르쳐야 한다고

상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하게도 칸트는 이것이 덕을 가르

치는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이 상
호적으로 물어야 하는 대화식 교습법에서 “학생은 그가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를 전혀 아는바 없고, 그러므로 교사만이 홀로 묻는 자”165)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화식 교습법은 교사와 학생의 동등한 이성을 전
제하지만, 실제로 아직 배움이 부족한 학생들의 이성은 교사와 동등하게
이성적 대화를 나눌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칸트는 덕 교수
법의 적절한 방식을 문답식 교습법, 즉 도덕적 문답법이라고 말하되, 그
것에 ‘아직 미숙한 학생들을 위한’이라는 조건을 덧붙인다. 이에 따라 우
리는 덕의 교수법이 최초에는 문답식으로 이루어지고, 이성이 발달한 연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답식 교습법을 통해, 다시 말해 단지 기억에 질문을 던지
는 방식으로 어떻게 덕을 가르칠 수 있는가? 칸트는 문답식 교습법에서
후에야 대화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학생이 만들어내는 대답은 이전에 교사가 그에게 말해 준 것이어서 이미

억

끄집어낸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적용한다면, 교사는 문답식 교습법을 통한

알고 있는 것을 한낱 기 으로부터

치

덕을 가르 는 것에 이것을

교육 이전에 미리 학생에게 덕을 알려주고 이후 그에 대한 질문을 통해

김

그것을 되새 질하는 방식으로 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칸트는 그처럼
교사가 학생의 이성으로부터 방법적으로

끌어내는 대답이 일정하고 쉽게

변경될 수 없는 표현으로 작성되어 보존되고, 이후에는 그것을 활용하여
학생이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 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고 말한다.
나아가 칸트는 이러한 도덕적 문답법에서 사례론적

상

165) 윤리형이 학, 596

쪽/A166=Ⅵ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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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을 활용할 것

물음을

결
생각을 시도하는 것은 윤리 교육, 그리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성을
개발하는 데 매우 적합한 방식인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연습을
통해 윤리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한편 칸트는 덕의 형성에 대한 실험적(기술적) 수단으로서 교사가 학
생들에게 좋은 실례(Beispiel)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일
아직 덕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에게 올바르지 않은 버릇이 들 경우 그것
은 아무런 준칙 없이 어떤 고정불변적인 경향성을 정초하고, 사유방식의
원리가 아닌 감각방식의 기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166) 따라서 교사는
본보기적인 품행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모방하며 버릇과 습관을 들여
준칙 채택을 위한 최초의 의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을 제안한다. 사례론적

마주한 학생들이 그것을 해 하기 위한

비록 의무 개념을 바탕으로 한 덕의 준칙을 정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아

효

직 그런 능력을 지니지 못

한 학생들에게는 유 한 교수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상
볼 때, 칸트는 덕을 가르치는 방법에 나름의 단
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서 제시한 덕의무 교육의 단
계와 일치한다. 즉 이성의 능력이 미흡한 최초의 단계, 예컨대 훈육과 문
이 의 내용을 미루어

화화 단계의 학생들에게 교사는 덕의 실례가 되어 그들이 모방을 통해

버릇과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연후에 시
민화 단계와 같이 기초적인 이성적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문답식 교
습법을 적용하여 배웠던 덕을 기억력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덕화 단계에 이르러 이성이 충분하게 발달된
덕의무 수행의

학생들과는 대화식 교습법을 통해 덕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비로
소 학생들은 덕의 함양과 덕의무의 수행,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할

상

166) 윤리형이 학, 596

쪽/A167=Ⅵ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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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2) 윤리학적 수행법

롯

덕이 도덕적 마음씨라는 점에서 그것은 오 이 어떤

특정한 개인의 것

렇
고, 가르침 받은 것을 그것의 소유자가 스스로 연습하고 수행할 수도 있
는 것이다. 칸트가 윤리학적 방법론의 마지막 항목을 윤리학적 수행법에
할애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한다.

이다. 그 기 때문에 덕은 타인으로부터 가르쳐질 수 있는 것만이 아니

칸트는 덕의 훈련이 목표해야 하는 바를 의무의 수행에 대한 완강한
마음과 그 의무 수행에 있어서 유쾌한 마음으로 제시한다. 완강함이라는

상태에 관해서 칸트는 스토아 학파를 본받아, 삶에서 얻게 되는
불편함을 견디고 안락한 것에 습관을 들이지 않으며 도덕적 건강을 보존
하는 섭생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덕에 대한 앞선 논의들, 즉 자연
적 경향성들과 투쟁하는 의지의 강함으로서의 덕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칸트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한다. 자연
적 경향성을 극복하는 일은 “생의 많은 기쁨들을 희생해야만 하는데, 이
생의 기쁨의 상실은 때때로 마음을 암울하게 하고 투덜거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167) 그런 마음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억지로 의무에
순종하고 의무에 맞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어떤 내적 가치도 지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잘못된 도덕적 수행법을 칸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마음의

미신적인 공포, 위선적인

상

167) 윤리형이 학, 603

혐오 그 자체에 의해 자기고문과 육체적 고행

쪽/A176=Ⅵ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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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하는 승려수행법은 덕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형벌을 과하는 광신적인 속죄를 목표로 삼는다. 그것은 죄를 도덕적으로
(다시 말해, 개과천선할 의도에서) 회개하는 대신에, 죗값을 치르고자 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스스로에 의해 선택되고 집행된 형벌인 경우에
(무릇 형벌이란 언제나 타자가 과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모순이며,
덕에 수반하는 유쾌함을 낳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덕의 지시명령에 대한
은밀한 증오 없이는 생길 수 없다.168)
에

른 승려수행법은 광신적인 완강함에 근거하여 덕에 대한 증오만을
낳는다. 칸트에게 있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지난날의 과오를 잊지 않
으며 끊임없이 반성하는 것인데, 저러한 수행법은 오히려 비도덕적인 태
도로서 단지 죄를 씻어내고자 자신을 고통에 빠트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
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덕으로 이끌기보다
따라서 칸트는 “여기에 쾌적한 삶의 향유를 제공하면서도 순전히 도덕
적인 무엇인가가 덧붙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169)고 말하며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념을 본받아 유쾌함 또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쾌한 마
음가짐은 덕을 습관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덕을 행하며 동시에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인간은 덕 수행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칸트가 추구하는 윤리학적 수행법은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완강함과 도덕적 건강을 기반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지향점인 마음의
유쾌함을 종합시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 언제나
자연충동들이 도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이 올곧게 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완강하고 굳센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지
이 바

상
상

168) 윤리형이 학, 604
169) 윤리형이 학, 604

쪽/A177=Ⅵ485.
쪽/A177=Ⅵ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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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의 강함만으로는 덕을 향하는 마음이 수 하게

작동할 수 없다. 덕 수행

쁨 느끼는 마음가짐을 통해 그것을 지지해줄 필요가 있
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학생들의 마음에 덕이 함양되었다
에서 스스로 기 을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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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칸트 덕론과 덕의무 교육의 도덕교육적 함의
1. 도덕교육의 내용과 형식의 통합
도덕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 현장에서

등 이론과 실천을 막론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도덕교육 실행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이론들은 도덕성과
도덕교육의 본래적인 통합적·복합적 성격을 간과한 채, 이분법적 논의들
을 통해 도덕성과 도덕교육을 단순화시키는 양상을 보여왔다. 예컨대 도
덕교육의 목표로서 ‘사회화와 자율성’, 도덕성 및 도덕교육의 강조점으로
의 적용

서 ‘내용과 형식(덕과 원리)’, 도덕교육의 기대 성과로서 ‘사고와 행동’,

특

도덕성의 주요 요소로서 ‘이성과 감정’, 도덕판단에서 ‘ 수성과 보편성’

등이 그것이다.170) 본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들 중 ‘내용과 형식(덕과 원
리)’의 이분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칸트 덕론과 덕의무 교육이 이
둘을 통합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입장에는 뒤르켐의 도덕사회
화 이론이나 인격교육이론, 비교적 최근 등장한 덕윤리적 접근 등이 있
다. 이 입장들은 일반적으로 도덕교육의 전통에 근거한 특정한 도덕적
덕목이나 인격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도덕행위자 자체에 보다 깊은 관심
을 기울이며, 도덕적 행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즉 옳고 그름
의 판단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사회와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선하고 공정하며 올바른 기준에 주목한다.171)
이러한 도덕교육에 대한 내용중심적 접근은 여러 한계를 지닌다. 그
도덕교육에서 덕이라는 내용을 중시하는

병

랑

170) 추 완, 도덕교육의 이해 (고양: 인간사 , 2011), 42
171) 위의 , 48-50
조.

책

쪽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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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참조.

핵심은 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이러한 입장
들은 다양한 덕목들 중 어째서 임의의 특정한 도덕적 덕목이나 인격 특
성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답을 이끌어낼 수 없으
며, 이른바 ‘도덕적 불확정성(moral indeterminacy)’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다.172) 이는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가치를 전수하는 것에 치중하는 교화
교육으로 전락할 위험성까지도 내포한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도덕교육에서 형식과 원리를 중시하는 입장은
피아제나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이 대표적이다. 이 입장들은 구체적인
한계의

도덕적 내용이나 행위가 아니라 도덕성의 형식이나 원리에 주목하여 도

결

절차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즉 특정한 덕목을 선정하는 것이 가지는 자의성과 상대성을
배제하며, 도덕적 추론이나 사고의 발달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덕적 문제
해결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173)
이렇게 살펴본 도덕교육에 대한 형식중심적 접근 역시 여러 비판에 직
면한다. 도덕적 추론이나 사고 능력만을 가르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는 것이다. 아직 추상적인 논리 전개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이들에
게 어떤 준거 가치도 제시하지 않고 도덕적 추론 능력만을 가르치는 것
은 무의미한 일이다. 또한 지나친 가치중립에 매몰되어 추론과 사고의
형식에만 치중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내용도 가르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174)
우리나라의 도덕교육은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두
덕적인 의사 정 과정 내지는 도덕적 문제들을 다루는

접근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을

살펴보면 도덕과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이라는 네 개의 핵심 가치
봉 앞의 논문, 171쪽 참조.
병 앞의 책, 50-51쪽 참조.
봉 앞의 논문, 170쪽 참조.

172) 이원 ,
173) 추 완,
174) 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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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도덕적 추론과 사고를 포함한 다양

력

켜 그 핵심 가치들을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75)
즉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덕목과 형식으로서의 도덕적 추론 및 사고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네 가지 핵심 가치가 내용 체계의
구성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는 점
에서 미루어 볼 때, 도덕과 교육과정은 내용중심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형식중심적인 접근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내용중심적인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핵심
가치의 선정이 자의적이지 않고 나름의 기준, 즉 ‘가치관계 확장법’에 근
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치관계 확장법은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원리인 ‘생
활영역 확대법’을 대체하는 내용 구성 원리이다. 생활영역 확대법이란 생
활공간 확대(expanding community) 원칙에 따라 개인 생활, 가정·이웃·
학교 생활, 사회 생활, 국가·민족 생활의 4분법으로 도덕교육의 내용 체
계를 확립하는 방식이다.176) 이러한 원리가 지닌 문제점177)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가치관계 확장법이라
할 수 있다. 가치관계 확장법은 도덕적 성찰의 주체와 대상 간 관계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가는 방식에 따라 도덕교육의 내용 체계를 확립한
다.178) 이에 따라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 및 공동체와의 관
계, 자연 및 초월과의 관계라는 4개의 영역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며,
한 능 을 신장시

호 [별책 ]
울 출 울력
쪽
결
약
매 년
피
복
흥 잃
등”
책

175)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
6 , 2015), 3-8
조.
176) 정 우,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서 : 도서 판
, 2013), 429 .
177) 실제 학생들의 도덕적 삶과의 연 가능성이 미 하다는 점,
학 생
활 역 로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 불가 하게 내용이 중 되는 경우가 있
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미를 게 된다는 점
(위의 ,
408 .)
178) 위의 , 409-413 조.

쪽참
창
“
영 별
쪽
책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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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의 핵심 가치로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이 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원리에 근거한 내용중심적 접근이라는 노력에도 불구하
고 가치관계 확장법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호의 연구
에 따르면 가치관계 확장법은 가치관계에 대한 작위적인 영역 구분의 문
제, 도덕적 사태가 단일한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검토, 영
역 구분과 해당 영역에 속하는 가치·덕목의 배분 문제, 가치·덕목들 간
위계성 및 포함 관계의 문제 등 많은 논의거리를 안고 있다.179) 앞선 논
의와 연관하여 도덕과 교육과정이 여전히 내용중심적 도덕교육 접근이
가지는 도덕적 불확정성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칸트의 덕론과 덕의무 교육은 도덕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통합할 계기를 마련해준다. 칸트는 덕론에서 덕 개념과 덕의무

측면과 실질적 내용의 측면을 모두 아우르
고자 하였다. 즉 비판기 윤리학이 도덕의 선험적 원리와 형식적인 측면
에 치우쳤던 것과 다르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도덕적 마음씨인 덕과 그것을 통해 지켜야 할 의무의 구체적 내용인 덕
개념을 통해 도덕의 형식적인

의무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구성할 수 있는 덕의무 교육
체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덕의 함양을,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덕의무의 목록을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훈육 단계나 문화화 단계에 놓여있는 학생들은 이성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도덕적 추론이나 사고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단계의 학생들
에게는 오히려 가치 규범을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 가치 규범
들은 자의적이거나 도덕적 불확정성에 빠지지 않도록 도덕법칙과 의무에
덕의무 교육의 단계는

재호

년

많은

것을 시사한다.

및

등

179) 이
, ｢2015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
제언: 초 도덕과를 중
으로｣, 초 도덕교육 제48
(한 초 도덕교육학회, 2015), 171-173
조.

심
참

등

집

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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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근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민화 단계의 학생들은 비교적 이성이 발달

치 규범들을 영리함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적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치 규범의 전수로부터 점차 도덕적 추
하여 그러한 가

론과 사고로 나아가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덕화 단계에
놓인 학생들은 비로소 도덕적 추론과 사고가 가능할 정도로 이성이 발달
된

상태이다. 따라서 자신의 목적만이 아닌 인간성이라는 목적과 도덕성

에 대한 신념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도덕적 추론과 사고를 중점적
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덕의무 교육의 단계는 도덕교육이 내

심

작

심

용중 적 접근으로 시 하여 형식중 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함을 일관된
도덕적 성장으로서 통합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다.

2. 도덕교육의 조건

앞선 논의에서 칸트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실천적 교육에 해당하는 도
덕화 단계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
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행하는 것은 단번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의 단계인 훈육, 문화화, 시민화 단계에서의 교육들이 바탕이 될 때 점진

었

적으로 가능한 것이 다. 이 단계들에 대한 칸트의 논의에서 우리가 주
목할만한 점은 칸트가 도덕화 단계 교육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 조건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칸트의 논의가

출

겠

우리 사회의 도덕교육에 주는 함의를 도 해보도록 하 다.
1) 학교 공동체의 중요성
칸트는 단지 우연적인

상황과 경험에 근거한 기계적 교육을 경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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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설

런

이성에 근거하여 계 된 반성적 교육의 필요성을 역 한다. 그 데 이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반성적 교육이
지녀야 할 교육기술들은 전 인류적 차원에서 학문으로 정초되었을 때 비
로소 교육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머리가 깨어 있는 전문가, 즉 “오직 세계 최선에 참여하는 확장된 경향
성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더 나은 상태에 대한 이념을 지닌 사
람들”180)의 노력으로 구성된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한 교육은 부모나 교사 개인의

다.
학교라는 공간이 가진 교육적 의미에 대해 칸트는 크게 두 가지 방향

각

상
효율성이다.

으로 생 을 전개해나간다. 하나는 현 적인 차원에서 사교육(가정교육)
과 대비되는 공교육(학교교육)의

칸트는 사교육에 비해 공

교육이 일관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숙련성을 체계적으로

익

힐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시민적 자질을 기
르는 데 장점을 보인다고 말한다. 즉 여기서 학교라는 공간은 배움의 터
전으로서 학생들이 숙련성과 영리함을 익힐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
이다.

른 차원에서 칸트는 도덕교육을 위한 장으로서 학교가 가지는 의미

다

에 대해 논한다. 학교가 가져야 할 조건으로 칸트가 가장 강조하는 점은

앞서 살펴본 순종에 대한 칸트
의 논의는 이를 잘 드러낸다. 칸트는 학생들의 품성 형성에 있어서 법칙
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처음에는 절대적인 순종이며
나중에는 자발적인 순종이다. 여기서 절대적인 순종이란 아직 자신의 행
위 준칙을 도덕법칙에 비추어 반성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외부에서 제
학교가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되고 강제된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180) 교육론,

A21=Ⅸ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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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부의 법칙은 학교에서 제시되는 규칙이다. 학생들이 이에

순종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준수

“
덕 교육에서 첫째로 노력해야 할 것은 품성의 기초를 닦는 일이다. 품성
은 준칙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에 있다. 그것은 처음에는 학교 준칙이며,
나중에는 인간성의 준칙이다.”181)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도덕성이라는 최고의 이념과 맞닿아 있는
규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학교라는 공간은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도덕화와 인격 완성을 목
표로 하는 도덕적 공동체로 정립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도덕성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칸트가 도

또한 학생들이 이러한 규칙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율

존중해야 한다. 학생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존재자로서
자유의 강제로부터 언젠가는 자유로 나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자유를 강제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성
을 발휘해서 준칙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는 이성이 발달되는 단계에 위치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학교의 규칙에 대해 평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들의 자 성을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듭
각
적 요구이기도 하다. 2015년 공포된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해나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182)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중시되는 상황 속에서, 도덕
학교가 도덕 공동체로 거 나야 한다는 생 은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

A =Ⅸ
치
환
노력

181) 교육론, 100 481.
182)
가와 지방자 단체는 학교를 중 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화적인 교육 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
을 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진 법 제4조 제3 , 2015)

친

“국
축

심

”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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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망

“

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인성 교육의

잡

핵심 교과”183)로 자

리 고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도덕적 공동체인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학교, 그리고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 도덕과의 역할이

매우

2) 도덕교사의 역할
칸트의 교육론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
다.

특히 그러한 역할은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앞서 논

의한 바와 같이 도덕적 공동체로서의 학교와 도덕과의 역할, 그리고 우

물

각

른 누구보

리의 도덕교육적 현실과 맞 려 생 할 때, 이러한 역할은 다
다도 도덕교사에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도덕교사는 교육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도덕화
로 나아갈 수 있게끔 조력해야 한다. 훈육과 문화화 단계에서 도덕교사
는 학생들이 동물성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적절한 강제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시
민화 단계에서 도덕교사는 학생들이 사교성을 갖추고 타인과의 관계를

직 도덕법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학생들이 아

깨우치지 못한 도덕화 이전의 모든 단계에서 도덕교사
는 학생들의 모범으로서 도덕적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칸트가 밝히듯
칙과 의무 개념을

모방을 통해서는 도덕성에 도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은 최초

결

립

의 의지 정이자 최초의 준칙 수 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도덕화에 이르기까지 도덕교사는 학생들이 경향성을 극

복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때로는 강제를 부과하며 그들을 독려할
183) 교육부,

앞의 책,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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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면

다음으로 도덕교사는 스스로가 도덕법칙을 내 화하여 자신의 준칙으

람
지는 도덕적인 행동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교사 스스로가 자신
의 내면에서 도덕법칙을 존경하며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다. 교사는 학생들보다 앞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학생들을 도덕성으로 이끌 자격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도덕교사는 학생들을 언제나 자율적 주체로 여겨야 한다.
물론 학생들은 최초에는 도덕적 주체라기보다는 단지 동물성에서 인간성
로 삼을 수 있는 도덕적인 사 이어야 한다. 이는 단지 학생들에게 보여

으로 막 이행하는 단계에 놓여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으며, 도
덕교사는 그러한 학생들의 가능성을 신뢰해야 한다.
언제라도 도덕적 주체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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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상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칸트의 비판기 이후 윤리학을 윤리형이 학

심

덕론을 중 으로

살펴보고, 여기서 도출된 덕과 덕의무 개념을 칸트 교

육론과 연관지어 학생들의 덕 함양과 덕의무 수행을 포함하는 덕의무

였

교육의 체계에 관해 연구하 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칸트 윤리학의 형

응

식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 하여 칸트가 단지 도덕성의 원리를 해명하는

심

것에만 관 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도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의 현실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제시한 첫 번째 연구목표는 칸트의 덕론에서
제시된 덕 개념과 덕의무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덕 개념의 연원을 살펴보며 덕이 의미하는 바가 ‘투쟁 중에 있는
도덕적 마음씨’, 혹은 ‘자기 의무를 준수함에 있어서의 인간 의지의 도덕
적 강함’이라는 점을 보였다. 이러한 덕 개념은 덕론에서 핵심적인 개념
적인 실행 가능성까지도

으로 정초되는데, 이는 도덕적 행위의 현실적인 실천에 대한 칸트의 문

롯

제의식에서 비 한다. 즉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에 일치하는 준칙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연적 경
향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강함인 덕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칸트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무의 구분에 따르면, 도덕적 의무란 내적인
강제로부터 비롯한 불완전하고 넓은 행위의 준칙이고, 덕은 그러한 의무
를 수행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가짐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덕의무 개념에 주목하였다. 칸트는 도덕적 의무를
덕의무라는 개념을 통해 새롭게 정의한다. 덕의무는 ‘그 자체로 의무인
목적’ 혹은 ‘동시에 의무인 목적’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행위의 형식뿐만
는 단지 도덕법칙의 원천인 선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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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무지워진 질 와 내용으로서의 목적 개념을 내포한
다. 이러한 목적은 실천이성의 개념들 안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의무로
부터 찾아질 수 있는 보편화 가능한 목적, 즉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이
다. 이제 칸트는 인간성을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형
식적인 차원의 의미를 넘어, 인간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라는 적극

키

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의미를 의무 개념에 포함시 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칸트는 인간성 그 자체라는 목적 개념을 포함하는 구체

항

누

적인 덕의무의 조 들을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로 나 어

킨

자신의 윤리 이론에 포함시 다.

상 덕론에 관한 논의는 칸트 윤리가 단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적절

이

하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한 비판은 단지 칸트의

춘 단편적인 비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

비판기 윤리에 초점을 맞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는 덕론에 이르러 자신의 윤리 체계에 실질적
인 내용으로서 덕의무의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서

현실적 실천의 문제까지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 체계
는 교육 이론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덕의 함양과 덕의무의 수행이

득

라는 도덕적 실천이 선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육을 통해 습 되
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의 구체적인 교육 체계가 제시

룰 수 있는

될 때 비로소 덕론의 체계는 구체적인 현실의 윤리 문제를 다
이론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목표는 칸트의 덕의무 교육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교육론에 제시된 교육 개념의 바탕에 인간 본성의 완전성이

든 소질들을 끌어내고 계발하여 인간이 동물
성으로부터 인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념이 놓여 있음을 보였다. 특
라는 이념, 즉 인간 안의 모

히 칸트는 인간의 다양한 소질들 중 도덕성의 소질을 가장 중요하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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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며 그것을 교육의

상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칸트의 교

육 체계는 현 적 자아의 완전성과 관련되는 자연적 교육, 예지적 자아

온전함과 관련되는 실천적 교육으로 구성되며, 칸트는 그 중 교육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실천적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칸트
의

는 점차 실천적 교육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교육의 단계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칸트의 교육 단계를 훈육, 문화화, 시민화, 도덕화

누 각 단계에서 덕의 함양과 덕의무의 수행을 포함하는 덕의
무 교육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지 고찰하였다. 먼저 훈육 단계는 학생
단계로 나 어

들이 인간성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 규정될 수 있다. 여기서 학생들은
자유의 강제에 대한

순종을 통해 수동적인 의무 수행과 연습,

훈련, 습

등을 통해 인간성의 법칙으로 점차 나아가야만 한다. 다음 단계
인 문화화 단계 교육에서 학생들은 이후 어떤 목적이든 달성할 수 있도
록 숙련성을 갖춰야만 한다. 즉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연적 완전
성이라는 덕의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 그 다음 단계인 시
민화 단계 교육은 앞선 단계에서 익힌 숙련성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처
세술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학생들은 교제를 통해 덕스러운 외양과 사교
성을 얻고 자신으로부터 타인으로 나아가며 사회적 완전성을 갖추게 된
관, 모방

다.

살펴본 세 교육 단계들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실천적 교
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교육들을 통해 아직 잠재적인 도덕적
존재자인 학생들은 기초적인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그치고, 의무 개념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인 채 현상적이고 외면적인 차원에서 덕
의무를 수행하며, 때로는 불순할 수도 있는 감성적 경향성에서 의무 준
여기까지

수의 동기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후 도덕화 단계로 나아갈 바탕
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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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화 단계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도덕성을

획득하고 도덕 그 자체

의 개념까지 나아가야 한다. 학생들은 비로소 의무 개념을 이해하고 받
아들일 수 있으며, 예지적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느낀다.

만들어야 함을 의무로

이를 위해서 자연적 경향성과 투쟁하는

도덕적 마음씨인 덕의 함양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사

랑과 존경의 의무를 받아들이며 도덕적인 우애를 통해 타인, 사회, 더 나
아가 세계로 관심을 확장하는 세계시민적 마음씨를 함양하여야 한다.

덕의무 교육 체계의 마지막 부분은 덕의무 교육의 방법이다. 연구자는
덕론에서 제시된 윤리학적 방법론의 교수법과 수행법을 차례로

살펴보며

이 교수법과 수행법이 덕의무 교육의 단계와 일관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였

보 다. 즉 이성의 발달에 맞추어 최초에는 교사가 덕의 실례가 되어 덕
의무 수행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문답식 교습법과 대화식 교습
법, 그리고 완강함과 유쾌함을 바탕으로 한 덕 수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비로소 학생들은 덕의 함양과 덕의무의 수행,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연구목표는 이러한 연구가 줄 수 있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찾는

었 먼저

것이 다.

칸트의 덕론과 덕의무 교육 체계는 도덕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통합할 계기를 마련해준다. 덕론에서 덕 개념과 덕의무 개념을
통해 도덕의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적 내용의 측면을 모두 아우르고자 했

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바탕으로 구성할 수 있는 덕의무 교육 체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덕의 함양을,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실천해
야 할 구체적인 덕의무의 목록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덕의무
교육의 단계는 이성의 발달과 도덕적 성장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도

심

작

심

덕교육이 내용중 적 접근으로 시 하여 형식중 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함을 통합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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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칸트가 제시한 교육의 제반 조건들을 통해 학교 공동체의 중
요성과 도덕교사의 역할이 도덕교육에 있어서

엇

매우

중요함을

닿

살펴보았

다. 학교는 무 보다 도덕성이라는 최고의 이념과 맞 아 있는 규칙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규칙에 대한

순종을 통해 도덕성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인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는 도덕적

립

공동체로 정 되어야 한다. 또한 도덕교사는 도덕적 공동체로서의 학교
에서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도덕교사

는 교육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점차 인간성으로 나아가

끔 조력해야 하고, 자신 스스로가 도덕법칙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준칙
으로 삼을 수 있는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하며, 학생들이 도덕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들을 자율적 주체로 여겨야 하는
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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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ant’s Doctrine of
Virtue and Education of Duties
of Virtue
Song, Eunseob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material nature of
Kant’s ethics and present an educational system based on it. Kant’s
ethics are generally criticized for not presenting specific rules of
action and making progress towards actual moral practice due to its
formalism. However, Kant discussed how moral practice is actually
possible through the concept of virtue and duties of virtue in his
post-critical ethics, Doctrine of Virtue, and presented specific rules of
action. Based on the discussion of Doctrine of Virtue, Kant’s On
Education can be defined as education system of duties of virtue
which includes fostering virtue and fulfilling duties of 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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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virtue is defined as ‘moral disposition in the
struggle’ according to Doctrine of Virtue. ‘Moral disposition’ is a
good nature, willing to carry out a moral duty even though it is
incomplete and wide. Also, as the phrase ‘in the struggle’ suggests,
virtue is not innate or natural, such as natural tendencies, but
acquired will.
As the phrase ‘an end that is at the same time a duty’
indicates, the concept of duties of virtue is an end that we can
regard as duty. This implies a concept of end as a content under a
specific duty, as well as a form of duty. These ends lie within the
concepts of practical reason and are the universalizable ends—the
ends itself, humanity—that can be found from our duties. Beyond the
passive and formal view which makes a person not treat humanity as
mere means, Kant regards the concept of duty as an active and
practical one; treat humanity itself as end.
The concept of virtue and duties of virtue is closely related
to educational theory in that it is connected to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oral principle. In other words, through an integrated
system of ethics and educational theory, it can be discussed that how
it is specifically possible to foster virtue and through what kind of
system the content of duties of virtue should be taught.
Based on the stage of education, education system of duties
of virtue consists of four stages; the stage of discipline which is
aimed at development of basic morality; the stage of culturalization
which pursues natural perfection; the stage of civicizatio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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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s social perfection through virtue of sociality and receptivity of
our mind; the stage of moralization which is aimed at moral
perfection and friendship. In addition, the educational methods
presented in the education system of duties of virtue can be used
consistently with the stage of education. In other words, in
compliance with development of reason, teachers should be examples
of virtue for students to imitate fulfilling duties of virtue in the first
place, and gradually move on to moral catechism, socratic-dialogic
method, and ascetic based on braveness and happiness.
Kant’s Doctrine of Virtue and education of duties of virtue
have two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 First, Kant’s Doctrine of
Virtue and education system of duties of virtue paved the way to
integrate the content and the form of moral education. Second, Kant’s
Doctrine of Virtue and education system of duties of virtue have
much to suggest to the importance of school community and to the
role of ethics teachers as the requirements for a successful moral
education.
keywords : Doctrine of Virtue , virtue, duties of virtue, On
Education, moralization, education of duties of 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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