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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칸트 실천철학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의 세계와 자유

의 세계 사이의 균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비판기 칸트 저술 곳곳에

등장하는 양 세계의 매개 논의에 주목하여, 이성의 ‘체계적 통일성’을 지

향한 칸트의 노력이 그의 비판철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밝

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칸트 실천철학

의 대표적 저술인 『실천이성비판』뿐만 아니라, 목적론에 대한 초보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순수이성비판』의「순수이성의 규준」을 검토하

고, 본격적으로 합목적성이 논의된 『판단력비판』의 「서론」과 「판단

력비판 제1서론」, 그리고 궁극목적이 등장하는「목적론적 판단력 비판」

의 부록인 ‘목적론적 판단력의 방법론’에 흩어져 있는 서술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매개하는 칸트의 논변은 비판철학

이 전개될수록 더욱 구체화되어 간다. 그는 『실천이성비판』의 「대상

론」에서는 매개의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지만, 「동기론」에서는 도덕 감

정을 통해 실천적 실재성을 확보하고, 「변증학」에서는 최고선을 통해

예지계의 원인성과 감성계의 결과의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설명

하려 시도한다. 더 나아가 『판단력비판』에서는 각 세계의 선험적 원리

인 지성의 법칙과 이성의 법칙이 인간의 인식능력인 판단력과 관계 맺는

다는 점을 들어 양 세계의 연결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낸다.

둘째, 칸트의 논변은 점점 더 인간 외부의 요소가 아닌 인간 내부의 힘

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천이성비판』의 「동기론」에

서는 인간 내부의 지성적 감정인 ‘도덕 감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간의

‘감성’과 ‘지성’에 주목한다. 「변증학」에서는 순수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

해소와 관련한 논변에서 인간이 단순히 현상의 인과계열에 종속된 존재

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다. 하지만, 종국에는 최고선 실현의 보증 근거로

서 신을 요청함으로써 인간 외부의 요소를 끌어오게 된다. 그러나 『판단



력비판』에서는 외부의 요소가 아닌 인간 마음의 힘과 영혼의 능력들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한다.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매개하려는 칸트의 노력은 실천적 실재

성, 주관적 실재성, 주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칸트는

결코 이론적 실재성, 객관적 실재성,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칸트는 예지계의 도덕 법칙이 감성계의 유한한 인간 존재에

게 미치는 영향의 결과인 도덕 감정을 두고 그것의 이론적 실재성을 구하

지 않고, 예지계의 원인성인 도덕 법칙이 감성계의 행복을 결과할 수 있

도록 보증하는 신의 존재에 대하여 객관적 실재성을 구하지 않으며, 자연

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매개하는 반성적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인 자연

의 합목적성이 오로지 ‘자연이 인간의 인식능력들에 합목적적이다’는 전제

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자연의 합목적성의 객관적 타당성을

구하지 않는다. 칸트는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의 한계 내에서 ‘자연

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합일’의 가능성과 근거를 찾고자 했기에 이론적

실재성이 아닌 실천적 실재성, 객관적 실재성이 아닌 주관적 실재성, 객관

적 타당성이 아닌 주관적 타당성을 구하였고, 이는 충분히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 과정에서 부각된 ‘최고선’과 ‘합목적성’ 개

념이 ‘궁극목적’에 이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매개 과정에 관한 논변이 시사하는 도덕 교육적 함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한다. 첫째,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으로 대표되는 도덕 심리학에 노

정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칸트의 목적론적 사유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덕과 행복의 결합, 즉 옳음과 좋음의 결합을 상징하는 최고선

개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도덕적 문제 사태와 도덕과 무관한 사

태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보며, 더불어 최고선에 대한

논의가 도덕 심리학의 한 분야인 ‘사회 영역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 네 가지 면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칸트 실천

철학의 내부에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결합하기 위한 노력의 흔



적을 찾아냈다. 행복론과 도덕론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는『실

천이성비판』「분석학」에 등장하는 ‘자유의 범주표’, ‘순수한 실천적 판단

력의 범형’,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등이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천이성비판』「변증학」에서 전개된 최고선의 논의가 표면

적으로는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에 관련된 논의로 전개되고 있으나, 그 근

저를 살펴보면 자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의 결합에 관한 논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궁극목적, 최고선 등에 대한 논의가 도덕 교육과 접목될 수 있는

지점을 조명하였으며, 도덕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 심리학과

또 다른 축인 도덕철학이 접목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려 시도하였다.

넷째,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의 결합을 시도하는 칸트의 논

변이 갈수록 정교화하고 있으며, 인간 내부의 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발

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주요어 : 간극, 실천철학, 최고선, 반성적 판단력, 합목적성, 목적론

학 번 : 2015-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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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 저술의 인용 표기 방식에 대한 일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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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tik der Universität Bonn에서 제공하는 das Bonner Kant-Korpus(Korpora.or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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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타 번역본을 활용한다. 다만, 칸트 저술의 국역본이 없거나, 기존 번역이 의미를 전

달하는 데 혼란을 줄 경우에 한하여 연구자가 번역한다.

칸트 저술의 인용 표기는 백종현이 제시한 ‘약호명’과 백종현의 국역본에 표기되어 있

는 ‘A(칸트 원본 제1판)의 면수’ 또는 ‘B(칸트 원본 제2판)면수’ 그리고 학술원판의 권수

와 면수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순수이성비판』은 학술원판을 병기하지 않고, 『판단

력비판』은 해당 절(§)을 추가로 병기한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칸트 저술의 약호와 이를 수록한 학술원판 전집(AA)의 권수, 그

리고 바이셰델판의 권수는 다음과 같다(학술원판 권수에 따라 정렬함).

◦MSI : 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ilis forma et principiis AA Ⅱ. (바이셰델版 5권)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들』, 최소인 옮김 (서울: 이제이북스, 2007)

◦ KrV : Kritik der reinen Vernunft AA Ⅲ-Ⅳ. (바이셰델版 3-4권)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서울: 아카넷, 2006)

◦ Prol :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AA Ⅳ. (바이셰델版 5권)

『형이상학서설』, 백종현 옮김 (서울: 아카넷, 2012)

◦ GMS :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AA Ⅳ. (바이셰델版 6권)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옮김 (파주: 아카넷, 2014)

◦ KpV :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AA Ⅴ. (바이셰델版 6권)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서울: 아카넷,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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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 : Kritik der Urteilskraft AA Ⅴ. (바이셰델版 8권)

『판단력비판』, 백종현 옮김 (서울: 아카넷, 2009)

◦ RGV :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AA Ⅵ. (바이셰델版 7권)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백종현 옮김 (파주: 아카넷, 2015)

◦ Log : Immanuel Kant's Logik. Ein Handbuch zu Vorlesungen AA Ⅸ. (바이셰델版 5권)

『논리학』 국역본 未出刊

◦ EEKU : Erste Fassung der Einleitung in die Kritik der Urteilskraft AA XX. (바이셰델版 8권)

「판단력비판 제1서론」,『판단력비판』, 백종현 옮김 (서울: 아카넷,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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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도덕적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입는 모습을 목도하는 이에게 ‘나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는 물음은 풀 수 없는 숙제로 여겨진다. 도덕적인 삶이 현실적인

행복과 불일치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 보다는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될 이유’가 우리의 경험을 더 잘

설명해준다는 점을 발견하고 도덕적인 삶에 대한 회의에 빠져들기 마련

이다. 이 때, 도덕적 삶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덕적

허무주의나 도덕적 회의주의에 쉽게 물들게 된다.

도덕적 삶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정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연본성상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도저히 무관

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인으로서의 도덕성과 결과로서의 행복이 연결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목적론을 통해 실천

철학을 사유했던 시기에는 소극적으로나마 이 물음에 대한 해명이 가능

했다.1) 신 혹은 완전성이 최종 심급으로 작동하던 시기에는 도덕성과 행

복의 결합에 관해 기대할 수 있는, 불분명하지만 믿을만한 장치가 있었던

1) 엄밀하게 말하자면, 목적론적 사유에서, ‘나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는 물음

은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첫째, 물음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다. 목적론에서 사유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완전성’이다. 물음의 주체가 ‘나’라는 점에서 이 물음은 철저히

주체 중심으로 사유를 전개한 근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당위의 근거’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목적론에서는 ‘완전한 존재’의 존재 자체가 곧 ‘당위’의 근거가

된다. 곧, 사실과 당위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당위의 근거에서 존재를 배제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이 물음은 근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론에 적합하게 물음을 재구성한다면, ‘무엇을 위해 나는 존재하는가?’라

는 질문이 도출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위 존재를 향한 하위 존재의 합목적

성’을 중심으로 전개될 터이고, 도덕적 삶에 대한 근거를 찾는 일도 합목적적인지 여

부를 찾는 일로 치환될 것이다. 따라서 목적론에서 도덕적 삶의 근거 해명에 관한 문

제는 직접적으로 답변된다기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답변된다고 평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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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목적론적 사고방식이 붕괴된 근대 이후에 사람들은 더 이

상 불분명한 장치에 기대지 않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양자의 결합에 대

한 기대 가능성마저 난망하게 되었다. 서구 근대 시기 목적론적 사유가

낡은 것으로 치부된 이래 현재까지도 도덕적 삶의 근거에 대한 탐색은 미

결된 주제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자가 칸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도덕의 정당화

와 관련된 혁신적인 틀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자율

성(die Autonomie)’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자신의 윤리학을 전개한다. 그는

목적론적 사유와 달리, 목적으로서의 ‘선(das Gut)’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

하지 않고, 오히려 순서를 거꾸로 하여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

고 언급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정당화의 핵심인 도덕 법칙에

대한 의욕은 자율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종의 주관적인 것이고,2) 그에

따라 ‘나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자연스레 해소된

다. 왜냐하면 칸트의 이론 체계 내에서 도덕적인 사람은 이미 자율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3)

여기서 칸트는 ‘자율의 원리’에 대해 부연하여, 자율의 원리라는 “실천

적 규칙이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은 종합명제라고 본다. 이유는 그것을

분석해도 ‘명령’이라는 속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율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명증적으로 지시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선험적이다

(GMS, B87=Ⅳ440). 즉, 자율의 원리인 도덕 법칙은 ‘선험적 종합명제’라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러한 선험적인 종합

2) 목적으로서 선 개념은 일종의 객관에 해당하는 반면, ‘도덕 법칙을 의욕함’이란 ‘자신

의 준칙을 보편타당한 법칙으로 의욕 가능하도록 함’과 같은 것이므로 주관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3) “이런 자율의 원리만이 도덕의 유일한 원리임은 윤리성의 개념들을 순전히 분해만

해보아도 충분히 밝혀지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 분해를 통해, 윤리성은 정언명령이어

야만 하며, 그러나 이 정언명령은 더도 덜도 아닌 바로 이 자율을 지시명령하는 것

임이 드러나니 말이다”(GMS, B87=Ⅳ440).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 칸트의 논의

는 다음과 같은 선행 논의를 전제해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① 단적으로 선하다

고 말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보편적 합법칙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태로 나타난다)(GMS, B17=Ⅳ402). ② 가언명령은 타율적인 것이다(GMS,

B40-44=Ⅳ415-416). ③ 자율만이 정언명령과 관련된다(GMS, B43=Ⅳ416, B49-79=Ⅳ

419-436). ④ 자율이 도덕성의 최상 원리이다(GMS, B87-88=Ⅳ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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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천 명제가 가능한가”, “왜 그 명제가 필연적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주어진다(GMS, B95=Ⅳ444).4)

칸트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자유’를 끌어들인다. 자유는 현상

계의 원인성을 벗어난 예지계의 원인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다’는 것은, 곧 ‘나는 예지계의 구성원이다’는 것과 같다. 칸트는 다

음과 같은 논변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증명한다. 자율과 도덕 법칙을 등

가 개념으로 보았던 칸트는 자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는 점을 들어 “자유의지와 윤리 법칙 아래 있는 의지는 한가지”라고 하며,

제3의 요소인 자유를 논의에 참가시킨다(GMS, B97-99=Ⅳ446-447). 이후, 자

유란 인간의 자연본성이나 경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와 관

련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예지계의 원인성인 자유를 논의의 중심부

로 끌어들인다(GMS, B100-101=Ⅳ447-448). 그러나 이것으로 밝혀진 것은 ‘자

유와 자율’, ‘법칙 수립과 자율’이라는 구도를 통해 자유가 법칙수립과 관

련된다는 점 뿐, 아직도 인간이 왜 도덕 법칙의 명령에 따르려는 관심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까닭이 드러나지 않았다. 칸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성세계와 지성세계를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 즉 “자기를 순전한 지각

및 감각들의 수용성의 관점에서는 감성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그러나 인

간에게서 순수 활동성임 직한 것 … 과 관련해서는 지성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GMS, B101-110=Ⅳ449-453).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자유를 지니고 있는데, 자유는 현상계의 인과

계열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자유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예지

세계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이후에 칸트는 인간

의 이중적 존재로서의 지위에 기대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4) 해당 부분이 서술되어 있는 『윤리형이상학 정초』 2절은 「윤리 형이상학에서 순수

실천이성비판으로의 이행」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칸트는 1, 2절에서 도덕 법칙이

자율성의 원칙에 기반한 정언명령이라는 것을 밝힌 후, 3절에서는 ‘인간이 도덕 법칙

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왜냐하면, 도

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정언 명령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것을

따라야 할 이유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 점을 명확히 의식하고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한 선험적인 종합적 실천 명제가 가능한가, 왜 그러한 선험적

종합적 실천 명제가 필연적인가’라고 새롭게 규정한다. 그는 이후 3절(순수 실천이성

비판)에서 논의된 문제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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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 세계의 성원으로 만듦으로써

정언명령들은 가능하다. 즉 그로써, 만약 내가 ㉠예지 세계의 성원이

기만 하다면, 나의 모든 행위들은 의지의 자율에 ㉡항상 알맞을 터인

데, 그러나 나는 ㉢동시에 감성세계의 성원으로서도 보기 때문에, 의

지의 자율에 ㉣알맞아야만 하는 것이다(GMS, B111=Ⅳ454).

예지 세계의 성원은(㉠) 이성에 따라서만 행동한다. 따라서 완전한 이

성적 존재자의 모든 행위는 도덕 법칙에 항상 알맞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에 항상 알맞게

행동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알맞게 행동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당위로 나타난다(㉣).

이상의 간략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자신의 도덕철학을 전개하

는 과정에서 ‘자유와 자율’ 그리고 ‘도덕 법칙과 자율’이라는 구도를 설정

하고, ‘자유’와 ‘도덕 법칙’의 고유한 영역으로 현상계가 아닌 별도의 영역,

즉 예지계를 설정하게 된 까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자연

스레 질문이 떠오른다. 현상계와 절연된 예지계의 원인성인 자유, 그리고

그 자유에 기반을 둔 도덕 법칙은 대체 어떤 기제를 통해서 현상계의 인

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지계와 현상계

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일까? 혹은 예지계, 즉 자유의 세계와

현상계, 즉 자연의 세계는 어떻게 매개되는 것일까?

우리는 비록 낙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으나, 적어도 이성을 가지고 있

다면 도덕 법칙을 의식하고 그것을 따르려 노력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렇듯 비록 온전하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할지언정 도덕

법칙을 의식하고 따르려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이 예지계의 원인성이 현

상계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명 예지계와 현상

계는 모종의 원인성으로 매개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가 개론서에서 흔히 접하는 칸트는 현상계와 예지계를 정

밀하게 구분하는 데까지 언급했을 뿐, 예지계가 어떤 작동 방식을 거쳐

현상계와 연결되어 있는지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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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한 바 있다(GMS, B113-127=Ⅳ455-463).

연구자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인간 존재의 이중적

지위에 대하여 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양 세계를 매개하는 지점까지

가야만 현상계에 존재하는 인간이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을진대, 칸트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런데 현재의

투박한 문제의식을 가꾸고 키워서 의미 있는 연구 과제로 만들어 내기 위

해서는 칸트 비판철학의 전체 구도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소 길지만 문제의식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기 위하여, 논의를 앞으로 돌

려서 도덕의 정당화 논변부터 찬찬히 살펴보고자 한다.

칸트가 제시한 일련의 도덕의 정당화 논변에서 연구자는 세 가지 지점

에 주목하고자 한다. i) 논변 과정 중 ‘예지 세계 對 감성세계’, ‘지성세계

對 감성세계’ 등 두 세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 ii) 도덕 법칙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논변이 ‘선험적 종합판단’과 관련된다고 보았다는

점, iii)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도덕적 정당화 과정에서 나타난 ‘선험적

종합판단’이 『순수이성비판』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평가한다는 점이 바

로 그것이다.

이 정언적 당위는 선험적 종합 명제를 표상하는 것인바, 왜 그런가

하면, ⓐ감성적 욕구들에 의해 촉발되는 나의 의지 위에 동일하지만

ⓑ지성세계에 속하는, 순수한, 그것 자체로 실천적인 의지의 이념이

덧붙여지고, ⓒ이 의지는 저 의지가 이성에 따르는 최상의 조건을 함

유하고 있기 때문이다(GMS, B111-112=Ⅳ454).

이런 사정은, ㉮감성세계에 대한 직관들에, 그것 자체로는 ㉯법칙적

형식 일반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지성의 개념들이 덧붙여지

고, 그럼으로써 ㉰그것에 자연에 대한 모든 인식들이 의거하는 선험적

종합명제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대체로 같다(GMS, B112=Ⅳ454).

우리는 앞에서 정언 명령이 선험적 종합판단인 이유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다. 명증적이기에 선험성을 지니고, 명령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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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찾을 수 없기에 종합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명령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자유 개념을 통해 예지계를 불러왔기에 가능했다. 그

런데 칸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비단 도덕철학의 한정되지 않는다고 서

술하고 있다. 그는 사변 철학을 예로 든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

보면 ‘감성적 욕구에 의한 의지(ⓐ) & 직관(㉮)’, ‘순수한 의지(ⓑ) & 법칙적

형식 일반의 개념(㉯)’, ‘의지가 이성에 따르는 최상 조건들(ⓒ) & 자연에

대한 모든 인식들이 의거하는 선험적 종합명제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칸트 철학에서 논의의 핵심에 ‘선험적 종합판단’이 다루어지는 학문분

야는 비단, 도덕철학과 이론철학에 한정되지 않는다. 칸트의 미학에서도

우리는 선험적 종합판단과 관련된 논의를 찾을 수 있다. 『판단력비판』

의「미감적 판단력 비판」중에서 ‘순수 미감적 판단들의 연역’(§§30-54)을

다루고 있는 절 중 §36 ‘취미판단들의 연역의 과제에 대하여’의 마지막 부

분에 주목해 보자.

ⓐ취미판단들이 종합판단임은 쉽게 통찰할 수 있다. 취미판단들은

객관의 개념은 물론 그 직관까지도 넘어서서, ㉠전혀 인식이 아닌 것,

곧 쾌(또는 불쾌)의 감정을 술어로서 저 ㉡직관에 덧붙이는 것이니 말

이다. 그러나 취미판단들이 비록 (표상과 결합되어 있는 자신의 쾌의)

술어는 경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요구

주장한다는 점에서, ⓑ선험적 판단들이거나 또는 그러한 것으로 간주

되고자 한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미 그 요구주장의 표현들 속에

함유되어 있다(KU, §36, B148-149=Ⅴ288-289).

칸트의 주장은 간명하다. 취미판단은 쾌․불쾌의 감정(㉠)을 직관(㉡)에

덧붙인다. 따라서 종합판단(ⓐ)이다. 더불어, 취미판단은 모든 사람의 동의

를 요구 주장한다(㉢).5) 따라서 선험적 판단(ⓑ)이다. ⓐ와 ⓑ를 종합해 보

5) 크로포드(C. W. Crawford, 2012: 109-112)는 『판단력비판』에서 칸트의 논증을 주요

한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은 “취미 판단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주장

을 할 수 있고, 그들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근거해야 할 어떤 것을 단계적으로 특수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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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취미판단도 선험적 종합판단이 분명하다.6) 그런데 뒤따라오는 말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그리하여 판단력 비판의 이 과제는 ㉠초월철학의 일반적 문제, 즉

㉡‘선험적 종합판단들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종속되는 것이다(KU, §36,

B149 =Ⅴ289).

칸트는 ‘선험적 종합판단’을 규명(㉡)하는 일은 철학의 각 분야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초월철학이 처한 일반적인 문제(㉠)라고 보

고 있다. 우리는『판단력비판』에서 언급된 ‘선험적 종합판단’도 앞서 살

펴보았던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언급된 ‘선험적 종합판단’과 그 특징

을 공유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i) 논변 과정 중 ‘쾌․불쾌 등

인식이 아닌 것’, ‘직관’ 등 전혀 이질적인 것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으며,

ii) 취미판단의 주관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논변이 ‘선험적 종

합판단’과 관련된다고 보고, iii) 취미판단의 주관적 보편성 확보에서 나타

난 ‘선험적 종합판단’이 『순수이성비판』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비판철학에서 처음으로 ‘선험적 종합판단’의 중요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제시한 5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취미비판의 실마리

(보편적으로 소통 가능한 심적 상태에 근거해야 함) ② 2단계 : 보편적으로 소통가능

한 상태가 인식의 일반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자유로운 놀이 속에서 조화롭게

관계 맺고 있는 인식 능력들에 근거해야 함 ③ 3단계 : 형식적 합목적성(인식 능력의

조화가 한갓 형식적인 합목적성에 근거해야 함) ④ 4단계 : 공통감(반성적 판단력의

과정은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함) ⑤ 5단계 : 미학과 도덕성(쾌의 감정이 갖

는 단순한 보편적인 소통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의무로 전가될 수 있음) ; 크로포드

는 “미학의 완성은 미학의 영역에서 도덕의 영역으로의 이행을 요청”한다고 보고 있

다(Crawford, 2012: 111).

6) 칸트는 취미판단이 ‘선험적 종합판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짝을 이루는

숭고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판단력비판』의 ‘순수 미감

적 판단들의 연역’에서 §30의 제목이 ‘자연 대상들에 관한 미감적 판단들의 연역은 자

연에서 우리가 숭고하다고 부르는 것을 지향할 필요는 없고, 단지 미적인 것만을 지

향하면 된다’라는 점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칸트는 “자연의 숭고한 것에 관한 판단

들에 대한 우리의 해설은 동시에 그에 대한 연역이었던 것이다”고 하여 숭고판단에

대한 연역이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KU, §30, B133=Ⅴ280). ; 최인숙(2017, 189)은

숭고판단도 취미판단과 유비적으로 해석해 볼 때, 선험적 종합판단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어떤 대상이 ‘숭고하다’고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숭고하다’는 개념(=‘숭고하

다’는 직관)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이 감정을 ‘덧붙여야’, ‘결합해야’ 한다. 이때의 감정

은 일종의 불쾌감, 두려움, 외경심 등의 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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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조된『순수이성비판』제 2판의 서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7)

다량의 연구거리를 단 하나의 과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

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수확을 거두는 것이다. … 무릇 순수 이성의

본래적 과제는 ‘선험적 종합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 안

에 들어 있다(KrV, B19).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해당 부분은 Ⅵ절 ‘순수 이성의 일반적 과제’에 해당한다. 칸트는 여기

서 순수 이성의 일반적 과제가 “선험적 종합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Wie

sind synthetische Urteile a priori möglich)?”라는 질문 속에 들어 있다고 명시적

으로 언급한다. 이는 곧, 칸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비판철학 전체의 중심

물음이 ‘선험적 종합판단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실제로 사변철학, 실천철학, 미학에서 모두 선험적

종합판단의 가능성을 묻고 있다. 그렇다면 대체 선험적 종합판단의 가능

성을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험판단의 기초에는, 직관의 잡다를 하나의 객관적 규정으로 생

각하기 위해, 그 직관의 잡다를 종합적으로 통일하는 선험적 개념들

이 놓여 있다. 이 개념들은(즉 범주들)은 하나의 연역을 요구하거

니와, 그것은 또한 순수이성비판에서 주어졌고, 그로써 ‘선험적 종합

판단들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과제의 해결이 성취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과제는 순수 지성과 그것의 이론적 판단들의 선험적 원

리들에 관련된 것이었다(KU, §36, B147=Ⅴ288).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7) 최소인(2006)과 김재호(2018)는『형이상학에 대한 반성(Reflexionen zur Metaphysik)』

의 “1769년은 나에게 위대한 빛을 가져다주었다(Das Jahr 69 gab mir großes Licht)”

(XVIII69)는 구절에 주목하여 칸트가『순수이성비판』의 저술 이전에 이미 선험적 종

합판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소인은 비록 ‘위대한 빛’이

무엇인지에 관해 칸트 본인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논의의 전개과정을 보

았을 때, “위대한 빛은 무엇보다도 먼저 감성과 지성 혹은 감성계와 지성계의 구분과

분리의 사상”(최소인, 2006: 433)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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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판단력비판』에서 ‘선험적 종합판단의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

로 『순수이성비판』의 경험판단을 들고 있다.8) 감성적 직관과 선험적

개념이라는 이종적인 것을 결합하므로 종합판단에 해당하고, 범주들의

연역은 선험적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험판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수이성비판』에서는 감성적 직관과 선험적 개념 사이의 결합이라는

과제가 주어지는데 이를 선험적 종합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칸트 비판철학은 ‘선험적 종

합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중심 물음으로 각각 순수 사변 이성에 대

한 비판, 순수 실천 이성에 대한 비판, 미감적 판단력 비판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론철학, 실천철학, 미학 모두 각각의 영역 내부에 근

본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전개한 저술이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9)

그렇다면 이런 분열은 왜 나타난 것일까? 기실 그것은 칸트가 자신의

비판철학을 전개하며 의도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칸트는 1770년 자신

의 교수취임논문인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들(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ilis forma et principiis)』(이하 「교수취임논문」)에서 기존에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감성을 지성과 동등한 인식의 한 부

분으로 독립시켜 논의한다.10) 그는 이를 통해 “분리되고 구분되어야 할

감성적 인식과 지성적 인식, 혹은 감성계와 지성계라는 두 가지 인식영역

을 부당하게 뒤섞음으로써 생겨난 어리석은 질문”을 방지하리라 기대한다

(최소인, 2006, 435).11)

이어서, 그는 초월철학의 시작이라 평가받는 1772년 2월 21일 헤르츠에

8) 주지하다시피, 『순수이성비판』 저술 전체가 “선험적 종합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를 묻고 있다. 연구자는 ‘선험적 종합판단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 『순수이성비판』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 다른 사람이 아닌 칸트가 직접 『순수이성비판』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을 찾는다면, 본문에서 인용한 『판단력비판』의 해당 부분이 대표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9) 최인숙(2017: 198)은 『순수이성비판』의 대상 인식, 『실천이성비판』의 도덕 판단,

『판단력비판』의 미 판단 각각이 서로 구별되는 “두 개의 인식능력 내지 두 개의 표

상 사이에서 성립하는 종합판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최인숙의 주장을 <표1>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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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낸 편지(21. Februar An Marcus Herz)(X129-135)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우리 안의 표상이라 불리는 것이 그것의 대

상과 맺는 관계는 무엇에 근거하는가”(X130)?12) 이는 ‘어떤 근거에서 우리

구 분

인식능력1 인식능력2

비 고표 상1 표 상2

표상들사이의연결 · 결합 · 통일 · 종합방식

『순수이성비판』

대상 인식

감성 지성 - ‘상상력의도식’이라는매개자가필요함

- 감성 표상(그림)과 지성 표상(사고)

사이에‘심연의간극’이놓여있음

(지성개념을통한규정판단)

그림 표상 사고 표상

지성의근원적·선험적·통일적·종합적통일작용을통한

개별적그림표상의경험적통일

『윤리형이상학정초』

『실천이성비판』

도덕 판단

이성 의지
- 이성이 경험적 경향성을 완전히

제어함으로서 성립

(이성의개념과원리를통한규정판단)

정언명령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

최고의이성법칙을경향성을지닌인간에게적용하는과정,

스스로정언명령에적합한준칙을자신에게부과함으로써성립

『판단력비판』

미 판단

상상력 지성

(자유로운 상상력이 비로소 개념을

찾아가는방식의비규정적·반성적판단)

아름답다 만족감

상상력과 지성의 합치

『판단력비판』

숭고 판단

상상력 이성

숭고하다 불만족 →만족

상상력과 이성 서로 간의 저항을 통한 합치

<표1> 대상 인식, 도덕 판단, 미 판단, 숭고 판단에서 선험적 종합판단(최인숙, 2017: 198-200 재구성)

10) 최인숙은 칸트의 「교수취임논문」이 비판기를 여는 글로 인정받는 주요 이유로 “칸

트가 이 글에서 감성과 지성을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최인숙, 2017: 104-105)을 든다. ; 카울바하(F. Kaulbach)는 「교수취임논문」에

서 칸트가 “감성적인 공간과 시간의 조망 위에서 세워진 인식의 영역을 구별한

다”(Kaulbach, 1992: 102)는 점에 주목한다. ; 「교수취임논문」의 제2장은 “감성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의 전반적인 구분에 대하여”(MSI, Ⅱ392-398)이고, 제3장은 “감성

계의 형식과 원리들에 대하여”(MSI, Ⅱ398-406)이고, 제4장은 “지성계의 형식과 원

리들에 대하여”(MSI, Ⅱ406-410)이다. 각 장의 제목만 보더라도 칸트가 감성계를 지

성계와 동등하게 인식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1) 감성과 지성을 구분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칸트는「교수취임논문」제5장 “형이상

학에서 감성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에 관한 방법에 관하여”(MSI, Ⅱ410-419)의 §24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감성적 개념들을 마치 지성적 징표인 것처럼 오인하

게 하는 지성의 사기술은 (전승된 의미와의 유비에 의해) 잠입의 오류라 명명될 수

있으므로, 지성의 것들과 감성적인 것들의 뒤바뀜은 형이상학적 잠입의 오류(만일

조야한 표현을 쓰는 것이 허용된다면, 지성화된 현상)가 될 것이며, 따라서 나는 감

성적인 것들을 지성개념에 필연적으로 귀속하는 것들인 양 사칭하는 이런 종류의

잡종의 공리를 잠입된 공리라 부른다. 이런 사이비 공리들로부터 지성을 현혹하며

형이상학 전체에서 매우 나쁜 몽상의 원칙들이 생겨난다”(MSI, Ⅱ412).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12) „Ich frug mich nemlich selbst: auf welchem Grunde beruhet die Beziehung was

man in uns Vorstellung nennt, auf den Gegenstand?‟ (X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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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표상과 대상이 관계 맺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안의 표상이 자신의 대상과 어떻게 그리고 왜 필연적으로 관계 맺

을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직관(Anschauung)’

과 ‘개념(Begriff)’이다(김재호, 2018: 12-13).13) 헤르츠에게 보낸 편지가 이전

의 「교수취임논문」과 달라진 점은, 특히, ‘순수 지성 개념’이 인간 바깥

의 대상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묻고 있으며, 그것을 핵심적 물음으로 삼았

다는 점이다(최인숙, 2017: 109).

앞서「교수취임논문」과 1772년 2월 21일 헤르츠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

여준 통찰을 바탕으로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을 집필한다.14) 하지만,

『순수이성비판』에서도 ‘직관’과 ‘개념’의 균열, 즉 ‘감성’과 ‘지성’의 균열

을 도저히 메꿀 수 없었고, 결국 ‘상상력의 도식’이라는 매개자를 도입하

는 데 이른다. 칸트는 ‘판단력의 초월적 교설’ 인 ‘원칙의 분석학’에서 순수

지성개념의 초월적 도식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KrV, A137-226=B176-274).

한편으로는 범주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들과 동종적이어야 하

고, 전자를 후자에 적용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3의 것이 있어야 함은

명백하다. 이 매개적인 표상은 순수하면서도(아무런 경험적인 것도 포

함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성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성적

이어야만 한다. 그러한 표상이 초월적 도식이다(KrV, A138=B178).

즉, 칸트는 감성과 지성을 억지로 매개하는 대신에 ‘범주’와 ‘현상’의 속

성을 두루 갖춘 ‘제 3의 것’을 매개고리로 삼아 양자를 연결하려 한다. 바

로 제3의 것이 바로 초월적 도식이다. 초월적 도식은 순수지성개념, 즉 범

주들의 구분에 따라 분량, 성질, 관계, 양태 네 가지로 나뉘게 되며, 1.직관

13) 김재호(2018: 14)는 ‘표상(Vorstellung)과 대상(Gegenstand)이 관계를 맺는 근거’를

묻는 칸트의 질문은 ㉠ ‘직관’과 대상의 관계 맺음 ㉡ ‘개념’과 대상의 관계 맺음 등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음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인식의 두 요소인 직관과 개념이 통

약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김재호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4) 최인숙(2017: 110)은『순수이성비판』이 그보다 앞선「교수취임논문」의 ‘감성론’과

‘마르쿠스 헤르츠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된 ‘표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

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한다. 더불어, 『순수이성비판』의 주요 과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이한 능력인 ‘감성 형식’과 ‘사고 형식’이 어떻게 협력하는 게 가능

한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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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리들(Axiomen der Anschauung), 2.지각의 예취들(Anticipationen der

Wahrnehmung), 3.경험의 유추들(Analogien der Erfahrung), 4.경험적 사고 일반

의 요청들(die Postulate des empirischen Denkens überhaupt)로 구성된다(KrV,

A161-226=B200-274).

본고의 연구 목적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

째, 칸트 비판철학은 ‘선험적 종합판단들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해명하는

것을 최상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비판철학 중 이론철학은 감성과

지성의 단절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는 칸트

의 비판철학에서 이론철학이 ① 감성계와 지성계의 구분에서 출발했다는

점, ② 감성계와 지성계의 단절을 매개하기 위해 순수지성개념을 도입했

다는 점, ③ 초월적 도식을 도입함으로써 비록 감성과 지성의 분리를 극

복하지는 못하였으나 매개할 수 있는 고리를 설정해 놓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상 비판철학을 전개하며 발생한 균열과 균열의 매개 노력을 보며,

우리는 자연스레 한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실천철학의 균열은

어느 지점에서 일어났으며, 이론철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균열을 메우

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그리고 균열된 지점은 과연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는가?’ 비판철학은 ‘선험적 종합판단의 가능성’을 해명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고, 종합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과연 칸트는 실천철학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칸트 본인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간극(unübersehbare Kluft)”(KU, Ⅱ, BXⅨ=Ⅴ175), “커다란 간극(große Kluft)”(KU,

Ⅸ, BLⅢ=Ⅴ195)이라는 말로 자신의 철학에 내재한 일종의 “틈(Lücke)”15)에

대하여 언급한다. 칸트가 자신의 철학에 내재한다고 본 균열이 무엇일까?

칸트의 서술을 살펴보도록 하자.

15) 칸트는 『판단력비판』을 위시한 비판기 저술에서는 간극(Kluft)라는 표현을 사용했

으나, 『편지들(Briefwechsel)』과 『유고(Opus postumum)』에서는 주로 틈(Lücke)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표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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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감성적인 것인 자연 개념의 구역과 초감성적인 것인 자유

개념의 구역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간극이 견고하게 있어서, 전자

로부터 후자로 (그러므로 이성의 이론적 사용에 의거해서) 건너가는

것이, 마치 한쪽이 다른 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있는 것처럼, 가능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후자는

전자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KU, Ⅱ, BXⅨ=Ⅴ175-176).

ⓑ자연 개념의 관할구역 … 자유 개념의 관할구역은 그것들이 각기

서로 간에 미칠 수도 있을 모든 교호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초감성

적인 것을 현상들과 분리시키는 커다란 간극에 의해 전적으로 격리되

어 있다. 자유 개념은 자연의 이론적 인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규

정하지 않으며, 자연 개념 또한 마찬가지로 자유의 실천적 법칙들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는다(KU, Ⅸ, BLⅢ=Ⅴ195).

칸트는 『판단력비판』「서론」Ⅱ절과 Ⅸ절에서 자연 개념의 구역과

자유 개념의 구역 사이의 간극(ⓐ), 초감성적인 것과 현상들을 분리시키는

간극(ⓑ)으로 인해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이 격리되어 버리는 문제를 직

접 거론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의 분리에 한

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 및 자유’는 인간의 인식능력인 ‘지성 및 이

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칸트 본인이 “지성은 감관의 객관인

자연에 대해서 선험적으로 법칙수립적이며, 가능한 경험에서 자연의 이론

적 인식을 위한 것”이고, “이성은 주관에서의 초감성적인 것의 자유 및 자

유의 고유한 원인성에 대해서 선험적으로 법칙수립적이며, 무조건적으로

– 실천적인 인식을 위한 것”(KU, Ⅸ, BLⅢ=Ⅴ195)이라며 ‘간극’이라는 표현

을 부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전의 비판서들에서도 자연 개념

과 자유 개념의 분리를 보여주는 여러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굳이 자연 세계와 자유 세계의 분리에 대한 칸트 본인의 직접적인 표

현을 들지 않더라도, 그의 실천철학이 감성계의 자연 법칙이 원인성으로

작용하지 않는, 자유의 원인성을 기반으로 하는 예지계의 설정에 기반하

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순수이성비

판』과 『실천이성비판』을 통해 애써 분리해 놓은 자연 세계와 자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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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사이에 놓인 간극이 문제라고 보았던 것일까? 우리는 칸트의 저술 곳

곳에 흩어져 있는 이성에 관한 언급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순수 이성은 완전한 통일체여서, 만약에 그것의 원리가, 그의 본

성으로부터 그 자신에게 부과된 물음들 하나에라도 불충분하다면, 그

것은 언제라도 내던져 버려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그

원리는 여타의 물음들 어느 것에도 충분한 신뢰를 얻어 확장되지는

못할 터이니 말이다(KrV, AXIII).

㉯인간 이성의 법칙 수립(철학)은 무릇 두 대상, 즉 자연과 자유를

가지며, 그러므로 자연 법칙 및 윤리법칙을 포함하여, 처음에는 두 특

수한 체계 안에 있으되, 종국에는 유일한 철학적 체계 안에 있다(KrV,

A840=B868).

㉰하나의 동일한 이성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순전히 적

용되는 데에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GMS, BXⅣ=Ⅳ391).

칸트가 자연 세계와 자유 세계의 간극을 본격적으로 언급한 『판단력

비판』을 저술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의 통합된 이성’을 강조하는 칸

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순수이성비판』초판 서론에서 “순수

이성은 완전한 통일체”(㉮)라고 하였으며, 같은 책 「초월적 방법론」 제3

장 ‘순수 이성의 건축술’에서 이성의 법칙 수립은 “유일한 철학적 체계 안

에 있다”(㉯)고 하였고, 『윤리형이상학 정초』 머리말에서는 “하나의 동

일한 이성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즉, 자연 세계의 입법 원리인 지성과 자유 세계의 입법 원리인 이성이 ‘순

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으로 분리되어 논구되긴 하였으나, 본래

양자는 ‘순수 이성’으로서 하나라는 뜻이다.16)

16) 최소인(1997)은 순수 이성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칸트의 서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평가한다. “칸트는 비판서 곳곳에서 ‘이성이란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로서, 이 ‘동

일한 하나의 이성’은 단지 ‘그 적용에 있어서만 구분될 뿐’이며, 따라서 이성 자신은

하나의 통일된 학적 체계를 만들 건축술적 기술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성 비판이라는 과제는 그 자체로 하나의 통일된 이성에 관한 학적 체계의 이념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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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칸트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분명 ‘순수 이성’은 통일

된 체계로서 하나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수 이론 이성’은 지성으로

서 자연의 법칙 수립에, ‘순수 실천 이성’은 이성으로서 자유의 법칙 수립

에 한정되어 각기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안에 갇혀서, 상호 연관성

을 찾을 수 없게 된 까닭이다. 따라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의

분리를 해결하는 일이 비판철학의 제일 과제로 부각되었고, 칸트는 『판

단력비판』을 통해 이 과제의 해결에 착수한다.17)

칸트는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반성적 판단력’이

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게 되고, 이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로서 ‘자연의

합목적성’을 설정하게 된다. 다수의 연구자는 ‘자연의 합목적성’이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통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

고 있다.

칸트의 논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① 인간 마

음의 능력 세 가지(인식능력, 쾌․불쾌의 감정, 욕구능력)는 인간의 상위

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최소인(1997), 「판단력의 매개 작용과 체계적 통일의 의

미」,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3, 94.] 참조

17) 강영안(1997)은 칸트의 『판단력비판』이 비판철학 내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라

는 역할을 담지하고 있다고 평한다. 그는 ① 칸트가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라는 주제

에 대하여 가진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조명하고, ②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칸트가

실천철학 내에서 도입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 후, ③ 판단력 비판이 어떻게 이 문

제를 다루고 있는지 제시한다. 각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강영안은 ①

“자연에 관한 이론이나 자유에 관한 이론, 즉 존재에 관한 이론이나 행위에 관한 이

론이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실천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칸트에게는 문

제가 아니다”라고 하며, 이론과 지성은 서로 상호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존재와 행

위는 지성과 이성이 설정한 법칙에 종속되며 지배받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론

과 실천을 볼 때 이들의 통합 문제는 문제가 아니거나 잘못 제기된 문제일 뿐”이라

고 본다. ② 이론과 실천의 통합 문제는 앞서 ①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문제로 봐야 하며, 이는 ‘실천 이성의 우위성’의 관점에서 해소되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경험을 전체적으로 통일하고 설명해 주는

‘발견적 규칙’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뿐”이긴 하지만, 영혼불멸, 자유, 신 존재라는

특수 형이상학의 이념들을 도입해야만 하며, 여기서 “인식과 행위, 사실과 가치는 상

호 침투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나란히 공존하는 것”이 된다고 본다. ③ 칸트는 양자

를 상호 침투적인 관계로 그려내고자 했으며, 이로 인해 “이성의 입법 행위의 결과

로 산출될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 자연의 인과성(필연성)과 자유의 목적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매개”하려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 문제가 대두된다. 칸트는

이 문제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방법론」(§§79-91)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자세

한 내용은 [강영안(1997), 「합목적성의 이념 : 이론과 실천 사이」,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3, 214-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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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능력 세 가지(지성, 판단력, 이성)와 연관된다. ② “지성은 인식능력에

대해서, 판단력은 단지 쾌·불쾌의 감정에 대해서, 그러나 이성은 한낱 욕

구능력에 대해서 각각 특유한 선험적 원리들을 함유한다”(EEKU, Ⅺ,

XX245=H59). ③ 자연은 자연의 합목적성을 통해 초감성적 기체와 연관된

다. ④ 자연의 합목적성은 자연의 합법칙성과 자유가 설정한 목적을 연계

해 준다.18) ⑤ 이로써 ‘자연의 합목적성’은 지성과 이성의 원리를 매개해

준다.19) ①～⑤의 서술에 대한 칸트 본인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는 다음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유 개념에 따른 결과는 궁극목적으로서, 이 궁극목적은 (또는 감

성세계에서 그것의 현상은) 실존해야만 하며, 이렇기 위해서는 이 궁

극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감성존재자 곧 인간으로서의 주관의)

자연 본성 안에 전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선험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인 것을 고려함 없이 전제하는 것, 즉 판단력이 자연 개념들과

자유 개념 사이를 매개하는 개념을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 안에서 제

18) “자연은 그 합법칙성의 근거를 인식능력인 지성의 선험적 원리들에 두고, 기예는 그

선험적 합목적성에서 쾌·불쾌의 감정과 관련해서 판단력에 따르며, 끝으로 (자유의

산물인) 윤리는 욕구능력에 관한 이성의 규정근거로서의 보편적 법칙의 자격을 갖추

고 있는 합목적성이라는 형식의 이념 아래에 서 있다. 이런 식으로 선험적 원리들로

부터 생겨나는 판단들이 이론적, 미감적, 실천적 판단들이다”(EEKU, Ⅺ, XX246=H60).

19) “이리하여 그것의 자연과 자유와의 관계에서 각기 특유한 규정적인 선험적 원리들을

가지면서, 그로 말미암아 교설적 체계로서의 철학의 두 부문(즉 이론철학과 실천철

학)을 이루고 있는 마음의 능력들의 한 체계가 발견되고, 그와 동시에 하나의 특유

한 원리에 의해 양 부문을 연결하는 판단력을 매개로 한 이행, 곧 전자의 철학적 감

성적 기체로부터 후자의 철학의 예지적 기체로의 이행이 또 하나의 능력(즉 판단력)

의 비판을 통해 발견된다”(EEKU, Ⅺ, XX246=H60-61). ; 강영안(1997, 219)은 판단

력과 자연의 합목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자연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을

통합하기 위해 칸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성과 이성을 매개하는 인식 능력인 ‘판단

력’과 도덕성과 자유를 기계적 자연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자연의 합목적성’ 개

념이다.” 그는 칸트가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통해 두 가지를 실현하였다고 본다.

㉠ “자연은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도덕성과 연결된다. 목적 지향적 체계로서의 자연

의 궁극목적은 자연을 넘어선 도덕적 인간에게 있다.” ㉡ “필연성의 영역인 자연은

자유의 영역과 연결된다. 자연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 자체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 필수적이다”(강영안, 1997, 220). 더불어, 강영안(1997)은 ㉠과 ㉡의 결

과 우리는 합목적성의 원리로 인해 자연 배후에 있는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한 길이

열린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판단력비판』 후반부에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방법론」에서 초월적 신 존재 증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자연의 합목적성 도입이

신 존재 증명으로 연결된다는 강영안의 해석은 옳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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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바, 이 매개 개념이 순수 이론 〔이성〕에서 순수 실천〔이성〕

으로의 이행, 전자에 따른 합법칙성에서 후자에 따른 궁극목적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KU, Ⅸ, BLⅤ=Ⅴ196).

이로써 칸트가 『판단력비판』을 저술한 의도가 보다 명확해진다. 그

는 ‘자연의 합목적성’을 통해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을 연결하고자 했고,

특히 감성적 세계 내에 있는 자연을 합목적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초감성

적 세계로 확장함으로, “순수 이론에서 순수 실천으로의 이행, 전자에 따

른 합법칙성에서 후자에 따른 궁극목적으로의 이행(Übergang von der reinen

theoretischen zur reinen praktischen, von der Gesetzmäßigkeit nach der ersten zum

Endzwecke)”(KU, Ⅸ, BLⅤ=Ⅴ196)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20)

우리는 지금까지 『판단력비판』의 중심 주제가 ‘자연의 세계와 자유

의 세계의 연결’이며, 칸트가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활용하여 ‘순수 이

론에서 순수 실천으로의 이행, 전자에 따른 합법칙성에서 후자에 따른 궁

극목적으로의 이행’과 관련한 논변을 펼쳤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연구자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도입하기

이전에 칸트는 어떠한 방식으로 양자를 매개하려 시도했을까?

칸트는 이미 『순수이성비판』에서 이성의 통일된 체계를 의도하고 있

었다. 그는 이성에 대한 자신의 사상이 단순한 집합이 아닌 체계로 구축

되기를 원했고, 이러한 그의 바람은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방법

론」에서 건축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21) 순수 이성이 건축

20) 칸트가 ‘반성적 판단력’과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의 도입을 통해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의 연결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다수이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칸트의 작업이 성

공했다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재호(2015)는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 등장하는 목적론과 기계론의 대립 즉, 판단력의 이율배

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칸트는 기존에 『순수이성비판』에서 전개한

지성 개념을 폐기하거나 변형시켜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

성과 판단력의 특수한 관계가 만들어내는 필연적 결과로서 ‘추론적 지성(diskursiver

Verstand)’ 외에 그동안 인간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직관적 지성(intuitiver

Verstand)’이 요구”(김재호, 2015, 108-110), 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재호

(2015), 「칸트에게서 “자연의 합목적성”(Zweckmäßigkeit der Natur)은 어떻게 가능

한가? : 『판단력비판』의 “목적론적 판단력의 이율배반”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108, 95-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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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체계를 갖추기를 원하는 그의 바람은 『순수 이성의 변증학』에서

논의된 초월적 이념들의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주지하다

시피, 칸트는 이후, 『윤리형이상학 정초』와 『실천이성비판』「순수 실

천 이성의 분석학」에서 자유 개념의 실재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더 나

아가 『실천이성비판』「순수 실천 이성의 변증학」에서 영혼 불멸과 신

의 현존을 요청함으로써, 두 개념의 실천적 실재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가 『판단력비판』의 주요 관심사와 그 과제와 관련된 비판서

의 논의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이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언급되고 있는 ‘목적의 왕국’과 『순수이성비판』에서 논의되

는 ‘도덕 세계’가 『실천이성비판』의 최고선 논의와 결부시켜 이를 『판

단력비판』에 등장하는 도덕의 궁극목적인 최고선과 연계시킬 수도 있

다.22) 하지만 대체로 i)『순수이성비판』에서 목적론적 탐색의 시도 가능

성이 엿보이고, 『판단력비판』에서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본격적으로 목적론이 전개되어 ‘자연에서 자유로의 이행’이라는 주제가 다

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ii)『실천이성비판』에서는 목적론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나지 않고, 주로 영혼불멸과 신 존재 요청에 논의의 중심이 맞추

어져 있기에 ‘자연에서 자유로의 이행’이라는 『판단력비판』의 주제와 다

소 상이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집단 내에서 대체로 동의를 얻고

있다.23)

21) “나는 건축술을 체계들의 기술이라고 이해한다. 체계적 통일성은 보통의 인식을 비

로소 학문으로, 다시 말해 인식의 한낱 집합으로부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건축술은 우리의 인식 일반에서 학문적인 것에 대한 이론이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방법론에 속한다. 이성의 지배 아래서 우리의 인식들 일반은 광상곡을 이루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들은 한 체계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KrV, A832=B860). (굵

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22) 이러한 논의는 주로 ‘최고선’을 중심에 둔 논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판

단력비판』의 ‘자연의 합목적성’을 중심에 둔 논의에서는 ‘최고선’보다는 ‘궁극목적’을

핵심에 두고 있다.

23)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최소인의 다음과 같은 평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도덕적 목적이 실현된 목적의 왕국은 바로 자연의 왕국이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실천철학의 체계 내에서 칸트는 신의 이념에 근거한 최

고선이 실현될 수 있는 세계 전체란 바로 자연의 왕국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

을 뿐, 최고선이라는 도덕의 궁극목적이 어떻게 자연의 체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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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칸트가 서술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간극’, ‘순수 이론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간극’이 실천철학과 관련해서는 ‘행복론과 윤리

론의 균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기실 칸트가 해결

하고자 한 큰 간극이 부각되는 지점은 그의 실천철학이다. 그는 실천철학

을 전개하며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을 해명하고자 했고, 이러한 그의

바람은 종국에는 자연의 인과성에 종속되지 않는 예지계의 가능성을 확

보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가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고, 칸트가 『판단력비판』을 저술하여 ‘자

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도입하기까지 양자의 분열을 해결하기 난망해 보

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는 그 원인성이

순수 이론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또 하나

의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의지의 규정 근거를 제공하는 방식이 상이하다

는 점이다. 자연 세계는 쾌 혹은 불쾌라는 질료를 규정 근거로 제공하는

반면, 자유 세계는 질료와 절연된 ‘법칙 수립적 형식’을 규정 근거로 제공

한다. 그런데, 쾌라는 질료는 종국에는 자기사랑과 행복으로 연결되고, ‘법

칙수립적 형식’은 고유의 윤리론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칸트가 해결하

고자 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는 의지 규정의 면에서 볼 때 행복론

과 윤리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칸트가 실천철학에서 문제로

제시한 ‘커다란 간극’은 두 가지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 하나는 행복론

과 윤리론의 균열이고, 나머지는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균열이다.

물론, 두 종류의 균열 중에서 더 근원적인 것은 후자이다. 결국 행복론과

윤리론의 균열도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구분하는 데서 파생한 것

현시될 수 있으며, 현시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연의 경

험을 통해 자연의 왕국이 곧 목적의 왕국임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즉 자연 속에 구

체적으로 실현된 목적의 현상의 인식 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문제

는 체계적 통일의 문제를 다루는 『판단력비판』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며, 이 문

제에 대한 답이 바로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원리에 따른 판단력의 매개를 통한 자

연에서 자유에로의 이행이다”(최소인, 1997: 93-94, 주3).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여기서 최소인은 칸트가 최고선 개념의 현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신의 요청으로 내용을 갈음하고 있다고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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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둘째, 『판단력비판』을 저술하기 이전, 실천철학 내에서 자연의 세계

와 자유의 세계를 결합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

다.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3절의 ‘모든 실천철학의 극단의 한계

에 대하여(Von der äußersten Grenze aller praktischen Philosophie)’(GMS, B113-127=

Ⅳ455-463) 소절에서 예지계의 자유의 원인성이 감성계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를 설명할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24) 하지만 ‘도덕 법칙’과 ‘자유’라

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실천이성비판』「순수 실천 이성의 분석

학」25)에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는 다루지 않던 ‘자연의 범주와 대

24) “그러나 나는 이 더 많은 것에 대해 더는 알지 못한다. 이 이상을 생각하는 순수

이성으로부터 모든 질료를, 다시 말해 객관들에 대한 인식을 떼어낸 뒤에 나에게 남

는 것은 형식뿐이다. 곧, 준칙들의 보편타당성의 실천 법칙 뿐이다. 그리고 이 법칙

에 맞춰, 이성을 순수한 지성세계와 관련하여 가능한 작용 원인으로, 다시 말해 의지

를 규정하는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뿐이다. … 도대체가 예지 세계라는 이념 자체가

동기일 것이고, 바꿔 말하면, 이성이 근원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일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을 개념화하는 일이 바로 과제이되,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

여기가 이제 모든 도덕적 탐구의 최상의 한계이다”(GMS, B126=Ⅳ462). (굵은 글

씨 강조는 연구자)

25) 칸트의 도덕철학은 ‘도덕 법칙’과 ‘자유’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의

도덕철학을 대표하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와 『실천이성비판』의 핵심 주제가 순

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과 범위, 한계에 대한 탐색에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저서는 같은 주제를 다루되, 논의의 순서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윤리형이

상학 정초』는 1, 2절에서 분석적 접근을 취하여 일상적 도덕 인식으로부터 철학적

도덕 인식으로의 이행을 다루고 난 이후에, 대중적 윤리 세계 지혜에서 윤리 형이상

학으로 이행하여 선의지, 도덕 법칙, 정언 명령 등 핵심 개념을 도출해 내면서 ‘의지

의 자율’을 도덕 법칙의 성격으로 제시한다. 그 후 3절에서는 종합적 접근을 통해 윤

리형이상학에서 실천이성비판으로 이행함으로써, 의지의 자율이 인간에게 가능한 근

거가 이성의 속성으로 전제된 ‘초월적 자유’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논의를 마무리 짓

는다. 반면 『실천이성비판』에서는 비판철학을 지탱해 온 이성 비판의 체계에 의거

하여, 『순수이성비판』의 체계에 따라 주요 개념들을 분류한다. 우선 크게 요소론과

방법론으로 분류한 후, 요소론은 각기 분석학과 변증학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분석학

은 또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접근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순서를 구성해 간다. 순수 사변 이성에 대한 비판에서는 감성

론을 다룬 후, 개념론과 원칙론 순서로 전개하는데 반해, 순수 실천 이성에 대한 비

판에서는 이를 뒤집어서 원칙론을 먼저 다룬 후, 그에 의거해서 개념론과 동기론을

다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천이성비판』은 『윤리형이상학 정초』와는 반대 순

서로 도덕성의 원리를 규명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윤리형이상학 정초』가

도덕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도덕성의 원리를 정제해 냈다면, 『실

천이성비판』에서는 실천 원칙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출발하여 질료가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될 경우 준칙이 될 수는 있어도 법칙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질료를 배

제하고 난 후, 형식적 규정 근거로서 ‘준칙의 법칙수립적 형식’이라는 도덕 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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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는 자유의 범주표’(KpV, A117-119=Ⅴ67), ‘순수한 실천적 판단력의 범

형’(KpV, A119-126=Ⅴ67-71)과 관련한 내용이 등장한다.26) 공교롭게도 두 가

지 모두 순수 실천 이성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논변의 전개 방

식과 논증의 모본을 순수 사변 이성의 비판에서 찾고 있다. 연구자는 이

러한 칸트의 논증 방식이 자연 세계와 자유 세계 연결의 가정에서 비롯되

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천이성비판』「순수 실천 이

성의 분석학」의 3장「순수 실천 이성의 동기들」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등과 같은 도덕 감정에 주목함으로써

(KpV, A71-89=Ⅴ126-159), 순수 실천 이성의 한계로 인하여 도덕 법칙이 감

성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록 개념화할 수는 없지만(GMS, B126=Ⅳ462), 자유

의 세계가 자연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셋째, 『실천이성비판』「순수 실천 이성의 변증학」에서 논의된 최고

선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도 『판단력비판』의 주요 과제인 자연의 세계

의 자유의 세계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탐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주

장하고자 한다. 최고선은 흔히, 행복과 덕의 결합으로 알려져 있다. 주지

도덕성의 원리로 도출해 내고 있다. 물론 양 저서 간에 상응하는 주제를 다루는 방

식 혹은 배열순서 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윤리형이상학 정초』에

서는 1절에서 선의지와 정언 명령을, 2절에서 도덕 법칙과 정언 명령의 성립 근거로

서 의지의 자율을, 그리고 비로소 3절에 가서야 의지의 자율의 가능 근거로서 초월

적 자유를 다루고 있는 반면, 『실천이성비판』에서는 1장 원칙론에서 의지, 자율,

자유, 도덕 법칙을 모두 한 데 엮어서 다룬다. ‘도덕 법칙’과 ‘자유’라는 칸트 도덕철

학의 양대 산맥이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는 각각 1, 2절과 3절이라는 두 부분으

로 나누어 별도로 다루어진 반면, 『실천이성비판』에서는 한 데 어우러져서 긴밀한

연관 관계 속에 기술되어 있다. 더불어, 칸트 도덕철학에서 일종의 도덕 감정으로 불

리는 ‘의무’, ‘존경’이라는 개념도 양 저서는 서로 다른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윤리

형이상학 정초』에서는 1, 2절에서 의무 개념을 도덕성의 원리를 도출해 내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실천이성비판』에서는 겸허, 도덕 법칙에 대

한 존경, 의무 등 일종의 도덕 감정을 3장 동기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윤

리형이상학 정초』1, 2절에서 의무 개념이 산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3절에서 도

덕적 관심의 해명에 관련한 부분에서도 순환 논증을 논파하기 위해 인간 존재의 이

중성을 설명하는 데 치중한 것과 비교하면, 『실천이성비판』에서는 ‘존경’이라는 칸

트 특유의 도덕 감정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확대 심화되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칸트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듯, 『윤

리형이상학 정초』와 『실천이성비판』의 「순수 실천 이성의 분석학」은 동일한 저

서라고 할 수 있다. 양자 모두 “순수 실천 이성이 있다는 것만을 밝히고, 이 의도에

서 그것의 전 실천적 능력을 비판”(KpV, A3=Ⅴ3)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26) 두 내용 모두 제2장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 개념」에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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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시피, 최고선은 최상선인 도덕 법칙을 포함하는 완전선이기 때문에,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의 전 객관, 혹은 순수 의지의 대상인 최고선은 완전선으로서 행복까

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제안한 앞의 해석에 따르면 행

복론과 윤리론의 결합을 논구하는 최고선 개념은 그 내부에 자연의 세계

와 자유의 세계의 연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자의 이러한 입장은 최고선에 대한 칸트의 논변이 행복과 도덕성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탐구로 시작되었으나,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을 해결하고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순수 사변 이성에 대한 순

수 실천 이성의 우위’로 과제가 질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넷째, 비판철학의 균열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자연의 합목적

성 개념이 종국에는 ‘궁극목적으로서의 인간’을 조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예지체 인간, 즉 ‘도덕 법칙 아래에 있는 인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

을 보인 후, 이러한 궁극목적의 설정이 도덕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

덕 심리학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궁극목적이 종국에는 최고선 개

념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 후, 최고선 개념이 도덕 교육에 건네주는 긍

정적인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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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칸트의 비판철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균열에 대하

여 이해를 도모하고, 칸트의 저술 속에 산재되어 있는 균열의 해소 논의

에 주목함으로써 이성의 건축술적 체계를 지향한 칸트의 관심이 비단

『판단력비판』뿐만 아니라 비판철학 전반에 걸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칸트 저술의 원전과 번역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문헌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연구자는 ‘반성적 판단력’과 ‘자연의

합목적성’에 주목하는 기존의 연구 경향을 수용하되, 실천철학의 전개 과

정에서 이미 균열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

다. 따라서 주된 논의는 칸트의 실천철학을 중심으로 전개하되, 이론철학

과 더불어 목적론의 논의를 곁들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연에서 자유로

의 이행’이라는 과제는 비판철학 초기의『순수이성비판』에서부터 견지하

고 있던 ‘이성의 체계성 확보’라는 그의 관심이 『실천이성비판』에서는

‘최고선 개념’을 중심으로 시도되었고, 『판단력비판』에서는 ‘반성적 판단

력’과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새롭게 도입된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

다는 점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자연과 자유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최고선

개념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과 반성적 판단력과 자연의 합목적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판단력비판

(Kritik der Urteilskraft)』의 「서론」과「판단력비판 제1서론(Erste Einleitung

in die Kritik der Urteilskraft)」, 그리고 최고선 개념과 궁극목적의 연관성이

나타나는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을 주된 저본으로 삼되,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윤리형이상학 정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와 『형이상학 서설(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을 두루 참고할 예정이다. 연구자는

칸트의 저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균열의 해소 과정에 주목할

만한 맥락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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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균열의 해소 과정에서 드러나는 맥락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세부적으로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과제① 칸트 실천철학에서 나타나는 균열의 성격을 재조명할 것

이다. 이를 통해 균열이 ‘행복론과 윤리론의 구분’과 ‘자연의 세계

와 자유의 세계의 구분’이라는 두 종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두 종류의 균열 중 후자가 더 근본적이라는 점이 밝혀지

길 기대한다.

연구과제② 칸트 실천철학 중 특히 칸트 윤리학의 관점에서 시도된

균열의 해소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균열을 해소하

려는 칸트 실천철학 내부의 동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과제③ 칸트 실천철학에서 최고선 개념을 통해 칸트가 달성하고

자 한 궁극적인 목표가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의 통합, 즉 순수 이

론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결합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행복과 도덕성의 결합이라는 최고선의 기존 과제가 순

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결합이라는 이성의 체계성 확보

과제로 질적 변환을 일으킨다는 점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원인성이 자연에 결과를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쳤을 뿐 전자가 후자에 작용하는 기제를 밝히지는 못했기에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연구과제④ 칸트의 실천철학의 최고선 개념만으로는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연결’이라는 체계성 확보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이전 연구과제의 성과에 힘입어

목적론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순수이성비판』

「초월적 방법론」중 「순수 이성의 규준」에서 논의된 최고선 개

념을 논구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목적’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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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⑤ 『판단력비판』의「서론」과「판단력비판 제1서론」에서

전개된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의 연결’과 관련된 논의 중 부각된

‘반성적 판단력’과 ‘자연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자연

의 합목적성이 앞서 최고선 개념을 활용한 접근 방법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앞

서 최고선을 활용한 접근법에서 제안된 영혼 불멸, 신 존재 요청보

다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활용한 접근법이 더욱 설득력이 높다

는 점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연구과제⑥ 이상의 과정에서 부각된 논의가 도덕 교육에 미칠 수 있

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에서 부각된 목적론적 사유의 흐름을 따라 자연의

목적론적 체계에서 상정된 궁극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부록으로 제시된 ‘목적론적 판단력의

방법론’에서 칸트가 언급한 최종목적, 궁극목적이란 결국 ‘도덕 법

칙 아래 있는 인간’이며, 이러한 궁극목적 개념이 도덕 심리학의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또한 궁극목

적은 종국에 최고선과 연관되기에 최고선 개념을 활용한 도덕 교

육의 방안에 관해 탐색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연구과제①과 연구과제②를 다룬다. 칸트는 자신의 윤리

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행복론을 철저히 배격한다. 따라서 그의 실천철

학에서는 행복론과 윤리론의 대비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은 의

지의 질료적 규정 근거로서 이는 자연의 세계에서 그 가능성이 논구되는

반면, 도덕은 의지의 형식적 규정 근거로서 자유의 세계와 관련된다. 따라

서 행복론과 윤리론의 균열은 넓은 시각에서 보면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구분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의 원인성은 자

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도덕 법칙이 불러일으킨 존경

과 그에서 비롯된 의무에서 알 수 있다. 더불어, 자연 세계가 자유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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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상이라는 그의 주장에서 자연 세계와 자유 세계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유추될 수 있다. 따라서 순수 실천 이성의 분석학 내에서도 자연의 세계

와 자유의 세계를 매개하려는 노력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실천 이성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는 그저 자유의 원인성이 자연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그것의 구체적 기제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연구과제③과 연구과제④를 다룬다. 칸트는 순수 실천 이

성의 변증학에서 자신이 분석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배격하

고자 했던 ‘행복’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들인다. 그가 볼 때 인간은 도저

히 행복에 무관심할 수 없다. 이는 의지의 규정 근거가 도덕 법칙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순수 이성이 의지의 규정 근거라면,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복은 순수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과 행복의 결

합은 반드시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최고선이라는 개념에서 가능성이 논

구될 수 있다. 하지만 양자의 결합은 순수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에 맞닥

뜨리게 되고, 칸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순수 실천 이성의 우위라는

도구를 활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덕과 행복의 결합이라는 최고선의 개

념은 순수 이론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로 변환

된다. 칸트는 양자의 결합을 꾀하기 위하여 신을 요청하게 되고, 이는 결

국 최고선을 통한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의 결합이 주관적 실재성만을 확

보한다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일별한 후, 순수 이론 이성

과 순수 실천 이성의 결합을 위해서는 최고선 개념 외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은 최고선 개념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대신 이 가능성은 『실천이성비판』이 아닌 『순수이성비판』에서 발견

할 수 있다. 순수 이성은 ‘이성의 체계적 통일’, 그리고 ‘합목적적 통일’을

의도한다. 이는 결국 최고선이 ‘순수 이성의 최종목적의 규정 근거’로 기

능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우리는 「순수 이성의 규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칸트가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

법으로 목적론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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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연구과제⑤를 다룬다. 칸트가 최고선 대신 새롭게 도입한

개념은 ‘반성적 판단력’과 ‘자연의 합목적성’이다. 본 장에서는 칸트가 왜

이 두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 개념들의 사용이 가져오는

이득이 무엇인지 조명한다. ‘이성의 체계적 통일’이 갖는 의미, 그리고 순

수이성비판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판단력이 부각된 계기가 무엇인

지, 그리고 판단력은 고유의 관할 구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험적 원리

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이 도출된다. 그리고 자연의 합목적성이 지성의 법칙수립

과 이성의 법칙수립을 연결하는 기제가 드러날 것이다.

Ⅴ장에서는 연구과제⑥을 다룬다. 자연의 합목적성을 언급하는 순간

자연스레 합목적성이 지향하는 목적의 정체에 대한 질문이 파생되기 마

련이다. 본 장에서는 자연의 합목적성이 주장하는 최상위의 목적이 무엇

인지 탐색하는 과정을 조명하고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목적’ 개념이

‘최종목적’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더불어, 자연의 궁극목

적이 왜 하필 ‘도덕 법칙을 따르는 인간’이 아니라 ‘도덕 법칙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고 언급했는지 살펴봄과 아울러 이러한 궁극목적 개념이 콜버그

(L. Kohlberg)를 위시한 도덕 심리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

힐 것이다. 또한, 궁극목적 개념이 종국에는 최고선 개념으로 이어지는 과

정을 확인한 후, 최고선 개념이 도덕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두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하나는 최고선 개념의 분석적 이해가 ‘좋음’과 ‘옳음’의 혼

란스러운 사용을 정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할 것이

고, 나머지는 최고선 개념이 ‘사회 영역 이론(Social Domain Theory)’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조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균열’과 ‘해소’라는 용어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간략히 밝히고자 한다. 앞 절에서 상론하였다시피 칸트 비판철학의 최상

위 과제는 ‘선험적 종합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밝히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결코 통합될 수 없는 거대한 ‘간극’, ‘틈’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

기서 말하는 간극과 틈은 ‘감성’과 ‘지성’,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감

성계’와 ‘예지계’ 등의 분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의 세계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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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세계의 대립을 다루고 있으므로, ‘간극’이나 ‘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칸트 철학 내에서 고

유한 의미를 지닌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칸트 철학의 의미가 담기지 않

은 용어를 활용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론과 윤리론의 대립을 다룬다. 비록 실천철학 내에

서는 양자의 대립이 불변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여타 저술에서는 양자

가 결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비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간극이나 틈

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생각된다. 더불어, ‘자연의 세계 對 자유

의 세계’ 뿐만 아니라, ‘행복 對 도덕’의 의미까지 담기 위해서는, 이미 자

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의 분리를 표현하는 의미가 부착되어 있는

고유한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보다 유동적이며 의미가 고착되어 있지

않은 중립적 단어를 활용하는 방안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해소’라는 용어를 채택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만약 행복과 덕

의 균열만을 고려했다면 ‘결합’이 가장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심연의 간극을 고려치 못한

부당한 용어 사용이라 평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만을 고려했다면 ‘매개’나 ‘연결’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복과 덕이 최고선 개념에서 합일한다는 점을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보

인다. 따라서 행복과 덕의 관계,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관계에 모

두에 적용될 수 있는 용어로 양자의 균열이 무화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해소’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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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칸트 실천철학에서 나타나는 균열

칸트의 비판철학 내에서 자연 세계와 자유 세계의 균열은 근본적인 것

이다. 이 균열은 『순수이성비판』「변증론」에서 예고되지만, 균열에 관

한 논의는 이론철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천철학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

었다. 우리는 본 장에서 칸트 실천철학의 전개과정에 주목하여, 우선 그의

저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행복론과 윤리론의 대비가 결국 자연 세

계와 자유 세계의 대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다음으로 그의

실천철학 내에서 자연 세계와 자유 세계 양자의 상호연관성을 다룬 논의

를 일별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행복론과 윤리론의 구분,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구분이 상통하며, 전자가 후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확

인할 것이다. 2절에서는 실천철학 중에서도 분열의 단초가 된 도덕철학

내에서 이미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부분을 발

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실천철학, 특히 도덕철학

의 한계로 인하여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매개하기 위한 새로운 접

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1. 실천철학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균열

칸트 본인이 『실천이성비판』의 「머리말」에서 밝혔듯, 실천 이성에

대한 비판은 실천적 학문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천 이성

의 가능성․범위․한계를 인간의 자연본성과 특수하게 관계시킴 없이 완

벽하게 제시하기”(KpV, A15=Ⅴ8) 위한 것이다. 그는「서설」에서 ‘경험과

무관한 순수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자유가 이

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속한다면, 순수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다.’(KpV,

A30=Ⅴ15)고 답하여, 앞으로 자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할 것

인지 암시한다. 특히 ‘이성은 그 실천적 사용에서 의지의 규정 근거들에

종사한다.’거나, ‘이성이 의지를 규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그의 언급들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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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규정 근거로서 순수 이성이 의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논변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KpV, A29-30=Ⅴ15). 그리고 실제로

「순수 실천 이성의 분석학」(이하「분석학」)의 마지막 장인 3장「순수

실천 이성의 동기들」(이하「동기론」)의 첫 문장을 “행위들의 모든 도덕

적 가치의 본질적인 면은 도덕 법칙이 의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한다는 점

에 있다”(KpV, A126=Ⅴ71)고 시작함으로써, 칸트가 ‘순수 이성이 의지의 규

정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분석학」을 서술하고 있

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

칸트가 실천철학의 전개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명백히 ‘자유’의

영역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그는 인과필연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연 세

계’에서는 단지 ‘실용적 규칙’, ‘영리의 명령’만이 가능할 뿐, 도덕이 가능하

다고 여기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실천철학에서 우리는 우선 자유 세계와

자연 세계의 균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그의 실천철학이 통속적인 행복에 대한 이해를 비판하는 데 기초하고 있

다는 점이다. 분명 칸트는 쾌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통속적 윤리론에 반대

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실천철학에서 발생하는 균열은 두 개의 전선을 갖

게 되는 것인가? ‘자연 세계 對 자유 세계’, ‘행복론 對 윤리론’의 전선은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우리는 우선 1소절에서 행복론과 윤리론의 대비를 고찰함으로써 이 균

열이 근본적으로 자연 세계와 자유 세계의 대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소절에서는 실천철학의 전개를 위해 ‘초월적 자

유’가 정초되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자연 세계와 자유 세계의 대비가 단

지 실천철학 내부의 부차적 문제가 아니라, 칸트 비판철학 전체에 걸쳐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행복론과 윤리론의 구분

칸트는 자신이 제기한 문제를 보다 간결하게 정리해서 제시한다. “행복론

과 윤리론을 구별함(Die Unterscheidung der Glückseligkeitslehre von der Sitten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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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 순수 실천 이성 분석학의 첫째의, 그것에 부과된 가장 중요한 과업

이다”(KpV, A165=Ⅴ92). 이 언급에서 비록 명시적으로 서술되지는 않았으

나, 우리는 두 개의 전제를 발견할 수 있다. i) ‘순수 이성이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될 수 있는가?’는 질문이 주어질 때, 우리는 행복론 혹은 윤리론이

라는 두 개의 선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ii) 양자 중 하나는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반면, 나머지는 그것을 부정한다.

논점이 선명해지면, 논지도 간결해지게 된다. 칸트는 ‘순수 실천 이성

의 가능성’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문제를 ‘행복론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

냐?’라는 대립 지점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문제로 치환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복론 반대’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복론과 윤

리론의 대비’는 칸트 실천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본 절에서「분석학」의 서술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숨겨진 두

전제에 대한 칸트의 입장과 더불어, 행복론에 대립각을 세운 그의 논변을

살펴볼 것이다.

(1) 행복론과 윤리론

「분석학」의 시작인「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들」(이하 「원칙론」)은

설명(Erklärung), 정리(Lehrsatz), 과제(Aufgabe), 원칙(Grundgesetz) 등 총 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절은 다음 절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기능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유(§5), 무조건적인 실천 법칙(§6), 순수 실천 이

성의 원칙(§7), 의지의 자율(§8) 등 이전에 『윤리형이상학 정초』를 통해

개진했던 도덕철학의 주요 개념들을 빈틈없이 도출하고 엮어낸다.

§1(설명)에서는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 성격이 새롭게 규정된다. 칸

트는 우선, “실천 원칙들(praktische Grundsätze)은 의지의 보편적인 규정을

함유하는 명제들로서, 그 아래에 다수의 실천 규칙들(praktische Regeln)을

갖는다”(KpV, A35=Ⅴ19)고 설명하며 준칙과 법칙을 구분한다. 그 후, “순수

이성이 실천적으로, 다시 말해 의지 규정을 위해 충분한 근거를 자기 내

에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실천 ‘법칙’은 있는 것이고,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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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단지 ‘준칙들’만이 존재하게 된다(KpV, A35-36=Ⅴ19)는 점을 들어,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 문제를 ‘순수 실천 법칙의 존재 가능성 여부’로

변환한다.

§2(정리Ⅰ)에서는 “욕구 능력의 객관(질료)을 의지의 규정 근거로 전제

하는 모든 실천 원리들은 모조리 경험적인 것이며, 어떠한 실천 법칙

(praktische Gesetze)도 제공할 수가 없다”(KpV, A38=Ⅴ21)라고 하여, 질료가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될 때는 준칙만 제공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정리

한다.

§3(정리Ⅱ)에서는 “모든 질료적 실천 원리들은 그 자체로 모두 동일한

종류의 것이며, 자기 사랑(Selbstliebe)과 자기 행복(eigene Glückseligkeit)이라는

보편적 원리(das allgemeine Prinzip)에 속한다”(KpV, A40=Ⅴ22)고 하여 질료적

실천 원리가 동일하다고 정리하며, 행복이 규정 근거가 될 경우 법칙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4(정리Ⅲ)에서는 “만약 이성적 존재자가 그의 준칙들을 실천적인 보편

적 법칙들로 생각해야 한다면, 그는 이 준칙들을 질료 면에서가 아니라

한낱 형식 면에서 의지의 규정 근거를 가지는 그런 원리들로서만 생각할

수 있다”(KpV, A48=Ⅴ27)고 한다. 특히, ‘의지의 대상’이 되는 ‘실천 원리의

질료’가 ‘의지의 규정 근거(der Bestimmungsgrund des Willens)인지 여부’에 따

라 ‘의지의 규칙(die Regel des Willens)이 경험적 조건에 종속되는지 여부’가

갈리고, 경험적 조건에 종속되는 순간 법칙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어, 의지의 규정 근거에서 경험적 질료를 떼어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를 통해 그는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의지의 규정 근거의 후보군 중 “보

편적 법칙 수립의 순전한 형식 외에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KpV,

A48-49=Ⅴ27)고 하여, 다음 절의 ‘준칙들의 순전한 법칙수립적 형식’에 대한

논의를 예비하고 있다

§5(과제Ⅰ)에서는 “준칙들의 순전한 법칙 수립적 형식만이 의지의 충분

한 규정 근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의지

의 성질을 발견하는 일”(KpV, A51=Ⅴ28)을 과제로 설정하고 그 답을 구하

고 있다. 준칙들의 순전한 법칙수립적 형식을 표상할 수 있는 것은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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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왜냐하면 순전한 형식이기 때문에, 감관이 포착할 수 있는 경험적

직관이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순전한 형식은 현상계에 속하

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인과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순전히 형식

적인 것에 규정되는 의지는 “현상들 상호간의 인과 법칙과는 전적으로 독

립적인 것”(KpV, A52=Ⅴ28)이라 생각되고, 그러한 독립성은 “초월적 의미에

서 자유”(KpV, A52=Ⅴ29)라고 일컫는다.

§6(과제Ⅱ)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된 자유 의지를 전제한 상태에서, “의

지가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 의지를 오로지 필연적으로 규정하

는 데 쓰이는 법칙을 발견하는 일”(KpV, A52=Ⅴ29)을 과제로 제시한다. 자

유 의지는 경험적인 것에서 독립적이므로, “법칙의 질료에 대해 독립적”이

면서도, “법칙 안에서 규정 근거를 발견해야” 하는데, 법칙 안에서 질료를

제거하고 나면 “법칙 수립적 형식(die gesetzgebende Form)” 외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의지를 필연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법칙 수

립적 형식밖에는 없다. 따라서 “자유와 무조건적인 실천 법칙은 그러므로

상호 의거 한다”(KpV, A52=Ⅴ29).

§7에서는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

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KpV, A54=Ⅴ30)는 정언 명령을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Grundgesetz der reinen praktischen Vernunft)’으로 제시

한다. 이는 앞서 과제Ⅰ(§5)에서 도출해 낸 자유, 과제Ⅱ(§6)에서 도출해 낸

법칙수립적 형식을 종합한 것으로서 「원칙론」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도출된 ‘원칙(Grundgesetz)’은 질료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것이

다. 따라서 ‘경험 요소가 일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긍정적인 것으로 일단락된다. 일련의 논증 과정을 통

해 칸트는 “순수 이성은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이고, 우리가 윤리 법칙이

라고 부르는 보편적 법칙을 (인간에게) 준다”(KpV, A56=Ⅴ32)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

§8(정리Ⅳ)에서는 앞서 §7에서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도덕 법칙들의

유일한 원리(das alleinige Prinzip aller moralischen Gesetze)”인 ‘의지의 자율’을

정립한다.27) 곧 “도덕 법칙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들의 유일한 원리”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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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자율(die Autonomie des Willens)”과 “책임 및 의지의 윤리성의 원리에

맞서”있는 “자의의 모든 타율(alle Heteronomie der Willkür)”을 대비함으로써

의무 개념을 정초하고(KpV, A58=Ⅴ33), 더 나아가 ‘윤리성의 원리(Prinzip der

Sittlichkeit)’와 ‘자기 행복의 원리(Prinzip der eigenen Glückseligkeit)’를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KpV, A60-71=Ⅴ34-41).

「원칙론」의 전개 과정 전반에 걸쳐 칸트는 행복론에 대한 반대 입장

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그는 §3의 주해Ⅰ에서 이전 학자들과 자신의 입장

이 대비되는 부분을 명료하게 서술한다. 칸트의 목표는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쾌(die Lust)’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의지의 규정근거’를 찾고자 했던 칸트 이전 사람들과 궤를 달리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일단 의지를 규정하는 욕구 능력에 대한 고

찰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칸트 이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 이성이 실천적이다.’는 것은 생각

조차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욕구 능력(Begehrungsvermögen)이 ‘쾌의 감정’

27) 「원칙론」의 실질적 결론은 §7이라고 할 수 있다. 설명(§1), 정리(§§2-4), 과제

(§§5-6)에서 논변된 내용을 종합하여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을 도출해내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칸트는 왜 굳이 원칙을 정초한 후, 논의를 마무리 짓

지 않고 §8을 추가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선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앞서

저술된 『윤리형이상학 정초』(이하『정초』)에서 제시된 ‘의지의 자율’ 개념을 설명

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정초』 제2절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윤리성의 최상 원리로서의 의지의 자율」과 「윤리성의 모

든 사이비 원리들의 원천으로서의 의지의 타율」, 「타율의 가정된 기본개념들에 의

한 가능한 윤리성의 모든 원리들의 구분」이란 소절을 별도로 두어 의지의 자율과

의지의 타율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GMS, B87-96=Ⅳ440-445). 가언 명령과 구

분되는 정언 명령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정식화시켜 제시한 후, ‘의지의 자율’이라

는 개념을 부각시킨 『정초』의 구도는 ‘보편적 법칙수립적 형식’이라는 원칙을 제

시한 후, ‘의지의 자율’을 제시한 『실천이성비판』의 논의 전개와 유사한 면이 보인

다. 둘째, 보다 본질적인 이유로서, 칸트 도덕철학이 통속적인 ‘행복론’에 대한 안티

테제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정초』에서 ‘의지의 자율’을 다루며 “경험적 원

리들은 그 위에 도덕 법칙들을 정초하는 데는 도무지 쓸모가 없다”, “자기 행복의

원리는 가장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행복의 원리가 윤리성의 기초로 놓는 동

기들은 오히려 윤리성을 매장시키고 윤리성의 전체적인 숭고함을 파괴하기 때문이

다”(GMS, B90=Ⅳ442)라고 하며 행복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지

의 자율’을 설명하는 「원칙론」의 §8에서도 행복론과 윤리론을 대비시키고 있다.

따라서 §8은 부가적인 논의가 아니라, 칸트의 도덕철학을 전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논변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더불어, 칸트 도덕철학에서 행복론과 윤리

론의 대비가 도덕철학을 풀어가는 주요한 방법이라는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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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는 욕구 능력에 대한 관점

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28), 쾌의 감정과 결합되지 않는 욕구 능력에 초

점을 맞춘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그는 쾌를 의지의 규정 근거로 보게 되

면 그 종류가 무엇이든 동일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29) 그런데 쾌는 “주

관이 대상의 현실에서 기대하는 쾌적감이 욕구 능력을 규정하는 한에서

만 실천적이다”(KpV, A40=Ⅴ22).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칸트가 행복에 반대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

다. ‘행복’이란 “이성적 존재자의 자기의 전 현존에 부단히 수반하는 쾌적

한 삶에 대한 의식”(KpV, A40=Ⅴ22)이며, ‘자기 사랑의 원리’란 행복을 “자

의의 최고 규정 근거로 삼는 원리”(KpV, A41=Ⅴ22)이다. 그런데, 행복이란

이성적이면서 유한한 모든 존재자가 결핍된 자연본성으로 인해 불가피하

게 구하는 것이다. 유한한 존재자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필요

는 “욕구능력의 질료”에 관계한다. 즉, “주관적으로 기초에 놓여 있는 쾌

또는 불쾌의 감정과 관계 맺은 어떤 것”에 관계할 수밖에 없다(KpV, A45=

Ⅴ25).

따라서 행복 혹은 자기 사랑의 원리는 필연적으로 쾌와 관련을 맺게

칸트 이전 사람들의 생각 칸트의 생각

상위의욕구능력 ‘지성’이쾌의감정과결합된표상의근원임 ‘순전히형식적법칙’이의지의규정근거임

하위의욕구능력 ‘감관’이쾌의감정과결합된표상의근원임 ‘질료적실천규칙’이의지의규정근거임

<표2> 상위의 욕구 능력과 하위의 욕구 능력의 구분(KpV, A41=Ⅴ22-23)

28) <표2>는 상위의 욕구능력과 하위의 욕구능력을 구분하는 방식 대하여 칸트와 이전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한 것이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상위의 욕구능력과 하위의

욕구능력의 구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칸트 이전 사람들은 ‘쾌의 감정과 결합된

표상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둔 반면, 칸트는 ‘의지의 규정근거’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정리하자면, 칸트 이전 사람들은 ‘욕구 능력’이 ‘쾌의 감정’과 결합할 수밖

에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한 반면, 칸트는 이 전제를 거부하고, 상위의

욕구능력에서 쾌를 배제한 점에서 ‘욕구 능력’에 대한 관점 자체를 변환시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칙론」 §3의 계(Folgerung)와 주해(Anmerkung)Ⅰ참조(KpV, A41-42=

Ⅴ22-23, A44-46=Ⅴ24-25).

29)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되는 쾌의 감정은, … 그것이 단지 경험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매한가지 종류 … 다른 모든 규정 근거와 오직 정도상으로만 차이가 있

다는 점에서도 매한가지 종류이다”(KpV, A43=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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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런데, 쾌는 ‘욕구 능력의 질료’에 관계되므로, 경험과 연계될 수밖

에 없다. 즉, 쾌와 관련된 행복과 자기 사랑의 원리라는 “질료적 규정 근

거는 주관에 의해 오로지 경험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을 뿐이다”(KpV,

A45=Ⅴ25). 이는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 즉 ‘순수 실천 법칙의 존재 가

능성’을 정초하고자 했던 칸트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험적

으로 제약된 실천성을 담보할 뿐인 ‘쾌’라는 감정에 근거한 ‘행복’은 “주관

적 규정 근거들의 일반 명칭에 불과”(KpV, A46=Ⅴ25)할 뿐이므로, 결코 순

수 실천 법칙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칸트는 이전에 사람들이 도덕의 최고 목표

로서 자명하다고 여겼던 ‘행복론’의 지위를 격하시킨다. 즉, 행복이라는

“(자연 법칙으로서)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한 법칙은 이처럼 객관적으로는

아주 매우 우연적인 실천적 원리이다”(KpV, A46=Ⅴ25)라고 결론짓게 된다.

칸트가 볼 때, 행복은 ‘인간 자연본성의 결핍상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

다’는 점에서 주관적으로는 필연적일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쾌에 기반하

는 감정, 즉 경험과 연관되는 한 객관적으로는 우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즉, 우리는 행복이 실천적 법칙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칸트가 행복론에 반

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30)

이어지는 §4의 논의는 이러한 우리의 결론을 뒷받침해 준다. “행복에

대한 욕구는, … 사려 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편적인 실천 법칙

이라고 내세울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놀라운 일이다.”31)(KpV, A50=Ⅴ28)는

그의 언급은 행복의 준칙을 실천 법칙과 구분하려는 그의 입장을 보다 명

30) “실천 법칙이란 철저하게 객관적 필연성을 갖는 것이지 한낱 주관적 필연성을 갖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인식되지, 경험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KpV, A47=Ⅴ26).

31) 칸트는 행복의 준칙이 법칙의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의 의지는 동일한 객관을 의욕하지 않고 각자 자기만의 좋은 상태를

의욕하기 때문에, 만약 극단적으로 다른 객관을 의욕할 경우 준칙과 의도 사이의 충

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앞서 경우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도와 일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예외는 끝이 없

기에 하나의 보편적인 규칙으로 포괄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원칙론」 §4 주해

참조(KpV, A50=Ⅴ28). ; 행복의 법칙이 보편성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8에서도 다

시 언급된다. 칸트는 ‘자의의 객관’은 경험과 관련되기에 상이함이 끝이 없어서 모든 이

성적 존재자에게 동일한 실천 규칙을 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KpV, A64=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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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보여준다.

「원칙론」을 마무리짓는 §8에서의 언급은 행복론에 반대하는 칸트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행복이 실천적 법칙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윤리성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행복론은 윤리론

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행복론과 윤리론의 대비를 직접 언

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8의 논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칸트는 “행복의 원리가 준칙들을 제공할 수 있으나, 결코 의지의 법칙

들로 쓰일 그런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KpV, A63=Ⅴ36)는 점을 분명

히 한다. 왜냐하면 “행복의 원리는 일반적 규칙들(generelle Regeln)은 줄 수

있으나, 결코 보편적인 규칙들(universelle Regeln)은 줄 수가 없기 때문이

다”(KpV, A63=Ⅴ36) 그러나 도덕 법칙은 이성과 의지를 가진 사람 누구에

게나 타당해야 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

므로, 행복은 결코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KpV, A64=Ⅴ36).32) 따라서 “자기

행복의 원리가 의지의 규정 근거로 된다면, 그것은 윤리성의 원리와 정반

자기 사랑(영리함)의 준칙

die Maxime der Selbstliebe (Klugheit)

도덕 법칙

das Gesetz der Sittlichkeit

이익에 관한 것을 ‘충고함’ 의무에 관한 것을 ‘명령함’

타율의 원리 자율의 원리

무엇이진정지속적으로이익을가져다줄지에대해

많은영리함이필요하기에쉽게통찰할수없음

무엇이의무인지는누구에게나자명하기에

누구나쉽게통찰할수있음

훈계를충족시키는일은드물게만가능함 명령을충족시키는일은언제나누구에게나가능함

욕구하는대상을실현시킬힘과자연적능력이필요함 단지순정하고순수해야만하는준칙이문제가됨

행복을 추구하라는 명령은 어리석은것임

: 스스로 하고자하는것은명령할필요없음

의무의이름으로윤리를명령하는것은합리적임

: 그는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음

<표3> 자기 사랑의 준칙과 도덕 법칙의 비교(KpV, A64-65=Ⅴ36-37 재구성)

32) 칸트는 행복론과 윤리론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자기 사랑(영리함)의

준칙은 단지 충고하고, 도덕 법칙은 명령한다”(KpV, A64=Ⅴ36)는 언급을 필두로, 자

기 사랑의 준칙과 도덕 법칙의 차이를 ‘충고한다(raten)’와 ‘명령한다(gebieten)’로 구

분하고 있다. 충고와 명령의 차이는 <표3>처럼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원칙론」

§8의 주해Ⅱ참조(KpV, A61-71=Ⅴ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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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KpV, A61=Ⅴ35).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원칙론」에서 행복론과 윤리

론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원칙론」에서

칸트는 행복론이 보편적 실천 법칙을 줄 수 없기에 도덕 법칙이 될 수 없

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을 정초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33) 이후, 「동기론」에서도 윤리론은 “경험적

원리들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것인 반면, 행복론은 “경험적 원리들이

전체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서로 대비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KpV,

A165=Ⅴ92). 즉, 행복론은 경험적 속성으로 인하여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

성을 확립하기 위한 윤리론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행복론과 윤리론의 대비는 비단, 「원칙론」과 「동기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2장「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 개념」(이하

「대상론」)에서 행복론과 윤리론의 대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2) 물리적 가능성과 도덕적 가능성

「대상론」의 초입에서 칸트는 두 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다.

하나는 ‘실천 이성의 대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이고, 나머지는 ‘어

떤 것이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

가?’이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앞의 질문과 관련하여 답하자면, ‘실천 이성의 대상’이란 “자유에

의해 가능한 결과로서의 객관이라는 표상”(KpV, A100=Ⅴ57)을 의미한다. 이

는 인식과 연관된 순수 사변 이성의 대상과 대비된다. 순수 사변 이성의

대상은 경험 판단이 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은 경험 판단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33) 칸트는 행복론이 단순히 ‘실천 법칙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자기 행복의 원리’는 ‘윤리성의 원리’와 정반대임에도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사

람들은 ‘자기 행복’을 강조함으로서 윤리를 궤멸시킬 것(KpV, A62=Ⅴ35)이라고 경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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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을 풀어서 설명하면, ‘순수 이성이 의지의

규정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지의 규정 근거’

인 욕구 능력이 ‘경험과 연관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부가 논의의 성패를

좌우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칸트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하위의 욕구 능력

과 상위의 욕구 능력을 구분하면서, 그 기준으로 ‘쾌의 감정과 결합 여부’

를 들고 있다. 즉, 칸트는 ‘경험과 연관되지 않은 욕구 능력’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욕구 능력은 ‘자유’에 기반하고 있다.34) 즉,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은 경험적 관심이 배제된 순수 이성의 규정에 의한 결과로서

의 표상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실천적 인식 그 자체의 대상’이라는 것

은 순수 이성에 의한 ‘의지’와 그러한 의지에 의해 현실화된 ‘행위’의 관계

에 대한 탐색을 의미한다(KpV, A100=Ⅴ57).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출된다. “어떤 것이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일”이란 “어떤 객관이 현

실화할 터인 그런 행위를 의욕할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을 판별하는 일”이

라고 할 수 있다(KpV, A100=Ⅴ57). 즉,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이란 다름 아

니라, ‘의지와 행위의 관계를 탐색하는 일’이므로,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일’이란, ‘행위를 의욕할 가능성 여부를 판별하는 일’과

다를 바 없다.35)

이 때,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의지’, 즉 ‘욕구 능력의 규정 근거’는 경험

적 객관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다. 만약 객관이 욕구 능력의 규정

근거라면, “능력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물리적 가능성”이 객관이 “실

34) 여기서 칸트가 의미한 자유는 통속적인 ‘심리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가 되는 자유’, 즉 ‘초월적 자유’를 의미한다. 도덕 법칙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선 본고 Ⅱ장 1절 2)소절에서 상론한다.

35) 이렇게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 여부의 판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련한 이후의 논

변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선·악은 선험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쾌·불쾌는 경험에

기반하기 때문에 선·악은 쾌·불쾌와 무관하다’(KpV, A102=Ⅴ58)는 주장을 시작으로,

‘보눔(bonum)과 말룸(malum)’이라는 용어의 혼란성에 주목하여, ‘선(das Gute)과 복

(Wohl)’ 그리고 ‘악(das Böse)과 해악(Übel)·화(Weh)’를 구별해 낸다(KpV, A104-106=

Ⅴ59-60). 하지만 본 절에서 우리의 관심은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데서 ‘행복론과 윤리론의 구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 있으므로,

‘선·악 對 쾌·불쾌’, ‘선·악 對 복·화’의 관계를 탐색하는 논변 과정은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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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이성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정에 선행”하게 된다(KpV, A101=Ⅴ

57). 즉, 객관이 욕구 능력의 규정 근거라면, 실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만약 ‘선험적 법칙’이 행위의 규정 근거라면, 즉 “행위가 순수

실천 이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우리의 물리적 능력을 견주어보

는 일과는 전적으로 독립적인 일”이 된다(KpV, A100=Ⅴ57). 즉, 객관은 행위

의 규정 근거일 경우와는 달리 그것의 물리적 가능성은 전혀 문제가 아니

게 된다. 문제는 “한 객관이 우리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그 객관의

실존을 지향하는 행위를 의욕해도 좋은가”(KpV, A100=Ⅴ58)와 관련될 따름

이다. 즉, 행위의 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행위의 “도덕적 가능성”이 선행

해야 한다(KpV, A100=Ⅴ58).

즉, 욕구 능력의 규정근거가 경험적 객관인지, 선험적 법칙인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과제가 부여된다. 객관이 규정 근거일 때는, ‘물리적 가능

성’이 ‘도덕적 가능성’보다 선행한다. 반면, 선험적 법칙이 규정 근거일 때,

‘물리적 가능성’은 다루지 않는다. ‘도덕적 가능성’이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험적 법칙이 행위의 규정 근거’라면, 곧 ‘순수 실천 이성에 의

해 행위가 규정’된다면,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물리적 가능성이 아닌, 도덕적 가능성을 다루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선험적 법칙, 순수 실천 이성이 규정 근거가 되면, ‘성취할 수 있

는지 여부’보다는 ‘그것이 추구할 만한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기서 도덕적 가능성이란, 질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원리와

달리, 오로지 형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편성을 뜻한다. 따라서, 이성

의 원리를 따를 때 도덕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 가

능성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 원리를 따를 것인지가 문제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전개된「대상론」의 논의를 ‘행복론과 윤리론의 대비’라는 본

절의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경험적 객관을 욕구 능력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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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삼는 것은 행복의 원리, 자기 사랑의 원리와 다를 바 없다. 상론하

였듯, 칸트는 이미 「원칙론」에서 의지의 규정 근거가 쾌라면 그것이 무

엇이든 종적으로 동일하다는(KpV, A43=Ⅴ23) 논지를 펼친 바 있다. 이러한

연관성에 따르면 행복론에 의한 우리의 의지는 객관의 ‘물리적 가능성’,

즉 그것을 실제 성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된다. 반면, 선험적 법칙을

욕구 능력의 규정 근거로 삼는 것은 도덕적 가능성을 다루게 된다.

‘행복론이 물리적 가능성과 관련되는 반면, 윤리론은 도덕적 가능성과

관련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칸트의 「분석학」을 자세히 살펴보

면, 물리적 가능성과 도덕적 가능성에 관한 언급은, 순수 사변 이성과 순

수 실천 이성의 대비와 관련된다는 점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36) 하지만,

도덕철학의 서술에는 행복론이 순수 사변 이성의 과제에 해당한다는 점

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명증적인 확실성을 지닌 언급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연구자는 ‘행복론’이 ‘순수 사변 이성’의 과제라는 점을 보

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철학의 영역 구분을 제기한 『판단력 비

판』의 「서론」(이하 「서론」)과 「판단력비판 제 1서론」(이하 「제1서

론」)의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칸트는 「제1서론」의 Ⅰ절 「하나의 체계로서 철학에 대하여」에서

철학의 체계가 “객관의 근원적인 차이”에 따라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으로

구분된다고(EEKU, Ⅰ, XX195=H1)한 후,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실

천적’인 것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규명하고 있다. 그는 “실천적 명제들의

총괄을 함유”한다고 해서 그것들 모두를 실천적 명제라고 부르는 데 반대

한다(EEKU, Ⅰ, XX196=H2). 그는 “자유를 법칙들 아래에서 고찰하는 것만

36) 칸트는 「대상론」 뒷부분에서 자연의 범주와 자유의 범주를 대비하면서 자유의 범

주의 특성 중 하나로 ‘선험적인 실천적 개념들’은 ‘자유의 최상 원리’와 관계되어 곧

바로 ‘인식’되기에 직관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며, 그 이유로 ‘순수 실천 이성

의 모든 지시사항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도를 실행하는 실천 능력의 자연 조건

들’이 아니라, ‘의지의 규정들’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서 칸트가 자세하게 언급

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언급을 미루어 보았을 때, 칸트는 ‘실천 능력의 자연 조건

들’과 관련된 문제는 순수 사변 이성의 과제에 속하는 것인 반면, ‘의지의 규정 근거

가 무엇이냐’에 관련된 문제는 순수 실천 이성의 과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본 절의 논의와 대비시켜 설명하자면, ‘물리적 가능

성’, 즉 ‘행복론’은 순수 사변 이성의 과제에 해당하는 반면, ‘도덕적 가능성’, 즉 ‘윤

리론’은 순수 실천 이성의 과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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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천적 명제”이며, 그 외의 명제들은 외양으로는 실천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모두 사물들의 자연본성에 속하는 것에 대한 이론”일 뿐이며, “그

사물들이 우리에 의해 어떻게 하나의 원리에 따라 산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적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즉, 그가 볼 때, ‘실천적 명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천적 명제가 아닌 것들’, 즉 ‘이른바 실천적 명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단지 “자의적인 행위 … 에 의한 사물들의 가능성을

표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EEKU, Ⅰ, XX196=H2).

그는 이러한 겉모양만 유사한 실천적 명제를 “자연철학의 실천적 부

문”이라고 부른다. 그는 자연철학의 실천적 부문의 예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행복과 관련된 것이다. “자기의 행복을 촉진하라

는 지시규정들이 주어져 있고, 예컨대, 그 행복을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

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인격에서 (스스로)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EEKU, Ⅰ, XX196=H2), 이 문제는 전형적인 자연철

학의 실천적 부문에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족할 줄 알고, 중용을 지

키는 것 등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조건들’은 “주관의 자연 본성”에

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또한 “우리 자신에 의

해 가능한 인과성”으로서 “자연본성과 관련되는 객관 이론으로부터 귀결”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EEKU, Ⅰ, XX196=H2-3). 따라서 행복과 관련된 문제

는 비록 외양은 실천적 명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 면에서 볼 때는 실

천철학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론철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철학의 실천적 부문’이라는 「제1서론」의 논의는 「서론」에서

‘기술적-실천적 명제’와 ‘도덕적-실천적 명제’의 구분으로 보다 심화되어

전개된다. 칸트는 「서론」의 Ⅰ절 「철학의 구분에 대하여」서두를 이론

철학의 영역과 실천철학의 영역의 경계선에 대한 고찰로 시작한다. 여기

서 그는 실천적 지시규정이라도 모두 실천철학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실천적인 것은 기술적-실천적인 것과 도덕적-실천적

인 것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비록 외양이 ‘실천적’으로 보일지라도,

‘기술적-실천적인 것’은 이론철학에 속하는 것이고, ‘도덕적-실천적인 것’

만이 실천철학에 속하는 것이다.37) 그러므로 자연의 원인-결과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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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복론은 실천적 지시규정이기는 하지만, 기술적-실천적인 것에 해당

하기 때문에 이론철학에 속한다. 오로지 자연의 인과성에서 벗어나 자유

를 통하여 초감성적인 것에 관련되는 도덕적-실천적인 것만이 실천철학

이라는 철학의 한 부문을 이룰 수 있다.

이처럼 「제1서론」과 「서론」에서 언급된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의 구

분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행복론의 지위를 보다 분명하게 해준다. 행복

론에서 언급한 ‘물리적 가능성’은 「제1서론」에서 말한 ‘자연철학의 실천

적 부문’에 해당하고, 「서론」에서 말한 ‘기술적-실천적인 규칙들’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는 실천철학이 아닌 이론철학에 속하는 게 명확하다.

지금까지 본 절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칸트는 자신의 윤리론을 행복론의 안티테제로 규정하였다. 이는

「원칙론」과 「동기론」에서 행복론이 보편적 실천적 법칙을 줄 수 없

다는 그의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둘째, 칸트는 행복론과 윤리론의 과제가

서로 다른 이성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대상론」에서 물

리적 가능성과 행복론을 관련짓고, 도덕적 가능성과 윤리론을 연계시킴으

로써 구상의 단초가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제1서론」의 ‘자연철학의

실천적 부문’과 「서론」의 ‘기술적-실천적 규칙들’이 행복론을 지칭하고

있으며, 이것을 칸트 본인이 이론철학의 영역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칸

트가 행복론은 이론철학의 과제, 윤리론은 실천철학의 과제로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7) 칸트는 사람들이 ‘자연 개념에 따른 실천적인 것’과 ‘자유 개념에 따른 실천적인 것’

을 한 가지로 보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보고(KU, BⅦ=Ⅴ172), 이 문제가 발생한 이

유는 “실천적인 것과 관련해 의지의 인과성에 규칙을 주는 개념이 자연 개념인가 또

는 자유 개념인가는 불확정”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KU, BⅧ=Ⅴ172). 인

과성을 결정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만약, 인과

성을 결정하는 개념이 자연 개념이라면, 그 원리들은 기술적-실천적이고, 인과성을

결정하는 개념이 자유 개념이라면, 그 원리들은 도덕적-실천적이기 때문이다(KU, B

Ⅷ=Ⅴ172). 이 때, 모든 ‘기술적-실천적 규칙들’은 개념들에 의거하는 한, 이론철학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적-실천적 규칙들은 자연 개

념들에 따라 사물들을 가능하게 하는 데만 관계하기 때문이다(KU, BⅧ=Ⅴ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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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구분

우리는 앞 소절에서 행복론과 윤리론의 대비를 살펴보면서, 칸트가 양

자를 구분하는 준거로 ‘경험적이고 질료적인 것이 섞여 있는지 여부’라는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칸트가 전개하는 윤리론

은 현상계의 원인성이 절연된 상태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 본 소절의 1항

에서는 초월적 자유 개념에 대하여 다룬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질

료적인 것 일체와 무관한 것으로 상정한 자신의 윤리론을 전개하는 데 있

어 기초로 삼고 있는 준칙의 법칙수립적 형식 즉, 도덕 법칙의 실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월적 자유 개념의 실재성을 확보해야 한다

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2항에서는 초월적 자유 개념과 도덕 법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룬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칸트의 실천철학 체계에서는

인과 필연성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연의 원인성과 구분되는 자유의 원인성

을 전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종국에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균

열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1) 현상계의 인과성에서 벗어난 초월적 자유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의「머리말」에서 주로 ‘자유’ 개념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는 순수 실천 이성 능력의 가능성이 확보됨으로써 초월적 자

유(die transzendentale Freiheit)가 확립된다(KpV, A4=Ⅴ3)고 하며, “무릇 자유

개념은 그것의 실재성이 실천 이성의 명증적인 법칙에 의해 증명되는 한

에 있어서, 순수 이성의 그러니까 사변 이성까지를 포함한, 체계 전체 건

물의 마룻돌(Schlußstein von dem ganzen Gebäude eines Systems)을 이룬다”(KpV,

A4=Ⅴ3)고 하며, 자유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칸트 도덕철학에서 자유 개념이 갖는 의의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가 말하고 있는 ‘자유’의 정확한 의미를 정립해야 한다. 칸트가 언급하고

자 하는 자유는 ‘심리적 자유’가 아닌, ‘초월적 자유’이다. ‘초월적 자유’는

‘초월적 가상’의 한 종류이다.38) 칸트는『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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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초월적 변증학(die transzendentale Dialektik)’을 원칙의 부적절한 사

용으로 인한 논리적 가상을 다루는 ‘논리적 변증학’과 구별한다(KrV,

A298=B354). 초월적 변증학에서 다루는 초월적 가상이란 “주관적 원칙들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객관적인 것으로 슬쩍 바꿔치기 하는, 자

연스럽고 불가피한 환상”으로서,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순수 이성의 변증

성”과 관련된다(KrV, A298=B354). 초월적 변증학은 이성의 과오로 인한 것

이 아니라, 이성의 자연스러운 속성에 의한 것인 만큼 “그 가상이 (논리적

가상처럼) 사라지도록까지 하고, 가상이기를 그치도록 하는 일은 초월적

변증학으로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다”(KrV, A297 =B354).

초월적 가상은 표상들의 종합적 통일에 상관하는 ‘순수한 개념들’과는

구분되는 ‘순수 이성의 개념들’로서, “모든 조건들 일반의 무조건적인 종합

적 통일에 상관한다”(KrV, A334=B391). 이러한 순수 이성의 개념들은 ‘초월

적 이념들(transzendentalen Ideen)’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초월적 이념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서, 칸트는 이를 각각 영혼론, 우주론, 신학39)의 대

상으로 본다. 이러한 순전한 초월적 이념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개념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경험 중에서 직관으로 주

어지지 않기 때문이다(KrV, A338-339=B397).40)

38) 심리적 자유는 경험의 영역에서 갖게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굳이 이를 가상이라 표

현한다면 경험적 가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칸트가 초월적 변증학에서 다루는 자

유는 경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과제는 경험적 가상

(empirischen Scheine)(예컨대, 시각적인 가상)이 아니다. …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오로지 초월적 가상(transzendentalen Scheine)이다. 이것은 결코 경험에 사용되도록

마련된 것이 아닌 원칙들(Grundsätze)에 영향을 미친다”(KrV, A295=B351-352). 즉,

“초월적 가상은 우리를 전적으로 범주들의 경험적 사용 너머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

금 순수 지성의 확장이라는 환영으로 희망을 갖게 한다”(KrV, A295=B352). 즉, 칸트

가 언급한 초월적 자유는 경험이 아닌 원칙과 관련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칸트

의 자유가 원칙, 즉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과 관계할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39) “모든 초월적 이념들은 세 부류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첫째의 것은 사고하는 주관

(주체)의 절대적 (무조건적) 통일이고, 둘째의 것은 현상의 조건들의 계열의 절대적

통일이며, 셋째는 사고 일반의 모든 대상들의 조건의 절대적 통일을 내용으로 갖는

다.” 또한, 이러한 “사고하는 주체는 영혼론(심리학)의 대상이고, 현상들의 총합(곧, 세

계)은 우주론의 대상이며, 사고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최상 조건을 함유

하는 사물(곧, 존재자 중의 존재자)은 신학(신이론)의 대상이다”(KrV, A334=B391).

40) “‘순전한 초월적 이념의 대상은, 비록 이 이념이 전적으로 필연적으로 이성 안에서

이성의 근원적 법칙들에 따라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관해 아무런 개념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성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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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증적 이성추리들은 그 추리의 결론에 이르는 이념의 수효와

똑같이 세 종류가 있다”(KrV, A339=B397).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각각 ‘순수

이성의 오류추리(Paralogismus)’,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Antinomie)’, ‘순수 이

성의 이상(Ideal)’으로 불린다. 이 중 초월적 자유 개념은 ‘순수 이성의 이율

배반’에서 다루어진다.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유 개념을 긍정하

는 명제와 부정하는 명제, 즉 모순 관계에 있는 정립과 반정립 두 명제를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41)

‘초월적 자유’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특히 제3이율배반이다.

칸트는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 - 초월적 이념의 셋째 상충(Dritter

Widerstreit der transzendentalen Ideen)”이라 명명한 절에서 자유에 의한 인과

성을 긍정하는 정립(Thesis) 명제와 자유를 부정하고 자연 법칙의 인과성

만을 인정하는 반정립(Antithesis)을 제시한다(KrV, A444-451=B472-476).42) 이

때 정립에 대한 ‘주석(Anmerkung)’에서 칸트가 지칭하는 자유의 성격이 보

다 명확하게 드러난다.43)

대상에 대해서도 실상은 어떠한 지성개념, 다시 말해 가능한 경험 중에서 지시되고

직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가능하지 않으니 말이다”(KrV, A338-339=B397).

41) “궤변적 추리의 제2 부류는 주어진 현상을 위한 조건들의 절대적 전체라는 초월적

개념에 겨냥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한쪽 편에서의 계열의 무조건적인 종합적 통일

성에 대해 항상 자기모순적인 개념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반대쪽 편 계열의 통일

성이 정당하다는 것을 추리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 통일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개

념을 갖지 못한다. 이 변증적 추리를 할 때의 이성의 상태를 나는 순수 이성의 이율

배반이라고 부를 것이다”(KrV, A340=B338).

42) 정립은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인과성(die Kausalität nach Gesetzen der Natur)은,

그로부터 세계의 현상들이 모두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현상들을 설명

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의한 인과성(eine Kausalität durch Freiheit) 또한 반드시 받

아들여야 한다”(KrV, A444=B472)이다. 반정립은 “자유는 없다(Es ist keine Freiheit).

오히려 세계에서 모든 것은 오로지 자연 법칙들에 따라서(nach Gesetzen der Natur)

일어난다”(KrV, A445=B473)이다.

43)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이후, “자연필연성의 보편적 법칙과 합일하는 자유에 의한 인

과성이 가능함”이라는 제목의 절에서 예지체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필연성과 의지 자

유가 양립가능하다는 논변을 펼친다. “감관의 대상에서 그 자신 현상이 아닌 것을

나는 예지적이라 일컫는다. 따라서 감성세계에서 현상으로 보아져야만 할 것이 그

자체로 또한 감성적 직관의 대상이 아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그러

면서도 그것이 현상의 원인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존재자의 원인성을 두 면에

서 고찰할 수 있다. 곧 사물 그 자체인 것으로서 그것의 작용의 면에서는 예지적인

것으로, 감성세계 내의 현상으로서의 그 작용의 결과들의 면에서는 감각적인 것으로

고찰할 수 있다. … 이 작용하는 주체는 이제 그 예지적 성격의 면에서는 아무런 시

간조건들 아래에 있지 않다. 시간은 단지 현상들의 조건일 뿐, 사물들 그 자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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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는 초월적 이념은 어디까지나 이 명칭의 심리학적 개념의 전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단지 행위의 귀책성의 본래 근거인 행위

의 절대적 자발성의 내용을 이룰 뿐이다(KrV, A448=B476).

즉, 초월적 자유란 ‘행위의 절대적 자발성’이라는 원인성을 의미한다.

이는 현상 내의 인과적 계기와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 자유와는 종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로서 칸트가 『실천이성비판』「머리말」에서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초월적 자유가 확립된다.’고 한 언급의 진

의가 드러난다. 순수 이성이 실천적이지 않다면, 이는 경험적 객관의 영향

을 받는다는 뜻이다. 경험적 객관, 즉 대상은 현상의 인과적 계기에 해당

하고, 이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인과성’에 종속된다. 하지만 순수 이성

이 실천적이라면, 이는 경험적 객관과 연관되지 않은 절대적 자발성에 따

른 행위일 것이고, 이는 곧 초월적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순수 실천 이

성이 가능하다’는 말은 ‘초월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말과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칸트가 언급하는 자유가 ‘심리적 자유’가 아닌

‘초월적 자유’라는 점과 초월적 자유의 가능성이 곧 순수 실천 이성의 가

능성과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칸트가 초월적 자유의

가능성 곧 실재성을 확보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칸트 비판철학 내에서 초월적 자유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과제이다. 왜냐하면, 초월적 자유가 여타 초월적 가상들,

즉 신 존재와 영혼 불멸성의 실재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KpV, A4-7=Ⅴ

건이 아니니 말이다”(KrV, A538=B566), “예지체는 감성세계에서의 그의 작용결과들

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겠다”(KrV, A541=B569), “그

래서 도대체가 자유와 자연은 각기 그 완벽한 의미에서, 동일한 행위들에 있어, 사람

들이 그 행위들을 예지적 원인에 대조하느냐 감각적 원인에 대조하느냐에 따라, 동

시에 그리고 아무런 상충 없이 만나겠다”(KrV, A541=B569). 이상의 언급을 통해 칸

트는 인간은 예지체로서는 절대적 자발성의 능력인 자유를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감성 세계 존재’로서 자연 법칙의 인과성 아래 종속되어 있다는 논증을 펼친다. 이

러한 인간의 이중적 지위라는 문제는 이후 감성계와 예지계의 분리와 대립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제 3이율배반의 해소 과정은 본 절의 주요 관심사가 아

니므로, 더 이상 상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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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변증학」에서는 초월적 이념들로 제

시되었던 영혼 불멸, 의지 자유, 신 존재는 그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았을

뿐, 그 실재성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45) 하지만 『실천이성

비판』「분석학」에서 초월적 자유의 실재성이 확보됨으로써 비로소

「순수 실천 이성의 변증학」(이하「변증학」)에서 비록 요청 이론을 통

해서이긴 하지만, 영혼 불멸과 신 존재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순수 실천 이성을 통해 초월적 이념들의 실재적 가능성을 확보하

려는 칸트의 의도는『순수이성비판』의 「제2판 머리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개념에 대해 객관적 타당성(즉 실재적 가능성 … )을 부여하

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것이 요구된다. … 이론적 인식 원천에서

찾아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실천적 인식 원천에서 놓여

있을 수도 있다(KrV, BXXⅧ).

즉,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을 저술할 때부터 특수 형이상학이라 일

컬어지는 초월적 이념들의 실재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순수 사변 이성 비판을 통해 확인했듯 이론적 인식으로는 그 실재

성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하는 처지에 머물렀을 뿐이다. 하지만 실

천적 인식을 통해서 그 실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44) “신과 영혼불멸성의 이념들에게 자유 개념을 매개로 해서 객관적 실재성과 그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할 권리, 말하자면 주관적 필연성(곧, 순수 이성의 요구)이 부여된

다”(KpV, A6=Ⅴ4).

45) 「초월적 변증학」은 순수 이성의 이념들이 가상이긴 하지만,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논리적 가상’이 아니라, 허용될 수 있는 ‘초월적 가상’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칸트는

이러한 자신의 의도를 『순수이성비판」, 「제2판 머리말」에서 확고한 어조로 표현

하고 있다. 그는 순수 사변 이성의 월권을 제한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언급

하면서 비판을 통해 사변 이성이 실천이성의 “사용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없애버리려

위협하는 방해를 제거하므로, 사람들이 순수 이성의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실천적 사

용(도덕적 사용)이 있다는 것을 확신”(KrV, BXXⅣ-XXⅤ)할 수 있게 되는 중대한

효용을 갖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초월적 변증학」을 통해 영혼, 자유, 신이라는 초

월적 이념들은 “이 대상들을 사물들 자체로서 비록 인식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사고

할 수는 있어야 함이 여전히 유보되어”(KrV, BXXⅥ-XXⅦ)있기 때문에, 비록 초월

적 이념들의 실재성은 확보되지 않으나, 적어도 가능성은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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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46)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칸트는 순수 이성의 가

능성을 어떻게 확립하였는가? 다른 말로 초월적 자유의 실재성을 어떻게

확보하였는가? 본 절의 앞에서 언급한 『실천이성비판』의「머리말」에

있는 다음 표현에 주목해 보자.

무릇 자유 개념은 그것의 실재성이 실천 이성의 명증적인 법칙에

의해 증명되는 한에 있어서, 순수 이성의 그러니까 사변 이성까지를

포함한, 체계 전체 건물의 마룻돌을 이룬다(KpV, A4=Ⅴ3).

칸트는 “자유 개념의 실재성”이 “실천 이성의 명증적인 법칙”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실천 이성의 명증적인 법칙’이 무엇

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앞 절에서 다루었듯, 칸트는 「원칙론」§7에서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KpV, A54=Ⅴ30)는 정언 명령을 ‘순수 실천 이

성의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다른 말로 ‘도덕 법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한 가지이다. 자유와 도덕 법칙의

연관성에 대한 논변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 이제 자유와 도

덕 법칙의 연관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46) 『순수이성비판』의 제2판(1787)은 『정초』(1785)보다 늦게 출간되었기에, 칸트가

도덕철학을 전개한 이후에 머리말을 통해 논의를 추가한 것이라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초』에서는 아직 영혼 불멸과 신 존재 요청 등 초월적 이념들의 실재성

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정초』에서는 정언 명령의 정식

형태로 도덕 법칙을 제시한 이후 ‘의지의 자율’을 최상위 개념으로 놓고, 의지의 자

율을 해명하기 위하여 ‘자유’를 도입하였다. 이는 “윤리 형이상학에서 순수 실천이성

비판으로의 이행”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3절의 첫 소절이 “자유 개념은 의지의 자율

을 설명하는 열쇠이다.”라고 명명되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반면, 『순수이성

비판』 제2판보다 늦게 출간 된 『실천이성비판』(1788)은 「원칙론」에서 윤리론을

전개하는 기반으로 자유 개념을 전제한 후 논의를 전개한다. 따라서 칸트가 도덕철

학의 논의에 맞추어 순수이성비판을 보는 관점을 수정했다기보다는, 본래 지니고 있

던 도덕철학에 대한 관점을 『순수이성비판』의 「제2판 머리말」을 통해 더욱 명

확하게 드러내고, 『실천이성비판』이 「초월적 변증학」의 성과와 연관성이 부각되

도록 저술했다는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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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의 원인성과 구분되는 자유의 원인성

『실천이성비판』에서 자유와 도덕 법칙의 연관성은「머리말」의 초

두에 각주 형태로 등장한다. 칸트는 다음 서술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자

유와 도덕 법칙에 관해 어떻게 논변을 진행할지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자유(die Freiheit)는 물론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ratio essendi)

이나, 도덕 법칙(das moralische Gesetz)은 자유의 인식 근거(ratio

cognoscendi)라는 것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만약 도덕 법칙

이 우리의 이성에서 먼저 명료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자유와 같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 받아들일 권리를 가지

고 있다고 여기지 못할 터이니 말이다. 그런 반면에 자유가 없다면,

도덕 법칙은 우리 안에서 결코 발견될 수 없을 터다(KpV, A5=Ⅴ6). (굵

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왜 칸트는 도덕 법칙이 자유의 인식 근거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초월

적 이념은 가능한 경험 중에 지시되거나 직관될 수 없기 때문이다(KrV,

A339=B397). 무언가가 경험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관에 의해 포착되고,

상상력의 도식 작용에 의해 재인된 후, 범주에 의해 개념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종합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비로소 인식할 수 있다. 하

지만 초월적 이념인 자유는 경험적 직관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

한 종합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인식될 수 있는 다른 무

언가를 통해 자유의 실재성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으면서 자유와 연관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관련된 부분을 찾기 위해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원칙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실천이성비판』본문에서 자유가 처음 언급되

는 부분은, 「분석학」「원칙론」 §5(과제Ⅰ)이다. “준칙들의 순전한 법칙

수립적 형식만이 의지의 충분한 규정 근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에 의

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의지의 성질을 발견하는 일”(KpV, A51=Ⅴ28)이라는

과제에 칸트가 내놓은 답변은 질료적인 자연의 인과 법칙에 따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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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한 형식, 즉 “현상들 상호간의 인과 법칙과는 전적으로 독립적

인”(KpV, A52=Ⅴ28) “초월적 의미에서 자유”(KpV, A52=Ⅴ29)가 의지를 규정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6(과제Ⅱ)에서는 앞 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지를

규정하는 절대적 자발성인 초월적 자유를 전제한 후, “이 의지를 오로지

필연적으로 규정하는 데 쓰이는 법칙을 발견하는 일”(KpV, A52=Ⅴ29)을 과

제로 삼고, 그 답으로 “법칙 수립적 형식”을 제시한다. 칸트는 이어 §6의

주해에서 “자유와 무조건적인 실천 법칙은 그러므로 상호 의거한다”(KpV,

A52=Ⅴ29)고 단언한다.47)

이로서 우리는 위에서 우리가 제기한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으면서

자유와 연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준

비가 되었다. 즉, ‘무조건적인 실천 법칙’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이다.

‘무조건인 실천 법칙’이 자유의 인식근거라는 칸트의 논변이 성공한다면,

『실천이성비판』「머리말」에서 언급한 ‘도덕 법칙’이 자유의 인식 근거

인 이유 또한 밝혀질 것이다. 이제, §6 주해에서 칸트가 펼친 논변을 살펴

보도록 하자.

칸트는 ‘자유와 무조건적인 실천법칙이 상호 의거한다.’는 내용과 관련

해 두 개의 질문을 제기한다.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실천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자유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실천 법칙

에서 출발하는 것인가?”(KpV, A52-53=Ⅴ29)이고, 나머지는, “도덕 법칙에 대

한 의식은 어떻게 가능한가?”(KpV, A53=Ⅴ30)이다. 전자의 질문에 대한 답

이 후자의 질문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칸트는 ‘무조건적으로 실천적

인 것에 대한 인식이 자유에서 출발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첫

47) 과제Ⅱ에 대한 답으로 ‘법칙수립적 형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자유 의지는 순전한 법칙 수립적 형식과 관련된다. 즉 질료에 대해 독립적

이다(§5). ㉡ 자유 의지는 법칙 안에서 규정 근거를 발견해야만 한다(§6). ㉢ 앞서

㉠과 ㉡을 종합해 볼 때, “법칙의 질료를 제외하면 법칙 안에는 법칙 수립적 형식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법칙 수

립적 형식은 의지의 규정 근거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KpV, A52=Ⅴ29). 이

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찾아낸 ‘법칙 수립적 형식’은 다름 아니라, ‘무조건적 실천

법칙’이다. 따라서 “자유와 무조건적인 실천 법칙은 그러므로 상호 의거한다”(KpV,

A52=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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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이미 「초월적 변증학」에서 밝혔듯, 초월적 자유는 그 실재성이 입증

된 것이 아니라, 다만 가능성이 부정될 수 없는 초월적 이념일 뿐이기 때

문이다. 즉, 자유는 사고는 가능하되, 인식은 불가능한 것으로서, “소극적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직접 의식할 수” 없다. 둘째, 우

리에게 주어지는 경험은 단지 자연의 기계성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일 뿐

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자유를 추리할 수 없다”(KpV, A53=Ⅴ

29).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실천적인 것’은 ‘자유’ 혹은 ‘무조건적인 실천법

칙’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배중률에 의거하여 ‘무조건적으로 실천적인

것에 대한 인식은 실천 법칙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에게 직

접적으로 의식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도덕 법칙이다(KpV, A53=Ⅴ29). 이

때, 도덕 법칙은 독특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덕 법칙은 스스로가 ‘무조건

적으로 실천적인 것’과 연계됨으로써 자유를 보여준다. “이성은 도덕 법칙

이 어떠한 감성적 조건에 의해서도 압도되지 않는, … 독립적인 규정 근

거임”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자유의 개념에 이른다”(KpV, A53=Ⅴ30).

앞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순수 실천 이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험에 제약되지 않은 ‘무조건적으로 실천적인 것’이 가능하다는 뜻

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조건적으로 실천적인 것은 경험에서 불가능하므로

‘자유’와 관련되고, 이는 준칙의 법칙수립적 형식, 다른 말로 ‘무조건적 실

천 법칙’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실천적인 것은 ‘자유’ 혹은

‘실천 법칙’ 둘 중 하나를 통해 인식되는데, 인간이 자유를 인식할 수 없다

는 점은 명확하므로, 우리는 무조건적 실천 법칙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실

천적인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무조건적 실천 법칙은 감성적 조건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독립된 규정 근거이므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연적으로 전제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무조건적 실천 법칙, 즉 도덕 법칙은 자유의 인

식 근거가 된다는 점과 더불어, 자유가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가 된다는

『실천이성비판』「머리말」의 언급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하지만 아

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더 있다. 이는 칸트가 §6에서 제기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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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관련된다. 자유에 대한 의식은 불가능한 반면, “도덕 법칙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가능한가?”(KpV, A53=Ⅴ30)

칸트는 여기에 대하여 “순수한 이론적 원칙들을 의식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순수한 실천 법칙들을 의식할 수 있다”(KpV, A53=Ⅴ30)라는 다소 애

매한 답변을 내놓는다. 그는 ‘순수 지성에 대한 의식이 순수한 이론적 원

칙들에서 생기듯, 순수 의지에 대한 개념은 순수한 실천 법칙들로부터 생

긴다.’면서 보충 설명을 하지만, 이는 어찌 보면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경험에 물들지 않은 순수 지성을 추구하다보면, 당연히 순수 지

성 개념(범주)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험적 대상에 관여되지 않

은 준칙의 법칙수립적 형식은 당연히 질료적 규정 근거를 배제한 형식적

규정 근거와 관계하는 순수 의지에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칸트도 도덕 법칙의 의식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애매하다는 점

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7에서 ‘순수이성의

사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칸트는 §7의 계(系)에서 “순수 이성

은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이고, 우리가 윤리 법칙이라고 부르는 보편적 법

칙을 (인간에게) 준다”(KpV, A56=Ⅴ31)고 단언한다. 즉, 도덕 법칙이 인간에

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그 자체로 실천적인 이성은 여기서 직접적

으로 법칙 수립적”이라고 보며, 순수 이성에 의해 규정되는 의지는 “경험

조건들에 독립적인”, “순수한 의지로, 법칙의 순전한 형식에 의해 규정되

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한다(KpV, A55=Ⅴ31). 칸트는 이러한 “근본법

칙에 대한 의식”을 ‘순수 이성의 사실’이라고 부른다. 이 근본법칙은 “순수

하든 경험적이든 어떠한 직관에도 의거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선험적

종합 명제48)로 우리에게 닥쳐 온다”(KpV, A55-56=Ⅴ31).

‘근본법칙에 대한 의식’, 즉 ‘도덕 법칙에 대한 의식’은 다른 말로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순수 실천 이

성이 가능하다는 말은, 경험 세계의 질료와 절연된 의지의 규정이 가능하

48) 근본법칙에 대한 의식이 선험적 종합명제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근본

법칙이란 ‘도덕 법칙’이다. 그리고 §§1-7 논의를 통해 밝혀진대로, 도덕 법칙이란 ‘준

칙의 법칙수립적 형식’이다. 따라서 ‘형식’이므로 이는 경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선험

적이다. 종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의지의 자유’라는 대전제와 무관하기 때문

이다. ‘의지의 자유’와의 관련성은 다음 주에서 상술한다.



- 54 -

다는 것, 곧 초월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말과 동일하다. 따라서 칸트가 언

급한대로 만약 초월적 자유의 가능성이 인식될 수 있다면, 순수 실천 이

성의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앞의 논의에서

보았다시피 인간에게 초월적 자유의 가능성은 인식될 수 없다. 따라서 다

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근본 법칙 곧, 도덕 법칙이다.

이러한 도덕 법칙에 대한 의식은 매우 독특한 것이다. 인간은 자연 법

칙의 인과성에 종속되어 있기에 의지의 규정 근거로 자연스럽게 욕구 능

력의 대상, 즉 경험적 질료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경험

적 질료와 무관한 ‘법칙 수립적 형식’과 연관된 근본 법칙인 도덕 법칙도

의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지의 자유’

에 따른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 연역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험의 세계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칙수립적 형식’을 의식하고 이것에 따르려 한다

는 점에서 대단히 독특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

은 도덕 법칙이나 자유에 대한 그 어떠한 직관도 주어지지 않으므로 순수

이성의 사실은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덕 법칙은 우리에게 설

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순수 이성의 사실일 뿐이다.

‘인간이 도덕 법칙을 어떻게 의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칸트의 이러한

설명 방식은 불완전하다. ‘순수 이성의 사실’이란 말로 표현했지만, 경험적

사실로 증명되거나 선험적 원리에 의해 연역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칸

트 스스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원칙론」 뒷 부분의

‘Ⅰ. 순수 실천 이성 원칙들의 연역’에서 도덕 원리에 대한 연역의 추구가

허사로 끝났다는 점을 자인한다(KpV, A82=Ⅴ47). 그는 도덕 원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관해 우리는 연역할 수 없다고 하며, 도덕 원리는 단지 ‘순

수 이성의 사실’로 주어질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 원리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우리

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 원리로부터 ‘자유’의 이념을 연역해낼 수 있다

(KpV, A82=Ⅴ47). 특히, 『순수이성비판』에서 사변 이성은 자유의 능력을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는 데서 끝났으나, 『실천이성비판』에서 도덕 법칙

은 자유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칸트는 “도덕 법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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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는 “인과성의 법칙을 규정하고” 자유에 “객관적 실재성을 부여한

다”(KpV, A82=Ⅴ47)고 언급하여 ‘도덕 법칙’을 통해 ‘자유’에 실재성이 부여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심지어 “도덕 법칙 자체가 순수 이성의 원인성으로서의 자유의

연역 원리로 제시된 것” (KpV, A83=Ⅴ48)이라고 언급하며, 초월적 자유의

확립을 『실천이성비판』에서 최우선의 과제로 격상시키는 모습을 보여

준다.49) 칸트는 “절대적 자발성의 능력으로서 ‘자유’의 이념” (KpV, A84=Ⅴ

48), 즉 초월적 자유의 이념은 순수 이론 이성에게는, 단지 이성의 규제적

이념으로 쓰일 뿐이었으나(KpV, A84-85=Ⅴ48-49), “순수 실천 이성은 이 공

허한 자리를 (자유에 의한) 예지 세계에서의 일정한 인과성의 법칙, 곧 도

덕 법칙으로써 메꾼다.”고 말한다. 이로 인하여, “자유의 개념에 대해 (비

록 실천적이기는 하지만), 의심할 여지없는 실재성이 부여된다.”50)(KpV,

A85=Ⅴ49)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도덕 법칙이 자유의 인식 근거’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덕 법칙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은 ‘도덕 법칙을 통한 자유 개념의 연역’이

란 논증에 비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비록 ‘순수 이성의 사실’이라는 용

어로 설명하긴 했으나, 칸트 본인이 인정하였듯, 도덕 원리에 대한 연역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칸트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분석학」의 뒷부분인

「동기론」에서 다시 한번 도덕 법칙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하

49) 이는 확실히 『정초』의 구도와는 다른 면모이다. 『정초』에서는 선의지로부터 시

작하여, 정언 명령으로 대표되는 도덕 법칙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고, 자유는 의지

의 자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로 파악한다. 하지만 『실천이성비판』에서는 ‘자

유’를 지도 개념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50) 『순수이성비판』에서는 자유가 이성의 규제적 원리로 쓰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통찰되었을 뿐이다. 여기서 자유는 이성의 구성적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에 대

한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규제적 원리는 경험 재료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유에 대한 인식은 공허하게 비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실천이성비판』에서는 ‘도

덕 법칙’이 단초가 되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에게 주어진 ‘도

덕 법칙’에서 ‘자유’를 연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빈 자리로 남겨져 있

던 ‘자유’의 자리를 메꿀 수 있게 되었다. 즉, 자유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유의 실

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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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번에는 도덕 법칙을 통한 자유의 연역이 아닌, 자유를 통한 도덕

법칙의 필연성 통찰이라는 점에서 앞의 논의와 성격을 달리한다. 이 부분

은 ‘자유가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라는 칸트의 언급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칸트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자유’와 ‘도덕 법칙’

두 개념의 불가분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순수 실천 이성의 최상 원리를 연역하는 대신에, 다시 말해 그러

한 선험적 인식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대신에 그러나 ⓑ서술될 수 있

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만약 우리가 ㉮작용인의 자유 가능성을 통찰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 의지의 원인성으로 인정하는 ㉰이성적 존

재자들의 최상의 실천 법칙인 도덕 법칙의 한낱 가능성이 아니라 필

연성까지 통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KpV, A167=Ⅴ93).

위 문단은 「원칙론」에서 전개된 내용에 대한 칸트 본인의 평가를 포

함하고 있기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문단이 ⓐ와 ⓑ로 구성

되어 있으며, ⓑ는 ㉮, ㉯, ㉰를 내용 요소로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도덕 원리의 연역 불가능성과 더불어, 초월

적 자유 이념의 연역 불가능성을 뜻한다. 칸트는 이렇게 설명 불가능한

것 대신에 설명 가능한 것을 ⓑ에서 다루고자 한다.

ⓑ를 풀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초월적 자유가 가능하다

면(㉮), 우리 의지의 규정 근거가 자연의 인과 규정, 혹은 자연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우리 의지의 규정 근거의 원

인(㉯)으로 자연 법칙의 인과성이 아니라, 도덕 법칙을 상정할 수 있다

(㉰).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적일 수 있다(㉰). 왜냐하

면 자연 필연성이라는 경험적 질료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은 이성의 형

식뿐인데, 이는 준칙의 보편적 합법칙성의 형식인 도덕 법칙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의 가능성으로부터 도덕 법칙의 필연성을

통찰해 낼 수 있는 까닭은 도덕 법칙과 자유는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KpV, A167=Ⅴ93).51)

51) “왜냐하면 이 두 개념은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우리는 실천적 자유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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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을 통해 확립하고자 한 ‘초월적

자유’의 개념에 천착하여 『순수이성비판』에 제시된 초월적 자유 개념의

의미와, 『실천이성비판』에서 자유 개념을 중요시하는 이유, 그리고 자

유와 도덕 법칙의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를 통해 밝혀진 점

은 네 가지이다. 첫째, 칸트가 제시한 자유는 심리적 자유가 아닌, 절대적

자발성으로서의 초월적 자유라는 점이다. 둘째, 『순수이성비판』「초월

적 변증학」의 논의는 자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소극적 정당화 수준에

서 그쳤으나, 『실천이성비판』「분석학」의 논의는 자유의 실재성을 인

정하는 적극적 정당화 수준까지 고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유와 도덕 법칙의 불가분리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화되었다.

도덕 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 자유는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라는 언급

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도덕 법칙의 인식’을 비록 ‘순수 이성

의 사실’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칸트 본인도 인정하였듯, 도덕 원리에

대한 연역의 추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애매성은 차치하더라도, §6에서 칸트가 ‘도덕 법칙’과 ‘자유’의 상관성을 서

술한 부분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윤리성이 우리로 하여

금 처음으로 자유의 개념을 발견하게 한다”(KpV, A53=Ⅴ30)는 언급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정리한다.52)

위 논의에서 우리는 칸트가 제시한 도덕 법칙과 자유의 가능성은 자연

법칙의 인과성이 절연된 세계를 상정해야만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도덕 법칙과 자유의 논의는 현상계와 대비되는 예지계의

설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곧 자유의 원인성이 활동하는 영역과 자

연의 원인성이 활동하는 영역의 분리를 낳게 된다.

덕 법칙 이외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독립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이니 말이

다”(KpV, A167-168=Ⅴ93-94).

52) ‘도덕 법칙’의 인식을 통해 ‘자유’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단언하는 칸트의 입장을 단

순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는 도덕 법칙을 인식하여, 단지 쾌·불쾌가 아

니라 순수 이성에 의해 도출된 의무에 따라 행위하려 한다. ㉡ 그렇다면 쾌·불쾌라

는 자연적 원인성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 그것이 곧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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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수 실천이성비판의 분석학 내에서 균열의 매개 가능성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월적 자유 이념은 『순수이성비판』에서는

단지 문제성 있는 미정적 개념으로 그 가능성이 인정될 뿐이었지만, 『실

천이성비판』「분석학」의 논변을 통해 그 실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다. 이는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론에서 행복론을

분리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칸트의 비

판철학 내 체계적 통일을 저해하는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순수 사변 이

성이 관할 영역을 경험적 자연 세계로 제한하게 되면서 순수 실천 이성의

관할 아래 있는 자유의 세계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자유의 세

계와 자연의 세계가 서로 다른 원인성에 의해 지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행복의 논의를 도덕적 가능성이 아닌 물리적 가능성에

종속되는 것이라 한정지음으로써 행복과 순수 실천 이성의 연관성에 대

한 논의가 차단되어 버리게 된다.

칸트 본인도 이러한 균열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

되는 문제 또한 잘 파악하고 있었다. 자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분리

되고 양 영역이 서로 조응할 수 없다면, 도덕적 세계의 원인성이 자연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도덕성의 원천을 쾌․불쾌의 감정에 기대고 있는 행복론

과 분리하여 규명하려던 칸트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일이다. 따라서 칸

트는 행복론과 윤리론의 균열, 그리고 자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의 균열

을 봉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만 했다.

칸트 비판철학 내 발생한 균열을 해소하려는 그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곳은『실천이성비판』의「순수 실천 이성의 변증학」(이하「변

증학」)이다. 하지만 초월적 자유의 실재성을 확보하고, 준칙의 법칙수립

적 형식인 도덕 법칙과 자유의 연관성을 다루는 데 주목하고있는 「분석

학」에서도, 균열을 해소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는 그의 서술이 산재해

있다.

본 절에서는 자유의 원인성과 자연의 원인성 간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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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분석학」에 산재해 있는 칸트의 논의를 조명하는 데 집중한다. 우

선, 1소절에서는 「대상론」에서 칸트가 감성적 세계의 자연을 예지적 자

연의 범형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다. 2소절에서는 「동기론」에서 칸트가 언급

한 도덕적 감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예지적 자유의 원인성이 감성적 세

계의 존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의 시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

지 규명하고자 한다.

1)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의 연관성

본 소절에서 우리는 「대상론」에서 전개된 자유의 범주와 자연의 범

주 사이의 비교, 자유 법칙의 범형으로서 자연 법칙, 예지적 자연의 범형

으로서 감성 세계의 자연 등의 논의를 살펴볼 예정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논의를 일별함으로써 칸트가「분석학」에서 균열을 매개할 수 있는 단초

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자연의 범주와 자유의 범주

칸트의 초월적 자유는 자연 법칙의 인과성에 종속되어 있는 현상 세계

의 원인성과 구분되는 절대적 자발성을 의미한다.53) 하지만 자유와 현상

세계의 완전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성으로서의 자유는 현

상 세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자유가 초래하는 행위는 현상

세계에서 결과로 현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선악의 개념을 다루는 「대상론」에서 “선악의 개념이

… 인과성(Kausalität) 범주의 양태들(modi)”(KpV, A114=Ⅴ65)54)이라고 언급하

53) “감성 세계의 존재자들의 원인성 그 자체의 규정은 결코 무조건적일 수 없었다. 그

럼에도 조건들의 모든 계열에 대해 반드시 무조건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또한 자기

를 전적으로 스스로 규정하는 원인성은 있어야만 한다”(KpV, A83=Ⅴ48). 그러므로,

“절대적 자발성의 능력으로서 자유의 이념”, “자유롭게 행위하는 원인이라는 사

상”이 가능하다(KpV, A84=Ⅴ48).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54) “선악의 개념들은 모두 한 하나의 범주, 곧 인과성 범주의 양태들이다. 인과성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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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인과 법칙이 “자유의 법칙(Gesetz der Freiheit)”55) 아래 있는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즉 자연의 법칙이 아닌 자유의 법칙에 따른 행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유의 인과성에 의해 현상 세계에 초래된 행위가 바로

‘선악’이라고 본 것이다.56)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자연

의 인과성과 구분되는 자유의 인과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칸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유의 범주들(Kategorien der Freiheit)”(KpV,

A115=Ⅴ65)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인간은 현상에 속하는 감성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 법칙인 하나의 법칙 아래에

있고, 따라서 예지적 존재자들의 거동에 속하”여 있다. 따라서 실천 이성

의 규정들이 “잡다한 욕구들을 도덕 법칙에 의해 명령하는 실천 이성 내

지는 선험적 순수 의지의 통일 의식에 종속시키기 위해서”(KpV, A115=Ⅴ

65) 생겨나게 된다. 칸트는 이러한 ‘실천 이성의 규정’을 “직관의 잡다를 선

험적인 한 의식 아래 보내기”(KpV, A115=Ⅴ65) 위해 작용하는 “자연의 범주

들(Kategorien der Natur)”과 대비하여, “자유의 범주들”이라고 부른다.57)

자연의 범주들이란 『순수이성비판』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었듯, ‘순수 지

성 개념들’을 뜻한다. 이는 직관의 잡다를 종합하는 선험적 능력이다. 자연

의 범주들은 “무규정적으로 객관들 일반을 모든 우리에게 가능한 직관에 대

하여 보편적인 개념들에 의해 표시하는 한낱 사고 형식들(Gedankenformen)”일

뿐이다(KpV, A115=Ⅴ65).58)

이에 비해 자유의 범주들은 자연의 범주와 대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

다. 다음 서술을 통해 자연의 범주와 자유의 범주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정 근거가 인과 법칙이라는 이성 표상 안에서 성립하는 한에서 말이다”(KpV,

A114=Ⅴ65).

55) “이 인과 법칙은 자유의 법칙으로서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고, 그로써 자

기 자신이 선험적으로 실천적임을 증명하는 바다”(KpV, A114=Ⅴ65).

56) “선악의 개념들은 선험적 의지 규정의 결과들로서 또한 순수한 실천 원리를, 그러니

까 순수 이성의 원인성을 전제하므로 … 객관들과는 관계하지 않는다”(KpV, A114=

Ⅴ65).

57) “자유의 범주들 … 우리는 자연의 범주들인 저 이론적 개념들 대신에 그렇게 부르고

자 하는데” (KpV, A115=Ⅴ65)

58) ‘순수 지성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분석학」 중 제1

권 개념의 분석학의 제1장「모든 순수 지성개념들의 발견의 실마리에 대하여」에서부

터 제2장「순수 지성개념들의 연역」까지(§§9-27) 참고할 것(KrV, A66-130=B9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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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범주들은 … ⓐ자유로운 자의의 규정에 관계하므로 … 실천

적 요소 개념들로서, … ⓑ이성 중에 있는 그러니까 사고 능력 자체

안에 있는 순수 의지의 형식을, 주어진 것으로, 기초에 두고 있다. …

ⓒ순수 실천 이성의 모든 지시사항들에서는 … 자연 조건들이 아니라

의지 규정만이 문제가 되므로, ⓓ선험적인 실천적 개념들은 자유의 최

상 원리와 관계 맺음으로서 곧바로 인식이 되고, 의미를 얻기 위해 직

관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KpV, A116=Ⅴ66).

첫째, 자연의 범주는 한낱 사고 형식들일 뿐이지만, 자유의 범주는 실

천적 요소 개념이다(ⓐ).59) 둘째, 자연의 범주는 “감성으로부터 취해진 것

일 수밖에는 없는 직관의 형식(곧, 공간․시간)”(KpV, A116=Ⅴ66)을 재료로

삼는데 비해, 자유의 범주는 순전히 이성 중에 있는 순수 의지의 형식을

기초에 둔다(ⓑ).60) 셋째, 자연의 범주는 경험 대상의 현존 가능성, 즉 ‘물

59) 칸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a) ‘자유로운 의지에 어떠한 직관도 완전

히 부합하게 주어질 수 없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자유로운 의지는 선험적

인 순수 실천 법칙을 기초에 두고 있다’는 점 두 가지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a)에서 b)로 이어지는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연구자는 a)와 b) 사이에 빠진 연결 고

리인 a)′를 찾아내야만 칸트가 제시한 ⓐ 명제의 의미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논리적 흐름에 따라 논의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a) 자유로운 의지에 부합하는 직관은 없다

a)′ (생략된 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직관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은 순수 사

변 이성의 개념들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자유의 범주’는 이론 이성에

따른 ‘자연의 범주’와는 다른 무언가에 기초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b) 따라서 자유로운 의지는 자연의 법칙이 아닌 ‘선험적인 순수 실천 법칙’을 기

초에 두고 있다.

60) 칸트는 자유의 범주가 ‘순수 의지의 형식’을 기초에 두고 있다고 선언적으로 말할

뿐, 자세한 논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 때, 칸트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왜 ‘순수한 의지’인지, 그리고 왜 하필, ‘질료’가 아니라, ‘형식’인지에 대한 부가

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다음 세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 이해할

때, ⓑ 명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자유의 범주는 ‘자유로운 자의’와 관련된다. 그런데, ‘자유로운 자의’란 인과 계열

에 묶여 있는 이론 이성 혹은 순수 지성 개념(자연의 범주)에서는 가능하지 않

다. 따라서 ‘자유로운 자의’는 ‘순수 이론 이성’이 아닌 ‘순수 실천 이성’에 기초

를 두고 있다.

㉡ ‘순수 실천 이성’은 순수하게 이성에 의해 규정되는 의지를 뜻한다. 즉, 감성적

형식(공간, 시간)과 무관한 이성적 요소이다. 이렇게 감성적인 것과 무관한 것은

그러나 사변 이성이 아니라 실천 이성과 관련된다. 그런데, 순수 실천 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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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가능성’을 다루는 반면, 자유의 범주는 대상의 ‘도덕적 가능성’을 다

룬다(ⓒ).61) 넷째, 자연의 범주는 직관이 주어져야만 경험 판단의 원칙으

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자유 범주는 의미를 얻기 위해 직관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62) 즉, 종합하자면 이론적 인식에 활용되는 자연

의 범주는 직관이 주어져야만 원칙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지만, 실천적 인

식에 활용되는 자유의 범주는 경험적 직관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기에, 선험적 실천적 개념은 “그것들이 관계 맺는 것(곧, 의지의 성향)의

현실성을 스스로 산출해 낸다”63)(KpV, A117=Ⅴ66)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칸트가 ‘자유의 범주’를 통해 하고 싶

었던 말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순수 사변 이성, 혹은 순수 지성 개

념, 곧 자연의 범주는 자유를 단지 생각할 수 있는 것, 혹은 가능한 것으

로 상정할 수 있었을 뿐, 그것의 현실성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순수 실천 이성, 혹은 선험적인 실천적 개념, 곧, 자유의 범주는 자유의 현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일체의 객관이나 질료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체의 질료가 배제되면 ‘형식’만이 남게 된다.

㉢ ‘자유로운 자의’란 결국 일체의 감성적 요소와 관련 없이 의지를 규정할 수 있어

야 하므로, 이성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욕구 능력을 규정하는 의지이긴

하되, 감성과 같은 경험적 요소를 배제해야 하므로, 순수해야 한다. 따라서 ‘순수

의지’라 할 수 있다.

(결론) ㉠-㉢을 종합해 볼 때, ‘자유로운 자의’와 연관된 ‘자유의 범주’는 ‘순수 의지

(㉢)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61) 해당 단락에서 칸트가 직접 물리적 가능성과 도덕적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가 볼 때, 실천 이성의 “의도를 실행하는 (실천 능력의) 자

연 조건들”을 ‘물리적 가능성’으로, “의지 규정”을 ‘도덕적 가능성’의 대비로 이해할

때, 칸트의 본의가 더 잘 드러나는 것 같다. 물리적 가능성과 도덕적 가능성의 구분

에 대해서는 본고 Ⅱ장 1절 1)소절 (2)항 참고.

62) ⓓ 명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와 ⓓ 사이를 잇고 있는 느슨한 고리를 발

견해야 한다. 왜냐하면, ‘순수 실천 이성의 모든 지시사항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지의 규정들일 뿐이다’(ⓒ)와 ‘선험적인 실천적 개념들은 자유의 최상 원리와 관계

를 맺게 된다’(ⓓ)는 내용은 서로 별개의 내용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

음의 전제를 취한다면, 양자 간의 연결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실천 능력의 자연

조건들’, 즉 ‘물리적 가능성’이 문제라면 이는 순수 사변 이성의 과제에 속하는 것이

지만, ‘의지의 규정 근거가 무엇이냐’, 즉 ‘도덕적 가능성’이 문제라면 이는 순수 실천

이성의 과제와 관련된다. 이를 전제로 받아들이면, ⓒ와 ⓓ가 ‘의지를 자율적으로 규

정하려면 (ⓒ) 필연적으로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와 관련된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63) ‘선험적 실천적 개념’은 ‘자유의 범주’와 같고, ‘의지의 현실성’은 ‘자유의 현실성’과 같

다. 따라서 이를 다른 말로 풀이하면 ‘자유의 범주는 자유의 현실성을 스스로 산출해

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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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을 스스로 산출해내고 있다. 따라서, 순수 사변 이성이 자유의 가능성

을 증명하는 데 그친 반면, 순수 실천 이성은 자유의 현실성까지 보장하

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한 후 칸트는 한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언급

한다.

이 범주들은 단지 실천 이성 일반에만 관계하며, 그것들은 도덕적

으로 아직 무규정적이고 감성적으로-조건지어진 것들로부터 감성

적으로-무조건적이면서 순전히 도덕 법칙에 의해 규정된 것들까지

로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KpV, A116=Ⅴ66).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여기서 볼 수 있듯, 칸트는 ‘도덕적으로 아직 무규정적이지만 감성적으

로 조건지어진 것’과 ‘도덕 법칙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감성적으로 무조건

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다. 곧, 칸트는 자연의 원인성은 감성적 조건화와

관련되고, 자유의 원인성은 도덕적 규정과 관련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앞에서 제기한 ‘자유의 인과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답도 여기서 찾

을 수 있다. 즉, 자유의 인과성, 즉 자유의 원인성이란 ‘감성적으로 조건화

하는’ 자연의 원인성과는 달리, ‘도덕 법칙에 따라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어서 칸트는 자유의 원인성이 자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언급을 한다. 그는 “선 및 악의 개념과 관련한 자유의 범주들

표”64)를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자유는 경험적인 규정 근거들에 종속하지 않는, ㉮일종의 원인성으

로서 그에 의해 가능한 행위들인 감성 세계 안의 현상들과 관련하여

고찰되고, 따라서 ㉯감성 세계의 자연 가능성의 범주들과 관계를 맺는

다(KpV, A118=Ⅴ67).

64) ‘자유의 범주들 표’(<표4>)는 『순수이성비판』의 12개의 범주를 응용하여 제시한

것이다. 칸트는 자유의 범주표가 자명하다고 여긴 듯하다. 그는 “나는 현재 이 표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 이 표는 그 자체로 이해되기

에 충분하기 때문이다”(KpV, A118=Ⅴ67)라고 하지만, 그의 언급만큼 자명한지는 의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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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급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군데이다. 우선, 자유는 원인성으

로서 감성 세계 안의 현상들과 관련하여 고찰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칸트의 논의에 의하면 자유의 원인성은 자연의 원인성과 별개인 것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만약 자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

다면, 자유의 원인성은 예지적 세계 내에서만 작동하고, 자연의 원인성은

감성 세계 내에서만 작용하여 기껏 구축해 놓은 자유의 세계가 자연의 세

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영영 고찰할 수 없게 되어 버릴 터이다. 즉

자유의 세계는 현실과는 관련이 없는 상상 속의 구축물로 전락하게 될 것

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칸트는 이 둘을 절연시키지 않고, ‘도덕적으로

아직 무규정적이고 감성적으로-조건지어진 것들’의 영역과 ‘감성적으로-

무조건적이면서 순전히 도덕 법칙에 의해 규정된 것들’의 영역을 혼재시

킨다. 즉, 자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모종의 원인성으로 인해 상호 관

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유가 감성 세계의 자연 가능성의 범

주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자연 가능성은 칸트가 제시한 12개의

범주65) 중 양태의 범주들(Modalität)에 속한다. <표5>에서 볼 수 있듯 양태

양의 범주들

der Quantität

주관적, 준칙들

Subjektiv, nach Maximen

(개인의 의지의 사념들)

(Willensmeinungen des Individuum)

객관적, 원리들

Objektiv, nach

(훈계들)

(Vorschriften)

자유의선험적인,

객관적이면서도주관적인원리들

A priori objektive sowohl

als subjektive der Freiheit

(법칙들)

(Gesetze)

질의범주들

der Qualität

하기의 실천 규칙들

Praktische Regeln des Begehens

(勸告)

(praeceptivae)

안 하기의 실천 규칙들

Praktische Regeln des Unterlassens

(禁止)

(prohibitivae)

제외의 실천 규칙들

Praktische Regeln der Ausnahmen

(制限)

(exceptivae)

관계의범주들

der Relation

인격성과의

Auf die Persönlichkeit

인격의 상태와의

Auf den Zustand der Person

한 인격과 다른 인격들의

상태와의 상호적인

Wechselseitig einer Person auf

den Zustand der anderen

양태의범주들

der Modalität

허용된것과허용되지않은것

Das Erlaubte und Unerlaubte

의무와의무에어긋나는것

Die Pflicht und das Pflichtwidrige

완전한의무와불완전한의무

Vollkommene und unvollkommene Pflicht

<표4> 선및악의개념과관련한자유의범주들표

(Tafel der Kategorien der Freiheit in Ansehung der Begriffe des Guten und Bösen)(KpV, A117=Ⅴ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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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주들은 “가능성〔있을 수 있음〕- 불가능성〔있을 수 없음〕”, “현존

〔실제로 있음, 현실성, 실존〕- 부재〔실제로 없음〕”, “필연성〔반드시

있음〕- 우연성〔어쩌다 있음, 있다가 없음〕”66)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변증학」에서 자유의 가능성을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고 결론짓는다. 이는 다른 말로 자유가 ‘실존한다거나(현

존)’, ‘반드시 있다는(필연)’ 뜻이 아니라, 단지 ‘있을 수 있다(가능)’는 의미

이다. 따라서 『순수이성비판』에서 자유의 가능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볼 때, 자유가 ‘자연 가능성(Naturmöglichkeit)의 범주’67)와 관련된다는 칸트

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칸트 언급은 특기할 만하다. “각각의 범주는 …감성 세계 밖 예

지적 존재자의 성질 … 가정될 수도 있을 만큼 그토록 보편적으로 사용된

다”(KpV, A118=Ⅴ67). 즉, 범주가 단지 경험 판단에 쓰이는 데 제한되지 않

고, 예지적 존재자의 성질을 추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대담한 선

언을 한 것이다. 만약, 범주가 그러한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게 타당하다면,

65) 『실천이성비판』의 ‘자유의 범주들 표’<표4>에 대응하는 것은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분석학」중 §10 ‘순수 지성개념들, 즉 범주들에 대하여’에서 제시된 범주들

의 표(<표5>)이다. 굳이 명명하자면 <표5>를 ‘자유의 범주들’과 대비된다는 의미에

서 ‘자연의 범주들’과 관련된 표라고 할 수 있다.

양의 범주들

der Quantität

하나

Einheit

여럿

Vielheit

모두

Allheit

질의범주들

der Qualität

실재성

Realität

부정성

Negation

제한성

Limitation

관계의범주들

der Relation

내속성과 자존성

der Inhärenz und Subsistenz

(substantia Negation et accidens)

원인성과 의존성

der Kausalität und Dependenz

(Ursache und Wirkung)

상호성

der Gemeinschaft

(Wechselwirkung zwischen dem

Handelnden und Leidenden)

양태의범주들

der Modalität

가능성 - 불가능성

Möglichkeit - Unmöglichkeit

현존 - 부재

Dasein - Nichtsein

필연성 - 우연성

Notwendigkeit - Zufälligkeit

<표5> 범주들의 표(Tafel der Kategorien)(KrV, A80=B106)

66) ‘괄호〔〕’안의 풀이는 칸트 용어에 대한 백종현의 해설이다. 이하 동일. [백종현

(2014), 『순수이성비판1』, (서울: 아카넷), 298.]

67) 원문에는 “자연 가능성의 범주들(die Kategorien)”과 관련을 맺는다고 되어 있으나,

‘가능성-불가능성’ 범주는 양태 범주들 중 하나이므로, 연구자는 ‘자연 가능성의 범

주(die Kategorie)’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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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비록 자연의 인과성에 종속되어 있지만, 자연의 현상에 비추어 예

지계의 성질 또한 어느 정도 추측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68)

본 절에서 살펴본 칸트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론 이성에서 직관의 잡다를 종합하는 자연의 범주들이 있듯, 실천 이성

에서도 마찬가지로 잡다한 욕구들을 도덕 법칙의 지배 아래 두도록 명령

하는 자유의 범주가 있다. 둘째, 자연의 범주는 이론적 인식을 스스로 창

출하지 못하는 반면, 자유의 범주는 실천적 인식을 스스로 산출해 낸다.

셋째, 자연의 원인성은 감성적 조건화와 관련되는 반면, 자유의 원인성은

의지의 도덕적 규정과 연관된다. 넷째, 자연의 범주와 자유의 범주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원인성이 감성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섯째, 자유는 자연의 범주 중 자연 가능성의 범주와 관계를

맺는다. 여섯째, 예지계의 성질인 자유가 자연의 범주와 연관된다는 사실

을 미루어 볼 때, 자연의 범주는 예지계의 성질을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가 된다.

실제로 칸트는 「대상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순수한 실천적 판단력

의 범형」이라는 절을 따로 설정하여, 자유 법칙의 범형으로서 자연 법칙,

예지적 자연의 범형으로서 감성 세계의 자연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범형(Typik)이라는 틀을 통해 절연된 자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를 매

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자연과 자유를 매개하려는

칸트의 본격적인 논의를 살펴볼 차례이다.

(2) 순수한 실천적 판단력의 범형

“실천적 판단력”69)은, “감성 세계에서 우리에게 가능한 하나의 행위가”

68) 실제로 칸트는 이후 「변증학」에서 순수 이성의 확장적 사용과 관련하여 서술할

때, ‘순수 지성 개념’, 즉 범주가 비록 예지계에서 직관을 얻지는 못하지만, 독립적으

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9) 『순수이성비판』에서도 판단력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상위 인식 능력이 지성·판

단력·이성이다”(KrV, A130=B169)라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 판단력은 상위 인식

능력 세 가지 중 하나이다. “지성 일반이 규칙들의 능력이라고 설명된다면, 판단력은

그런 규칙들 아래에 〔무엇인가를〕 포섭하는 능력, 다시 말해 무엇인가가 주어진

규칙 아래에 있는 것(소여 법칙의 사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능력이다”(K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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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실천 규칙 “아래에 있는 경우인가 아닌가를 판별”(KpV, A119=Ⅴ67)

한다. 즉, “규칙에서 일반적으로(추상적으로) 말해진 것이 실천적 판단력에

의해 한 행위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KpV, A119=Ⅴ67)이다. 즉, 쉽게 말

하자면 추상적으로 제시된 규칙을 구체적 행위에 적용할 때 실천적 판단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순수한 실천적 판단력’이란 실천 규칙 중에서도

“순수 이성의 실천 규칙(eine praktische Regel der reinen Vernunft)”을 행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순수 이성의 실천 규칙’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실천적인 것으로서 객관의 실존에 관한 것”(KpV, A119=Ⅴ67)이다. 즉, 단순

히 무언가를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의지를 통하여 무언가가 행위로 나

타나야만 한다. 둘째, “순수 이성의 실천규칙으로서”, 인식이 아닌 실천과

관련되기 때문에 “행위의 현존과 관련하여 필연성을 수반하는, 그러니까

실천 법칙(praktisches Gesetz)”이다(KpV, A119=Ⅴ67). 또한 ‘순수 이성’과 관련

되므로, “경험적 규정 근거들에 의한 자연 법칙(Naturgesetz)”이 아니라, “의

지가 모든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독립해… 규정되어야 하는 자유의 법칙

(ein Gesetz der Freiheit)”(KpV, A120=Ⅴ68)이다.

위의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순수 이성의 실천 규칙’은 독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야만 하는데, 실제 행

위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의지의 규정 근거는 경험과 관련 없는 ‘자유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순수 이성의 실천 규칙’은 “도덕적

선의 초감성적 이념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감성 세계에서 발견”(KpV,

A120=Ⅴ68)해야 한다는 다소 배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70)

A132=B171)라는 내용은 ‘규정적 판단력’에 대한 설명이다. ‘반성적 판단력’에 관련된

내용은 본 절의 과제에서 벗어나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고, 본고의 Ⅳ장 1절 2)소절

에서 상론한다.

70) 순수 이성의 실천 규칙은 칸트의 말대로 배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 이성’에서 비롯되므로 필연적이고, 경험과 연관되지 않은 ‘선

험적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실천 규칙’이기 때문에 현존 가능한 행위와 연관되어야

하고, 따라서 경험, 자연에도 속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험적 법칙’으

로서 필연성과 보편성, 의지 규정의 경험 무관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결과로는 감

성세계, 자연 세계와 연관되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 사항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편으로는 자유의 세계와 연계되면서, 다른 편으로는 자연의 세계와 연계되어

있는 ‘순수 이성의 실천 규칙이 어떻게 가능한지 밝히는 과정이 자연의 세계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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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순수 실천 이성의 판단력’만이 이러한 곤경에 처한 것은 아니다.

‘순수 이론 이성의 판단력’도 같은 곤경에 처해 있었다. 즉, 감관을 통해

주어진 직관의 잡다를 순수 지성 개념과 연계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순수이성비판』「초월적 분석학」에서

칸트는 선험적 순수 지성 개념들에 준거한 “도식들(Schemate)”을 매개체로

활용하여 이 순수 이론 이성의 판단력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낸다(KpV,

A120=Ⅴ68).71)

그에 반해, ‘순수 실천 이성의 판단력’은 훨씬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

다. 왜냐하면 순수 이론 이성의 대상은 현상이기 때문에 직관으로 현시할

수 있는 반면,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인 “도덕적 선72)은 객관적으로는 초

감성적인 어떤 것이고, 그러므로 어떠한 감성적 직관에서도 그에 대응하

는 어떤 것이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KpV, A120=Ⅴ68). 이는 ‘감성 세계

에서 초감성적인 선험적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즉, “이 어려움은, 자유의 법칙이 감성 세계에서 일어나고 그러므로

그런 한에서 자연에 속하는 사건들인 행위들에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데

서 기인하는 것이다”(KpV, A120-121=Ⅴ68).

이제 문제가 보다 명확해졌다. ‘감성 세계에서 초감성적인 선험적 법칙

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예지계의 원인성이 현상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도출해낸다. 만약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칸트는 분리된 예지계와 현상계를 다시금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칸

트가 예지계와 현상계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순수 실천적 판단력’ 이 감성적 세계에서 도덕적 선에 상응하는 직관

을 얻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오히려 순수 실천 이성의 특성상

의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이다.

71) 칸트의 도식론과 관련해서 자세한 논의는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분석학」 중

제2권 「원칙의 분석학」의 논의를 참고할 것(KrV, A137-235=B176-294).

72) 칸트는 「대상론」의 논의를 통해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이 선·악이라는 점을 궁구하

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실천이성비판』의 「분석학」 중 「대상론」 논의를

참고할 것(KpV, A100-126=Ⅴ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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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점이 있다고 해석해 낸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일까?

우선, 그는 하나의 “행위를 순수한 실천 법칙 아래 포섭함에 있어서”73) 감

성계에서 그 “행위의 가능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KpV, A121=Ⅴ68)고 단

언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논의해 왔듯, 행위의 가능성, 즉 물리적 가

능성은 순수 실천 이성의 소관이 아니라, 순수 이론 이성의 소관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 이론 이성은 자연 개념들의 도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도식은 초월적 상상력(transzendentale Einbildungskraft)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KpV, A121=Ⅴ68).74)

하지만, 순수 실천 이성에 의한 “법칙에 의한 의지 규정은 (그것의 성

과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KpV, A121=Ⅴ69) 자연의 인과성 개념과는 전

혀 다른 조건을 다룬다. 따라서 “(전혀 감각적으로 조건지어져 있지 않은

원인성인) 자유 법칙의 기초에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의 개념의 기초

에는” 그것이 적용되기 위한 “어떠한 도식이 구체적으로 놓여 있을 수 없

다”(KpV, A122=Ⅴ69). 그렇다면 초감성계의 도덕 법칙은 감성계의 자연 대

상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매개되는가? 순수 이론 이성처럼 경험적 직관과

선험적 범주를 연계해주는 도식이라는 매개체가 없다면, 어떤 것이 필요

할까? 혹은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칸트는 여기에 대해 다소 의외이지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답을 내

놓는다. “도덕 법칙은 지성 – 상상력이 아니다 – 이외에 도덕 법칙의 자

연 대상들에 대한 적용을 매개하는 다른 어떤 인식 능력도 갖지 않는

다”(KpV, A122=Ⅴ69).75) 도덕과 관련해서는 순수이성비판에서 그랬던 것처

73) ‘하나의 행위를 하나의 순수 실천 법칙 아래 포섭하는 것’이 곧 ‘순수 실천적 판단력’

의 기능이다. 단, 이 때 ‘순수 이성의 실천 규칙’에 맞도록 행위를 포섭해야만 ‘순수’

하다고 할 수 있다.

74) “감성적 직관의 대상들이 그 자체로 종속해 있는 법칙으로서의 자연 법칙에는 (법칙

이 규정하는 순수 지성 개념을 감관들에서 선험적으로 그려내는) 도식, 다시 말해

상상력의 보편적인 수행 방식이 부합한다”(KrV, A69=B122).

75) 앞의 내용을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① 순수 이론 이

성의 판단력은 ‘순수 지성 개념(범주)’과 ‘직관’의 간극을 ‘상상력(도식)’을 통해 매개

하였다. ② 순수 실천 이성의 판단력은 ‘도덕 법칙(초감성계)’과 ‘감성계’를 매개해 줄

‘도식(상상력)’을 기대할 수 없다. ③ 순수 실천 이성의 판단력은 ‘도덕 법칙(예지계)’

과 감성계를 매개해 줄 ‘다른 종류의 인식 능력’을 찾아야 한다. ④ 순수 실천 이성

의 판단력이 활용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은 ‘지성’밖에 없다.



- 70 -

럼 감성(직관)과 지성(범주)을 매개하는 상상력(도식)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칸트는 자유와 자연을 매개하는 능력으로 상상력 대신 지성

에 주목한다. 그리고 도식과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언가를

지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지성은 ⓐ이성의 이념의 기초에 ⓑ감성의 도식이 아니라, 법칙을,

그것도 감관의 대상들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내질 수 있는 그러한 법칙

을,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그러나 단지 그것의 ⓒ형식의 면에서, 판단

력을 위한 법칙으로서 놓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윤리 법

칙의 범형(Typus des Sittengesetzes)이라고 부를 수 있다(KpV, A122=Ⅴ69).

위에서 나타나 있듯, 칸트의 답은 바로 지성에 의해 파악된 ‘자연 법칙’

이다. 즉, 순수 이성의 판단력에서 상상력에 의한 도식이 감성과 지성을

매개하였듯, 순수 실천 이성의 판단력에서는 지성에 의한 자연 법칙의 형

식이 도덕 법칙의 규정 근거인 초감성계와 그 결과인 감성계를 매개한다

는 것이다. 왜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이성의 이념의 기초’(ⓐ)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 이성의 이념은

본래 ‘초월적 자유’를 뜻한다. 따라서 이는 자유의 법칙, 곧 도덕 법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왜 ‘하필 자연 법칙’(ⓑ)일까? 이는 두 가

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도식론을 전

개할 때도 범주를 경험될 수 있는 것으로 환원시키고자 했고, 그에 따라

도식은 직관의 형식인 공간과 시간에 의해 구성되었다.76) 마찬가지로 순

수 실천 이성은 감성계에서 도덕 법칙의 대상을 찾아야 하지만, 이는 도

식론에서 그랬던 것처럼 직관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침 순수

실천 이성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상상력이 아닌 지성이고 지성은 ‘규칙들

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연계의 규칙들 즉, ‘자연 법칙’을 제공해 줄 수 있

76) 『순수이성비판』, 「원칙의 분석학」에서 칸트는 도식의 유형을 직관의 공리들

(Axiomen der Anschauung), 지각의 예취들(Anticipationen der Wahrnehmung), 경

험의 유추들(Analogien der Erfahrung), 경험적 사고 일반의 요청들(die Postulate

des empirischen Denkens überhaupt) 등 총 네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KrV,

A161-226=B2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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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자유의 기초에 도식이 아닌, 자연 법칙을 놓는다.’는 언급에 집

중해야 한다. ‘자유’는 말 그대로 ‘자연 법칙의 인과성’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도식에 의해 매개되어 개념과 직관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경험

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따라서 감성적 직관과는 다른 것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이다. 이 ‘지성’은 직관이 배제된 ‘순수 지성 개

념’, 즉 ‘범주’에 해당한다. 그런데 범주 중에서도 ‘자연 법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범주는 ‘인과성’이다. 자유도 일종의 원인성으로서, ‘인과성’에

해당한다. 자연의 범주가 초감성계의 성질을 추측하는 데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이미 밝혔다. 따라서 인과성을 다루는 ‘자연 법

칙’이야말로, ‘자유 법칙’의 범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왜 하필 ‘형식’만 관계되는가?(ⓒ) 자연 법칙의 ‘내용’은 질료

이기 때문에 보편적 실천 법칙이 될 수 없다. 오로지 준칙의 법칙수립적

형식만이 보편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연 법칙

의 형식만이 순수 실천 이성의 판단력을 위해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

리는 자연 법칙을 윤리 법칙의 범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 법칙의 범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초감성계

의 영역에 위치한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의 실례를 감성계에서 찾기 위해

서는 ‘순수 실천 이성의 판단력’이 작동해야 한다. ‘순수 이론 이성의 판단

력’이 상상력에 따른 도식에 의해 개념과 직관을 종합했듯, ‘순수 실천 이

성의 판단력’은 ‘자연 법칙의 보편적 형식’을 활용하여 도덕 법칙의 실례

를 감성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칸트의 생각은 도덕 법칙을 정언명

령의 정식 형태로 제시한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다.77) 즉, “자연 법칙은 윤리적 원칙들에 따라 행위의 준칙을 평가하는

범형”(KpV, A123=Ⅴ70)이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은 상식적인 일상적 경험

판단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77) “그에 따라 결과들이 일어나는 법칙의 보편성이 본래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즉

형식의 면에서) 자연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GMS, B52=Ⅳ421).

이는 주로 ‘자연 법칙의 정식’이라고 불린다. 정언명령의 제 1정식이라 불리는 ‘보편

법칙의 정식’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자연 법칙을 보편성의 표본으로 보고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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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은 … 자연 법칙을 순전히 윤리 법칙의 범형으로 삼는다.”는 과감

한 결론에 뒤이어, 칸트는 새로운 주장을 한다. “감성 세계의 자연을 예지

적 자연의 범형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KpV, A124=Ⅴ70). 단, 이 때

제한이 있다. “직관들 및 이에 의존돼 있는 것을 예지적 자연에 옮겨놓지

않고”, “합법칙성의 형식일반 … 만을 예지적 자연에 관계시키는 한”에서

그렇다.78)

칸트는 자유 세계와 자연 세계를 연관짓는 일련의 논의를 마무리하며,

“순수 실천 이성은 자연을 (그것의 순수한 지성 형식을 보아서) 판단력의

범형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KpV, A124=

Ⅴ70)고 언급한다. 즉, ‘자연 법칙은 자유 법칙의 범형이다.’, ‘감성 세계의

자연은 예지적 자연의 범형이다.’는 논의의 결론으로 ‘순수 실천 이성은

자연을 판단력의 범형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단, 질료는 배제하고, 형식만 취한다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말이다. 칸트

가 범형론 전개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칸트가 범형론을 전개하면서 주

의 사항으로 당부한 말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예지적인 것들 중에도 단

적으로 오로지 (도덕 법칙을 매개로 한) 자유는, … 모든 예지적 대상들은

… 도덕 법칙 및 순수 실천 이성의 사용을 위한 것 외에 더 이상 아무런

실재성도 갖지 않는다.” 즉, 자연 법칙, 자연의 세계가 일종의 범형으로 기

능한다는 것은 도덕 법칙 및 순수 실천 이성의 사용에서 실재성을 가질

뿐이지, 그것이 이론적 인식을 통해 실재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79) 칸트는 범형론을 통해 자신의 논의를 실천적 실재성에 한정지음으

78) 칸트의 이러한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칸트의 주 관심사는 실천 이성의 보편

적 법칙을 수립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질료가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되면 보편성을 확

보할 수 없다. 질료라는 대상 개념은 감정인 쾌·불쾌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료가 배제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형식만이 남게 된

다. 이렇게 남겨진 형식은 감성이 아닌 순수 실천 이성과 연관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이는 준칙의 보편적 합법칙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순수 이성이 실천적이기

위해서는 ‘질료’가 아니라, ‘준칙의 합법칙성 일반’이라는 ‘형식’이 요구된다.

79) “방금 말한 주의는 단지 개념들의 범형론에 속하는 것이 개념들 자신에 속하는 것으

로 계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KpV, A124=Ⅴ70). ‘범형론에 속하는 것’

을 ‘순수 실천 이성의 사용에서 실재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개념들 자신에 속하는

것’을 ‘현존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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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한편으로는 선․악의 실천적 개념을 행복이라는 경험에 위치시키려

는 이른바 ‘실천 이성의 경험주의’를 예방하고자 했으며, 다른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의 나라와 같이 도식으로 쓰일 수 없는 것들, 즉 직관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도덕 개념의 기초에 두는 ‘실천 이성의 신비주의’를

방지하고자 했다.

본 절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한 실천적 판단력은

순수 이성의 실천 규칙을 행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원인으로

서 예지계의 도덕 법칙과 결과로서 감성계의 행위 혹은 행위의 준칙을 연

결해야 하는 배리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예지계의 원인성이

현상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순

수 이성의 판단력은 상상력의 도식을 통해 경험적인 직관과 선험적인 범

주를 매개할 수 있는 데 반해, 실천 이성의 판단력에는 감관이 전혀 주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도식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순수 실천 이

성의 판단력은 상상력이 아닌 지성을 통해 감성계와 초감성계를 매개할

수 있고, 도식이 아닌 자연 법칙 자체가 범형으로 기능한다. 넷째, ‘자연

법칙이 윤리 법칙의 범형’이라는 논의는 ‘자연 세계가 예지 세계의 범형’

이라는 논의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는 종국에는 ‘순수 실천 이성의 판단력

의 범형으로서의 자연’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단, 이 때 자연 세계의

질료는 배제되고, 형식만이 범형으로서 기능한다. 다섯째, 칸트는 범형론

을 전개함으로써 실천 이성의 경험주의와 신비주의를 예방하고자 했다.

「대상론」전체의 논의에서 칸트가 범형론을 전개한 이유는 명확하다.

‘자유’의 실천적 실재성을 이론적 인식의 실재성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결론보다는 범형론을 전개한 과정에 주목

하고자 한다. 칸트는 범형론을 전개하면서 비록 형식에 한정되기는 하지

만, 자연 세계와 자유 세계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이는 ‘예지계의 원인성

이 현상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 왜냐하면 비록, 실천적 실재성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감성계의 형식을 통해 초감성계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밝혀진 상황에서 순수 실천 이성의 판단력 또한 자연을 범형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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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칸트의 논의에서 자연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를 유추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제, 실제

감성계에서 자유의 세계의 원인성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살펴

볼 차례이다.

2) 행위를 위한 주관적 규정 근거로서 도덕 감정

앞 소절에서 우리는 칸트가 범형론을 통해 자유 세계와 자연 세계의

유사성을 탐색하려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자유 세

계의 원인성이 감성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칸

트가「동기론」에서 주요 과제로 내세운 바이기도 하다.

칸트는 「동기론」의 첫머리를 “모든 도덕적 가치의 본질적인 면은 도

덕 법칙이 의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 있다”80)(KpV, A127=Ⅴ71)는

말로 시작한다. ‘도덕 법칙이 의지를 규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

면, ‘도덕 법칙이 동기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의 의미는 “행위의 객관적

규정 근거는 항상 그리고 오로지 동시에 그것의 주관적으로 충분한 규정

근거여야 한다”(KpV, A127=Ⅴ72)81)는 뜻이다. 즉, 도덕 법칙은 비록 초감성

계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감성계의 주관성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주의할 점은「동기론」에서는 “도덕 법칙이

자기 안에서 동기를 제공하는 그 근거를 선험적으로 제시”(KpV, A128=Ⅴ

72)하는 것과 관련된 물음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자.

칸트는 앞서「원칙론」§8의 주해에서 ‘도덕 감정이 의지의 규정 근거가

아니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82)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는 도덕

80) „Das Wesentliche alles sittlichen Werts der Handlungen kommt darauf an, daß

das moralische Gesetz unmittelbar den Willen bestimme‟(KpV, A127=Ⅴ71).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81) „mithin der objektive Bestimmungsgrund jederzeit und ganz allein zugleich der

subjektiv hinreichende Bestimmungsgrund der Handlung sein müsse‟(KpV,

A127=Ⅴ72)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82) 그는 “어떤 특수한 도덕적 감각이 … 도덕 법칙을 규정한다.”는 의견에 대해 적극적

으로 반론을 펼친다(KpV, A67=Ⅴ38). 왜냐하면, 어떤 특수한 ‘도덕적 감각’이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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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란 “도덕 법칙에 맞게 했다는 의식에서 저 만족을 느끼고, 도덕 법

칙을 어겼음을 자책할 수 있을 때 쓰라린 꾸짖음을 느끼”(KpV, A67=Ⅴ38)

는 것이라고 한다.83) 그리고 통속적인 의미의 도덕적 감각에 대하여 “만

족 또는 마음의 불안을 책임 인식에 앞서서 느끼고, 그것을 책임의 기초

로 삼을 수는 없는 것”(KpV, A68=Ⅴ38)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규정하는 도덕적 동기로 볼 수 있는 원인성의

후보는 ‘도덕적 감각’ 또는 ‘도덕 법칙’ 두 개로 압축된다. 이 중 전자(前者)

는 행복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동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남은 후보인 ‘도덕 법칙’만이 도덕적 동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동기론」에서 칸트가 규명해야 하는 문제는 보다 선명해진다.

“도덕 법칙이 그러한 동기인 한에서, 그 동기는 우리 마음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좀더 정확히 말해, 미쳐야만 하는가)를 선험적으로 제시해야만

한다”(KpV, A128=Ⅴ72).84) 도덕 법칙이 우리의 마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은 본 절에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인 ‘자유 세계의 원인성이

감성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왜냐하면 “어떻게

법칙이 그 자체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의지의 규정 근거일 수 있는가 …

이것은 … 어떻게 자유 의지가 가능한가의 문제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

다”(KpV, A128=Ⅴ72).

법칙’을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자기 행복의 욕구’가 도덕성의 근거가 될

터인데(KpV, A67=Ⅴ38), 이러한 행복론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윤

리론을 정초하는 데 있어 배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과 의무의 개념

은 틀림없이 이 만족에 대한 일체의 고려에 앞서 있었던 것이고, 이 만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KpV, A68=Ⅴ38). 칸트가 부정한 도덕 감정은 사

람들이 통속적으로 도덕 법칙을 규정할 수 있다고 여긴 도덕적 감각을 뜻한다.

83) 박찬구는 비판기 이전 칸트의 저술을 검토함으로써, 칸트가 도덕 감정을 어떻게 수

용했는지 그 변천 과정을 짚어내었다. 박찬구(2007)에 따르면 비판기 이전 칸트에게

도덕감은 ‘㉠ 도덕의 실질적 원리 ㉡도덕적 선의 감지 능력 ㉢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 ㉣ 보편 의지에 대한 공감 능력 ㉤ 자유 의지의 느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

용되고, 변화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덕감에 대한 이해가 점점 비판기와 유

사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구(2007), 「전(前) 비판기의

칸트 윤리학 -도덕감(das moralische Gefuhl)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20, 183-214.] 참고.

84) 이 과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도덕 법칙이 동기가 되는

가,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됨으로써 저 규정 근거의 영향을 받는 것인 인간의 욕구

능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의 깊게 규정하는 일”(KpV, A128=Ⅴ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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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법칙이 그 자체로 의지의 규정 근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의무, 윤리적 마음씨 등을 들고 있다. 우선 도덕

법칙이 불러일으킨 존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초감성계의 도덕 법칙이 감성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우선 고려해

야 할 점은 의지의 규정 근거로 ‘자유로운 의지’가 상정되는 순간, “감성적

충동 일체”가 거부되고, “순전히 법칙”에 의한 규정만이 고려된다는 사실

이다(KpV, A128=Ⅴ72).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가 “선험적으로 통찰할 수 있

는 것은 도덕 법칙은 의지의 규정 근거로서 우리의 모든 경향성을 방해함

으로써 고통(Schmerz)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KpV,

A129=Ⅴ73)는 점이다. ‘초감성계의 도덕 법칙이 감성계의 인간에게 고통이

라는 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은 경험적인 사실이 아닌, 선험적인 사실이

다.85) 우리는 이러한 “선험적 개념들로부터 … 순수 실천 이성의 인식과

85) 칸트는 존경과 관련된 논의를 ‘도덕 법칙으로부터 유발되는 고통’에서 출발한다. 칸

트는 ‘도덕 법칙에서 고통이 유발된다’는 인식이 선험적 통찰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

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실상 초감성계의 원인성이 직접 감성계에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사례, 게다가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초감성계의 도덕 법칙과 감성

계의 고통 사이에 칸트가 생략한 논의를 복원하고, 논의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보

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칸트의 논의를 ㉠～㉢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우리는 대개 우리에게 쾌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선하다고 보고, 이것을 도덕

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칙론」에서 논하였듯, 쾌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감정

에 기초할 수밖에 없고, 감정에 기초하는 한 자기 사랑과 자기 행복의 원리에 불과

할 뿐이므로, 쾌를 보편적인 윤리성의 원칙으로 볼 수는 없다. ㉡ 또한 「대상론」에

서 논하였듯, 쾌·불쾌의 원리는 감정에 기초한 것인 반면, 선·악은 이성에 기초한 것

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다. 선·악은 감정이라는 질료를 배제한 이성의

형식에 의해 판정될 뿐이다. 따라서 준칙의 법칙 수립적 형식이야말로 윤리성의 원

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도덕 법칙이다. 그리고 이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선

이다. ㉢ 따라서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윤리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쾌·불쾌와는 종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은 쾌와 관련되기보

다는 오히려 불쾌와 관련된다. 왜냐하면 경향성의 충족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도덕

법칙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쾌의 추구를 제한하기 때문에 고통을 수반하

게 된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행복의 원칙과 별개이고(㉠), 도덕 법칙은 선·악과 관

련될 뿐, 쾌·불쾌와 관련되지 않는데(㉡), 이는 자연의 본성상 쾌를 추구하기 마련인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기 마련이므로(㉢), 도덕 법칙은 당연히 우리에게 고통을 불러

일으킨다. 일련의 논의를 살펴보았을 때, 도덕 법칙이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은 경험

적이 아닌 선험적인 통찰에 해당한다는 칸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별

론으로 『실천이성비판』의 「동기론」에서는 초감성계와 감성계의 연관이 종국에

는 ‘도덕 법칙이 고통을 수반한다’는 결론으로 갈음되기에 자칫 도덕적 의무 수행을

‘투쟁으로서의 덕’에 한정지어 이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굳이

칸트가 ‘고통’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모든 경향성이 단절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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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불쾌의 감정과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 유일한 경우를 갖는

다”(KpV, A129=Ⅴ73). 즉, 칸트는 도덕 법칙과 고통이라는 초감성계와 감성

계의 연결에 대한 선험적인 통찰의 기반 위에서 양자 사이의 모종의 관련

성을 규명하는 것을 논변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도덕 법칙과 고통’의 선험적 연관에 대한 고찰은 우리에게 “도덕 법칙

에 대한 존경(Achtung fürs moralische Gesetz)”이라는 “지성적 근거로 인해 생

긴 감정”을 선사한다. 즉, 그 모종의 관련성이 존경이라는 감정으로 현현

한다. 칸트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선험적으로

인식하는, 그리고 그것의 필연성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

이라고 높이 평가한다(KpV, A130=Ⅴ73).86)

상황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 모든 경향성

은 ‘쾌’로 수렴하기에, 경향성의 단절은 곧 ‘쾌의 상실’과 같다. 엄밀히 말해서 ‘쾌의

상실’은 ‘불쾌’와는 다른 것이기에 보다 적합한 표현을 굳이 찾는다면, ‘고통’보다는

‘쾌의 상실’이 더 어울릴 듯하다. 현재 누리고 있는 쾌가 상실되더라도 고통을 느끼

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쾌를 상실하게 되면 불쾌해지고, 고통을 느끼게 된다. 칸트가 말한 ‘고

통’은 무언가 적극적으로 불쾌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쾌를 향유하지 못하는 상황

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별론으로 감성계의 존재가 초감성계를 접할 때 반드시

고통이란 감정을 갖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고통은 도덕 법칙이 원인성이 되었을 때

로 한정된다. 칸트는 『판단력비판』의 ‘미감적 판단력의 변증학’에서 취미판단의 보

편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59 윤리성의 상징으로서 미에 대하여’(KU, §59,

B254-260=Ⅴ351-354)를 언급한다. 여기서 그는 감성계의 존재자는 비록 초감성계의

도덕성에 상응하는 직관을 가질 수는 없으나, 도덕성은 감성계의 존재자에게 상징으

로 주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미적 체험을 통해 초감성적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미적 도덕성의 특성에 착안하여 윤영돈(2007: 28-33,

38-39)은 미와 숭고를 통해 나타나는 미적 도덕성이 ① 이기주의적 윤리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② 예술작품을 통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③ 심성

의 혁명 내지 거듭남을 촉발시킬 수 있고 ④ 현상계에서 도덕성의 이념을 상기시켜

서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존재로서 의무를 즐겁게 수행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 결과 의무와 경향성의 대립 구도로 전개되던 ‘투쟁으로서의 덕’ 개념이

‘의무와 경향성의 조화’ 혹은 ‘의무에의 경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86)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정이 선험적이고, 필연적이라는 칸트의 주장이 갖는 의

미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존경의 감정이 왜 지성적 근거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지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자. 본래 감정은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

문에, 선험적이지도 않고, 필연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라는

감정은 감성에 의한 것이 아닌, ‘지성적 근거’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자만’, 곧 ‘자

존심에의 성벽’과 같은 것은 감성에 의거하는 것인데, 도덕 법칙은 감성에 의거한 경

향성을 타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은 감성이 아닌, 지성적인

것과 특징을 공유하게 된다. 둘째, 지성적 근거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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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가 제시한 존경의 성격을 규명하는 논변 과정을 보면, 칸트가 초

감성계와 감성계의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

지 알 수 있다. 지금부터 칸트의 논의를 따라가며 “도덕 법칙이 …감정에

대해 작용할 수 있음을 선험적으로 통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KpV,

A132=Ⅴ74) 살펴보도록 하자.

칸트는 도덕 법칙과 감정의 작용에 대해 한 편으로는 순전히 부정적

(bloß negativ)이고 다른 편으로는 적극적(positiv)이라고 평가한다(KpV, A132=

Ⅴ75).87) 전자는 ‘겸허(Demütigkeit)’와 관련되고, 후자는 ‘존경(Achtung)’과 관

련된다. 양자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 감정(ein moralisches

Gefühl)”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KpV, A133=Ⅴ75). 우선, 겸허와 관련된 설

명을 살펴보자. “도덕 법칙은 불가피하게 모든 사람을, 이들이 자기의 자

연본성의 감성적 성벽을 도덕 법칙과 비교해 봄으로써 겸허하게 한

다”(KpV, A132=Ⅴ74).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연본성상 자기 사랑(Selbstliebe)

과 자만(Eigendünkel)을 가지게 되는데88), “객관적인 도덕 법칙은 최상의 실

천 원리에 대한 자기 사랑의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 자만을 부단

히 단절”하기 때문이다(KpV, A131=Ⅴ74).89) 이러한 겸허는 존경의 다른 이

칸트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지성적인 것의 특징은 선험성과 필연성

이다. 이는 감성에서 근거한 감정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칸트가 굳이 「원칙

론」에서 의지의 규정 근거로 쾌·불쾌라는 감성을 배제하고자 했던 이유도 감성은

선험성과 필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성적 근거에 따른 감성은

칸트가 그토록 확보하고자 했던 선험성과 필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도

덕 법칙에 대한 존경’은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87) “감정에 대한 이 작용은 한편으로는 순전히 부정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도 순

수 실천 이성을 제한하는 근거라는 관점에서는 적극적이다”(KpV, A132=Ⅴ75).

88) ‘자기사랑’과 ‘자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해당 부분에

대한 칸트의 언급은 [KpV, A129=Ⅴ73]을 참조할 것.

도덕 감정의 종류 겸허(Demütigkeit) 존경(Achtung)

관련
경향성과 관련됨

ex. 자기사랑(Selbstliebe), 자만(Eigendünkel)

법칙과 관련

ex. 도덕법칙

지성적근거에

의한작용방식

도덕 법칙이 감정에 부정적으로 작용

(negativ)

도덕 법칙이 감정에 적극적으로 작용

(positiv)

<표6> 겸허와 존경 비교(KpV, A131-133=Ⅴ74-75 재구성)

89) 겸허와 존경이 작동하는 방식을 비교하면 <표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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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다. 왜냐하면 도덕 법칙은 “그 표상이 우리 의지의 규정 근거로서 우

리의 자기 의식 안에서 우리를 겸허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적극적이고

규정 근거인 한에서, 그 자체로 존경을 불러일으킨다”(KpV, A132=Ⅴ74)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에 대한 부정적 작용(불편함)은 …감정 일반과 마찬가지로

정념적(pathologisch)이다. 그러나 도덕 법칙에 대한 의식의 작용 결과로

서, 따라서 ⓑ예지적 원인(eine intelligibele Ursache), 곧 최상의 법칙 수립

자인 순수 실천 이성의 주체와 관련하여, ⓒ경향성들에 의해 촉발되는

이성적인 주체의 이 감정은 겸허(지성적 비하)라고 일컬어지지만, 그

러나 이것의 ⓓ적극적 근거, 곧 법칙과 관련해서는 동시에 법칙에 대

한 존경이라 일컬어진다(KpV, A133 =Ⅴ75).

도덕 법칙에 의한 겸허와 존경에 대한 칸트의 생각이 잘 드러난 위 문

단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도덕 법칙은 자기 사랑이나 자만과 같은 경향

성을 억누르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고통이라는 감정을 초래한다는 점은

선험적인 통찰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실제로 다른 감정과 동일하

게 정념적이다(ⓐ). 그러나, 이 감정이 정념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도덕

법칙이라는 예지적 원인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은

지성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지성적 근거에 의한 도덕 감정은 경향성과

관련해서는 지성적 비하(intellektuelle Verachtung) 즉, 겸허라고 일컬어진다

(ⓒ) 반면, 법칙과 관련해서는 존경이라고 일컬어진다(ⓓ).

칸트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초감성계의 도덕 법칙이 감성계 내에 지성

적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을 밝힌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

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 도덕 법칙과 존경 감정 발생의 상관성만이 밝혀

졌을 뿐, 그 기제 전체가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존경을 여타 감정

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지, 도덕 법칙이 존경이라

는 감정과 맺는 관계가 간접적인지, 직접적인지 등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존경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칸트가 처음 문제 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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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지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라는 자유의 원인성

이 예지계 안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자유의 원인

성으로 인한 결과가 감성계로 확장될 수 있는 기제를 찾고자 했다. 이는

우리가 ‘존경’이라는 감정의 성격을 여타 감정과 구분지어야만 하는 이유

가 된다. 왜냐하면 여타 감정은 감성적 근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감성

계 내부의 논의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감성계와 초감성계의 연관성을 설

명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경이 감성적

근거가 아닌 지성적 근거에 의한다는 설명이 확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성적 근거에 의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덕 법칙과 존경의 관계도 자연스레 밝혀

지리라 기대할 수 있다.

칸트는 감성계 내에 결과로서 존재하는 존경이라는 감정의 성격을 규

명하기 위해, 초감성계의 원인으로서 도덕 법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재

정립한다. “도덕 법칙은 …실천적인 순수 이성을 매개로 한 … 행위를 위

한 주관적 규정 근거, 다시 말해 동기이기도 하다”(KpV, A133=Ⅴ75). 즉, 도

덕 법칙을 객관적 형식적 규정 근거(「원칙론」), 객관적 질료적 규정 근

거(「대상론」)로 보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관적 규정

근거인 동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논구하며90) 도덕 법칙의 성격을 확장시

킨 것이다. 주관적 규정 근거로서의 도덕 법칙이라는 명제는 “주관의 감

성”인 겸허와 존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앞서의 논변을 통해 그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겸허와 존경이라는 감정은 “주

관 안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가 이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KpV, A133=Ⅴ75). 모든 감정은 감성적이어야 하는데, 「원칙론」과 「동

기론」에서 이미 칸트가 언급했듯, “윤리적 마음씨의 동기는 모든 감성적

90) “도덕 법칙은 그러므로, ㉠실천적인 순수 이성을 매개로 한 행위의 형식적 규정 근

거이고, 또한 ㉡선·악이라는 이름 아래의 행위 대상들의 질료적인, 그러나 단지 객관

적인 규정 근거임과 함께, 또한 ㉢이 행위를 위한 주관적 규정 근거, 다시 말해 동기

이기도 하다”(KpV, A133=Ⅴ75). ㉠, ㉡, ㉢의 언급은 『실천이성비판』 의「분석학」

전체가 ‘도덕 법칙’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은

「원칙론」에 ㉡은 「대상론」에 ㉢은 「동기론」의 논변에 의해 도출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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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KpV, A133=Ⅴ75). 따라서 겸허와

존경이라는 도덕 감정을 규정하는 원인은 감성계가 아닌 “순수한 실천 이

성 안에 놓여” 있어야만 한다. 더불어, 겸허와 존경이라는 도덕 감정은

“그 근원에 있어서 정념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작동된

것”(KpV, A133=Ⅴ75)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여, 도덕 법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도덕 감정이

실천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1단계) “도덕 법칙의 표상

이 자기 사랑에서 영향력을 그리고 자만에서 망상을 빼앗”는다. (2단계)

“순수 실천 이성의 장애가 감소”한다. 도덕 법칙을 행위의 규정 근거로 채

택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3단계) “순수 실천 이

성의 객관적 법칙이 감성의 충동들보다 우선한다는 표상이 … 이성의 판

단에서 두드러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즉, “도덕 법칙의 무게가 반대쪽 무

게를 없앰으로써” ‘감성적 충동에 의해 촉발된 의지’를 줄이고, ‘이성적 판

단에 따르는 의지’를 두드러지게 한다(KpV, A134=Ⅴ75-76).

도덕 감정의 작동 기제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존경’의 성격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법칙에 대한 존경은 윤리를 위한 동기가 아니라,

오히려 윤리 자체이며, 주관적으로 동기로 보아진 것이다”(KpV, A134=Ⅴ

76).91) 왜냐하면, “순수 실천 이성”이 겸허와 존경을 통해 경향성을 물리침

으로써, “홀로 영향력을 갖는 법칙에게 권위를 부여하니 말이다”(KpV,

A134=Ⅴ76).92)

91) 박찬구(2004a)는 해당 서술에 근거하여 칸트의 실천철학에서 ‘도덕적 동기’의 문제를

‘심리적인 인과관계’나 ‘경향성으로서의 감정’과 결부지어 해석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칸트에게서 동기의 문제는 도덕 법칙에 대한 인식과 깊

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도덕 법칙과 무관한 욕구나 감정은 동기가 될 수 없다

고 본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

용하는 ‘감정’이라는 용어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 된다. 박찬구가 볼 때,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을 굳이 ‘감정’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이유는 “현상계의 관점에서 굳이 설명

하자면 그렇다는 것일 뿐, 이른바 경향성으로서의 감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을 굳이 우리가 현상계에서 경험하

는 ‘감정’과 관련지어 설명하자면, 존경이란 다름 아니라, “도덕 법칙의 참됨을 깨달

은 자가 의연하게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

해야 한다고 본다(박찬구, 2004a: 20). 자세한 내용은 [박찬구(2004a), 「덕 윤리와 칸

트 윤리 - 덕 윤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칸트 윤리적 대응」, 한국윤리학회, 『윤리연

구』, 57, 1-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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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마친 후, 칸트는 “(도덕 감정이라는 이름의) 이 감정은

그러므로 단적으로 이성에 의해 생긴 것이다”(KpV, A134=Ⅴ76)는 말로 존

경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감정이 “순전히 윤리 법칙

을 자기 안에서 준칙으로 삼기 위한 동기로만 쓰인다.”는 점을 강조한 후,

“단적으로 이성의, 그것도 실천적인 순수 이성의 명령 편에만 서 있는 것

으로 보이는 매우 독특한 것”이라며 존경이라는 감정이 여타 감정과 갖는

차이점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KpV, A134=Ⅴ76).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정이 감성적 근

거가 아닌 지성적 근거에서 유래한다는 점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졌다. 이

제, 본 절의 핵심 과제인 초감성계의 도덕 법칙과 감성계의 존경이라는

지성적 근거에서 유래한 감정이 어떤 작용 관계 아래 있는지 알아볼 차례

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은 … 도덕 법칙이 감정에 미치는 적극적인,

그러나 간접적인 작용으로도 보아져야 하고(KpV, A140=Ⅴ79)

밑줄 친 부분, 존경이 “도덕 법칙이 감정에 미치는 적극적인, 그러나

간접적인 작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존경은 도

덕 법칙이 감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작용이 아니다. ㉯ 존경은 도덕 법칙

이 감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작용이 아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92) 이상의 논의에 따라 우리는 ‘법칙에 대한 존경’이 ‘윤리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용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칙에 대해 존경하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따른다.’고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오독

이다. 법칙에 대한 존경이 우리의 의지에 선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칙을 따르는 것

이 아니다. 즉, 시간적 순서로 보았을 때 ‘존경하는 마음’이 선행하고, 그것 때문에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논리적 순서로 보았을 때 ‘법칙에 대한 존

경’과 ‘도덕성’은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까닭에서 ‘존경’을 ‘동기’로

보는 것인가? 이는 단지 ‘주관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기로 작용한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다. 주관적으로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을 감정의 일종으로 느끼게 된다. 즉, ‘동기’라는 감정에서는 ‘존경’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존경’은 단순히 감성적 감정이 아닌, 지성적 감정으로서

실천적이라는 점이다. 실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래 단락에서 상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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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법칙은 직접적으로 의지를 규정한다. 이 말은 곧, 자유의 원인성

이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된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 때, 법칙에 의해서만 순

전히 원인성이 규정되므로, 법칙을 제공할 수 없는 모든 경향성은 제한되

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한시킴이 감정에 작용하여, 도덕 법칙에서 선

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불쾌의 감각을 낳는다”(KpV, A139=Ⅴ78). 불쾌의

감각은 “부정적 작용(eine negative Wirkung)”93)에 의한 것으로서, “겸허”를

의미한다. 우리는 ‘도덕 법칙과 고통의 관계’를 선험적으로 통찰 가능하듯,

순수 실천 이성의 영향으로 인한 경향성의 단절로 인해 나타난 ‘겸허’의

작용 또한 선험적으로 통찰할 수 있다. 그러나 겸허에서는 “순수한 실천

법칙의 힘을 동기로서 인식할 수는 없고, 단지 감성의 동기에 대한 저항

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KpV, A140=Ⅴ78). 정리하자면, 겸허는 도덕 법칙

의 부정적인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며, 아직 도덕 법칙을 채택하려는 동기

로 작동한다고 보기 힘들다.

겸허의 특징과 비교할 때, 존경의 특징이 더욱 잘 드러난다. 겸허는

“법칙의 순수성과 상관적으로만”(KpV, A140=Ⅴ79)생겨난다. 즉, 순수 실천

이성이 가능할 때, 즉 경향성에 연계되지 않은 의지의 규정이 가능할 때

만 생겨난다. 순수 이성이 실천적일 때, 감성적 측면에서는 경향성이 제한

되므로 부정적 작용으로 겸허의 감정이 나타나지만, 지성적 측면에서는

도덕 법칙이 직접적으로 의지를 규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존경

의 감정이 나타나게 된다.94) 따라서 “법칙에서 존경은 그러므로 또한 지

성적 원인에 따르는 적극적 감정이며, 이 감정은 선험적으로 인식된

다”(KpV, A140=Ⅴ79).95) 정리하자면, 존경은 도덕 법칙이 지성적 측면에 작

용하여 나타난 적극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합할

때, 존경은 도덕 법칙이 감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작용이 아니라, 적극적

93) 이것은 “순수 실천 이성의 영향에서 생긴 것으로 …경향성들이 주관의 규정 근거들

인 한에서는 …주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단절한다”(KpV, A139=Ⅴ78).

94) “감성적 측면에서의 겸허는 지성적 측면에서의 법칙 자체에 대한 도덕적, 다시 말해

실천적 평가의 높임이다”(KpV, A140=Ⅴ79).

95) 존경의 감정이 선험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경향성의 활동을 줄이는 것은 그것과 대

응 편에 있는 순수 이성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존경은 일종

의 도덕적 법칙의 주관적 규정 근거로서, 도덕 법칙이 의지의 규정 근거로 작동하기

를 바라는 동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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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칸트는 “도덕 법칙의 인정은 객

관적 근거들에 의한 실천 이성의 활동에 대한 의식으로, 이 활동은 주관

적인 (정념적인) 원인들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한낱 그 이유만으로 그 작

용 결과를 행위들 중에서 표현하지는 않는다”(KpV, A140=Ⅴ79)고 서술하고

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서술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서술만 가지고

서 도덕 법칙이 존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

용을 추론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도출된 결론을 추론을 완결하기 위한 보조 명제

로 만들어 대입해 봄으로써, 추론을 진행할 수 있다. a) ‘겸허와 존경이라

는 도덕 감정은 감성적 근거가 아닌 지성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b) ‘우

리는 겸허와 존경을 산출해 낸 지성의 근거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전

제할 수밖에 없다’. a)와 b) 두 개의 명제를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겸허

와 존경을 산출해 낸 근거가 도덕 법칙을 의미한다는 점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의 직접적 서술과 우리가 유추한 서술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도덕 법칙은 그 자신이 직

접적으로 감성계에 현현하지 않는다. 오로지 겸허와 존경이라는 도덕 감

정을 통해 자신의 실재성을 간접적으로 현현할 뿐이다.’

본 절에서 진행된 논의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

다. 초감성계와 감성계에 상호 간의 영향을 발견하기 위해 초감성계의 도

덕 법칙이 감성계에 미치는 감정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도덕 법칙이

감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겸허, 적극적 영향은 존경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겸허와 존경이라는 감정은 감성에 의해 규정되는 여타의 감정과 달

리 지성적 근거에 의거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은 도덕

법칙이 감성계에 마치 감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적극적인, 간접

적인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칸트의 논변을 통해 우리는 본고의 주제인 초감성계와 감성계의

균열을 메꾸기 위하여 칸트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초감성

계의 도덕 법칙은 감성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단지 겸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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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이라는 지성적 근거에 의한 감정을 통해 자신을 현현할 뿐이다.

이제 논의를 정리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칸트는『실천이성비판』을 통

해 순수 실천 이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순수 이성이 실

천적이라는 말은 곧 자연 법칙의 원인성에 따르지 않는 절대적 자발성인

초월적 자유가 실재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칸트는 초월적 자유의 전제

위에서 준칙의 법칙수립적 형식을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Grundgesetz der

reinen praktischen Vernunft)’으로 제시한다. 이로써 자유가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96) 따라서 자연스레 도덕 법칙은 자유의 세계에 존

재하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초월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추론은 ‘순수 이성’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가능했다는 점

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초월적 자유의 이념, 자유를 인식하기 위한 도덕

법칙의 개념 등 칸트 실천철학의 핵심 개념은 모두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허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또

한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허용된 것이다.97)

칸트가 그의 실천철학에서 찾고자 했던 자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의

연결지점은 여기까지이다.98) 그가 볼 때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은 자유

96) 자세한 내용은 본고 Ⅱ장 1절 2소절 참고.

97)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정은 도덕 법칙의 작용에 의한 경향성 거부에서 유래한

겸허의 감정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존경의 감정은 완전한 이성적 존재자가

아닌, 감성의 영역에 속해 있는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에게 부여되는 지성적 감정

이다. “존경이 감정에, 그러니까 이성적 존재자의 감성에 미친 작용결과인 한, 그것

은 이 감성 그러니까 또한 도덕 법칙이 존경을 강요하는 그러한 존재자들의 유한성

을 전제한다”(KpV, A135=Ⅴ76). 같은 맥락에서, 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이

성적 존재자는 의지의 규정 근거로 감성의 영향을 받지 않은 터인즉, 겸허의 감정과

무관할 것이다. 이는 곧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정과 무관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최고 존재자에게나 일체의 감성에서 자유로운 존재자, 그러므로 감성이 실천 이성

의 아무런 방해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자에게는 법칙에 대한 존경이 함께 있을

수 없다”(KpV, A135=Ⅴ76).

98)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외에 ‘의무’도 도덕 감정의 한 종류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따르게 만드는 감성적 만족감이나 불안감보다, 도덕 법칙에 뒤따르는 지성적 만족감

이나 후회 의식을 중요하게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도덕 법칙에 따르는 만족감이나

후회 등의 감정은 “의무라고 일컫는 것의 중요함”(KpV, A68=Ⅴ38)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여기에 덧붙여, 칸트는 “의무”만이 “본래 유일하게 도덕 감정

이라고 일컬어질 만한”(KpV, A68=Ⅴ39)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우리는 그가 ‘의무’

를 통속적으로 ‘도덕적 감각’이라고 불리우는 감정과 확연히 구분되는 ‘도덕 감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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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원인성이 자연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

거라고 할 수 있다.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은 … 그러니까 활동의 주관적 근거로(als

subjektiver Grund der Tätigkeit), 다시 말해 도덕 법칙 준수를 위한 동기로

(als Triebfeder zu Befolgung), 그리고 도덕 법칙에 적합한 처신의 준칙을

위한 근거로(als Grund zu Maximen) 보아져야 한다(KpV, A140-141=Ⅴ79).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정은 칸트가 논한 것처럼 초감성계가 감

성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칸트가 ‘지성적 감정’ 등의 용어

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존경의 감정을 분리된 두 세계의

매개고리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칸트는 도덕 법칙에 대

한 의식이 겸허를 거쳐 존경으로 이어진다는 논증을 통해 존경의 마음이

발생하는 기제를 밝힘으로써, 양자를 연관성을 밝히는 데 어느 정도 성공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실천철학 내에서 분리된 두 세계를 매개하려는

칸트의 노력은 절반의 성공만 거두었다고 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칸트의

논의는 ‘초감성계의 원인성이 감성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까지만 진전

되었을 뿐, 어떠한 방식으로 원인을 미치는지 그 기제를 밝히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행복론과 윤리론의 균열, 더 나아가 자연 세계와

자유 세계의 균열을 매개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도입해야 했다. 그가

「변증학」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최고선’ 개념이 바로 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의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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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고선을 통한 행복과 윤리성의 균열 해소

우리는 앞 장에서 칸트의 실천철학이 당면하게 된 두 개의 균열이 발

생하게 된 원인과 균열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칸트의 최고선

개념에 주목하여,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을 논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복론과 윤리론의 균열을 해소하려는 칸트의 논의를 일별하고자 한다. 1

절에서는 칸트가 ‘순수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을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정하게 되는 최고선(das höchste Gut) 개념이 과연

주관적 실재성을 넘어 객관적 실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논

할 것이다. 이어서 2절에서는 균열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최고선

개념이 종국에는 칸트의 논의를 목적론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밝힐 것

이다. 3절에서는 1절과 2절의 논의를 종합하여 칸트의 최고선 개념이 실천

철학 내 균열을 해소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그 의의를 서술

하고자 한다.

1. 행복과 덕의 결합으로서 최고선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변증학」에서 ‘최고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덕

과 행복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최고선’이라는 개념은「변증

학」에서만 언급되는 개념이 아니다.99) 벡(L. W. Beck)의 언급에 따르면100),

99) 칸트 철학 내에서 ‘최고선’이라는 개념은 『실천이성비판』 이전에도 등장한다. 칸트

는 비판기 이전 저술인 「낙관주의에 대한 몇 가지 시론적 고찰(Versuch einiger

Betrachtungen über den Optimismus)」에서 최고선을 기독교 신학 및 라이프니츠

의 형이상학적 신 개념과 연관 짓는다. 그는 여기서 모든 가능한 세계 가운데 신이

가장 탁월하다고 선택한 이 세계 자체를 최고선으로 본다. 비판기에는 『순수이성비

판』「초월적 방법론」의 제2장 「순수 이성의 규준」에서 ‘최고선’이 처음 언급되

며, 여기서 칸트는 최고선을 ‘도덕성과 그에 부합하는 행복’으로 본다. 이후 『실천이

성비판』에 이르면 이 관점은 보다 발전된다. 이후 비판철학이 완숙한 상태에서 저

술된 『판단력비판』에서는 ‘자연의 최종목적’을 최고선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최고선 개념의 다의성은 그의 역사 철학과 정치 철학에서도 볼 수 있다. 『세계 시

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Die Idee einer allgemeinen Geschichte in

weltbürgerlicher Absicht)』에서는 역사의 최종목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학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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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최고선은 세 비판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된다.『실천이성비

판』에서는 신의 나라(the Kingdom of God)(KpV, A230=Ⅴ128), 예지 세계(the

intelligible world)(KpV, A238=Ⅴ132)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판단력비

판』에서는 도덕 법칙 아래의 이성적 존재자들101)(KU, B415=Ⅴ445)로, 『순

수이성비판』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사명102)(KrV, A840=B868)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Beck, 1980: 242). 다른 해설가들도 각기 주목하는 부분과 규정

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칸트의 비판서 곳곳에 최고선 개념이 언

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순수이

성비판』에서는 「초월적 방법론」(KrV A806-819=B834-847)에서103),『실천이

논쟁(Der Streit der Fakultäten)』이나 『영구평화론(Zum ewigen Frieden)』에서

는 영원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정치적 최고선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

건대, 칸트의 최고선 개념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유동적 개념으로, 그의 사상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판기 전후 시기에

이루어진 최고선 개념의 다양한 변용과 관련해서는 [김진(1996), 「칸트에서의 최고

선과 도덕적 진보」,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2, 95-123.]을 참고할 것.

100) 벡의 최고선에 대한 평가는 이후 실버(John R. Silber)와 젤딘(Mary-B. Zeldin), 그

리고 뒤징(Klaus Düsing)을 비롯한 일련의 칸트 주석가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

키는 촉매가 되었다. 벡이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의 서론(foreword)에서 언급하였듯, 벡의 해설서는 타 비판서에 비해 두드

러지는 서술의 상대적 간명함과 『윤리형이상학 정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

상 때문에 『실천이성비판』에 대한 해설 연구가 소홀히 취급되던 시기에(Beck, 1980:

ⅴ-ⅵ) 저술된 것이었다. 따라서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거의 조명되지 않았던

‘최고선’ 개념이 벡의 언급 이전에 영미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없었던 것은 어

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기실 최고선에 대한 논의가 벡의 관점에 대한 동의 여부로

크게 양분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칸트 비판철학 내에서 최고선의 역

할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주된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더 이상 상론하지 않는다. ;

벡의 논의 이후 이루어진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칸트 최고선과 관련

된 논쟁은 [박필배(2002), 「칸트 최고선 이론의 현대적 논의」, 한국칸트학회, 『칸

트연구』, 10, 113-133.] 과 [강지영(2007), 「칸트의 최고선 개념에 대한 연구」, 서

울대학교철학과, 『철학논구』, 35, 141-176 중 3장 1절]을 참고할 것.

101) 벡은 『판단력비판』 §86에 “the existence of natural being under the moral law”

이라는 구절이 있다고 서술했으나, 실제 해당 부분에는 „die Existenz vernünftiger

Wesen unter moralischen Gesetzen‟이라고 쓰여 있다. 이에 정정하여 표기한다.

102) 벡은 “the moral vocation of man”이라고 서술했으나, 실제 해당 부분에는 궁극목

적(der Endzweck)과 관련하여 “전자는 다름아니라 인간의 전 사명이고, 이에 대한

철학은 도덕이라고 일컫는다(Der erstere ist kein anderer, als die ganze

Bestimmung des Menschen, und die Philosophie über dieselbe heißt Moral)”고 쓰

여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벡의 표현은 실제 칸트의 언급이 아니라 벡이 조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미가 잘 통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벡의 조어를

그대로 활용하여 표기한다.

103) 「초월적 방법론」중 제2장 「순수 이성의 규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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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판』에서는「변증학」(KpV, A193-238=Ⅴ107-132)104)에서,『판단력비판』

에서는「목적론적 판단력 비판」(KU, B409-439, 457-475=Ⅴ442-459, 469-47

9)105)에서 『종교론』에서는「제1논고 악한 원리가 선한 원리와 동거함에

대하여, 또는 인간 자연본성에서의 근본악에 관하여」(RGV, B3-8=Ⅵ

119-122)에서 최고선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별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세 비판서에 등장하는 최고선 개념의 연구에 덧붙여 역사철학

및 정치철학에서 칸트의 최고선이 지니는 함의에 대한 연구는 점점 쌓여

가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각기 다른 칸트 최고선 개념을 어떻게 조화롭

게 이해할지 난망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Louden, 2000: 161). 연구자들마다

각기 최고선이 도덕철학에서 불필요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하고106), 최고

선이 형식에 치중한 칸트의 논의를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긍정하기도 하

며107), 최고선 개념을 신학적 차원이 아닌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도 한다.108)

104) 「변증학」 중 제1장 ‘순수 실천 이성 일반의 변증학’과 제2장 ‘최고선의 개념 규정

에서 순수 이성의 변증학’의 9개 절 중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Ⅰ절),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의 비판적 지양(Ⅱ절), 사변 이성과의 결합에서 순수 실천 이성의 우위(Ⅲ

절) 등 세 절에 해당한다.

105)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 중 §86 윤리신학에 대하여, §91 실천적 신앙에 의한 견

해의 종류에 대하여 등 두 절에 해당한다.

106) 대표적으로 벡의 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Lewis W. Beck(1980),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2nd ed.(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그 외에도 벡과 실버 사이의 논의를 다룬 머피(J. G. Murphy)를 들 수

있다. [Jeffrie G. Murphy(1965), “The Highest Good as Content for Kant's

Ethical Formalism: Beck versus Silber” Kant-Studien 56, 102-110] ; 국내에서는

칸트 형식주의의 불철저성을 논구한 문성학의 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성학

(2007)，『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07) 대표적으로 실버의 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John R. Silber(1959), “Kant's

Conception of the Highest Good as Immanent and Transcendent”, Philosophical

Review 68, 469-492. ; John R. Silber(1963), “The Importance of Highest Good

in Kant's Ethics”, Ethics 73, April. 179-197.]

108) 대표적으로 요벨(Y. Yovel)을 들 수 있다. [Yirmayahu Yovel(1980), Kant and the

Philosophy of Histor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요벨은 이전에

제시된 실버, 젤딘, 뒤징의 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요벨이 볼 때,

최고선을 일종의 절반의 신학상의 논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고선을 신학

의 논의에서 분리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칸트의 실천적 명제를 형식적인

것과 질료적인 것 두 부분으로 나눈다(Yovel, 1980: 32). 그 후, ‘정언 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을 구(old) 실천 명제로 규정하고, 신(new) 실천 명제로서 역사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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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절에서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고선 개념의 다층

적인 변용과 통합에 관한 연구가 아니다. 다양한 최고선의 양태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실천이성비판』「변증학」의 최고선 개념 규정을 통

해 칸트가 어떻게 행복론과 윤리론의 균열을 봉합하려 시도하였는지가

우리의 관심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 절에서 최고선에 대한 다른 논

의보다 우선, 「변증학」의 논변에 집중하고자 한다.

1소절에서는 순수 이성이 불가피하게 갖게 되는 변증성에 대해 살펴보

고,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으로서 부각되는 무조건적 총체가 무엇인지 규

명할 것이다. 2소절에서는 순수 실천 이성이 봉착하게 되는 이율배반에

대해 살펴본 후, 이율배반의 해소 과정에서 부각되는 최고선 개념에 대해

다룰 것이다. 3소절에서는 최고선의 두 구성 요소인 덕과 행복의 결합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궁구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변 과정을 통해 우

리는 최고선 개념이 행복론과 윤리론의 균열을 해소하는 데 어떠한 방식

으로 관련되는지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1) 순수 이성의 변증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의 무조건적 총체

칸트는「변증학」에서 ‘최고선’ 개념을 제시하기 전에 순수 이성이 갖

게 되는 변증성에 대하여 논한다. 그가 최고선에 대한 논의를 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109) 칸트는 「변증학」의 제1

(historical imperative)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이 역사적 명령이 “세계 내

에서 최고선의 촉진(to promote the highest good in the world)”을 명령할 것이라

고 본다(Yovel, 1980: 33-37). ; 리스(Reath)의 입장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 [Andew Reath(1988), “Two Conceptions of the Highest Good in Kant”,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6, 600-613.] ; 루든(R. B. Louden)도 최고

선이 현 세상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making the world moral)에 중점을 두고 있

다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역사철학적 접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Robert B. Louden(2000), Kant's Impure Ethics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국내에서는 맹주만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맹주만은 최고선의

‘종적 구조’와 ‘횡적 구조’라는 설정을 통해 최고선을 행복과 윤리성의 결합으로 해

석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확장하여 역사철학·정치철학적 맥락에서 해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맹주만(1997), 「칸트의 『판단력비판』에서의 최고선」, 『칸트연

구』, 3, 117-156.]

109) 칸트의 세 비판서는 모두 ‘요소론 對 방법론’, ‘분석학 對 변증학’이라는 대립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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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순수 실천 이성의 변증학」을 마무리 지으며, 자신의 논의가 「분석

학」에서 도출된 결론과 일견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언급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본고 Ⅱ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

석학」에서 그는 윤리론을 전개하며, ‘도덕 법칙만이 의지의 규정 근거로

작동할 뿐’이며 도덕 법칙 외의 것은 단지 행복론에 해당할 뿐110), 윤리와

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칸트는 자신의 앞서 「분석학」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가 도덕 법칙에 앞서 어떤 객관을 선의 이름 아래 의지의 규정

근거로 취하고, 이로부터 최상의 실천 원리를 도출한다면, 그때 이것

은 언제나 타율을 불러들여와 도덕 원리들을 떼밀어내는 것이 될

터111)(KpV, A197=Ⅴ1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의지의 규정 근거’로 또 다른 것, 즉 ‘최고

선’을 취하고자 한다. 도덕 법칙 외 다른 것을 극명하게 반대했던 칸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끌어들이려면, 이것이 인간 본성상 떨쳐버

릴 수 없는 어떤 것이어야만 한다. 마치 『순수이성비판』에서 순수 이론

이성이 영혼 불멸, 자유, 신 존재라는 초월적 가상을 떨쳐버릴 수 없었듯,

순수 실천 이성에게 ‘최고선’ 또한 떨쳐버릴 수 없는 초월적 가상이어야

만, 칸트가 도덕 법칙 외에 또 다른 의지의 규정 근거로 최고선을 끌어들

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도로 서술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의 「변증학」을

시작하며 변증성을 논하는 이유가 형식적 일치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변증성을 다루는 것이 최고선을 언급하는 것

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매개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110) 칸트는 「분석학」의 「원칙론」 §3에서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모든 질료적 실천

원리들은 그 자체로 모두 동일한 종류의 것이며, 자기 사랑과 자기 행복이라는 보

편적 원리에 속한다”(KpV, A40=Ⅴ22)는 말로 강하게 표현한다.

111) „wenn man vor dem moralischen Gesetze irgend ein Objekt unter dem

Namen eines Guten als Bestimmungsgrund des Willens annimmt und von ihm

dann das oberste praktische Prinzip ableitet, dieses als dann jederzeit

Heteronomie herbeibringen und das moralische Prinzip verdrängen würde.‟ (굵

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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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순수 이성의 변증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지

금부터 칸트가 그동안 반대했던 행복 개념을 윤리성과 연결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칸트는 “순수 이성

은 언제나 변증성을 갖는다(Die reine Vernunft hat jederzeit ihre Dialektik)”(KpV,

A192=Ⅴ107)는 말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런데, ‘변증성을 갖는다’는 말의 의

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칸트가 언급한 ‘순수 이성’은 순수 이론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

을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순수이성비판』에서 언급된 변증성의 규

정을 통해 「분석학」에서 논의되는 변증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초월적 논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일

반 논리학과 변증학을 구분하고 있다.

ⓐ한낱 평가를 위한 규준(ein Kanon)인 저 일반 논리학이 ⓑ객관적인

주장들을 실제로 산출하기 위한, 적어도 객관적 주장들의 환영

(Blendwerk)을 위한 기관으로 사용되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오

용되었다. 그래서 ⓒ기관으로 잘못 생각된 일반 논리학은 변증학이라

일컬어진다(KrV, A61=B84).

칸트가 생각할 때 일반 논리학은 “한낱 평가를 위한 규준”(ⓐ)일 뿐이

다. 따라서 일반 논리학은 규제적 사용에 국한되어야 한다, 만약 일반 논

리학이 “객관적인 주장들을 실제로 산출”(ⓑ)하려 한다면, 즉 구성적 사

용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규제적 사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일반 논리학을 구성적 사용으로 확장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일반

논리학을 변증학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기관으로 간주된 일반 논

리학은 항상 가상의 논리학, 다시 말해 변증적이다”112)(KrV, A61=B85)고 말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성은 “순전히 형식적인 원리들을 질료적으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주어질 수도 없고 주어져 있지도

않은 “대상들”에 대하여 판단하려 한다. 그런데, 본래 지성은 “경험적 사용

112) „daß die allgemeine Logik, als Organon betrachtet, jederzeit eine Logik des

Scheins, d.i. dialektisch, sei‟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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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는 규준”일 따름이므로 규제적 사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만약,

지성이 대상들 일반 다른 말로 초월적 이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주장․결정하려 한다면 즉, 직관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구성적 사

용을 의도한다면 그 때 “순수 지성의 사용은 변증적이 될 터이다”(KrV,

A63=B88).

이로서 칸트가 언급한 변증성의 의미가 밝혀진다. 간단히 말해, 순수

이성의 규제적 사용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적 사용을 획책하는

데서 이성의 변증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순수 이성은 변

증성을 갖게 되는 것일까? 칸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왜냐하면, 순수 이성은 주어진 조건지어진 것에 대한 ㉠조건들의 절

대적 총체(die absolute Totalität der Bedingungen)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

단적으로 사물들 그 자체에서만(nur in Dingen an sich selbst)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KpV, A192=Ⅴ107).

이성은 본래 “원리들의 능력”113)(KrV, A299=B356)이다. 순수 이성은 단

적인 무조건자114)까지 통일을 추구115)한다(KrV, A326=B383). 따라서 이성은

모든 “조건들의 절대적 총체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경험에

서 달성할 수 없다. 이미 『순수이성비판』에서 밝혔듯, “무릇 조건들의

절대적 전체는 경험에서 사용가능한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

험도 무조건적이지 않으니 말이다”(KrV, A326=B383).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대상들은 현상들로서 인식되는데, “조건지어진 것

과 조건들의 이 현상 계열에서는 무조건〔제약〕자가 결코 발견될 수 없

으므로,”(KpV, A192=Ⅴ107), 이성이 찾는 조건들의 절대적 총체는 ‘사물 그

113) “우리는 초월 논리학 제1부문에서 지성을 규칙들의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는 이성을 원리들의 능력이라 이름붙임으로써 저것과 구별한다”(KrV, A299=B356).

114) ‘무조건자’는 ‘das Unbedingte’의 번역어이다. 국내 문헌에서는 ‘무제약자’로 소개되

기도 하였다. 한국칸트학회에서도 이론철학에서 ‘무제약자’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백종현 번역에 따른다.

115) “순수 이성은 지성개념들의 사용에서 절대적 전체만은 자기 수중에 남겨 놓고, 범

주에서 사고되는 종합적 통일을 단적인 무조건자에게까지 끌고 가려 추구한다. 그

래서 우리는 범주가 표현하는 저것을 지성통일이라고 부르듯이, 이것을 현상들의

이성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다”(KrV, A326=B383).



- 94 -

자체(Ding an sich)’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순수 이성은 본성상 조

건들의 총체 혹은 무조건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현상에서 주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상에 빠지게 되는 상황, 그것을 우리는

순수 이성의 변증성이라고 할 수 있다.116)

그렇다면 칸트가 순수 이성이 처한 변증성을 언급함으로써 의도한 것

이 무엇일까? 그가 볼 때, 변증성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이율배반의 상황

으로 이끈다. 왜냐하면 조건지어진 것인 현상과 무조건자인 초월적 가상

에 적용되는 원칙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을 혼동할 때, 이성은 불가피하

게 자기 스스로와 상충에 빠지게 된다.117) 이러한 이율배반을 해결하기 위

해 이성은 초월적 가상이 “어디서 생겨서,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는가를 탐

색하도록 강요되며”, 이러한 작업은 “전체 순수 이성 능력에 대한 완벽한

비판에 의해서만”(KpV, A193=Ⅴ107) 수행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건들의

절대적 총체’, 즉 ‘무조건자’에 대한 이념은 우리를 이율배반으로 이끌지만,

이 이율배반은 “사물들의 보다 높은, 불변의 질서에 대한 조망(eine Aussicht

in eine höhere, unveränderliche Ordnung der Dinge)”(KpV, A193=Ⅴ107)을 인간에게

준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제기된 이율배반의 해소 과정을 통해 자

유의 가능성을 정초해 낸 바 있다. 즉 현상에 매몰되지 않은 “보다, 높은

불변의 질서”인 자유를 조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실천이성비판』에

서는 어떠한 이율배반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인간은 불변의 질서에 대해

어떠한 조망을 얻게 될 것인가?

칸트는 「변증학」의 제1장「순수 실천 이성 일반의 변증학」에서는

변증성이 초래하는 이율배반이 필연적이라는 점과 그것의 해결을 위한

이성의 노력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효용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구체적으

116) “조건들의 총체(Totalität der Bedingungen, 그러니까 무조건자)라는 이 이성의 이

념(dieser Vernunftidee)을 현상들에(auf Erscheinungen) 적용함에서 현상들이 마치

사상들 그 자체(Sachen an sich selbst)인 것 같은, … 불가피한 가상(Scheine)이

생긴다”(KpV, A193=Ⅴ107).

117) “이 가상은, 만약 그것이 모든 조건지어진 것에 대해 무조건자를 전제하는 이성의

원칙을 현상들에 적용할 때의 이성의 자기와의 상충에 의해”(KpV, A193=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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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떤 이율배반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118) 다만, 이

율배반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불변의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의 무조건적 총체

(die unbedingte Totalität des Gegenstandes der reinen praktischen Vernunft)’인 ‘최고

선’이다.

㉮순수 실천 이성으로서 이성은 (경향성과 자연적 필요에 기인하는)

실천적으로-조건지어진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자(das

Unbedingte)를 찾는바, 그것도 ㉯의지의 규정 근거로서 찾는 것이 아니

라, 이것이 설령 (도덕 법칙에서) 주어졌다 할지라도, ㉰순수 실천 이

성의 대상의 무조건적 총체를 최고선의 이름 아래서 찾는다(KpV,

A194=Ⅴ108).

순수 이론 이성이 변증성으로 인해 ‘이론적으로-조건지어진 것’에 대하

여 사유 전체의 통일을 무제약적으로 추구한 결과 초월적 이념에 닿았듯,

순수 실천 이성도 “실천적으로-조건지어진 것”에 대해서 무조건자를 추구

하게 마련이다(㉮). 이 때 ‘실천적으로-조건지어진 것’은 “경향성과 자연적

필요(Neigungen und Naturbedürfniß)”에서 기인한다. 즉, 쾌(Lust)와 연관되기에

본래 행복론에서 다루어질 내용일 뿐, 윤리론과는 별개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이 때 순수 실천 이성이 찾는 무조

건자는 ‘의지의 규정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칸트는 이미,

「원칙론」과 「동기론」에서 의지의 규정근거로 ‘도덕 법칙’을 제시한 바

있다.119) 따라서 「변증학」에서 찾고 있는 무조건자는 「분석학」에서

이미 답이 내려진 의지의 규정근거로서의 도덕 법칙과는 다른 무엇이라

118) 순수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은 「변증학」의 제2장에서 기술된다. 본고의 Ⅲ장 1절

2)소절 참고.

119) 칸트는 「변증학」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과제에 대해 오해할 것을 우려하였다.

「변증학」에서 언급하는 최고선은 의지의 규정 근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의지

의 대상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하여 거듭 「변증학」의 과제가 「분석학」의 과제

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도덕 법칙이 의지의 규정 근거

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 “도덕 법칙은 순수 의지의 유일한 규정 근거

이다(Das moralische Gesetz ist der alleinige Bestimmungsgrund des reinen

Willens)”(KpV, A196=Ⅴ109).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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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실천적으로-조건지어진 것’이 찾는 무조건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

까? 여기서 초점에 변환이 일어난다.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무언가를 지

향한다는 말과 같다. 즉, 특정 대상을 의욕한다고 할 수 있다. 「변증학」

에서 찾는 무조건자란 바로 ‘의지가 의욕하는 대상’120)을 뜻한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의지의 규정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이미 논구하였다.

그런데 의지는 그 속성상 대상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대상

론」에서 밝힌 선․악이라는 복․화와 무관한, 순수 실천 이성이 의욕하

는 대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칸트는 이렇게 순수 이성의 변증성으로 인

해 ‘순수 실천 이성이 의욕할 수밖에 없는 대상’121)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의 무조건적 총체’라고 명명하여 이를 최고선이라

는 개념 아래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칸트가 「변증학」초두에 ‘순수 이성의 변증성’을 언급한 이유

가 밝혀졌다. 칸트는 순수 이성이 가진 불가피한 속성으로 인하여 초월적

가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순수 이론 이

성이든 순수 실천 이성이든 이율배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하지

만, 그는 순수 이성에 대한 완벽한 비판을 통해 이율배반을 해소할 수 있

다고 보았다. 그는 이전에『순수이성비판』에서 자유의 가능성을 발견했

듯, 『실천이성비판』에서는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의 무조건적 총체’로

서 최고선 개념을 구출하고자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칸트의 최고선 개념은 ‘순수 의지의 전대상(der ganze

Gegenstand eines reinen Willens)’으로서 ‘순수 의지의 규정 근거’와는 다른 별

120) 다음 칸트의 서술에서 우리는 칸트가 의지의 규정 근거와 의욕의 객관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덕 법칙은 순전히 형식적(bloß formal)이므로(곧, 준칙의 형식

만을) 보편적으로 법칙 수립적인 것으로 요구하므로, 그것은 규정 근거로서 모든

질료를 그러니까 의욕의 모든 객관을 도외시한다”(KpV, A196=Ⅴ109). 여기서 우리

는 간접적으로나마 즉, 최고선과 관련된 논의는 의욕의 객관, 즉 의지의 대상과 관

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21) 최고선을 순수 의지의 ‘규정 근거’가 아닌, 순수 의지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

칸트의 의도는 다음 언급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최고선(das höchste Gut)

은 항상 순수 실천 이성의, 다시 말해 순수 의지의 전대상(der ganze Gegenstand

einer reinen praktischen Vernunft, d.i. eines reinen Willens)이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 의지의 규정 근거로 간주될 수는 없다”(KpV, A196=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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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것으로 보인다. 즉, ‘도덕 법칙–의지의 규정 근거’, ‘최고선–의지의

대상’이라는 개념쌍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칸트는 해당 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다소 의외의 주장을 펼친다.

최고선의 개념 안에 도덕 법칙이 최상의 조건으로 이미 함께 포함

되어 있다면, 그때는 최고선은 객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개념 및

우리의 실천 이성에 의해 가능한 그것의 실존에 대한 표상이 동시에

순수 의지의 규정 근거이기도 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KpV, A197=

Ⅴ109-110).122)

「분석학」의 논변에 따르면, 윤리론에서는 의지의 규정 근거로 도덕

법칙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만약 준칙의 법칙 수립적 형식인

도덕 법칙 외의 다른 것은 모두 질료를 담고 있고, 이는 결국 쾌․불쾌와

연관된 것이기에 행복론의 논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칸트는 여

기서 최고선이 의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의지의 규정 근거이기도 하다

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칸트는 어떻게 해서 앞서 「분석학」의 결론과

충돌되는 듯 보이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일까?123)

칸트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언급을 한다. 그의

논변은 다음과 같다. 도덕 법칙만이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된다는 「분석

학」의 결론은 분명히 참이다. 최고선 개념은 도덕 법칙을 포함하고 있다.

122) „Es versteht sich aber von selbst, daß, wenn im Begriffe des höchsten Guts

das moralische Gesetz als oberste Bedingung schon mit eingeschlossen ist,

als dann das höchste Gut nicht bloß Objekt, sondern auch sein Begriff und

die Vorstellung der durch unsere praktische Vernunft möglichen Existenz

desselben zugleich der Bestimmungsgrund des reinen Willens sei.‟ (굵은 글

씨 강조는 연구자)

123) 만약 최고선이 의지의 규정근거가 될 수도 있다면, 우리는 행복론과 윤리론의 매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의지의 대상은 행복과 연관되므로, 결국

최고선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복이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는 의지의 규정 근거로서 질료를 명백

히 배제하므로, 이 때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질료로서의 행복이 아닌 형식적 의

미의 행복이 될 터이고, 그 형식적 의미의 행복은 기왕에 의지의 규정 근거로 설정

된 도덕 법칙과 서로 교환 가능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행복과 도덕 법칙

의 결합, 즉 행복론과 윤리론의 결합이 가능한 지점이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는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최고선을 통한 균열의 매개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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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함께 생각되고 있는 도덕 법칙이 자율

의 원리에 따라(nach dem Prinzip der Autonomie) 의지를 규정하기 때문”(KpV,

A197=Ⅴ110)에 최고선도 의지의 규정 근거라고 할 수 있다.124)

이러한 칸트의 답을 수용한다고 해도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최고선

과 도덕 법칙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과 그 해소를 다루는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과 지양

우리는 본 소절에서 칸트가 제기한 순수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과 그

해소 과정을 「변증학」2장 「최고선의 개념 규정에서 순수 이성의 변증

학」의 논변을 따라가며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앞 절에서 미해결된 최고

선과 도덕 법칙의 관계에 주목하여 논변 과정에서 칸트가 본 장의 주된

관심인 행복과 윤리성의 균열을 어떤 방식으로 봉합해 나가는지 확인할

것이다.

1항에서는 덕과 행복의 결합이라는 과제가 부각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칸트가 최고라는 개념에 내포된 두 가지 의미인 최상과 완벽을 구분함으

로써 최고선 내에 행복 개념이 필요하다고 논구하는 지점을 확인한 후, 2

항에서 최고선 내 두 요소로 부각된 윤리성과 행복의 결합은 분석적이 아

닌 종합적 방식이라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3항에서는 실천 이성의 이율

배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제시하고, 이것이 이율배반으로 성립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4항에서는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의 해소, 즉

최고선의 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논변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윤리 의식과

이에 비례하는 행복 사이의 결합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를 인식하거나 통

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지적 세계의 개념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칸트의 논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칸트의 최고선 이론이 행복

124) 이러한 칸트의 답은 최고선이 도덕 법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이미 전제하고 있

다. 이런 전제를 인정한 후에야, “도덕 법칙만이 저 최고선과 그것의 영향

(Bewirkung) 내지 촉진(Beförderung)을 객관으로 삼게 하는 근거로(als der Grund)

보아져야 하는 것이다”(KpV, A196=Ⅴ109)라는 칸트의 언급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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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윤리론의 균열을 치유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여전

히 자연 세계와 자유 세계의 결합이라는 과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게 된다

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 덕과 행복의 결합이라는 과제

우리는 앞서 논의를 통해 칸트가 실천이성의 「변증학」을 통해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의 무조건적 총체’, ‘순수 의지의 전대상’으로 상정된 ‘최

고선’ 개념을 궁구하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대체 ‘최고선’

이란 무엇인가?

칸트도 다른 논의에 앞서 우선 ‘최고선’이 무엇인지부터 밝히는 개념

정립을 시도한다. 그는 최고선 개념이 지닌 애매함을 지적한다.125) 왜냐하

면 ‘최고’라는 용어에는 상이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나

는 우리는 ‘최고’라는 말을 통해 “최상(das Oberste)”을 표현하기도 하고, “완

벽(das Vollendete)”을 표현하기도 한다(KpV, A198=Ⅴ110). 두 개념은 일상 용

어로는 쉽게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 서로 구분되는 의미를 갖는다.

‘최상’은 “자체로 무조건적인, 다시 말해 다른 어떠한 것에 중속되지 않

는 그러한 조건”, 곧 “원본(originarium)”을 뜻한다126)(KpV, A198=Ⅴ110). 즉, 상

위의 것과 하위의 것 중 최상위의 것을 의미한다. 반면, ‘완벽’은 “같은 종

류의 더 큰 전체의 어떤 부분이 아닌 그런 전체”, 곧 “완전(perfectissimum)”

을 뜻한다.”127)(KpV, A198=Ⅴ110) 즉, 여기서는 상위나 하위, 혹은 더 있거나,

덜 있는 것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충

전된 상태 그것을 완벽이라고 부른다.

칸트가 최고선에 대해 논하면서, 굳이 ‘최상’과 ‘완벽’을 개념적으로 구

125) “최고라는 개념(Der Begriff des Höchsten)은 이미 애매함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에 주의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불필요한 쟁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KpV,

A198=Ⅴ110).

126) „Das erstere ist diejenige Bedingung, die selbst unbedingt, d.i. keiner andern

untergeordnet, ist (originarium)‟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127) „das zweite dasjenige Ganze, das kein Teil eines noch größeren Ganzen von

derselben Art ist (perfectissimum)‟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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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 언급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자.

ⓐ(행복할 만한 품격으로서) 덕(Tugend)은 우리에게 오로지 ⓑ소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wünschenswert)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의 최상

조건이고, 그러니까 또한 ⓒ행복을 얻으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최상

조건이며, 그러니까 ⓓ최상선(das oberste Gut)이라는 사실은 ⓔ분석학에

서 증명되었던 바다(KpV, A198=Ⅴ110).

칸트는 최고선을 언급하는 도중 “최상선(das oberste Gut)”이라는 다소 생

소한 개념을 꺼낸다.128) 그는 최상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변증학」에서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한다. 최상선은 최고선의 두

요소 중 ‘최상’만을 다룬다. 그런데 「분석학」에서는 다른 모든 것에 앞

서는 최상 조건으로서 도덕 법칙, 즉 ‘최상 조건’만을(ⓑ, ⓒ) 다룰 뿐, ‘완

벽’과 관련된 것은 논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기론」에서 ‘행복할 만한

품격’으로 설정된 ‘덕(Tugend)’129)은 단지 최상선에 해당할 뿐이다(ⓐ, ⓓ).

이러한 논의를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분석학」에서는

128) 최고선(summum bonum)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지도 개념이었다. “철학은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기에 최고선을 세울 개념에 대

한 가르침이자, 그를 통해 최고선이 얻어질 수 있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었

다”(KpV, A194=Ⅴ108). 반면, ‘최상선’은 칸트가 창안해 낸 독특한 고안물이다. 칸

트는 기존의 ‘최고선’ 개념을 전유하여 비판철학 내에서 소화하고자 했다. 최상선은

최고선 개념을 칸트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가공해 낸 대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9) 본 절에서는 칸트의 ‘덕’을 「동기론」의 논의에 기대어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마음

씨’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칸트가 언급한 덕의 성격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 다수의 견

해는 칸트의 덕은 최상선 즉, 도덕 법칙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덕이 과연 칸트가 비판한 행복 개념에 머무는 것인지, 아니

면 칸트가 순수 의지의 전대상이라고 말한 최고선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자마다 차이

가 있다. 예를 들어 엥스트롬(S. Engstrom)은 칸트의 덕(Katian virtue)은 평범한 사람

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덕의 약한 버전

(the weaker versions of virtue)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은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Aristotelian of virtue)은 덕의 강한 버전(the stronger versions)으로서 양자 간 덕의 해

석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칸트의 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으로 해석될 여지 또한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Stephen Engstrom(1996), “Happiness

and the Highest Good in Aristotle and Kant”, Stephen Engstrom & Jennifer Whiting

(eds.), Aristotle, kant, and the Stoics: Rethinking Happiness and Duty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5-1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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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과 관련된 ‘최상선’을 다루었을 뿐이므로(ⓔ), 이제「변증학」에서는

‘완벽’과 관련된 ‘최고선’을 다루려 한다. 즉, 칸트는 ‘최상’과 ‘완벽’을 구분

함으로써, 「분석학」의 성과와 미해결된 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변증

학」의 과제를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칸트가 해명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도덕 법

칙에 따르려는 마음씨’즉, ‘덕’이 ‘완벽’이 아니라 ‘최상’에 한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완벽’하기 위해 ‘덕’ 외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칸트는 덕을 인간의 “욕구 능력의 대상(Gegenstand des Begehrungsvermögens)”

으로서 볼 때, “전체적인 완벽한 선(das ganze und vollendete Gut)”은 아니라

고 단언한다130)(KpV, A198=Ⅴ119). 즉, 우리는 순수 이성의 변증성으로 인해

‘순수 의지의 전대상’인 ‘최고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덕은 ‘대상(der

Gegenstand)’이기는 하되, ‘전대상(der ganze Gegenstand)’이라고는 볼 수 없다

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덕’ 만으로는 ‘최고선’이 될 수 없다는 뜻이

다. 그렇다면, 최고선에서 결여된 부분은 무엇일까?

여기서 칸트는 의외의 답을 내놓는다. 그는 앞서 『윤리형이상학 정

초』와 『실천이성비판』의「분석학」에서 도덕성을 정초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지목했던 ‘행복(Glückseligkeit)’을 최고선의 또 다

른 요소로 놓는다.131) 즉, 그가 볼 때, ‘도덕성’은 단지 ‘최상’에 해당할 뿐이

고, 그 외에 반드시 ‘행복’이 첨가되어야만 ‘완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 본인이 제기한 행복론과 윤리론 사이의 균열을

‘최고선’ 개념 안에서 연결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전개한 도덕 법칙의 절대성은 행복론과

윤리론의 균열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굳이 행복을 「변증

학」에 도입하려 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자

의 완전한 의욕’을 언급한다. 최고선은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의 무조건

적 총체’, 혹은 ‘순수 의지의 대상’이라는 말로 표현되듯, ‘의지의 대상’, 곧

130) “그러나 그렇다해서 덕은 아직 이성적 유한 존재자의 욕구 능력의 대상(Gegenstand

des Begehrungsvermögens vernünftiger endlicher Wesen)으로서의 전체적인 완벽

한 선(das ganze und vollendete Gut)은 아니다”(KpV, A198=Ⅴ119).

131) “전체적인 완벽한 선 … 그런 것이기 위해서는 행복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KpV,

A199=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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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이 객관으로 삼는 그 무엇이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행복할

품격이 있는 것’, 즉 덕스러움은 의지의 규정 근거일 수는 있어도, 완전한

의욕, 즉 의지의 총체적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

리의 의욕은 행복할 품격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비례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KpV, A199=Ⅴ110).132)

게다가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단지 사애(私愛)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즉,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가 아니더라도, ‘이성

적 존재자’라면 당연히 가지게 되는 기대이다.133) 인간은 단지 자신의 경

향성과 필요에 따르지 않더라도, 즉 도덕 법칙에 따르더라도 행복134)에 대

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칸트의 입장이다. 즉, 인간은 결코 행복

에 무관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의욕의 대상으로서 행복을 도외시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특성

으로 인해, 실천 이성의 대상 개념에서 행복이 빠지게 되면 이는 ‘완벽’하

132) “행복을 필요로 하고, 또한 행복할 품격이 있으나, 그럼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성적 존재자 … 의 완전한 의욕과는 전혀 양립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KpV,

A199=Ⅴ110).

133) “그것도 한낱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인격의 당파적 안목에서가 아니라, 세계 내의

인격 일반을 목적 자체로 여기는 무당파적 이성의 판단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KpV,

A199=Ⅴ110).

134) 물론, 여기서 칸트가 말하는 행복이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사용하는 행복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언뜻 보기에도 a) ‘경향성과 필요에

따른 행위에서 기대하는 행복’과 b) ‘도덕 법칙에 따르는 마음씨를 지닌 이가 기대

하는 행복’은 질적으로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칸트의 행복 개념

이 지닌 다의성에 비추어 볼 때, 칸트가 「분석학」에서 비판하는 행복은 a)인데

반해, 「변증학」에서 언급하는 행복은 b)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견해이다.

하지만 b)에서 말한 행복이 과연 a)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수의

이견이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칸트의 행복’과 ‘아리스토텔레스 행복’ 사이의 유사성

과 차이점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 참조. [김종국

(2013b), 「칸트의 행복주의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적중하는가?」, 한국칸트학

회, 『칸트연구』, 31, 177-198.] ; [맹주만(2013), 「칸트의 도덕적 행복과 아리스토

텔레스」,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32, 167-196.] ; [김종국(2017), 「아리스토텔

레스는 칸트가 비판하는 행복주의자인가?」,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39,

125-142.] ; 연구자는 칸트의 행복 개념을 감성적 행복, 미감적 행복, 미감적·도덕적

행복, 도덕적 행복 등 네 가지로 나눈 후, 칸트의 행복에 대한 서술이 경향성의 충

족으로서의 행복인 감성적 행복으로부터 도덕성의 필연적 결과로서의 행복, 즉 최

고선에서의 도덕적 행복을 궁극목적으로 보는 수준까지 다층적으로 나뉜다는 점을

보여준 곽정훈(2018)의 연구를 지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곽정훈(2018), 「칸트 사상

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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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의지의 전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즉 최상선이

아니라, 완전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덕’ 뿐만 아니라, ‘행복’도 필요

하다. “무릇 덕과 행복이 함께 인격에서 최고선을 소유하고”, 이 때 행복

이 “윤리성에 정비례하는 몫을 가지고” 최고선을 형성할 때(KpV, A199=Ⅴ

110)135), 비로소 이 “최고선은 전체, 곧 완전선”(KpV, A199=Ⅴ111)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이렇게 ‘최상’과 ‘완벽’을 구분함으로써, 자신이 수행한「분석

학」의 업적을 ‘최상선’에 한정지을 수 있었고, ‘완전선’, 즉 ‘덕과 행복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변증학」의 과제로 새롭게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2)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에 대한 탐구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칸트가 덕과 행복의 결합이라는 과제를 중시

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우리가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행복론과 윤리론의 결합을 목표로 하는 칸트의 시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칸트가 행복론과 윤리론을 어떠한 방

법을 활용하여 통합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비록 완전선으로서의 최고선이 ‘덕과 행복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과제

를 산출한다는 결론에 이르긴 했으나, 칸트는 자신이 「분석학」에서 이

미 밝힌 덕의 우선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는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마음’이 ‘행복’보다 우선하는 최상위 조건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136)

즉, ‘도덕 법칙’은 특정한 조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137) 그러나, 행복은

135) 칸트 비판철학 내에서 최고선의 의미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비록, 행복과 덕의

결합이라는 최고선의 대종은 유지하지만, 그 결합이 단순한 결합인지, 비례적 결합

인지 서술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강지영(2007, 148)은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양자의 결합이 proportioniert로 표현되는 반면, 『판단력비판』과 『이

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는 einstimmen, zusammentreffen, zusammenstimmen

등의 동사가 사용된다는 사실에서, 전자는 양자의 비례적 결합을, 후자는 단순한 결

합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비례적 결합은 최고선의 가능성을 ‘저

세계’로 한정하는 반면, 단순한 결합은 ‘이 세계’로 상정한다는 면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136) “물론 여기서도 덕은 언제나 조건으로서 최상선이다”(KpV, A199=Ⅴ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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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법칙’과 달리 최상위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Ⅱ장 1절의 논의에서 살

펴보았듯, 행복은 ‘기술적-실천적 명제’로서, 그것의 ‘물리적 가능성’은 우

리에게 주어진 현상의 원인 계열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또한 굳이 멀리까

지 갈 필요 없이, 칸트는「동기론」에서 행복이란 덕스러운 사람에게 기

대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행복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절

대적으로 그리고 모든 관점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도덕 법칙에

알맞은 거동을 조건으로 전제하는 것”(KpV, A199=Ⅴ111)이므로, 조건에 얽

매이지 않는 도덕 법칙에 그 가능성이 의존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행복과 덕은 종적(種的)으로 다른 것이

라는 사실이다. 비록 행복의 실현이 도덕 법칙에 따르려는 마음씨, 즉 덕

에 부수하긴 하지만, 행복은 ‘물리적 가능성’과 관련되는 반면, 덕은 ‘도덕

적 가능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각기 ‘조건 지어진 것’, ‘무조건적인 것’으

로 대표될 수 있다. 조건 지어진 것은 현상 원인 계열의 속성으로서 ‘자연

법칙의 세계’에 해당하고, 무조건적인 것은 현상의 원인 계열에서 발견되

지 않는 것으로서 ‘자유 법칙의 세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복과 덕이 종

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칸트의 언급은 그의 비판철학 체계 내에서 정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칸트의 고민이 생겨난다. 그가 제시한 ‘최고선’은 덕과 행복

의 결합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종적으로 이질적인 것들을 대체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 것일까? 게다가 칸트는 행복론은 윤리론의 성립을 방해하

는 가장 큰 적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138) 따라서 칸트는 양자

의 결합은 종합적(synthetisch)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

면 양자가 동종의 것이라면, 그 결합은 분석적(analytisch)이 될 터이지만,

이미 양자가 이종적(異種的)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이다.139)

137) “최상선은 자신 위에 더 이상의 조건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KpV, A199=Ⅴ

111).

138) “덕의 준칙들과 자기 행복의 준칙들은 그 최상의 실천 원리에 있어서 전혀 이질적

인 것이고, 일치와는 거리가 아주 멀며, 양자가 비록 최고선을 가능하게 하고자 최

고선에 〔함께〕 속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주관 안에서 아주 상호 제한적이며 상호

파괴적이다”(KpV, A202=Ⅴ112).

139) 칸트 비판철학에서 분석적(analytisch)이란, 곧 논리적 연결(logische Verknüpfung)을 의

미하고, 종합적(synthetisch)이란, 곧, 실재적 결합(reale Verbindung)을 가리킨다(K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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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계를 거쳤으나 칸트는 덕과 행복의 결합이라는 자신의 과제

를 수행하기 전에 양자의 결합이 종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그는 이전의 철학자들이 수행했던 최고선과

관련된 탐구를 일별하며, 이전에는 “덕과 행복의 연결 …덕 있으려는 노

력과 행복을 얻으려는 이성적 노력”을 “서로 다른 행위가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행위”(KpV, A200=Ⅴ111)로 보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가 볼 때, 이

러한 방식의 연결은 분석적인 결합, 즉 동일률(Gesetz der Identität)에 따른

것으로서 근본적인 전제 자체가 오류이다.

칸트가 근본적으로 동일률이라는 오류에 빠진 옛 사조로 제시한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이다.140)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중시

하는 반면,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대척

점에 있다고 보는 게 보통의 상식이다. 하지만 칸트는 겉으로 드러난 차

이보다는 최고선의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에피쿠

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최고선의 개념 규정에서 덕과 행복을 서로

A199=Ⅴ111).

140) 우드(A. W. Wood)는 칸트의 「윤리학 강의」에 의거하여, 칸트가 기존의 윤리학적

이상(ethical ideals)을 크게 다섯 개의 사조(①～⑤)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

였다. 우드는 칸트가 ①, ②, ③에서 우리의 자연적 힘(natural powers)에 초점을 맞

추는 반면, ④, ⑤는 초자연적인 것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① 키니코스의 이상(The Cynic ideal) : 디오게네스(Diogenes)와 안티스테네스(Antisthenes)가

대표적이다. 자연적 단순함(natural simplicity)과 기예(art)보다는 자연의 산물(the product of

nature)로서의 행복을 중시한다.

②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상(The Epicurean ideal) : 자연보다는 기예의 산물(a product of

art)로서의 행복을 중시한다.

③ 스토아 학파의 이상(The Stoic ideal) : 제논(Zeno)이 대표적이다. 도덕적 완벽함

혹은 덕(moral perfection or virtue)을 정체성으로 하는 행복을 중시한다.

④ 신비주의적 이상(The mystical ideal) : 플라톤(Plato)이 대표적이다. 최고선은 최고

존재자와의 합일(communion with the highest being) 안에서 그 자신을 바라보

는 인간 존재를 의미한다고 본다.

⑤ 기독교적 이상(The Christian ideal) :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영성을 중시한다.

이상과 같은 우드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는 칸트가 ①～⑤ 다섯 가지 윤리학적

이상 중 ②와 ③을 대표적으로 분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본다. ①, ④, ⑤

는 인간의 기예(art)보다는 자연의 단순함(①), 혹은 초자연적인 것(④, ⑤)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초점, 특히 덕 있게 살려는 마음씨에 대한 노력이 상

대적으로 흐려지게 된다. 반면, ②와 ③은 인간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 있

기에 ‘덕’을 인간의 관점에서 규정한 칸트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보

인다. 우드의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len W. Wood(2007), Kan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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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두 요소로 인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동일성의 규칙을 좇아 원리의

통일을 구한 점에서 같은 방법을 따랐던 학파”(KpV, A200=Ⅴ111)라고 평가

하고 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자기의 준칙을 의식함, 그

것이 덕141)이라 말했고,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자기의 덕을 의식함

이 행복142)이라 말했다. 전자에게는 영리함(Klugheit)(지혜로움)은 윤리

성과 같은 것(als Sittlichkeit)이었고, 덕에 대해 보다 높은 명칭을 택했던

후자에게는 윤리성만이 참된 지혜였다(KpV, A200=Ⅴ111).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덕과 행복 두 개의 요소 중 더 근본

이 되는 요소를 다르게 보았다는 점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중심으로 ‘덕’을 규정하고자한 반면(ⓐ), 스토아 학파는 ‘덕’

을 중심으로 ‘행복’을 규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준칙 안에” 이미 덕의 개념이 있

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스토아 학파는 “행복의 감정”이 이미 “자기의 덕에

대한 의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KpV, A202=Ⅴ112) 두 학파

는 모두 덕과 행복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143)

그런데 계속 언급했듯, “행복과 윤리성은 최고선의 종적으로 전혀 다른

141) „sich seiner auf Glückseligkeit führenden Maxime bewußt sein, das ist Tugend‟

142) „sich seiner Tugend bewußt sein, ist Glückseligkeit‟

143) 칸트가 전개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덕과 행복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

면 <표7>과 같다.

에피쿠로스 학파(der Epikureer) 스토아 학파(der Stoiker)

전

제

덕과행복이

동일하다고본이유
영리함은윤리성과같은것이다. ‘자기의 덕을 의식함’이 행복이다.

덕에 대한

관점의 차이
‘행복으로 인도하는자기의준칙을의식함’이덕이다. ‘윤리성’만이 참된 지혜이다.

결

론

덕이란?
행복을얻기위한수단들을이성적으로

사용할때의준칙의형식임

전체최고선

Tugend sei das ganze höchste Gut

행복이란?
전체최고선

Glückseligkeit sei das ganze höchste Gut
주관의상태에속하는것으로서덕의소유의식임

<표7>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주장 비교(KpV, A200-202=Ⅴ111-11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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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요소들이고 그러므로 양자의 결합(Verbindung)은 … 분석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개념의 종합인 것”(KpV, A203=Ⅴ112)이기

때문에, 행복과 윤리성을 분석적으로 인식하려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아 학파의 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덕의 준칙과 행복의 준칙은 상호

제한적이고 심지어는 상호 파괴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선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어떻게

최고선이 실천적으로 가능한가(Wie ist das höchste Gut praktisch möglich)?”(KpV,

A203=Ⅴ112)라는 물음은 행복과 덕의 결합을 해명해야 하는데, 동일률에

근거한 분석적 논의는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144)을 담보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 즉 덕과 행복의 결합은 인과율(Gesetz

der Kausalität)에 의거한 종합적 결합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은 선험적으로 확보되어

야 한다. 왜냐하면 선험성이 확보될 때에만 “실천적으로 필연적인 것

(praktisch notwendig)”(KpV, A203=Ⅴ113)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고선의 가능성이 단지 경험적 원리에 기댈 뿐이라면, 최고선

개념은 단지 우연적인 것으로 남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덕과 일치

하는 행복이란 단지 우연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터이고, 이것은

‘순수 의지의 전대상’,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의 총체’라는 최고선의 의미

와 상충하게 된다.145)

따라서, 최고선은 경험이 아닌 선험성에 근거해야 하므로, “이 개념의

연역은 초월적”일 수밖에 없다(KpV, A203=Ⅴ113). 즉, 칸트는「변증학」에서

자신이 최고선의 초월적 연역을 수행할 것이라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덕

144) 최고선의 가능성은 실천적인 것이다. 최고선의 이론적 가능성은 논구될 수 없다. 왜

냐하면 덕의 준칙과 행복의 준칙은 명백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145) “최고선을 의지의 자유로부터 산출하는 것, 그것은 선험적으로 (도덕적으로) 필연적

이다”(KpV, A203=Ⅴ113) 이라는 칸트의 언급에서 최고선이 선험적이며, 필연적이

라는 그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최고선의 선험성과 필연성은 ㉠～㉢과 같은 논리

전개를 전제하고 있다. ㉠최고선의 두 요소 중 하나는 도덕 법칙이다. ㉡도덕 법칙

은 초월적 자유의 존재를 상정할 때 가능하다. ㉢초월적 자유는 현상계의 인과 계

열에서 벗어나 있는 선험적인 것이며, 선험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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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복의 종합적 결합과 관련된 칸트의 논의를 다루기 전, 초월적 연역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구해 봄으로써, 그가 제시하는 최고선 개념

의 실천적 가능성의 성격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칸트는 비판철학 전반에 걸쳐 ‘초월적 연역(die transzendentale Deduction)’

을 강조해 왔다. 그는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분석학」에서146) ‘초

월적 연역’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연역’이란 어떠한 것이 정

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증명해 내는 것이다147) 특히 인간이 가진 개념

들 가운데에는 선험적이고 순수한 사용을 위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들은

항상 그것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되어야 한다. 즉, 연역을

필요로 한다.148) 그런데, 이러한 연역은 경험적 연역과 구별되는 초월적

연역이 필요하다(KrV, A85=B117)

나는 ㉠어떻게 선험적 개념이 대상과 관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방

식에 대한 설명을 그 개념의 초월적 연역(die transzendentale Deduction)이

라 부르고, … 그래서 ㉡권리 있음(Rechtmäßigkeit)이 아니라, 그에 대해

㉢그 소유가 생겨난 사실(Faktum)과 관련하는 경험적 연역(die empirische

Deduction)과 구별한다(KrV, A85=B117).

경험적 연역은 단지 현재 주어진 ‘사실’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데 관

련될 뿐이다(㉢). 하지만 초월적 연역은 경험이 아닌 ‘선험적 개념’의 권리

가 타당한지 여부를 다룬다(㉡, ㉢). 이는 칸트 자신이 규정한 ‘초월적’이라

는 말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초판의 서론에서는 “나는 대상들이 아니라,

146) 초월적 연역에 대한 설명은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분석학」 제2장 「순수

지성개념들의 연역에 대하여」의 제1절 ‘§13 초월적 연역 일반의 원리들에 대하여’

에서 언급된다.

147) “권한과 월권을 논할 때에 법이론가들은 소송에서 무엇이 법적인가/권리 있는가 하

는 물음과 사실에 관한 물음을 구별하고, 이 양자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권한

내지는 정당한 권리를 밝혀내야 하는 전자의 증명을 연역이라 일컫는다”(KrV,

A116=B84).

148) “인간의 매우 복잡한 인식의 망을 형성하는 갖가지 개념들 가운데는 또한 (모든 경

험으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선험적이고 순수한 사용만을 위해 정해져 있는 몇몇

개념들도 있는데, 이 개념들은 항상 그것의 권한에 대한 연역을 필요로 한다”(KrV,

A116=B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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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들 일반에 대한 우리의 선험적 개념들을 다루는 모든 인식을 초월적

이라고 부른다”(KrV, A11-12)고 언급하였고, 이후 출간된 『형이상학 서

설』에서 ‘초월적(transzendental)’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든 경험에 선행

(vorhergehen)하면서도 … 오직 경험 인식(Erfahrungserkenntniß)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만 쓰이도록 정해져 있는 어떤 것”(Prol, A204=Ⅳ373)149)이라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 출간된, 『순수이성비판』재판의 서론에서는 “나는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방식을 이것이 선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모든 인식을 초월적이라고

부른다”(KrV, B25)라고 하여 ‘초월적’이란 말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하

고 있다. 즉, 초월적이란 한 개념에 대한 선험적인 권리 근거를 증명하여,

종국에는 그 개념의 필연성을 담보해 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칸트가 「변증학」에서 최고선과 실천적

가능성을 초월적 연역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지 명백

해진다. 즉, 칸트는 최고선 개념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선험적이고 필

연적인 것이라는 점을 주장 하는 것이다.

(3)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에 대한 물음은 ‘덕과 행복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탐구와 같다. 결합은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양자는 상호 제한하거나, 상호 파괴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즉, 분석적 결합의 가

능성은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종합적 결합의 가능성뿐이다.

칸트는 특히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자 했다.150)

149) “초월적(transzendental)은… 모든 경험을 넘어가는 어떤 것(etwas, das über alle

Erfahru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에 선행(vorhergehen)하면서도(즉

선험적(a priori)이면서도), 오직 경험 인식(Erfahrungserkenntniß)을 가능하도록 하

는 데에만 쓰이도록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개념들이 경험

을 넘어서면(überschreiten), 그 사용은 초험적(transzendent)이라 일컬어지고, 그것

은 내재적(immanent) 사용, 다시 말해 경험에 국한된(eingeschränkt) 사용과 구별

된다”(Prol, A204=Ⅳ373 Anm.).

150) “우리에게 실천적인, 다시 말해 우리 의지에 의해 현실화된 선에서 덕과 행복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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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덕과 행복의 결합이 종합적인 한, 인과율에 의지할 수밖에 없

다. 즉,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 생각”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

천적 선, 다시 말해 행위에 의해 가능한 것에 관계하기 때문이다”(KpV,

A204=Ⅴ113). 따라서, 행복이 덕의 원인이 되거나, 혹은 덕이 행복의 원인이

되는 방식의 결합만이 가능하다. 칸트는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한 후, 각각의 가능 여부를 논한다(KpV, A204=Ⅴ113).

(경우①) “행복에 대한 욕구가 덕의 준칙들을 위한 동인”이다.

(경우②) “덕의 준칙이 행복을 낳는 원인”이다(KpV, A204=Ⅴ113).

(경우①)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schlechterdings unmöglich)”(KpV, A204=

Ⅴ113). 칸트는 「분석학」에서 행복론과 윤리론을 구분하며, 의지의 규정

근거가 ‘법칙 수립적 형식’에 있지 않은 모든 것, 즉 ‘질료’인 모든 것을 윤

리론에서 배격한 바 있다. 이 때 ‘질료’는 결국 행복으로 귀결되므로, 행복

이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된다면 도덕과는 무관한 것이 된다. 따라서 덕과

무관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복이라는 원인이 덕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

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우②)도 “또한 불가능하다(auch unmöglich)”(KpV, A204=Ⅴ113). 이는 우

리의 주변만 둘러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

이라고 해서 반드시 세속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칸트

는 그 이유로 행복 곧, “세계 내에서의 원인들과 결과들의 모든 실천적 연

결”(KpV, A204=Ⅴ113)이 “자연 법칙들에 대한 지식 및 이것을 그의 의도대

로 사용하는 자연적 능력”(KpV, A205=Ⅴ113)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든

다.151) 행복은 ‘자신의 의도대로 무언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물

리적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계의 원인성에 종속된다. 그러

므로 “의지의 도덕적 마음씨”, 즉 예지계의 원인성인 ‘도덕 법칙’과는 이종

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als notwendig verbunden) 생각된다”(KpV, A204=Ⅴ113).

151) ‘행복이 자연적 능력에 기초한다’는 칸트의 언급은 우리가 본고 Ⅱ장 1절에서 상론

한 ‘행복은 도덕적 가능성이 아닌 물리적 가능성에 기초한다’는 내용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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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결국 예지계의 원인성인 도덕 법칙이 현상계의 결과인 행복을 도

출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할 수는 없다.152)

그런데, 행복과 덕의 연결을 의미하는 “최고선의 촉진”은 “도덕 법칙과

불가분리적으로 연관되어”(KpV, A205=Ⅴ114)있다. 즉, 행복은 절대적으로 의

지의 규정 근거가 될 수 없고, 도덕 법칙만이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최고선은 행복이라는 요소보다는 도덕 법칙이라는 요소와 더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최고선은 도덕 법칙을 의지의 규정 근거로

하는 “우리 의지의 선험적이고 필연적인 객관(ein a priori notwendiges Objekt

unseres Willens)”(KpV, A205=Ⅴ114)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칸트는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의 이

율배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

는가?’라는 문제와 더불어, 이와 구별되는 문제인 ⓑ ‘최고선의 촉진이 명

령될 수 있는가?’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와 ⓑ는 별개의 문제이면서

도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이

부정적인 것으로 결론난다면(ⓐ), 최고선의 촉진을 명령하는 것(ⓑ)은 부

당한 일일 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최고선의 가능성과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명령이 필연적이어야만 하는 이유에 관해 도덕 법칙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러므로 만약 최고선이 실천 규칙들에 따라 불가능하다면, 이를 촉

진할 것을 명령하는 도덕 법칙 또한 환상적이고 공허한 상상된 목적

들 위에 세워진, 그러니까 그 자체로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다(KpV,

A205=Ⅴ114).153)

칸트의 이러한 언급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그는 『윤리형이상학 정

152) “또한 불가능하다. … 어떠한 필연적인, 최고선을 위해 충분한, 덕과 행복의 연결은

세계에서 도덕 법칙들을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기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KpV, A205=Ⅴ113).

153) „Ist also das höchste Gut nach praktischen Regeln unmöglich, so muß auch

das moralische Gesetz, welches gebietet dasselbe zu befördern, phantastisch

und auf leere eingebildete Zwecke gestellt, mithin an sich falsch sein.‟ (굵은 글

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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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와 「분석학」에서 도덕 법칙의 절대성을 확립하는 데 힘썼다. 심지

어 도덕 법칙을 ‘순수 이성의 사실’이라고 하여 그 실재성을 필연적인 것

으로 상정했다. 그런데, 이제 도덕 법칙의 절대성과 필연성에 기대어 최고

선의 필연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154)

이제 칸트의 의도가 보다 확실해졌다. 칸트는 도덕 법칙에 관한 논의

를 통해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과 필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칸트의 논변을 따라가기 전에, 우선 칸트가 제기한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155)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

약 칸트가 제기한 것이 행복과 덕의 연결에 대한 이율배반이 성립하지 않

는 것이라면, 이율배반의 해결에 주력하여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

보하려는 칸트의 논의 또한 무용해지기 때문이다.

칸트가 제기한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는 벡

이다. 벡은 완전선(bonum consummatum)으로 해석된 최고선(summum bonum)

에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고 본다. ㉮ 그것이 도덕적 의지의 결

정적 근거인가? ㉯ 그것을 찾아내고 촉진해야 할 도덕적 필연성이 있는

가? ㉰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156) 벡은 일련의 논의 끝에 ㉮와 ㉯에 대

하여 부정적으로 답한다. 왜냐하면 의지의 규정 근거는 ‘최고선’이 아니라

154) 칸트의 언급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분석학」에서 입증되었듯 도덕 법칙은 절대적이다. ㉡실천 이성의 이율

배반에 관한 논의 결과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

만 최고선은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의 총체성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의 필연적 대상

이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최고선의 실현을 촉진한다. ㉣ 하지만 만약 최고선의 실

천적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면(㉡), 최고선의 실현을 촉진하는 도덕 법칙의 명령(㉢)

도 공허한 것일 뿐이다. ㉠～㉣로 이어지는 논리전개로 미루어볼 때, 칸트가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지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다. ㉤ 도덕 법칙의 필연

성은 자명한 것이므로, 최고선의 촉진이 명령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최고선의 실천

적 가능성도 확보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칸트는 이후,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긍

정하는 논변을 진행한다.

155) 칸트는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에 처한 문제 상황을 ‘순수 사변 이성의 이율배반’에

빗대어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이라 명명한다. 순수 사변 이성의 이율배반은 “세계

내 사건들의 인과성에서 자연 필연성과 자유 사이에”(KpV, A205=Ⅴ114) 나타난 상

충을 의미하는 반면,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은 최고선의 두 요소인 행복과 덕의 종

합적 결합, 즉 인과 결합의 가능성 여부를 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6) “(1) Is it the determining ground of the moral will?, (2) Is there a moral

necessity (duty) to seek and to promote it?, (3) How is it possible?” (Beck,

1980: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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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법칙’이며(㉮), 우리는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질 뿐, 질료

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무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Beck, 1980: 242-255).157)

이 과정에서 벡은 칸트가 제시한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이 실제로는 이

율배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칸트

는 (경우①)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경우②)는 ‘조건적으로만 불가

능’한 것으로 보았고, 그럼으로써 (경우②)는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는 주장을 펼친다.158) 벡이 볼 때, 이러한 칸트의 논변은 이율배반이 아닌

것, 즉 모순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을 서로 반대의 것처럼 보이게 하는 주

장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율배반이라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

다. 만약 해소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율배반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벡은 칸트가 제시한 불완전한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 대신, 두

명제 사이의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새로운 이율배반을 제시한다. 벡

이 제시한 이율배반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이다(Beck, 1980: 247).

벡의 이율배반①

(정립) : 덕의 준칙은 행복의 원인이어야만 한다.

(반정립) : 덕의 준칙은 행복의 효과적인 원인이 아니다. ; 행복은 오로지 자연

법칙을 알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기인할 뿐이다.159)

벡의 이율배반②

(정립) : 최고선은 가능하다.

증명 : 도덕 법칙이 최고선을 요구한다.

(반정립) : 최고선은 불가능하다.

157) “(동기로서, 객관으로서) 모든 도덕적 결과는 ‘최고선’의 두 요소 중 하나인 최상선

(bonum supremum)에서 비롯된 것일 뿐, 두 요소 모두인 완전성(bonum

consummatum)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 “all the moral consequences drawn

from it (as motive, as objekt) are drawn from one of its members (bonum

supremum), not from both (bonum consummatum)” (Beck, 1980: 255)

158) 칸트가 제시한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 해소에 관한 내용은 본고 Ⅲ장 1절 2)소절을 참고

할 것.

159) Thesis : The maxim of virtue must be the cause of happiness.

Antithesis : The maxim of virtue is not the efficient cause of happiness;

happiness can result only from successful use of knowledge of the

laws of nature. (Beck, 1980: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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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 덕과 행복의 연결은 분석적이지도 혹은 종합적이지도 않으며,

선험적으로도 혹은 경험적으로도 주어지지 않는다.160)

벡의 이율배반①은 덕의 준칙과 행복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고, 벡의 이율배반②는 최고선의 가능 여부를 묻고 있다.

확실히, 벡이 재정식화한 이율배반은 ‘원인-결과의 연결 가능 여부’와 ‘최

고선의 가능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기에 ‘가능 對 불가능’이라는 보

다 훨씬 더 대립이 명확한 구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벡 스스

로도 자신이 제시한 이율배반에 대하여 “반정립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지

배 받고 있는 가시계에서 참”인 반면, “정립은 예지계에서 참일 수 있다.”

고 한다. 왜냐하면 정립이 확고한 참이나 확고한 거짓이 아닌 이유는 “근

거로서의(as ground) 덕과 결과로서의(as consequent) 행복의 종합적 연결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확실한 형태의 참․거짓 여

부를 단정 짓기는 힘든 상태이기 때문이다(Beck, 1980: 247).161)

그러나 연구자는 벡의 재정식화한 이율배반이 칸트의 이율배반과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벡은 덕의 준칙과 행복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벡의 이율배반①)와 최고선의 가능 여부(벡의 이

율배반②)가 서로 별개의 논의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 벡이 말하는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벡의 이율배반②)은 ‘예

지계의 원인성인 도덕 법칙이 현상계의 결과인 행복을 도출함’(벡의 이율

배반①)과 외연만 다를 뿐, 동일한 내포를 지니고 있다.162) 즉, 벡은 표현

160) Thesis : The summum bonum is possible. Proof : The moral law requires it.

Antithesis : The summum bonum is not possible. Proof : The connection between

virtue and happiness is neither analytical nor synthetic a priori nor

empirically given. (Beck, 1980: 247)

161) “The antithesis is true of the sensible world if the laws of nature have excusive

sovereignty ; the thesis may be true of the intelligibel world because the synthetic

connection of virtue (as ground) to happiness (as consequent) is not absolutely

impossible”(Beck, 1980: 247).

162)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 성립 여부 對 예지계의 원인성인 도덕 법칙이 현상계의

결과인 행복을 도출함’은 표현상의 차이일 뿐,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표현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로 인과 관계

에 있으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논의는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 성립 여부 對 최고선

촉진 명령의 타당성 여부’라고 할 수 있다.



- 115 -

의 차이에 불과한 것을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로 오해한 상태에서 칸트를

독해한 나머지, 칸트가 제시한 이율배반에 나타난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

성’과 ‘원인-결과의 연결 가능 여부’가 보여주는 분명한 이율배반의 구도

가 석연치 않다고 잘못 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벡

스스로가 재정식화한 명제들이 실제 이율배반의 구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바로 그만큼 칸트가 정식화한 명제들 또한 이율배반의 구도를 명확히 보

여준다고 생각한다. 즉, 벡의 비판과는 달리 칸트의 이율배반은 확실히 우

리에게 행복과 덕의 결합이라는 과제가 서로 대립해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163)

이제 칸트가 제시한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이 이율배반으로서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일단락되었다. 앞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칸트

가 제시한 최고선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이율배반이 ‘최고선 촉진 명령의

타당성’, 즉 ‘도덕 법칙의 명령이 지니는 권위’에까지 닿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칸트가 제기한 이율배반을 어떻게 해결하

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행복론과 윤리론의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단

서를 얻고자 한다.

(4)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의 지양

우리가 앞 절에서 보았듯 칸트는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초월적 연

역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즉, 그는 최고선 개념을 경험적․우연적인 것

이 아니라, 선험적․필연적인 것으로 정당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천 이

성의 이율배반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최고선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왜냐하면 행복과 덕은 이종적인 것이기에 양자 사

이의 종합적 결합마저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

게 되면 최고선의 두 요소 중 원인성에 해당하는 도덕 법칙의 지위마저

163) 김진의 벡에 대한 평가도 연구자의 견해와 비슷하다. “그러나 지성적 세계의 존재나

그 세계를 설계하고 통치하는 실재적인 최고 이성존재자는 우리가 결코 경험적인 방식

으로 획득할 수 없는 이론명제에 속하기 때문에, 칸트가 기술한 이율배반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진, 200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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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못 위태로워질 수 있다. 도덕 법칙은 순수 의지의 전대상인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칸트의 과제는 보다 선명해진다.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을

해소해야만 하는 것이다. 덕과 행복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야만

최고선이 가능해지고, 최고선이 실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야만

「분석학」에서 애써 확보한 도덕 법칙의 절대적 지위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실천이성의 이율배반의 비판적 지양

(Kritische Aufhebung der Antinomie der praktischen Vernunft)”이라 명명한 절에서

실천이성의 이율배반을 해소하기 위한 논변을 펼친다(KpV, A205-215=Ⅴ

114-119).

칸트는 해당 절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순수 사변 이성의 이율배반과 그

해소 과정을 언급하며 순수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 또한 마찬가지 방법으

로 해소할 것임을 암시한다(KpV, A205-206=Ⅴ114). 주지하다시피 그는『순

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변증학」에서 자연 필연성과 자유 사이에 나타

나는 이율배반을 제시한 후164), 현상계와 예지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

를 해소한 바 있다.165) 이는 곧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을 해소하는 과정에

서 예지계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그는 순수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에 대하여 조금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내놓는다. 순수 사변 이성의 이율배반과 관련해서는 현상계와

예지계에 속한 이중적 존재자로서 인간의 지위를 상정할 때,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정립과 반정립이 모두 참으로 판정될 수 있다며 이율배반

을 해소한 반면,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과 관련해서는 정립과 반정립 모두

164) 칸트나 언급한 순수 사변 이성의 이율배반이란 제3이율배반을 의미한다. “순수 사

변 이성의 이율배반에는 세계 내의 사건들의 인과성에 서 자연 필연성과 자유 사이

에 비슷한 상충(ein ähnlicher Widerstreit zwischen Naturnotwendigkeit und

Freiheit)이 보인다”(KpV, A205=Ⅴ114).

165) “이 상충은, 우리가 사건들 및 이 사건들이 생기는 세계마저 … 단지 현상들

(Erscheinungen)로 본다면, 아무런 진정한 상충도 없다는 것이 입증됨으로써 제거

되었다”(KpV, A206=Ⅴ114). ; “그러나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그 행위하는 인격이

자신을 동시에 예지체로 (곧, 시간상으로 규정될 수 없는 그의 현존에서의 순수 예

지자로) 보는 한에서, 자연 법칙들에 따르는 저 인과성의 규정 근거를–이 규정 근

거 자신은 모든 자연 법칙으로부터 자유롭다-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KpV,

A206=Ⅴ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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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보다 일방에서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식

으로 논변을 이끌어간다. 물론 해소 방식은 주어와 술어 사이의 매개념을

재정의하는 칸트 특유의 방식이 활용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긴 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 해소 논변을 살펴보도

록 하자.

칸트는 ‘절대적으로 거짓’인 것과 ‘조건적으로 거짓’인 것을 구분한다

(KpV, A206=Ⅴ114). 앞서 우리는 행복을 원인성으로 한 덕과의 결합(경우①)

은 “절대적으로 불가능(schlechterdings unmöglich)”한 반면, 덕을 원인성으로

한 행복과의 결합(경우②)은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단순히 “불가능

(unmöglich)”하다는 칸트의 평가를 보았다(KpV, A204=Ⅴ113). 칸트는 이미 이

율배반을 제시하는 단계에서부터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경우①)과 불가

능한 것(경우②)을 대비시킴으로써, 후자의 불가능성이 극복될 수 있다는

서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과 ‘불가능’이

라는 수식어가 ‘절대적으로 거짓’과 ‘조건적으로 거짓’이라는 평가와 상호

교환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칸트는 (경우①)에 대하여 “곧 행복을 얻으려는

노력이 덕 있는 마음씨의 근거를 낳는다는 명제는 절대적으로 거짓이

다”(KpV, A206=Ⅴ114)고 평가하는 반면, (경우②)에 대해서는 “덕 있는 마음

씨(Tugendgesinnung)는 필연적으로 행복(Glückseligkeit)을 낳는다는 명제는 절

대적으로 거짓인 것이 아니라, … 오직 조건적으로만 거짓이다”(KpV,

A206=Ⅴ114)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칸트는 어떤 이유에서 (경우②)를 단

지 조건적으로만 거짓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조건이란 무엇일까?

칸트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감성계와

예지계라는 인간의 이중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 의지한다. 즉, (경우②)는

“단지, 그것이 감성 세계에서의 원인성의 형식으로(als die Form der

Kausalität in der Sinnenwelt) 보아지는 한에서, 그러니까 내가 감성 세계에서

의 현존을 이성적 존재자의 유일한 실존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KpV,

A206=Ⅴ114), 바로 그 경우에만 거짓이 된다. 이를 쉬운 말로 서술하면 다

음과 같다. 만약 덕이 감성계에 한정된 원인성이라면, 감성계에서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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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을 수 없다. 감성계 내에서 덕과 행복의 결합은 우연적일 뿐이다.166)

그러나 덕스러운 마음씨, 즉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마음이 감성계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즉 감성계의 원인성에서 벗어나 있다면 덕과 행복의

결합이 가능할 수 있다. 칸트가 『윤리형이상학 정초』와 「분석론」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듯, 인간은 자신의 현존재를 단지 감성계의 현상 계열에

한정짓지 않고, “지성 세계 내의 예지체로도(als Noumenon in einer

Verstandeswelt) 생각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KpV, A206=Ⅴ114), 우리가

순수 이성의 사실로 의식할 수밖에 없는 도덕 법칙을 통해 “(감성세계 내

의) 나의 원인성의 순수 지성적 규정근거”(KpV, A207=Ⅴ115)를 갖는다. 한

마디로 덕의 준칙, 곧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마음, 곧, “원인으로서 마음씨

의 윤리성이 감성 세계에서의 결과로서 행복과 직접적인(unmittelbar)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mittelbar) … 그러면서도 필연적인(notwendig) 연관

(Zusammenhang)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KpV, A207=Ⅴ115)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변 과정에서 우리는 칸트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놓치면 안 된다. 칸트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최고선의 초월적 연역에 있다.

그는 「분석학」에서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변

증학」을 통해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까지 주장하고자 한다. 그런데 순

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과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

이 있는 것일까? 왜 굳이 초월적 연역을 하면서까지 최고선 개념을 구출

하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는 다음 언급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도덕적으로 규정된 의지의 필연적인 최고 목적인 최고선은 실천 이

성의 진정한 객관(ein wahres Objekt)이다(KpV, A207=Ⅴ115).

칸트가 볼 때, 최고선이야말로 실천 이성의 ‘진정한(wahr) 객관’이다. 이

는 「동기론」의 언급과 비교해 볼 때 진의가 드러난다. 칸트는 「동기

론」에서 실천 이성의 대상, 즉 순수 의지의 ‘객관’은 복․화가 아니라,

166) “한낱 감관의 객관인 자연에서의 이러한 결합은 다름아니라 우연적으로밖에는 일어

날 수가 없고, 최고선에 충분할 수가 없다”(KpV, A207=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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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최고선을 보고 ‘진정한 객관’

이라고 언급한 것이다.167) 이는 칸트의 도덕철학을 ‘형식’에 한정하여 이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칸트는 그

의 도덕철학에서 일관되게 행복이라는 질료를 배제하고자 했는데, 「변증

학」에서는 막상 ‘행복’이 포함된 최고선을 ‘진정한 객관’으로 추켜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 본인도 최고선이 ‘실천 이성의 진정한 객관’이라는 자신의 논의가

기존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왜 최고

선이 ‘실천 이성의 진정한 객관’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한다. “실

천 이성의 자기 자신과의 이런 표면상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즉 순수한

실천 이성은 행복을 도외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선을 의지의 객

관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질료상 이와 관계를 맺는 저 의지의 준칙들

은 객관적 실재성을 갖기 때문이다”(KpV, A207=Ⅴ115).

최고선이 ‘실천 이성의 진정한 객관’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순수 의지가

질료적 대상을 의욕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칸트 윤리학과 이질

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느껴질 법하다. 하지만 칸트는 최고선의 객관적 실

재성을 확보하는 논변도 그의 실천철학적 논의에 기대고 있다. 최고선의

실재성과 관련된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a) 최고선

개념의 가능성은 (경우②)에 한정되며, 더군다나 (경우②)를 해석할 때 예

지계 개념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b) 그런데, 이미 『윤리형이상학 정

초』와 「분석학」의 논변을 통해 예지계 개념은 ‘초월적 가상’이기는 하

지만, 그 실재성이 인정된 바 있다. c) 그것은 ‘초월적 자유’가 우리에게 주

어져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d) 그러므로, 예지계 개념이 인정되는

한 도덕 법칙의 ‘객관적 실재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덕과 행

복의 결합인 최고선 개념은 순수 의지의 진정한 객관이 된다.168) 우리는

167) 간명하게 정리하자면, 선·악은 실천 이성의 ‘객관’, 최고선은 실천 이성의 ‘진정한 객

관’으로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168) 칸트는 원인성으로서 도덕 법칙이 예지계 개념을 통해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는 사실

이 결과로서 현상계의 행복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해서 「변증학」 제2장 Ⅱ절

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원인성으로서 도덕 법칙과 결과로서

의 행복의 연관이 허용될 수 있다는 데서 논의를 그친다. 그는 이후 영혼 불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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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칸트의 입장을 다음 서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객관적 실재성은 처음에는 윤리성이 보편적 법칙에 따르는 행복

과 결합하는 데서 보인 저 이율배반에 의해 저촉받았지만, 그것은 순

전히 ⓐ사람들이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사물들 그 자체의 이 현상

들과의 관계로 여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KpV, A207=Ⅴ115).

위 서술을 우리가 앞에서 간략하게 정리했던 칸트의 입장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만약 덕이 감성계에 한정된

원인성이라면, 감성계에서 행복이 초래될 수 없다. 감성계 내에서 덕과 행

복의 결합은 우연적일 뿐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덕과 행복의 결

합을 감성계 내부로 한정짓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덕의 준칙은 예지계 개념을 통해 객관적 실재성을 갖기 때문에, 감성계에

한정된 원인성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사물 그 자체의 개

념에 기반한 원인성으로서, 감성계의 행복과 연관되기 때문에(ⓑ), 덕과

행복의 결합은 가능할 수 있다.

이로서 칸트는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는 지금까지 순수 이성이 지닌 변증성으로 인해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

의 총체’를 의욕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에서 출발한 최고선 개념이 덕의

준칙과 행복의 준칙이라는 이종적인 요소의 결합이라는 언뜻 보면 불가

능한 과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에서 예지계 개

념을 도입함으로써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169) 더불

어 이러한 칸트의 논의가 자신의 도덕철학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밝혀진 것은 단지 ‘원인성으로

서의 도덕 법칙과 결과로서의 행복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었을 뿐이다. 아직 우리는 ① 도덕 법칙과 행복이 어떤 방식

으로 관계하는지, ② 도덕 법칙과 행복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신의 요청을 통해 최고선의 실재성을 확보하려 한다.

169) “이성에 의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그들의 도덕적 소망의 목표로 세워진 최고

선의 가능성을 그토록 먼 곳에서, 곧 예지적 세계와의 연결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안 마당에서”(KpV, A207=Ⅴ115)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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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칸트의

답변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최고선 내에서 덕과 행복의 관계

칸트는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소함으로써, 덕의

준칙이 원인성이 되어 행복이라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

다. 이를 통해 그는 덕의 준칙과 행복의 준칙 사이의 인과적 결합이 가능

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제, 우리는 본 절에서 최고선이라는 개념 안에서 결합하는 덕과 행

복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을 맺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고선의 이율배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칸트는 덕과 행복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덕의 준칙이 원인, 행복이 결과로 자리매김

하는 인과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설명만으로 만족할 수 없

다. 왜냐하면 이 때 언급하는 ‘덕’, ‘행복’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을 뿐더러, 덕과 행복이 연관되는 방식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제가 밝

혀진 바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러한 우리의 불만족을 채워주기라도 하

듯,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 해소라는 과제170)를 수행한 직후에 최고선의 구

성 요소인 덕과 행복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한다.171)

우선, 덕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칸트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170) 칸트는 ‘덕과 행복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을 맺는가?’라는 본 절의 과제를 「변증

학」 제2장의 Ⅱ절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의 비판적 지양」에서 ‘실천 이성의 이

율배반의 해소’이라는 과제와 함께 다룬다. 하지만 연구자는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

의 해소라는 과제는 최고선의 가능성을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덕

과 행복의 관련성’은 이와 구별되는 별도의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칸트의 「변증학」에서 같은 부분을 참고하되, 별개의 과제로

다룬다.

171) 실제로 「변증학」의 해당 부분에는 본 절에서 제기된 ‘덕과 행복의 명확한 개념

설정을 수행한다’는 언급이 서술되어 있지는 않다. 해당 부분에는 ‘최고선이 실천이

성의 진정한 객관이다’는 내용 뒤에 곧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대

한 비판이 등장하여, 얼핏 보면 내용이 논리적인 연결 고리 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연구자가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덕과 행복의 명확한 개

념 설정’을 ‘최고선의 가능성 해명’에 이은 별개의 후속 과제로 생각한다면, 칸트의

이러한 내용 전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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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를 비판하면서, 그들이 “적절한 비례로 덕과 결합돼 있는 행복(die

Glückseligkeit mit der Tugend in ganz geziemender Proportion)을 이미 이승의 생

활에서(곧, 감성 세계에서) 발견했다거나 의식했다”(KpV, A208=Ⅴ115)고 언

급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본다.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덕은 결코 감성계

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그들이 “덕의 의식에서 생기

는 행복”(KpV, A208=Ⅴ115)을 찬양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으나, 그들

은 ‘덕’의 개념이 예지계에 놓인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오류를

지니고 있었다고 비판한다. 칸트는,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에서 나

타나는 덕에 대한 통속적인 견해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172)

도덕적으로 선량하기는 하면서도 그 원리들에 대해 충분히 깊게 사

려하지 못한 요즈음의 많은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 ⓐ덕에의 동기를

비로소 마련해 주고자 했던 그런 인격들 안에서 ⓑ덕 있는 마음씨를

이미 전제하는 잘못에 빠졌기 때문이다(KpV, A208=Ⅴ116).

칸트가 볼 때, 덕에 대한 통속적인 견해의 가장 큰 오류는 단지 예지계

에 속할 뿐인 “덕 있는 마음씨”(ⓑ)를 오로지 현상계에 속해 있는 “덕에의

동기”(ⓐ)와 혼동하는 데서 비롯한다. 통속적인 견해에 따르면 행복을 좇

으려는 우리의 성향이 덕 있는 행동을 하려는 동기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덕스러운 행동을 해야만 행복이 부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오류이다. 덕 있는 행위는 오로지, 행복이 아닌 도덕 법칙을 의지의

규정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언급하는

동기(Triebfeder)는 칸트가 규정한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마음씨(Gesinnung)’

172) 칸트의 엄격주의와 금욕주의는 그의 이론이 스토아 학파와 근친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단순히 이를 근거로 그가 에피쿠로스 학파에 적대적이었다고 판

단하는 것은 오류이다.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하

지는 않았다. 오히려, 칸트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학적 일관성에 대해 칭찬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에 대해서도 “사리사욕적이지 않은 선의 실행을 가

장 깊은 기쁨을 향유하는 방식이라 보았고, … 경향성들의 절제와 제어가 그의 즐

거움 … 의 기획에 속했다”(KpV, A208=Ⅴ115)는 면에서 그리 저속하지 않았다며,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무조건적인 폄훼를 경계한다. 그가 「변증학」에서 에피쿠

로스 학파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단지, 그 주장이 덕에 대한 통속적인 견해

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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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피쿠로스 학파로 대표되는 통

속적 견해들은 “도덕적 동기(die moralische Triebfeder)를 감각적 충동으로(für

sinnlichen Antrieb)”(KpV, A210=Ⅴ116-117)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는 예지계의

원인성인 ‘덕 있는 마음씨’를 감성계로 한정시키는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칸트는 ‘덕 있는

마음씨’를 감성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자기 의식에서의 착시”를 그 원인으

로 지목한다.173) 본래, “도덕적 마음씨(die moralische Gesinnung)는 직접적으

로 법칙에 의해 의지를 규정한다는 의식(Bewußtsein der Bestimmung des

Willens unmittelbar durchs Gesetz)과 필연적으로 결합”(KpV, A210=Ⅴ115)되어

있는 것으로서, 비록 ‘마음씨’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감성적인 것으

로 치부할 수 없다. 하지만 ‘행복’으로 표현되는 쾌, 불쾌라는 흡족함은 특

정 대상에 대한 욕구 능력에 부수되는 것이기에,174) 우리는 욕구 능력의

원인성으로 상정된 ‘도덕적 마음씨’에 대해서도 ‘행복’과 마찬가지로 쾌, 불

쾌라는 감성적 흡족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이렇

게 쾌, 불쾌와 관련된 질료적인 객관이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될 때, 이는

윤리론, 즉 덕의 준칙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 된다.

따라서, 칸트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도덕적 마음씨’, 즉 ‘덕의 준칙’은 감

성계 너머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오직 “순전히 이성에 의한 직

접적인 의지의 규정”이 흡족함, 즉 행복의 근거가 될 때 우리는 이를 최고

선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최고선’의 요소로서 덕의 준칙은 “욕구능력의 순

수한 실천적인, 비감성적인 규정(eine reine praktische, nicht ästhetische

Bestimmung des Begehrungsvermögens)으로 남는다”(KpV, A210=Ⅴ115)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칸트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 즉 쾌·

불쾌와 연관된 질료적 대상과 절연된 법칙 수립적 형식에 의한 ‘의지 규

정의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은 채, 최고선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나갈 수

173) 칸트는 이를 “사취의 오류(Fehler des Erschleichens, vitium subreptionis), 이를테면 느끼

는 것과는 다른 행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의식에서의 착시”(KpV, A209=Ⅴ115)라고 표현

했다.

174) “욕구 능력을 규정하는 의식은 항상 그에 의해서 산출되는 행위에 대한 흡족함의

근거”(KpV, A210=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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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이제 칸트가 해명해야 나머지 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

고선 내에서 또 다른 요소인 행복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일이고, 나머지

는 본 절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덕과 행복이 어

떠한 기제를 통하여 연관되는지 밝히는 일이다. 우리는 칸트가 논의를 진

행한 순서에 따라 후자에 대해 탐색한 후, 그에 자연스레 수반되는 전자

의 개념에 대해 상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 과정에서 칸트가

최고선 개념을 통해 행복론과 윤리론의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칸트는 최고선을 언급하면서도 원인성으로서 ‘덕의 준칙’을 우선시하였

다. 그는 “순수한 이성 법칙에 의해 행위들이 직접 규정된다는 것은 …매

우 숭고한 것”(KpV, A210=Ⅴ117)이라고 추켜세운 후,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덕의 준칙’을 쾌․불쾌와 관련된 경험적 준칙으로 오도하는 해석을

극도로 경계한다.

이렇게 의지를 ㉠지성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일을 ㉡감성

적인 일로, 그리고 ㉢특수한 감성적 감정 … 의 작용결과로 생각하는

것은 사기이기도 하다(KpV, A210=Ⅴ117).

순수 이성 법칙에 따르는 행위는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인 것으로서

감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때 의지 규정은 지성에 의한

것(㉠)일 뿐, 감성의 작용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즉, “도덕적 규정

근거의 기초”를 “특수한 기쁨의 감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

류이다. 칸트가 볼 때, 이러한 ‘특수한 기쁨의 감정’175)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 법칙을 의지의 규정 근거로 채택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KpV, A211=Ⅴ117).176)

175) 이 때, 칸트가 언급한 ‘특수한 기쁨의 감정’은 직후, 언급되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

경’과 구분되는 감성에 근거한 감정이다. 칸트가 일종의 ‘도덕적 감정’이라고 언급한

지성적 감정과 관련된 논의는 「동기론」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도덕적 감정과

관련된 내용은 본고 Ⅱ장 2절 2)소절 참조.

176) “도덕적 규정 근거의 기초에 특수한 기쁨의 감정들을 근거로 – 이것은 실은 결과

들일 따름인데 – 두면서, … 진정한 동기를, 곧 법칙 자체를 이를테면 가짜 박편을

대어 훼손하고 볼품없이 만드는 것 또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KpV, A211=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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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를 토대로 우리는 칸트가 덕과 행복을 연결하는 매개

체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특수한 기

쁨의 감정”, 즉 “특수한 감성적 감정”(㉢)이 아니고, 지성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칸트가 「분석학」에서 언급한 여러 개념 중 도덕

법칙을 원인성으로 우리 의지의 규정 근거로 채택하려는 마음씨가 감성

적으로 표현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 ‘존경’ 말고도 이 요구사항

에 부합하는 게 있을까?

우리는 앞 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야말로 예

지계의 원인성이 우리의 감성에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칸

트는 덕과 행복의 연결에서 소위 ‘지성적 감정’이라고 불리는 ‘존경’의 역

할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칙에 의해 의지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의식으로서, 쾌감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없다(KpV, A211=Ⅴ117).

‘존경’은 감성적․정념적인 어떤 감정이 대신할 수 없는 무엇이다. 따

라서 그것은 “즐거움이나 행복의 향유”와 같은 감성적 감정이 아니라, “법

칙에 의해 의지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의식” 곧 지성적 감정이다(KpV,

A211=Ⅴ117). 따라서 존경은 감성적 감정인 ‘쾌감’과는 종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존경과 쾌감은 비록 “욕구 능력과의 관계에서 … 똑같은 일

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원천에서(aus andern Quellen) 하는 것”(KpV, A211=Ⅴ

117)이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욕구 능력이 ‘쾌감(Lust)’과 관련될 때, 이는

전적으로 자기사랑, 자기행복과 관련되므로, 이는 전적으로 행복론으로

한정된다.177) 그러나, 욕구 능력이 ‘존경(Achtung)’과 관련될 때는 전혀 사정

이 다르다. ‘존경’은 질료적인 대상이 아닌, 준칙의 법칙 수립적 형식을 대

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경’은 비록 욕구 능력의 대상과 관련된

다는 점에서 ‘쾌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원천이 질료적인 감성

계가 아닌, 형식적인 예지계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

117).

177) 「분석학」의 「원칙론」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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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존경’은 위에서 밑줄 친 것처럼 전혀 “쾌감 비슷한 것(ein

Analogon des Gefühls der Lust)”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경’과 “행복 비슷한 것(ein Analogon der

Glückseligkeit)”을 연결시킬 가능성마저 차단할 수는 없다. 우리는 쾌․불쾌

와 엄격하게 분리시킨 ‘존경’을 ‘행복 비슷한 것’과 연관시킨 칸트의 논의

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칸트의 논변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존경 개념은 예지계의 도덕 법칙과 관계할 뿐만 아니라, 감

성계의 행복과도 관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칸트는 ‘존경’ 을 매개

개념으로 삼아 덕과 행복이 연관되는 기제를 밝히려는 그의 과제를 성공

적으로 수행한 셈이 된다.

칸트는 ‘행복 비슷한 것’으로 “자기 만족(Selbstzufriedenheit)”이라는 새로

운 개념을 끌어온다.178) 그는 ‘존경’과 연관될 수 있는 ‘행복 비슷한 것’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요구한다. a) 경향성들의 충족인 ‘행복’179)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면서, 즉 “향유(Genuß)를 표시하지는 않으면서도”(KpV, A211=Ⅴ

117) 더불어, b) “덕의 의식(das Bewußtsein der Tugend)에 필연적으로 수반”하

는 즉, 도덕 법칙을 따른다면 기대할 수 있는 “자기 실존에 흡족함(ein

Wohlgefallen an seiner Existenz)”(KpV, A212=Ⅴ117)이 칸트가 요구하는 조건들

이다. 칸트가 「변증학」본문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조

건은 분명 ‘존경’과 연관 짓기 위한 의도가 짙게 반영되어 있다. ‘존경’은

질료를 배제하기 때문에 ‘향유’와 연관되어서는 안 되며(a), ‘존경’은 그 자

체로 ‘흡족’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b).

주어진 a), b)라는 두 조건에 만족하는 것이 ‘자기 만족’이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은 “아무런 것도 필요함을 의식하지 않는, 자기 실존에 대한 소

극적인 흡족함(ein negatives Wohlgefallen an seiner Existenz)”(KpV, A212=Ⅴ117)

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만족은 절대로 경향성으로부터

178) ‘자기 만족(Selbstzufriedenheit)’이라는 개념은 칸트가 「분석학」에서 비판한 ‘자기

사랑(Selbstliebe)’이나 ‘자기 행복(eigenen Glückseligkeit)’과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다. 자기 사랑이나 자기 행복은 전적으로 경향성에 의지하는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반면, 자기 만족은 경향성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79) “행복은 우리의 모든 경향성들의 충족이다”(KrV, A806=B834).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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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없다. 왜냐하면 경향성은 계속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의 절

대적 충족을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KpV, A212=Ⅴ118).

따라서 소극적인 흡족함은 경향성이 아닌 “자유 및 그것에 대한 의식”에

기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경향성들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한다(KpV,

A212=Ⅴ117).

정리하자면, ‘자기만족’은 일종의 ‘자유의식’으로서 ‘경향성들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자기만족’은 ‘지성적 만족’이며, 경향성에 의거한 ‘감성적 만

족’과 다르다. 따라서 지성적 감정으로서 ‘존경’은 비록 감성적 감정인 ‘쾌

감 비슷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지성적 감정인 ‘행복 비슷한 것’,

즉 ‘자기만족’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존경과 자기 만족

의 유사성에 대한 일련의 논변을 통해 얻은 덕과 행복의 연결 기제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순수 실천 이성이라는 이 능력에 대한 의식이 ㉯행실(덕)

을 통하여 자기의 경향성들을 지배한다는 의식을, 그러므로 이로써 ㉰

경향성들로부터 독립해 있다는 의식을, 따라서 ㉱경향성들에 수반하

는 불만족의 의식을, 그러므로 ㉲그의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흡족을,

다시 말해 ㉳그 원천에서 자기 인격에 대한 만족인 그런 만족을 낳을

수 있는가가 이해된다(KpV, A213=Ⅴ118).

칸트 도덕철학의 핵심 과제는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을 밝히는 데

있다. 칸트의 논의에서 순수 이성이 경향성을 배제하고 의지의 규정 근거

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 ㉰). 우리는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

이기 때문에, 경향성의 총체인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나, 모든 경향성

의 충족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우리에게 흡족함을 줄 수 없다(㉱, ㉲). 그러

므로 경향성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의식(㉰)을 지닐 때, 다시 말해 덕

의 준칙에 따를 때(㉯), 우리는 소극적이나마 흡족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단락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칸트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대표

되는 덕의 준칙이 행복과 비슷한 것, 즉 ‘자기 만족’과 경향성 배제라는 면

에서 서로 중첩되는 성격이 있음을 밝히고, 이로써 예지계의 도덕 법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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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계의 행복 비슷한 것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자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180)

이렇게 ‘존경’과 ‘자기 만족’의 유비를 통해 칸트는 최고선 내에서 덕의

준칙과 행복의 준칙이 연결되는 기제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이러한 기제는 칸트 본인이 인정하듯 아직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존

경’과 ‘행복 비슷한 것’의 연관성을 설명했을 뿐, ‘존경’과 ‘행복’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칸트는 덕의 준칙, 즉 자유는

‘행복 비슷한 것’을 직접적으로가 아닌 “(곧 간접적으로) 향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나”(KpV, A213=Ⅴ118) 이는 “행복(Glückseligkeit)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고181) … 지복(Seligkeit)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182)”(KpV, A214=Ⅴ118)고 말

한다. 즉, 최고선 내에서 덕 있는 마음씨를 원인성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

는 것은 ‘행복’도 아니고, ‘지복’도 아닌 ‘행복 비슷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평가는 ‘향유’의 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로 한정된다.

다른 면에서 본다면, 즉 “의지 규정이 경향성들 및 욕구의 영향에서 해방”된다

는 면에서 본다면, 덕 있는 마음씨와 결합하는 ‘행복 비슷한 것’은 “지복과 비

슷한 것”(KpV, A214=Ⅴ118)일뿐더러, 더 나아가 “자족(Selbstgenugsamkeit)183)과

유사한 것이다”(KpV, A214=Ⅴ118).

덕과 행복의 연결 기제에 관한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최고선의 첫 번째 요소인 덕 있는 마음씨, 즉 덕의 준칙은 감성

계 너머 예지계에 근거한다. ② 덕 있는 마음씨를 감성계에서 표현하는

존경이라는 지성적 감정은 ‘쾌감 비슷한 것’과는 연관성이 없으나, ‘행복

180) ‘존경’은 최고선의 한 요소인 ‘덕의 준칙’으로 치환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은

아직 ‘행복 비슷한 것’일 뿐, ‘행복의 준칙’이라고 치환될 수는 없다. ‘향유’라는 속성

이 빠졌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 만족’을 행복으로 치환하려면, 행복의 의미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181) “그 향유는 감정의 적극적인 가입에 의거해 있지 않으므로”(KpV, A214=Ⅴ118)

182) “경향성들과 욕구들로부터 온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KpV, A214=Ⅴ

118)

183) 자족은 본래 최고 존재자의 속성이다.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게 자족이라는 평가

를 내릴 수 있는 때는 의지 규정이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덕

있는 마음씨에 따르는 것은 도덕 법칙을 의지의 규정 근거로 채택하는 것이므로,

자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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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것’과는 연관성이 있다. ③ ‘행복 비슷한 것’은 ‘자기 만족’이라는

소극적 흡족의 형태로 나타난다. ④ ‘행복 비슷한 것’은 향유의 탈각이라

는 면에서 볼 때는 비록 행복도 아니고 지복도 아니지만, 경향성의 배제

라는 면에서 본다면 ‘지복과 비슷한 것’이거나, ‘자족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따라서, 최고선 내에서 ‘덕’은 ‘지복과 비슷한 것’과 연관될

수 있다.

우리는 본 절에서 칸트가 ①부터 ⑤까지의 논의를 설득력 있게 수행했

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최

고선 내에서 덕과 결합 가능하다고 언급한 행복의 성격이 정확하게 규명

되지 않은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밝혀진 것은 덕과 ‘행복 비

슷한 것’의 연관이 가능하다는 점(⑤)일 뿐, 우리가 살펴보았듯 ‘행복 비슷

한 것’이 무엇인지는 궁구된 바 없다. 다만, ‘행복 비슷한 것’은 통속적인

의미의 쾌의 향유를 속성으로 모든 경향성의 충족인 ‘행복’도 아니고, 경

향성과 완전하게 분리된 ‘지복’도 아닌, 그저 ‘지복과 비슷한 것’, ‘자족과

유사한 것’(④)이라는 임시적인 결론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칸트는 이후 이어지는 단락184)에서 행복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없이 “실천 원칙들에서는 윤리 의식과 그 윤리의 결과로서 그에 비

례하는 행복에 대한 기대 사이의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결합은 적어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KpV, A214=Ⅴ119)며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이러한 서술로 인하여, ㉠ 덕과 행복이 연결되는 기제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고, 덕과 ‘행복 비슷한 것’의 설명에서 종결되고 말았으

며, ㉡ 최고선 내에서 덕과 결합하는 행복의 성격이 밝혀지지 않은 채 남

게 되었다.185)

184) 「변증학」 제2장 Ⅱ절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의 비판적 지양’(KpV, A214-215=Ⅴ119)

185) 칸트 비판철학 내에서 행복의 성격은 다의적이다. 단순히 경향성의 충족을 의미하는지,

경향성과 절연된 초험적 행복을 의미하는지, 현세에서의 행복을 의미하는지, 내세에서

의 행복을 의미하는지 논의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행복이 존재한다. 본 절에

서 우리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칸트의 행복은 ‘모든 경향성의 충족’으로 대표

되는 현세에서의 행복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하지만 단순히 초험적 차원의 행복

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지복’과 등치되는 것이 아닌, ‘지복 비슷한 것’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심증을 굳혀준다. 이러한 행복 개념 정의의 불명료성은 이후 칸트의 행

복 개념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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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몇 개의 구절을 통해 칸트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덕과 행복의 필연적 결합이 가능하다고 기대되지만, ㉮ “그러나 그렇

다고 물론 그것이 인식되거나 통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KpV, A214=Ⅴ

119), ㉯ “행복은 단지 도덕적으로 조건지어진, 그러면서도 필연적인 윤리

성의 결과이다”(KpV, A214=Ⅴ119), ㉰ “이 〔행복의 윤리성에의〕 종속에서

만 최고선은 그것을 필연적으로 가능하다고 표상할 수밖에 없는 순수 실

천 이성의 전 객관이다”(KpV, A214-215=Ⅴ119).

그럼 지금부터 숨겨진 칸트의 생각을 유추해보도록 하자. 첫째,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은 예지계 개념을 도입할 때 해소 가능하므로, 덕과 행복

의 결합은 가능하다. 그러나 덕과 행복의 결합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기

제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필연성에 대해 사고(denken)할 수

는 있으나, 그것을 인식(erkennen)할 수는 없다(㉮). 우리는 ‘존경’과 ‘자기만

족’의 유비를 통해 덕과 ‘행복 비슷한 것’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예지계의 원인성이 감성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를 완벽하게 인식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186) 이는 인간 이성의 한계

이다.

둘째, 비록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 있는 마음씨가

원인성이고 행복이 결과로서 양자가 결합할 때만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

은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이 윤리성에 종속될 때, 오로지 그 때

에만 최고선은 실천적으로 가능하다. 즉, ‘순수 실천 이성의 전 객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칸트가 최고선을 논할 때, 취급하는 행복은 순수 의

지의 대상일 뿐, 경향성의 총합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최고선의 실

천적 가능성은 덕 있는 마음씨에 종속되는 행복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

미 최고선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도덕 법칙의 원인성을 근저에 두지 않으

면 그 가능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선

내에서 논의되는 칸트의 행복 개념 또한 ‘현세에서 모든 경향성의 충족’이

라기보다는 ‘지복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6) “조건지어진 것과 그것의 조건과의 그러한 결합 가능성은 전적으로 사물들의 초감

성적 관계에 속하는 것이고”(KpV, A215=Ⅴ119)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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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위 유추를 통해, 칸트가 덕과 행복의 연관 기제를 설명

하면서 왜 덕과 행복 비슷한 것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서 논의를 중단했

는지, 그리고 왜 행복의 개념을 별도로 상세히 논구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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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실천철학 과제의 확장

앞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최고선 개념을 통해 행복론과 윤리론

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된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을

논파하여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는 원인성으로서 덕

의 개념과 결과로서의 행복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기제에 대해서는 명

확하게 밝힐 수 없다. 왜냐하면, 덕과 행복의 결합 가능성은 곧 예지계와

감성계의 연관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사변 이성의 한계 안

에 머물러 있는 한 결합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참칭하는 것은 일종

의 월권행위이기 때문이다.187)

여기서 우리는 행복론과 윤리론의 결합이라는 과제가 질적으로 도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행복과 덕의 결합은 다른 말

로 표현하자면 행복, 즉 물리적 가능성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세계와 덕,

즉 도덕적 가능성으로 대표되는 자유의 세계 양자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 절에서 주목하였던 덕과 행복의 결합 기제에

대한 설명이 봉착한 난점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예지계에 근거한 덕의

원인성이 어떻게 감성계의 행복과 연관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상

‘자유의 법칙이 어떻게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과 같은 내용을 묻고 있다. 즉, 우리가 앞서 Ⅱ장에서 제시했던 칸트 실천

철학의 첫 번째 균열인 ‘행복론과 윤리론의 구분’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최고선 개념의 실천적 가능성을 논구하는 과정에서, 칸트는 ‘자연의 세계

와 자유의 세계의 구분’이라는 두 번째 균열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결국, 행복과 덕의 결합 가능성과 그 결합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칸

187) 칸트는 “조건지어진 것과 그것의 조건과의 그러한 결합 가능성(die Möglichkeit

einer solchen Verbindung des Bedingten mit seiner Bedingung)” 즉, 행복과 윤리

성의 결합 가능성이 “사물들의 초감성적 관계에(zum übersinnlichen Verhältnisse

der Dinge)”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이 이념의 실천적 결과가, 곧

최고선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행위들이 설령 감성 세계에 속한다 할지라도, 감성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는(nach Gesetzen der Sinnenwelt) 전혀 주어질 수 없는

것”(KpV, A215=Ⅴ119)이라고 하였다. 즉, 결합 기제는 감성계의 원리로는 설명 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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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자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든 밝혀야 했다.

이는 다른 말로 자유의 법칙을 탐구 대상으로 하는 ‘순수 이성의 실천적

인식’과 자연의 법칙을 탐구 대상으로 하는 ‘순수 이성의 이론적 인식’ 양

자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의 결합이 어

떤 방식으로든 가능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순수 실천 이성의 영

역인 예지계와 순수 사변 이성의 영역인 감성계에 각각 원인성과 결과를

두고 있는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 또한 확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지난 절까지의 논의는 ‘존경’의 개념을 통해 도덕성과 행복

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하는 데서 그쳤다면, 이번 절의 논의는

‘도덕성과 행복의 연결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가, 즉 어떻게 실행되는

가?’에 초점을 맞춘다. 주지하파시피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칸트는 특유의

‘요청(Postulat)’ 개념을 활용하여 영혼불멸과 신 존재를 수면 위로 끌어 올

린다. 칸트는 왜 초월적 이념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을까?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주력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

다. 우리는 앞으로 1소절에서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결합에

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 후, 2소절에서는 양자

의 결합이 불러온 순수 이성의 확장에 대해 간략하게 확인해 보고, 3소절

에서는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결합에서 파생되는 영혼 불멸

과 신의 요청과 결부되어 있는 이성신앙이 갖는 의미에 대해 궁구할 것이

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최고선 개념을 통해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결합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순수 사변 이성과의 결합에서 순수 실천 이성의 우위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예지계에 근거한 덕의 원인성

이 감성계의 행복으로 귀결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 질문은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이 서로 관련될 수 있는지 여

부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실천 이성의 진정한 객관(ein wah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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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kt)”(KpV, A207=Ⅴ115)188)인 최고선은 순수 이성의 실천적 관심의 대상

인 도덕 법칙뿐만 아니라, 순수 이성의 사변적 관심의 대상인 행복을 모

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선과 관련된 칸트의 문제 의식은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의 결합’으로 확장된다. 그런데, 이성에 의한 결합은 실천 이성

이든 사변 이성이든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 우위(das Primat)189)를 갖

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만약 둘 중 하나가 우선성을 갖지 않는다면, 자유

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이라는 상이한 원리에 근거한 두 이성이 절대로 서

로 결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190) 다시 말해, “원리들의 능력으로서 이성은

마음 능력들의 관심을 규정”하는데, 이 때 이성의 ‘사변적 사용의 관심’191)

은 인식능력과 관련되고, 이성의 ‘실천적 사용의 관심’192)은 욕구능력과 관

련되어 서로 별개의 영역을 겨냥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의 통합을 위해서

는 “하나의 관심에 다른 것들의 관심이 종속하는 한에서, 그 하나의 관심

의 우선성”(KpV, A215=Ⅴ119)이 필요한데, 이를 “실천적 의미에서 우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결합과 관련하여 칸트

188) ‘실천 이성의 진정한 객관’에 대한 설명은 본고 Ⅲ장 1절 2)소절 (4)항 참고

189) “이성에 의해 결합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것 사이에서 우위란 하나가 나머지 것들

과의 결합에서 첫 번째 규정 근거가 되는 우선성을 뜻한다”(KpV, A215=Ⅴ119).

190) 칸트는 「변증학」 본문에서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이 결합할 때 왜 어

느 한쪽이 다른 일방에 대해 우위에 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순수 실천

이성의 우위’에 관한 논변의 초입이 아니라 모든 논증 과정을 마무리하는 후미에서

언급한다. “왜냐하면, 이런 상하 관계가 없다면(ohne diese Unterordnung) 이성의

자기 자신과의 상충(ein Widerstreit der Vernunft mit ihr selbst)이 생길 것이기 때

문이다”(KpV, A219=Ⅴ121). 만약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병렬 관계에 있다면, ⓐ 순수 사변 이성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

하고, 순수 실천 이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 순수 실천 이성은 계속

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가 순수 사변 이성을 포섭하려 할 것이다(KpV, A219=

Ⅴ121). 칸트는 이성의 관심이 본래 “한낱 자기 자신과의 합치(die bloße

Zusammenstimmung mit sich selbst)”(KpV, A216=Ⅴ120)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

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 ⓑ와 같은 자신과의 상충이 발생할 것이

라고 본다.

191) “이성의 사변적 사용의 관심은 최고의 선험적 원리들까지에 이르는 객관의 인식에

있고”(KpV, A216=Ⅴ120).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192) “실천적 사용의 관심은 궁극적인 완전한 목적과 관련하여 의지를 규정하는 데에

있다”(KpV, A216=Ⅴ120).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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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탐구해야 할 과제는 보다 단순해진다. 양자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비해 우위에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순수

사변 이성, 순수 실천 이성 중 어느 쪽이 우위에 있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칸트의 과제가 된다. 우리는 앞으로 칸트의 논변을 따라가며 칸트가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결합을 어떻게 설명해 나가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일단, 순수 사변 이성이 순수 실천 이성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실천 이성이 사변 이성이 독자적으로 그 자신의 통찰로부터 그에게

건네줄 수 있는 것 이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주어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변 이성이 우위를 갖는 것이다(KpV, A216=Ⅴ

120).

즉, 사변 이성의 우위란 다름 아니라, 실천적 인식이 사변적 인식의 한

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변 이성의 우위에서는 최고

선의 가능성이 절대 인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최고선의 원인성인 도덕

법칙은 사변 이성의 범위 내에서는 결코 긍정될 수 없는 ‘초월적 자유’ 개

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변 이성이 우위에 있다고 전제하는

순간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은 붕괴하게 된다.193) 따라서, 남은 것은 순

수 실천 이성이 순수 사변 이성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경우뿐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실천 이성의 우위가 의미하는 바를 묘사한다.

실천 이성이 독자적으로 선험적인 근원적 원리들을 갖고, 일정한 이

론적인 정립들이 이것들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되 … 사변

이성의 모든 가능한 통찰에서 벗어나 있다면(KpV, A216-217=Ⅴ120)

193) 칸트는 사변 이성의 우위가 최고선의 실천적 불가능성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 이 점은 너무도 자명한 논리적 결과이었

던 것 같다. 칸트는 사변 이성의 우위에 대해서는 인용구 외에 더 이상 상론하지

않고, 실천 이성의 우위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변증학」

제2장 Ⅲ절 ‘사변 이성과의 결합에서 순수 실천 이성의 우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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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언급을 통해 사변 이성이 우위에 있다는 말과 실천 이성이 우위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사변 이성의 우위’란 이성의 실천

적 인식이 사변적 인식의 한계 내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실천

이성의 우위’란 이성의 실천적 인식이 사변적 인식의 한계 너머로 확장될

수 있다는 뜻이다.194)

그런데 이렇게 실천적 인식이 사변적 인식을 넘어 확장될 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어느 관심이 최상의 것이냐 하는 것이다.”195)

(KpV, A217=Ⅴ120) 이는 우리가 얻은 실천적 인식이 사변 이성과 관련해

어떤 지위를 갖느냐에 관한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우리에게 a) 사변 이성

이 실천 이성의 명제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지196), 아니면 b) 사변 이

성이 실천 이성의 명제를 폐기할 수 있는지197) 등 두 개의 선택지를 쥐어

준다. 우리는 실천적 명제가 사변적 이성에 우위를 갖는다고 인정하든가

(a), 아니면 실천적 인식을 사변적 인식과 완전히 별개의 논의로 보든가(b)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칸트는 이 문제에 대해 제시된 a), b) 선지 두 개를 비교 형량해 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a)의 편을 들어 설명을 시작한다. b)가 사변 이성과 실천

이성의 분리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a)를 선택한 칸트의 입장은

당연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칸트는 ① 사변 이성이 실천 이성보다 우위

에 서는 경우는 최고선 논의가 불가능해진다는 면에서 배제하고, ② 실천

이성이 사변 이성보다 우위에 서는 경우에 나타나는 실천적 인식을 사변

이성이 거부하는 것 또한 부정하는 일련의 논의를 통해 ③ 실천적 인식을

194) 칸트는 “오로지 확장(nur die Erweiterung)이 이성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KpV,

A216=Ⅴ120)고 하여 이성이 자신의 확장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

고 있다. 이러한 이성의 확장적 속성은 이미 『순수이성비판』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성은 … 지성개념을 가능한 경험의 불가피한 제한에서 해방시켜, 그 개념을 경

험적인 것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 확장하려고 시도한다”(KrV, A409=B435).

195) „so ist die Frage, welches Interesse das oberste sei‟(KpV, A217=Ⅴ120).

196) “사변 이성이 이 명제들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 그것들이 과도한 것일지라도, 타

자로부터 그에게 넘겨진 소유물인 그것들을 그의 개념들과 통합하는 시도를 해보아

야만 하느냐 어떠냐는 것이다”(KpV, A217=Ⅴ120).

197) “사변 이성이 그 자신의 별개의 관심을 고수하고 … 사변 이성의 관심을 파괴한다

는 순전히 그 이유에서, 공허한 궤변이라고 몰아낼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냐는

것이다”(KpV, A217=Ⅴ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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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변 이성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간다.

하지만, 이렇게 실천 이성이 사변 이성에 비해 우위를 가진다고 말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조건이 있다. 만약, 실천 이성이 순수하지 않다

면, 이러한 실천 이성의 사변 이성에 대한 우위는 성립될 수 없다.198) 왜

냐하면 순수하지 않은 의지의 규정 근거는 행복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한낱 실용적 규칙에 해당하므로,199) 순수 실천 이성보다는 순수 사변 이성

의 물리적 가능성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는 순수 실천

이성의 우위가 인정될 수 없고, 오히려 순수 사변 이성의 우위가 인정되

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천 이성이 사변 이성에 비해 우위를 가지는 때는 순수 이

성이 독자적으로 실천적인 경우밖에 없다. “도덕 법칙에 대한 의식(das

Bewußtsein des moralischen Gesetze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순수 이성은

독자적으로 실천적일 수”있다(KpV, A218=Ⅴ121). 그리고 그렇게 순수 이성

이 독자적으로 실천적일 때, “이론적 의도에서건 실천적 의도에서건 선험

적 원리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동일한 이성일 뿐이다”(KpV,

A218=Ⅴ121).

정리하자면,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 다시 말해 순

전히 도덕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의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체의 경험적

요소를 갖지 않는 선험적 원리들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선험

적 원리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볼 때, 순수 실천 이성은 순수 이론 이성과

다를 바 없다. 칸트는 이렇게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의 공통

기반을 양자가 근거하는 선험적 원리에서 찾은 후, 논의를 한 단계 더 진

전시킨다.

198) “실천 이성이 정념적으로 조건지어져 있고, 다시 말해 행복이라는 감성적 원리 아

래서 경향성들의 관심만을 돌보면서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인 한에서는, 사변 이성에

대한 이러한 부당한 요구는 전적으로 거부될 것이다”(KpV, A217=Ⅴ120).

199) “행복의 동인에서의 실천 법칙을 나는 실용적(영리함의 규칙)이라고 부르고”(KrV,

A806=B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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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능력이 ⓐ이론적 의도에서 어떤 명제들을 주장하여 확립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해도, ⓑ이 명제들이 그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 명제들을, 이것들이 순수 이성의 실천적 관심에 불가분리적으로 속

하자마자 … 충분히 신용할 만한, 밖으로부터 그에게 제안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 이 명제들을 사변 이성으로서 그가 그의 권한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하고 연결해 보려고 해야만 한다는 것이

다(KpV, A218=Ⅴ121).

위 언급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만약 순수 실천 이성에 의해 어떤 이념

이 가능하다고 판명된다면, 순수 이론 이성도 그것의 가능성을 수긍해야

만 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언급은 칸트가 이후 끌어들일 영혼 불멸, 신의

존재 등 초월적 이념들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하다. 초월적 이념들은 순

수 사변 이성에서는 그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 선까지 논구되었을 뿐이

다(ⓐ). 하지만 초월적 이념들은 순수 실천 이성에서는 가능성이 인정된다

(ⓑ). 순수 실천 이성은 순수 사변 이성과 동일한 선험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순수 실천 이성에 의해 그 실재성을 부여받은 초월적 이념은

순수 사변 이성에 의해서도 실재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칸트가 이로써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의 결합의 성격에 대

한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다. 그는 양자의 결합이 “우연적이

고 임의적(zufällig und beliebig)인 것이 아니라, 선험적으로(a priori) 이성 자

신에 기초한, 그러니까 필연적(notwendig)인 것이라 한다면”, 사변 이성이

아닌, “실천 이성이 우위를 갖는다”(KpV, A218-219=Ⅴ121)고 자신 있게 말한

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은 궁극적으로는 실천적인 것이고, 사변 이성의

관심조차도 단지 조건적으로만 그리고 실천적 사용에서만 완전한 것이니

말이다”(KpV, A219=Ⅴ121).200)

이렇게 해서 순수 실천 이성의 우위를 확고히 다진 후, 칸트는 곧바로

다음 절에서 영혼 불멸성과 신 존재에 대한 요청 이론을 전개한다. 하지

만, 우리는 그의 이후 논변을 따라가기 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칸

200) „weil alles Interesse zuletzt praktisch ist, und selbst das der speculativen

Vernunft nur bedingt und im praktischen Gebrauche allein vollständig ist.‟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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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왜 굳이 실천 이성의 우위를 주장하려 했을까?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은 ‘원인성으로서의 덕과

결과로서의 행복의 결합이 가능한가?’를 묻는 물음이고, 이는 ‘과연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이 상호 관련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귀

착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칸트에게 기대한 답변은 ‘순수 실천 이성이

원인성이 되어 순수 사변 이성에 결과를 도출하는 형태로 양자의 결합이

가능하다.’ 정도이다. 그런데, 칸트는 원인성으로서의 순수 실천 이성, 결

과로서의 순수 사변 이성이라는 확실한 대립쌍을 설정하기보다는, ‘순수

실천 이성의 순수 사변 이성에 대한 우위’라는 다소 우회적인 답변을 내

놓는다. 칸트는 양자의 결합에서 전제되는 ‘우위’를 확립함으로써 덕과 행

복의 결합에 대해 어떤 통찰을 얻고자 했던 것일까?

연구자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연

구자는 ‘실천 이성의 우위’가 덕과 행복의 일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초월

적 이념들의 실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인간 의지가 도덕 법칙과 부합하기 위해 무한한 전진이 필요하다

고 보았고 ‘영혼 불멸의 요청’을 통해 부합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도덕 법칙과 행복의 일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지, 전능, 전선한

존재자인 ‘신의 실존을 요청’함으로써, 최고선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보

여주고자 했다. 그런데,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변증학」에서 영혼

불멸과 신의 실존은 초월적 이념으로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 논구

된 바 있다.201) 따라서 실천 이성의 확장202)을 통해 초월적 이념의 실재성

이 확보되더라도, 만약 ‘실천 이성의 우위’라는 일종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순수 사변 이성의 논변에 의해 그 실재성이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칸트는 먼저 ‘실천 이성의 우위’를 확보해 놓아야 했다.

둘째, ‘실천 이성의 우위’를 통한 성과는 비단 최고선의 가능성 확보에

만 한정되지 않는다. 연구자는 칸트가 이를 통해 비판철학의 체계적 완성

을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초월적 변증

201) 순수 사변 이성의 관심은 “사변의 오만을 제한하는 데”있다(KpV, A218=Ⅴ121).

202) 순수 실천 이성의 관심은 “실천적 의도에서 이론 이성 사용을 확장하는 것”에 있다

(KpV, A218=Ⅴ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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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초월적 가상으로 영혼 불멸, 자유, 신의 현존 세 가지를 들고 있

다. 그런데, 『윤리형이상학 정초』와 『실천이성비판』의 「분석학」에

서는 이 중 ‘자유’의 영역만을 확보해 낼 수 있었다. 인식론에서 특수 형이

상학의 대상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학에서는 세 가

지 중 한 가지만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건축술적 체계를 지향

하는 칸트의 구도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칸트는

「변증학」에서 나머지 두 개의 실재성도 확보해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

다. ‘순수 실천 이성의 진정한 객관’으로 상정된 ‘최고선’의 개념은 반드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실현은 ‘영혼 불멸성’과 ‘신의 현존’을 요청

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성의 실천적 인식에 의해 영혼 불멸과 신의

현존은 그 실재성을 얻게 된다. 그리고 ‘실천 이성의 우위’에 의해 그 실재

성은 사변 이성도 거부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 된다.

다음 절의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된 결과를 짚어

보도록 하자. ① 칸트는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행

복론과 윤리론의 균열을 매개하고자 했다. ②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예지계의 원인성인 도덕 법칙이 감성계에 행복이라는 형태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③ 하지만 여전히 예지계의 원인

성이 감성계에 어떠한 기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④ 칸트는 이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덕과 행복의 결합’을 ‘순수 실천 이성

과 순수 사변 이성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로 전환하고, ‘실천 이성의

우위’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다. ⑤ 영혼 불멸과 신의 현존이라는 초월적

이념은 이성의 실천적 인식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실천 이성의 우위’

라는 개념을 통해 사변 이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순수 이성의 사변적 제한과 실천적 확장

일련의 논변을 통해 칸트는 최고선이야말로 “실천 이성의 진정한 객

관”(KpV, A207=Ⅴ115)이라 규정하였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일관되어 「변

증학」 곳곳에서 최고선을 “순수 이성의 실천적 과제”(KpV, A225=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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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법칙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의지의 필연적 객관”(KpV, A219=Ⅴ122)

이라고 묘사한다. 그러므로 최고선은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 실현 불

가능한 것을 의욕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 지금까지의 논변으로는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쳤을 뿐, 어떤 방식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는 말할 수 없었다. 최고선은 예지계의 도덕 법칙이 원인으로, 감성계의

행복이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을 해

명하는 일은 초감성계와 감성계의 연관 기제에 대한 해명이라는 과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는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의 결합이라

는 별개의 과제를 던져주고, 칸트는 ‘실천 이성의 우위’를 도구적 장치로

설정하게 된다. 그 기반 위에서 칸트는 그동안 사변 이성에 의해 제한되

었던 초월적 이념들을 전유할 수 있게 된다. 즉,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

을 논구하는 과정에서 초월적 자유 개념의 실재성을 확보하였듯, ‘순수 실

천 이성의 대상의 총체적 객관’을 논구하기 위해 실천적 인식을 확장함으

로써, 영혼과 신 존재의 실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칸트

는 영혼과 신 존재가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칸트는 ‘사변 이성과 실천 이성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기

전, 의미 심장한 언급을 한다. 그는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을 해명하기 위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지배력 안에 있는 것(was unmittelbar in unserer

Gewalt ist)”과 “우리의 지배력 안에 있지 않은 것(was … nicht in unserer

Gewalt ist)”에 관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본다(KpV, A215=Ⅴ119).203) 생각컨대,

전자는 ‘도덕 법칙에 부합하려 부단히 노력하는 마음씨’를204), 후자는 영혼

불멸, 신 존재 요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205)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

203) “우리는 저 가능성의 근거들을, 첫째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지배력 안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고 둘째로 이성이 (실천 원리들의 면에서 볼 때 필연적인) 최고선을

가능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의 보완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는 하지만, 우리의

지배력 안에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서술하고자 한다”(KpV, A215=Ⅴ119).

204) “이성적이되 유한한 존재자에게는 보다 낮은 단계로부터 보다 높은 단계로의 도덕

적 완전성에로 무한히 전진해가는 일만이 가능할 뿐이다”(KpV, A221=Ⅴ123) (굵

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205) 김진(2004: 141)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지배력 안에 있는 것’과 ‘우리의 지배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이 각각 영혼 불멸 요청과 신 존재 요청에 대응한다고 해석하였다. 그

러나 영혼 불멸과 신성성 모두 요청되는 것일 뿐이다. 김진의 구분에 따르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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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면, 전자는 우리 의지의 규정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의지의

필연적 객관, 즉 최고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의지 규정 근거인 도덕 법칙에 대한 서술은 이미 「분석학」에서 충분히

다룬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의지의 대상인 최고선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

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최고선의 실현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칸트는 이를 영혼 불멸과 신 존재 요청을 끌어들여 논의하고자 한

다. 그런데 대체 “우리의 지배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인 영혼 불멸과 신 존

재 요청에 관해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 칸트의 영혼 불멸에 관한 서술부터 살펴보도록 하

자. 칸트는 최고선의 두 요소 중 원인성에 해당하는 ‘덕’ 개념에 주목한다.

덕의 준칙, 즉 ‘덕 있는 마음씨’는 최고선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마음씨의

도덕 법칙과의 완전한 부합”은 “최고선의 최상 조건(KpV, A219=Ⅴ122)이라

고 할 수 있다.206)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부합은 인간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완전함(Vollkommenheit)은 신성성(Heiligkeit)에 관련될 뿐, 유한한 이

성적 존재자가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7)

즉,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도덕 법칙에 완전히 부합할 수 없

다. 그러나 의지와 도덕 법칙의 ‘완전한 부합’은 단지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천상 필연적(praktisch notwendig)인 것으로 요구”(KpV, A220=

Ⅴ122)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선을 촉진하라는 명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208)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부합’은 현세에서 가능한

영혼 불멸 요청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

독될 수 있다. 연구자가 생각할 때, ‘우리의 지배력 안에 있는 것’은 단지 도덕 법칙

에 완전히 부합하려는 도덕적 마음씨를 지니려 노력하는 자세밖에 없다.

206) 칸트의 논리를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① 최고선의 첫째 요소인 덕 있는 마음

씨는 도덕 법칙에 부합하려는 의지이다. ② 따라서, 의지의 도덕 법칙과의 부합은

최고선의 조건이다. ③ 더 나아가, 의지의 도덕 법칙과의 ‘완전한’ 부합은 최고선의

‘최상’ 조건이다.

207) “의지의 도덕 법칙과의 완전한 부합은 신성성), 곧 감성 세계의 어떠한 이성적 존재

자도 그의 현존의 어떤 시점에서도 이를 수 없는 완전함이다”(KpV, A220=Ⅴ122).

208) “마음씨의 도덕 법칙과의 완전한 부합은 … 그 객관과 꼭 마찬가지로 가능해야만

한다”(KpV, A119-220=Ⅴ122). 그 이유는 의지의 도덕 법칙과의 완전한 부합이 최

고선이라는 “객관을 촉진하라는 동일한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

다”(KpV, A220=Ⅴ122). ; 여기서 칸트는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선의 촉진에 대한 명령’의 타당성에 의존하고 있다.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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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완전한 부합을 향한 무한한 전진 중에서만”(KpV, A220=Ⅴ

122)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무한한 전진은 동일한 인격이 “무한히 지속하

는 실존과 인격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통속적으로 “영혼의

불멸성(die Unsterblichkeit der Seele)이라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KpV,

A220=Ⅴ122).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최고선이라는 객관은 우리 의지의 필연적

객관으로서 우리는 그 촉진을 명령받고 있다. ㉡ 최고선 실현의 최상 조

건은 의지의 도덕 법칙과의 완전한 부합이다. ㉢ 완전한 부합은 신성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현존에서 불가능한 과제이다.

㉣ 그러나 완전한 부합은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다. ㉤ 그러

므로 유한한 존재자의 현존을 넘어선 무한한 전진이 요구된다. ㉥ 이러한

무한한 전진을 ‘영혼의 불멸성’이라 부른다. 칸트는 이러한 논리를 전개한

후, “영혼의 불멸성은 도덕 법칙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서 순수 실천 이성의 하나의 요청(ein Postulat der reinen praktischen Vernunft)

이다”(KpV, A220=Ⅴ122)는 결론을 내린다.

이로써 칸트는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을 마친다. 하지만, 영혼 불멸은

최고선의 실천적 필연성에 의해 지지되고 있을 뿐이다. 실천적 인식의 대

상에 불과한 것일 뿐, 이론적 논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연구

자는 영혼 불멸의 실재성이 ‘객관적 실재성’이 아닌, ‘주관적 실재성’에 한

정된다고 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자의 평은 ‘요청’에 대한 칸트의 언

급으로 뒷받침된다.

초」에서 전개한 정언 명령으로서의 도덕 법칙, 혹은 「분석학」에서 전개한 ‘도덕

적 마음씨’에 대한 논구를 ‘최고선의 촉진에 대한 명령’과 등치시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볼 때, ‘도덕 법칙의 준수에 대한 명령’과 ‘최고선의 촉진에 대한

명령’은 별개의 과제이다. 도덕 법칙의 준수는 온전히 의지의 규정 근거에 관련된

것인 반면, 최고선의 촉진은 의지의 규정 근거뿐만 아니라, 의지의 대상에까지 관련

되기 때문이다. 최고선의 촉진에 대한 명령의 타당성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

에서 그것을 다른 논지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로 사용한다는 면에서 ‘선결 문제 요

구의 오류(begging the question)’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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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요청이라는 말로써 하나의 이론적인 명제, 그러나 그것이 선험

적인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실천 법칙과 뗄 수 없게 결부되어 있는 한

에서, 그러한 것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그런 명제를 지칭한다(KpV,

A220=Ⅴ122).

칸트는 영혼 불멸이 ‘요청’된다고 말했을 뿐,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

거나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객관적 사실이거나

경험이라면 순수 사변 이성의 이론적 인식이 가능했을 터이나, ‘의지의 도

덕 법칙과의 완전한 합치’는 단지 “지성적 직관”(KpV, A222=Ⅴ123)에서만

가능할 뿐이므로.209)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 그 가능성을 이론

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영혼 불멸에 대한 실천적 인식

은 가능하며, ‘사변 이성에 대한 실천 이성의 우위’를 통해 통로를 확보해

둔 덕에 이러한 실천적 인식은 부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부

정되지 않을 뿐, 실천적 인식에 의해 확보한 영혼 불멸의 실재성이 사변

이성에게 강요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천적 인식에 한정된 ‘요

청’으로서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신 존재에 관한 서술을 살펴볼 차례이다. 앞의 서술에서 우리는

칸트가 최고선의 첫 번째 요소인 도덕성의 완성210)에 대한 탐구를 통해

‘영혼 불멸의 요청’에 이르렀다211)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칸트는 이제 최고

선의 두 번째 요소, 즉 “윤리성에 부합하는 행복(Sittlichkeit angemessenen

Glückseligkeit)”(KpV, A223=Ⅴ124)에 주목함으로써 ‘신 존재 요청’에 관한 논변

을 펼친다.

칸트는 우선 ‘윤리성에 부합하는 행복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수행되

209) “그의 명령이 유보 없이 요구하는 신성성(die Heiligkeit)은 오로지 이성적 존재자들

의 현존에 대한 지성적 직관에서만 온전히 발견될 수 있다”(KpV, A221-222=Ⅴ

123). ; 칸트는 이미 『순수이성비판』에서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게 ‘지성적 직관’

을 통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한 바 있다. 지성적 직관은 오로지 완전한 이

성적 존재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210) “도덕 법칙은 감성적 동기들의 전혀 아무런 참여 없이 순전히 순수 이성에 의해 지

정되는 실천적 과제 곧 최고선의 첫째의 가장 고귀한 부분인 윤리성의 필연적 완성

이라는 실천적 과제에 이르렀고”(KpV, A223=Ⅴ124)

211) “이 과제는 오로지 영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으므로, 불멸성의 요청(Postulat der

Unsterblichkeit)에 이르렀다”(KpV, A223=Ⅴ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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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최고선의 두 번째 요소인

행복은 “이 세상의 이성적 존재자가 그 실존 전체에서 모든 것을 자기 소

망과 의지대로 하는 상태”로서, 자연이 이성적 존재자의 “전 목적과 합치

하는 데” 근거하기 때문이다(KpV, A224=Ⅴ124). 즉, 행복은 물리적 가능성,

‘자연의 법칙’과 관련되는 반면, 최고선의 첫 번째 요소인 도덕 법칙은 도

덕적 가능성, ‘자유의 법칙’과 관련된다.212) 따라서 “도덕 법칙 안에는 윤리

성과 이에 비례하는, … 행복 사이의 필연적 연관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

도 없다”(KpV, A224=Ⅴ124). 결론적으로 세계 내의 존재인 인간은, “그의 행

복과 관련하여 그 자신의 힘으로 자연을 그의 실천 원칙들과 일관되게 일

치시킬 수가 없다”(KpV, A225=Ⅴ124-125).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행복과 도

덕 법칙은 종적으로 상이한 원리에 기반하므로, 유한한 존재자인 인간이

양자의 일치를 보장할 수는 없다.213)

칸트가 이렇게 ‘윤리성에 부합하는 행복의 가능성’에 관하여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 존재자의 능력에 부정적인 관점을 피력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윤리성에 부합하는 행복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자’가 아닌, ‘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상정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즉, 칸트는 ‘윤리성

에 부합하는 행복’에 대한 논의가 ‘신의 현존 요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는 점을 분명히 밝힌 후, 자신의 논의를 시작한다.214)

신의 현존 요청과 관련된 논변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윤리

성과 행복의 부합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KpV, A225=Ⅴ125).215) 윤리성과

212) “도덕 법칙은 자유의 법칙으로서 자연 및 자연의 (동기로서의) 우리 욕구 능력과의

합치에 전적으로 독립해 있는 규정 근거들에 의해 명령한다”(KpV, A224=Ⅴ124). ;

자유의 법칙으로서 도덕 법칙의 성격은 본고 Ⅱ장 1절 2)소절 참고.

213) 행복은 자연의 법칙에 기반하는 반면 윤리성은 자유의 법칙에 기반하기 때문에 양

자의 부합이 어렵다는 명제를 거꾸로 뒤집으면, 양자가 부합될 수 있는 모종의 개

념이 가능하다면, 자연의 법칙과 자유의 법칙이 통합될 수 있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변증학」에서 칸트는 최고선을 그 모종의 개념으로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칸

트가 최고선을 통해 행복론과 윤리론의 통합뿐만 아니라,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

계의 통합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14) “(우리 의지의 객관인) 최고선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신의 현

존(die Existenz Gottes)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KpV, A225=Ⅴ124).

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이성의 실천적 과제, 다시 말해 최고선을 위한 필수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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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부합은 비록 세계 내 존재인 인간의 한계에 의해 파악될 수 없다

고 하더라도 가능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최고선이 순수 실천 이성의 진정

한 객관으로 밝혀진 이상 이것은 가능해야 하는데, 최고선의 가능성은 결

국 윤리성과 행복의 부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행복과 윤리성 사이의 합치가 기반 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인

“전체 자연의 원인(Ursache der gesammten Natur)”이 요청되어야 한다(KpV,

A225=Ⅴ125). 자연은 단지 행복의 기반이 될 뿐, 윤리성의 기반이 될 수 없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단 행복만이 근거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니라,

행복과 윤리성 양자가 공히 근거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따라서, “행복과

윤리성 사이의 정확한 합치의 근거”는 ‘자연’이 아닌 그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칸트는 이를 ‘전체 자연의 원인’이라고 지칭한다.216)

셋째, “도덕적 마음씨에 적합한 인과성을 갖는, 자연의 최상 원인이 전

제되는 한에서만, 이 세계에서 최고선은 가능하다”(KpV, A225=Ⅴ125). 둘째

단계에서 언급한 “행복과 윤리성 사이의 정확한 합치의 근거”는 완전한

이성적 존재자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 단지 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현 세계의 존재자인 인간에게는 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체 자연의 원인’, 즉 “이 최상 원인”은 “이성적 존재자들의 의지의 법칙에

합치하는 근거일 뿐만 아니라 … 이 법칙의 표상과도 합치할 근거를”가진

다(KpV, A225=Ⅴ125). 다른 말로 하자면, 최상 원인은 단지 법칙에 합치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도덕적 마음씨와 합치하는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217) 칸

업에서는 그러한 연관이 필연적인 것으로 요청된다(als notwendig postulirt)”(KpV,

A225=Ⅴ125).

216) “행복과 윤리성 사이의 정확한 합치의 근거를 함유할, 자연과는 구별되는 전체 자

연의 원인의 현존(das Dasein einer von der Natur unterschiedenen Ursache der

gesammten Natur)이 요청된다”(KpV, A225=Ⅴ125).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217)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법칙의 표상’에 따른다. 완전한 이성적 존재자는

이성에 의한 ‘자유의 법칙’에 따를 뿐이지만, 인간은 법칙 외에도 경향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성의 법칙에 따르지는 않는다. ‘법칙

의 표상’에 따른다는 말은 이렇게 일면에서는 신적 존재와의 구분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동물적 존재와의 구분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물적 존재는 ‘자연의 법

칙’에 종속될 뿐이지만, 인간은 그와 달리 ‘자유 법칙’인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이

를 자신이 따라야 할 표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이 ‘법칙’이 아

닌 ‘법칙의 표상’에 따른다는 표현은 칸트의 실천철학 전개에서 인간의 고유성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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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본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감성계와 예지계에 걸

쳐 있는 인간 존재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도덕적

마음씨는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만이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완

전한 이성적 존재자는 굳이 도덕적 마음씨를 상정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

다. 그런데 왜 칸트는 ‘최상 원인’이 완전한 이성적 존재자뿐만 아니라, 불

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에게 요청된다고 보았을까?

이 점 또한 칸트가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논의의 전개상 분명

히 짚어두어야 할 부분이다. 만약, 최상 원인이 단지, 법칙에 따른 인과성

을 찾는 것이라면, 굳이 ‘자연’ 외에 ‘전체 자연의 원인’이라는 별도의 개념

을 상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의 세계, 자연의 세계 각

각은 이미 자유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는 인과성의 지배 아래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독특하게도 도덕적 마음씨를 지닌다. 즉, ‘자연의

법칙’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자유의 법칙’이 아닌 ‘자유의 법칙의 표

상’에 따르려 한다. 칸트는 이렇게 인간 존재자 내에서 자유의 법칙의 원

인성이 자연의 법칙의 결과와 연결된다고 보았고, 자연 법칙과 자유 법칙

의 매개라는 과제가 제기되는 근원,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근

원으로 인간 존재자의 위치를 평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고선의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 원인’은 당연히 ‘인간

존재자’와 연관되어야만 한다. 애초에 최고선의 개념이라는 과제가 인간

존재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의 최상 원인은 당연히 ‘도

덕적 마음씨라는 원인성에 따른 결과의 산출’이라는 인과성을 보장해야만

러내기에 우리는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한편, 본문에서 ‘법칙의 표상과의 합치’는

‘도덕적 마음씨’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도덕 법칙에 따르려는 마음’이 경향성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법칙을 떠올려 이를 따르려는 마음’, 즉 ‘법칙의 표상과의 합치’라

는 점을 뜻한다. ‘의지의 법칙에 합치하는 근거’와 ‘법칙의 표상과도 합치하는 근거’

라는 대립쌍에 대한 고찰 후에야 우리는 칸트의 다음 언급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

다. ; “이 최상 원인은 응당 자연의 ⓐ한낱 이성적 존재자들의 의지의 법칙에 합치

하는 근거일뿐만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들이 ⓑ이 법칙을 의지의 최상 규정 근거로

삼는 한에서, 이 법칙의 표상과도 합치하는 근거를, 그러므로 단지 ⓒ형식상으로 윤

리와 합치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인인 그들의 윤리성, 다시 말해 그들의

도덕적 마음씨와 합치하는 근거를 포함해야만 한다”(KpV, A225=Ⅴ125). 우리는 위

의 검토를 통해 본문에서 ⓐ-ⓒ 對 ⓑ-ⓓ라는 구조가 제시되는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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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것이 바로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이다.

넷째, 위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밝혀진 것은 자연의 최상 원인이 존재

해야만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점이었다. 이제 그 자연의

최상 원인이 무엇인지 밝힐 차례이다. “자연의 최상 원인(die oberste

Ursache der Natur)은 … 신(Gott)이다”(KpV, A226=Ⅴ125). 어떤 이유에서 칸트

는 ‘자연의 최상 원인’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인간 존재자는 법칙이 아닌 법칙의 표상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다. 이렇

게 “법칙의 표상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존재자는 …이성적 존재자”이다

(KpV, A225=Ⅴ125). 이성적 존재자는 감성계의 한계에 얽매여 있지 않은,

“예지자(eine Intelligenz)”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법칙 표상에 따르는 그런

존재자의 원인성은”, 쾌․불쾌 혹은 경향성 등 외부의 대상이 아닌, “그

존재자의 의지”이다(KpV, A225=Ⅴ125).

따라서 법칙의 표상에 따르는 존재자인 인간은 최고선의 실현을 의도

하는 한 ‘지성’과 ‘의지’의 최상 원인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최상

원인은 “지성과 의지에 의해 자연의 원인…인 존재자”(KpV, A226=Ⅴ125)를

뜻하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자연을 만들어 낸 “창시자

(Urheber)”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창시자를 ‘신’이라고 부른다.

결국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이 요청될 수밖

에 없다. 왜냐하면 덕과 행복이 결합하는 최고선이 실현된 세계, 곧 최선

의 세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지계의 원인성이 현상계에 결과로 작용

해야 하는데, 이는 곧 최고의 지성적 존재자의 의도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의지의 원인성이 곧 자연의 원인성이 되는 것은

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최고의 파생적 선(곧, 최선의 세계)의

가능성의 요청은 동시에 최고의 근원적 선의 현실성, 곧 신의 실존의 요

청이다”(KpV, A226=Ⅴ125).

이러한 일련의 논변 과정을 통해 칸트는 신의 실존이 요청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논변을 최고선과 관련지어 살펴본다면,

칸트 본인이 언급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명제로 재구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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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최고선 촉진은 의무이다. ② 최고선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은 우

리의 권한이자 의무이다.218) ③최고선이 가능하려면, 신이 현존해야 한

다.219) 칸트는 결국 ‘신’이 존재해야만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논의를 자신의 결론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신의 현존을 받아

들임(das Dasein Gottes anzunehmen)은 도덕적으로 필연적이다(es ist moralisch

notwendig)”(KpV, A226=Ⅴ125).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보하

기 위해 영혼 불멸과 신 존재를 요청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논변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실천 이성의 확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당혹스러움을 주는 지점은 아직 남아 있다.

이는 특히, 신의 현존 요청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신의 현존을

상정하는 순간, 우리는 『윤리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의 「분

석학」에서 보여주었던 도덕성의 기반으로서 ‘의지의 자율’이 훼손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220) 왜냐하면, 그는 모든 종류의 질료적 규정 근거들을

타율적인 것이라며 배격하였기 때문이다. 칸트 본인도 이러한 당혹감을

해소할 필요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의 현존을 요청한 이후, 다

음과 같은 언급을 덧붙인다.

218) “최고선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요구인 의무와 결합

된 필연성이다”(KpV, A226=Ⅴ125).

219) “최고선은 오로지 신이 현존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생기므로, 그것은 신이 현존한다

는 그 전체를 의무와 불가분리적으로 결합한다”(KpV, A226=Ⅴ125).

220) 특히 「원칙론」에서 그는 “(의지의 자유로서의) 순수한 실천 이성의 형식적인 최

상 원칙을 종래의 모든 질료적인 윤리 원리들과 비교” 하면서, “단 하나의 형식적

원리를 빼고는 나머지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망라해서 실제로 동시에 하나의 표”에

표시한 바 있다(KpV, A68=Ⅴ39). 여기서 그는 ‘주관적 對 객관적’, ‘외면적 對 내면

적’이라는 기준으로 모든 타율성을 나열하였는데, 그가 “윤리 원리에서 실천적 질료

적 규정 근거들”로 제시한 6가지 중 크루시우스와 신학적 도덕론자에 의해 주장된

“신의 의지”는 객관적-외면적인 질료적 규정 근거로 확인된 바 있다(KpV, A69=Ⅴ

40). 그는 “신의 의지는 선행하는, 신의 이념에 독립적인 실천 원리 없이 그 신의

의지에 합치함이 의지의 객관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오로지 우리가 그것에서 기대

하는 행복에 의해서만 의지의 동인이 될 수”(KpV, A71=Ⅴ41)있다는 설명을 곁들여

신의 의지가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되는 순간 이를 윤리성의 원리로 볼 수 없다는 점

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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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도덕적 필연성(diese moralische

Notwendigkeit)은 주관적(subjektiv)인 것, 다시 말해 요구(Bedürfniß)이지,

객관적(objektiv)인 것, 다시 말해 그 자체가 의무(selbst Pflicht)는 아니라

는 점이다(KpV, A226=Ⅴ125).

칸트는 신의 현존을 도덕적 필연성으로 고양시킨 뒤, 필연성을 주관적

인 것으로 제한한다. 이는 언뜻 보면 모순된 표현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필연성은 본래 객관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는 신의 요청이

라는 도덕적 필연성을 주관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필연성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굳이 주관적 필연성이라는 형

용 모순적인 개념을 제안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본 소절의 제목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 칸트

는 자연의 법칙과 자유의 법칙 양자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

를 매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는 양자의 매개가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결합이라는 과제에 종속된다고 보았고, 양자의

매개 원리로 순수 사변 이성에 대한 순수 실천 이성의 우위를 찾아내었

다. 이후, 순수 사변 이성에 의해서는 그 가능성이 긍정되지도 그렇다고

부정되지도 않은 채 미정적으로 남겨져 있던 영혼 불멸과 신 존재라는 초

월적 이념들의 실재성을 순수 실천 이성의 사용을 확장함으로써 확보해

낸다. 이는 최고선의 실천 가능성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러한 작업은 순수

실천 이성의 확장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필연성은 순수 실천 이성의 사용에 한정된 것이다. 최

고선의 실현 가능성은 신이라는 “최고 예지자를 전제하고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존재자의 현존을 받아들임은 우리 의무 의식과 결합되어

있다”(KpV, A227=Ⅴ126). 즉, 최고선에서 원인성으로 작용하는 도덕 법칙은

최고 예지자로 인한 인과성을 긍정할 때에만 감성계에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을 긍정할 수밖에 없으나, 이는 오로지 순수 실천 이성

의 확장에 의한 것일 뿐이다. 순수 이론 이성에게 신의 존재는 경험의

영역 바깥의 일로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론 이성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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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거로 보아 가설(Hypothese)이라고 일컬어질 수”(KpV, A227=Ⅴ126) 있

을 뿐이다.

따라서 신의 현존은 본 소절의 제목처럼 순수 실천 이성의 확장에 의

해 요청될 수 있으나, 순수 사변 이성의 제한에 의해 그 실재성은 가설적

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그 필연성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 주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가 주관적 필연성을 주장하게 된 배경

이 ‘순수 이성의 사변적 제한과 실천적 확장’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물음에 답해야 한다.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은 주관적

필연성에 한정되는가?

3) 이성신앙을 통한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 확보

앞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어느덧 ‘신 존재 요청’에까지 이르렀다. 실천

이성의 전 객관인 최고선의 가능성이 행복론과 윤리론으로 분열된 칸트

실천철학의 균열을 메워줄 수 있는 열쇠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우

리의 논의는 덕과 행복 사이에 발생하는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과 해소,

덕과 행복의 매개가 결국 자유 법칙과 자연 법칙의 연결, 더 나아가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이론 이성의 합일과 관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고찰을 거

쳐, 순수 실천 이성의 확장을 통해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는 신

존재가 요청되며, 신 존재 요청이 도덕적 필연성을 지닌다는 점까지 다루

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미해결된 물음을 발견한다. 신 존재 요청이 객

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일 뿐이라면, 그것

의 실현 가능성을 전적으로 신 존재 요청에 의존하고 있는 최고선의 개념

또한 단지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다시 말해 덕

과 행복의 결합이라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객관적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

고, 주관적으로만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인가? 이와 더불어, 최고선

이 주관적 필연성을 지닌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본 소

절에서는 지금 제기된 물음에 대해 고찰하며, 「변증학」에서 전개된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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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서 본 것처럼 칸트는 신의 요청이 주관적 필연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는 신의 요청을 일종의 이성신앙이라고 표현하였다. “도덕 법칙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되는 객관(곧, 최고선), 그러니까 실천적 의도에서의 요구에

대한 이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신앙(Glaube), 그것도 순수한 이성신앙

(reiner Vernunftglaube)이라 일컬어질 수 있다”(KpV, A227=Ⅴ126). 칸트는 그가

이성신앙이라고 명명한 것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교설이 갖는 오류에 관해 고찰한다(KpV, A228-229=

Ⅴ126-127). 특히 그는 스토아 학파의 설에 대하여 평하기를 ⓐ “덕의 순수

한 법칙에 요구되는 덕의 정도를 이승 생활에서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KpV, A228=Ⅴ127)함으로 인해, ⓑ “현자를 생의 해악에 노출

은 시켰지만, 굴복시키지는 않음으로써, … 실제로 최고선의 둘째 요소,

곧 자기 행복을 제거”(KpV, A229=Ⅴ127)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가

볼 때 스토아 학파는 덕의 완전성을 위해서는 무한한 전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영혼 불멸을 요청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 실

천 이성의 진정한 객관에는 행복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다.

반면, 기독교의 도덕은 스토아 학파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닌다. 왜냐

하면 “기독교의 도덕은 … 인간에게서 적어도 그가 이승의 생활에서는 그

것에 온전히 합치한다는 신뢰를 빼앗으나”(KpV, A230=Ⅴ127 Anm.), 즉 스토

아 학파처럼 이승의 생활에서 덕에 완전히 합치하리라 생각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본성적인 행복에 대한 기대를 내치지도 않는다

(ⓑ). 즉, 기독교의 신 존재를 통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능력껏 선하게 행

위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든 모

르든, 우리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희망”(KpV, A230=Ⅴ127 Anm.)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기독교의 도덕은

우리에게 “최고선의 개념”, 곧 “신의 나라의” 개념을 제공(KpV, A231=Ⅴ128)

해 준다.

기독교 도덕에 대한 칸트의 평가는 그의 이성신앙이 가진 속성을 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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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과

정에서 칸트는 어디까지나 “모든 책임의 근거는 오로지 이성 자신의 자율

에 있는 것”(KpV, A226=Ⅴ126)이라며, ‘의지의 자율’을 대종으로 하는 윤리

학적 통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고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했

다.221) 그런데, 교설이라고 불리던 퀴니코스 학파․에피쿠로스 학파․스토

아 학파222)에서는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던 반면, 종교라고 불리던 기

독교에서 그 가능성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

교의 도덕에서만 도덕 법칙은 다른 요소와 연계되지 않고, 신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에게 있어 “도덕 법칙은 신성하고 (엄정하며), 윤리의 신성성을 요

구한다”(KpV, A231=Ⅴ128). 그러므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완전성은 언제나 덕일 뿐”이고, 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한정된

다. 인간은 도덕 법칙에 완전히 합치할 수 없다. 다만, “법칙에 대한 존경

에서 오는 합법칙적인 마음씨, 따라서 위반에의 계속적인 성벽에 대한 의

식, 적어도 불순성, 다시 말해 법칙 준수를 위한 많은 순정치 못한 (비도

덕적인) 동인들의 뒤섞임에 대한 의식, 따라서 겸허와 결합된 자존

심”(KpV, A231=Ⅴ128)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도덕적 완전성은 … 피조

물에게 다름아닌 무한한 진보를 남기고” 그와 더불어, 인간에게 “무한한

221) 신의 요청을 통해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낸 뒤에도 칸트는 윤리론을 행복

론과 분리되는 과제라는 점을 계속해서 언급한다. ; “도덕 법칙은 그 자신만으로는

아무런 행복도 약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 질서 일반의 개념상 행복은 도덕

법칙의 준수와 필연적으로 결합돼 있지 않으니 말이다”(KpV, A231=Ⅴ128) ; “사람

들은 결코 도덕을 행복론으로, 다시 말해 행복을 나눠 갖는 지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KpV, A233=Ⅴ129), “왜냐하면, 도덕은 오로지 행복의 이성적 조

건(불가결의 조건)과 상관이 있지, 행복의 획득 수단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KpV, A234=Ⅴ130).

222) 칸트는 주해를 통해 퀴니코스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기독교 교설의

차이점에 관해 상론한다. “퀴니코스 학파·에피쿠로스 학파·스토아 학파·기독교도의

이념은 각각 자연의 소박성·영리함·현명함·신성성인 것이다. 이에 이르는 길에 관해

서는 그리스 철학자들도 서로 달라, 퀴니코스 학파 사람들은 상식적인 인간 지성을,

그 밖의 사람들은 학문의 길만을 충분하다고 보았다”(KpV, A229=Ⅴ127 Anm.). ;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은 단지 우리의 윤리 개념들의 근원과 관련해서만 서로 달랐다.”는 짧은 평가를 내

리는 데 그쳤을 뿐, 자세한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다. 연구자가 생각하기로는 아리스

토텔레스는 윤리를 행복론과 연계시켜 전개하였고,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라는 지성

적 직관과 관련하여 전개하였기 때문에, 윤리의 근원이 달랐다고 평가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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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에 대해 희망을 가질 권리”를 준다. 즉, 영혼 불멸의 요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고선의 첫 번째 요소인 덕의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기독교 도덕은 최고선의 두 번째 요소인 덕과 결합된 행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안정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기독교 윤리설은 이성적 존재자가

전심전력으로 도덕 법칙에 헌신하는 세계를 신의 나라라고 서술함으로

써”(A231=Ⅴ128) 우리에게 최고선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준다. 왜냐하면,

“신의 나라에서는 자연과 윤리가 파생적인 최고선을 가능케 하는 성스러

운 창시자에 의해 양자 각각이 단독으로는 서로 몰랐던 조화에”(KpV,

A232=Ⅴ128)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독교 도덕을 통해 칸트가 명명한 이성신앙의 대강이 밝혀진

다. 칸트가 영혼 불멸을 요청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한 덕의 완전성을 향한

무한한 전진, 즉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 중요성이 온존하면서도, 신의

존재를 요청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한 덕과 행복의 결합, 즉 최고선의 실현

에 대해 희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칸트는 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

한다.

㉠윤리의 신성성은 이승 생활에서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이미 규준

으로서 지시되지만, ㉡이에 비례한 복(dieser proportionirte Wohl), 곧 지복

은 단지 영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KpV, A232=Ⅴ

128-129).

이성적 존재자들은 덕의 완전성에 다가서기 위해 도덕 법칙을 준수해

야만 한다. 이는 무한한 전진을 상정하지만, 현실에서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명령된다(㉠). 그러나 도덕 법칙의 원인성에

비례하는 행복은 현존재가 그것을 향유할 가능성을 배제한 ‘지복’으로서,

그것은 신의 나라에서 가능한 것으로 표상된다(㉡). 우리는 ‘윤리적 신성

성(die Heiligkeit der Sitten)’이 “언제나 모든 처지에서 이성적 존재자들의 거

동의 원형이어야 하고, 그것을 향한 전진은 이미 이승 생활에서 가능하고

필연적”(KpV, A232=Ⅴ129)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더불어, ‘지복

(die Seligkeit)’은 “이 세계에서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서 … 전혀 얻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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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오로지 희망의 대상이 될 뿐”(KpV, A232=Ⅴ129)

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결국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종교에 이르게 된

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신의 의지조차도 의지의 타율을 초래한다는 점에

서 배격했던 칸트의 입장을 상기한다면, 이는 다소 의외의 결론으로 비춰

질 수 있다. 하지만 칸트는 도덕 법칙에서 최고선으로, 다시 최고선에서

종교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해 정확히 언급한다.

“도덕 법칙은 순수 실천 이성의 객관이자 궁극목적인 최고선의 개념을

통해 종교에”223)(KpV, A233=Ⅴ129)이르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의무

들을 신의 명령들로 인식하는 데에 이른다”(KpV, A233=Ⅴ129)는 것을 의미

한다. 그가 볼 때, 도덕이 종교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도덕

이 행복과 전혀 다른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도덕은 본래, 어떻게 우

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관한 교설”이 아니다. 도덕은 행복의

실현과 연관되지 않으나, 다른 방식으로 행복과 연관된다. 도덕은 “어떻게

우리는 행복할 만한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설이다”(KpV,

A234=Ⅴ129). 하지만, 행복할 만한 품격을 갖추었더라도, 행복이 우리의 손

에 잡히지 않는 요원한 것이라면, 우리의 행동은 칸트가 비판해 마지않았

던 스토아 학파의 현자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칸트가 계속해서 논하였듯이, “우리는 오직 도덕적으로 완전한

(성스럽고 선량한), 동시에 전능한 의지에 의해서만 최고선 … 을 희망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의지에 합치함으로써 최고선에 이르는 것을 기대할

수”(KpV, A233=Ⅴ129) 있다. 즉, “최대의 행복이 최대한의 윤리적 완전성과

가장 정확한 비례로 결합되어 있다고 표상되는 전체 개념으로서의 최고

선의 개념”(KpV, A234=Ⅴ129)을 상정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스토아 학파의 관점에서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덕스러운 인간

에게 허용된 것은 그저 고행을 견뎌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일 뿐이고 그에

게 행복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에, 칸트는 신을 요청

223) „Auf solche Weise führt das moralische Gesetz durch den Begriff des

höchsten Guts, als das Objekt und den Endzweck der reinen praktischen

Vernunft, zur Religion.‟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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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즉 이성 종교에 관해 논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게 된

다. “종교가 도덕에 더해지는 때에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

지 않도록 마음 쓴 정도만큼 언젠가 행복을 나눠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

도 나타날 것이다”(KpV, A234=Ⅴ130)는 칸트의 언급은 ‘실천 이성의 객관으

로서 최고선’ 개념의 탐구가 갖는 효용을 명확하게 해 준다.

곧, 최고선 개념의 탐구는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는 물음과

직결된다.224) 주지하다시피 칸트에게 희망은 ‘종교론’과 연관되는 바, 최고

선은 곧 이성신앙과 연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희망은 오로지 종교와 더불어서만 개시되기 때문이다”(KpV, A235=Ⅴ130).

224) 칸트는 『논리학』에서 철학의 분야가 네 개의 질문으로 전개된다고 한다. “1.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Was kann ich wissen)? 2.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Was

soll ich tun)? 3.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Was darf ich hoffen)? 4.인간이

란 무엇인가(Was ist der Mensch)? 첫 번째 질문은 형이상학에, 두 번째는 도덕에,

세 번째는 종교에, 네 번째는 인간학에 답한다”(Log, Ⅸ25). (굵은 글씨 강조는 연

구자) ;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방법론」 중 ‘순수 이성의 규준’ 장에

서 인간의 모든 관심이 세 가지 물음으로 통합된다고 언급하였다. “나의 이성의 모

든 관심(즉 사변적 관심 및 실천적 관심)은 다음의 세 물음으로 통합된다. 1.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3.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

은가?”(KrV, A805=B833) 칸트는 1번 질문은 이론적, 2번 질문은 실천적, 3번 질문

은 실천적이면서 이론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3번 질문과 관련하여 “실천적인 것은

단지 이론적인 물음의 답변을 위한 실마리로서, 만약 이 물음이 높이 올라가면, 사

변적 물음에까지 이른다. 무릇 모든 희망은 행복을 지향하고, 실천적인 것 및 윤리

법칙에 관하여는, 지식과 자연 법칙이 사물들의 이론적 인식에 대하여 있는 것과

똑같다”(KrV, A805-806=B833-834)고 하여 이후, 『실천이성비판』 「변증학」에서

다룰 최고선의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 Ⅲ장 3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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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수 이성의 최종목적의 규정 근거로서 최고선

칸트 비판기 저작에서 처음으로 최고선이 등장하는 부분은 『순수이성

비판』의 「초월적 방법론」이다. 특히, 그는 「순수 이성의 규준」이라

고 명명한 제 2장의 2절에서 최고선을 “순수 이성의 최종목적의 규정 근

거”라고 언급하고 있다(KrV, A804-819=B832-B847).「초월적 방법론」 제 2장

인 ‘순수이성의 규준’은 크게 세 절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이성의 순수한

사용의 최종목적(1절), 순수 이성의 최종목적의 규정근거로서 최고선의 이

상(2절), 의견, 앎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3절). 본 절에서는 최고선 논의과

무관한 3절을 제외하고, 1절과 2절에 제시된 칸트의 언급을 바탕으로 최고

선 개념의 의미를 궁구하려 한다.

1) 이성의 체계적 통일

연구자는 본 절에서 왜 하필 칸트가 ‘순수 이성의 규준’에서 최고선을

다루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우선, ① 칸트가

생각하고 있는 순수 이성의 규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으로, ② 순수

이성의 규준이 최종목적과 어떤 관련을 지니는지, 마지막으로, ③ 최고선

을 왜 순수 이성의 최종목적의 규정 근거라고 단언했는지에 관해 다루고

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순수이성비판』에서 언급된 최고선의 의

미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우선, 칸트는 순수 이성의 규준이라는 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는 “모종의 인식능력 일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선험적 원칙들

의 총괄”을 “규준(Kanon)”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인식력이 올바르

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규준이 있을 수 없다(KrV, A796=B824).

그가 볼 때 순수 이성의 철학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 대신에 단지 착

오들을 방지하는 조용한 공적”을 가질 뿐이다(KrV, A795=B823). 하지만 이

성은 그 속성상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려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

에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어디엔가 확고한 기반을 잡으려는, 진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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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욕구”를 무언가에 귀속시키려 한다. 즉 “순수 이성은 그에게 커다란

관심을 이끌어오는 대상들”을 떠올리고, 사변적으로 대상들의 가능성을

정초하려 한다(KrV, A796=B824).

하지만, 이미 『순수이성비판』「변증론」에서 다룬 바와 같이 이는

사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종의 월권행위이다. 따라서 순수 이성이

관심을 지닐 수밖에 없는 대상의 원인성을 찾기 위해 순수 사변 이성이

아닌 순수 실천 이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KrV, A796=B824). 상론한 ‘규준’의

정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순수 사변 이성으로는 종합적 인식이 불가능하

므로, 이성의 사변적 사용에는 규준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순수 실천 이

성과 관련해서만 규준이 있을 따름이다(KrV, A797=B825). 이로 미루어보건

대, 칸트는 향후 전개될 자신의 순수 실천 이성의 사용과 관련된 제논의

에서 순수 실천 이성의 선험적 원칙들을 탐구할 때 지켜야 할 일종의 포

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본 장을 기술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음으로, ‘순수 이성의 규준’에서 ‘최종목적’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성은 그 성질상 경험적 사용을 넘어서 “이념들을

매개로 모든 인식의 극단의 한계까지 넘어서려” 한다. 이러한 이성의 감

행은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체계적 전체”를 통해 자기 권역을 완성하기까

지 계속된다(KrV, A797=B825). 즉, 이성은 ‘체계적 전체의 완성’에 다다르기

까지 순수 이념에 모종의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순수 이념은 “세 가지 대상, 곧 의지의 자유(die Freiheit des Willens), 영혼

의 불사성(die Unsterblichkeit der Seele), 그리고 신의 현존(das Dasein Gottes)”

을 의미한다(KrV, A798=B826). 그런데, 순수 이념에 대한 이러한 모종의 관

심은 사변적이거나 실천적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칸트가 『순수이성비

판』「변증론」에서 살펴보았듯, 이 세 명제에 대한 순수 이성의 사변적

관심은 우리의 앎에 전혀 필요가 없다(KrV, A799=B827). 왜냐하면 자유, 영

혼의 불사성, 최고 예지자의 현존 등이 설령 증명된다 하더라도 이는 예

지적 영역에 한정된 것일 뿐, “경험의 대상들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 사

용,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유용한 사용”을 줄 수 없기에, 사변

이성에게 이 “세 명제는 항상 초험적으로” 남기 때문이다(KrV, A799=B827).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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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순수 이념에 대한 사변적인 관심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의 앎에 전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성이 세

핵심 명제, 즉 순수 이념을 절실히 바란다면, 결국 “그것들의 중요성은 오

로지 실천적인 것에 관계해야 하는 것이다”(KrV, A799-800=B827-828). 즉, 우

리는 순수 이념에 대한 실천적인 관심의 정당화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 관심은 ‘체계적 전체의 완성’이라는 최종목적에 대한 관심

이다. 최종목적에 대해서 “다른 모든 목적들은 단지 수단 가치만을 갖는

다”(KrV, A797=B825). 이는 우리 이성이 ‘의지의 자유, 영혼의 불사성, 신의

현존’이라는 핵심 명제들을 최종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목적들은 하

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칸트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 그는 “이 최고의 목적들은

이성의 자연본성에 따라, 어떤 보다 상위의 관심에 종속하지 않은 인간성

의 관심이 통합되도록 촉진하기 위해, 다시금 통일성을 가져야만 할 것”

이라고 언급한다(KrV, A798=B826). 즉, 그는 ‘의지의 자유, 영혼의 불사성,

그리고 신의 현존’이라는 최고의 목적들 간에 통일성을 주문하고 있다. 언

뜻 보면 별개인 것 같은 세 가지 이념들도 모종의 원리에 의해 통합되어

있어야만 이성의 열망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모종의 인식

능력 일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선험적 원칙들의 총괄”이라는 규준이 목

적으로 삼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질문에 연구자가 답하자면 다음과 같다. ‘체계적 전체’라는

이성의 최종목적은 이 세 가지 핵심 명제, 즉 순수 이념, 즉 최고의 목적

들이 통일성을 이루는 데 있다. 칸트는 ‘규준’을 통해 ‘선험적 원리를 총괄’

하고자 했으므로, 최종목적에 관해 다루어야만 한다. 그런데 인식능력 일

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사변적 사용이 아닌, 실천적

사용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이성의 실천적 관심이 앞으로 탐구해야 할 내

용이다.

이후 칸트의 논의도 이성의 실천적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어

떤 것이야말로 순수 이성의 실천적 사용에 속하는 것인가? 즉, 하나의 규

준을 허용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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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제기한 마지막 질문도 이러한 칸트 논리 전개상 자연스레 부

각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본 절에서 연구자는 칸트가 순수 이성의 규

준을 통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순수 이성의 규준이 최종목적과

어떤 관련을 지니는지 밝혔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선을 왜 순수 이성의

최종목적의 규정 근거라고 단언했는지에 관해 논의할 차례이다.

칸트는 ‘우리 이성의 순수한 사용의 최종목적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붙

은 1절의 마지막에서 “이성 사용의 규준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한다. “신은 있는가?”. “미래의 생은 있는가?”(KrV, A803=B831)

칸트가 볼 때 이 두 물음이야말로 “순수 이성의 규준에서, 순수 이성의 실

천적 관심과 관계가 있으며,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성사용의 규준이 가능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KrV, A803=B831).225) 칸트는 이러한 언급을 통해

이후 논의가 신의 현존, 영혼의 불사성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

한 논변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후 칸트는 이성의 실천적 관심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순수 이

성의 최종목적의 규정근거로서 최고선의 이상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2절의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이성의 사변적 사용에서는 순수 이성이 지

향했던 두 가지 목적, 즉 신의 현존, 영혼의 불사성과 관련된 해답을 결코

온전하게 충족할 수 없기에, 실천적 사용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언급한

다. 즉, 순수 이성의 실천적 사용에서 “순수 이성의 최고 목적들에 도달하

는 이념들에 이르고, 그러므로 이 순수 이성이 우리에게 사변적 관심에서

는 전적으로 거절한 것을 실천적 관점에서는 승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KrV, A804=B832).

그는 이성의 모든 관심, 즉 이성의 사변적 관심과 이성의 실천적 관심

225)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칸트가 순수 이념 세 가지 중 ‘신의 현존, 영혼 불사성’

두 가지만 언급하고, ‘의지 자유’ 문제를 제외했다는 점이다. 그는 “초월적 자유에

대한 물음은 한낱 사변적 앎에 관한 것으로, 실천적인 것이 문젯거리일 때는, 우리

는 완전히 무관심하게 제쳐놓을 수 있다”(KrV, A803-804=B831-832)고 언급하고

있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변증학’에서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 중

‘제3이율배반’을 다루면서, 이미 사변적 이성을 통해 자유를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

도 없다고 함으로써, 초월적 자유의 실재성을 소극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바 있다.

그렇기에 칸트는 초월적 자유를 사변적 앎과 관련하여 탐구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

고, 실천적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내용은 최고선을 다루

는 본 논문의 논점에서 벗어나므로 상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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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물음으로 통합된다고 본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

을 행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KrV, A805=B833)가 그

것들이다.

이 중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는 순전히 사변적인 물음이다. 이 물

음에 대한 답변은 『순수이성비판』「분석론」에서 철저히 궁구되었으나,

최종목적으로 설정된 신의 현존, 영혼의 불사성 물음에 관련해서는 아무

런 답을 줄 수 없다(KrV, A805=B833).

반면,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는 순전히 실천적인 물음이다 이

물음은 “초월적이지는 않고 도덕적이다.” 즉, 인식비판적이거나 존재론적

인 물음이 아니므로 이것은 “비판 그 자체에 일거리라고 볼 수 없다”(KrV,

A805=B833).226) 즉, 이 물음은 모두 순수 이성의 실천적 관심의 대상인 신

의 현존과 영혼의 불사성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당연히 답할 수 있다.

반면, ‘무릇 내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한다면, 나는 그 때 무엇을 희망해

도 좋은가?’라는 물음은 실천적이면서 동시에 이론적이다(KrV, A805=B833).

실천적이면서 이론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칸트는 “실천적인

것은 단지 이론적인 물음의 답변을 위한 실마리로서, 만약 이 물음이 높이

올라가면, 사변적 물음에까지 이른다”(KrV, A805=B833)고 하며, 여기에 부가

적인 설명을 덧붙인다.

226) 칸트는 이 물음이 왜 초월적인 물음이 아닌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연구자가 생각할 때, 이는 이후 『실천이성비판』에서 전개된 것처럼

인간에게 도덕 법칙과 초월적 자유의 실재성이 ‘순수 이성의 사실’로 주어진다는 점

에서 현상계에 그 어떠한 경험의 실마리도 주어지지 않는 신의 현존이나 영혼의

불사성과는 차이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비판

그 자체에 일거리가 될 수 없다”(KrV, A805=B833)고 단언한다. 여기서의 ‘비판

(Kritik)’은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의 초판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순

수이성비판이란 …(중략)… 이성이 모든 경험으로부터 독립해서 추구함직한 모든

인식과 관련해서 비판함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대체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결정하고, 형이상학의 원천과 범위 그리고 한계를 규정하되,

모두 원리로부터 수행함”을 뜻한다(KrV, AⅦ).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는 물음은 순수 실천 이성과 관련된 물음이기 때문에 이성의 실

천적 사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념들에 대하여 논할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서 논

구할 필요조차 없다. 순수 실천 이성의 가능성과 범위, 한계 등에 대해 논할 필요조

차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칸트의 평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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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모든 희망은 행복을 지향하고, 실천적인 것 및 윤리법칙과 관

하여는, 지식과 자연 법칙이 사물들의 이론적 인식에 대하여 있는 것

과 똑같다. 전자는 마침내 어떤 것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

(최종의 가능한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있다는 추론에 귀착하고, 후자

는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최상의 원인으로 작용하

는 것)이 있다는 추론에 귀착한다(KrV, A805-806=B833-834).

여기에 이 물음의 독특한 특성이 잘 드러난다. 칸트는 ‘희망이 행복을

지향한다’는 명제를 이성의 실천적 사용, 즉 윤리법칙과 관련짓고, 종국에

‘어떤 것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최종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있다’는 당

위 차원의 추론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또한 병렬적으로 이성의 사변적 사

용을 자연 법칙과 관련짓고, 이는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상

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 차원의 추론으로 이어진다고 본

다. 이는 ‘희망’에 대한 물음이 윤리 법칙과 자연 법칙을 매개하는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특히, 그는 대담하게도 희망의

대상인 ‘행복’ 이야말로 순수 이성의 ‘최종목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

만, 곧바로 그가 언급한 행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부적으

로 규정한다.

행복은 우리의 모든 경향성들의 충족이다. …(중략)… 행복의 동인에

서의 실천 법칙을 나는 실용적(영리함의 규칙)이라고 부르고, 행복할

만한 품격 있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동인으로 갖지 않는 한의 실천

법칙은 그러나 도덕적(윤리 법칙)이라고 부른다(KrV, A806=B834).

즉, 칸트가 윤리 법칙이라고 언급한 행복은 ‘경향성들의 총족’이 아니

라, ‘행복할 만한 품격 있음’을 의미한다. ‘영리함의 규칙’과 ‘윤리 법칙’은

종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227) ‘행복할 만한 품격 있음’은 경향성을 배제

227)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영리함의 규칙’은 가언 명령으로, ‘윤리 법칙’은

정언 명령으로 구분한 바 있다. 둘 다 실천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언 명령은

타율적인 것으로 준칙에 불과할 뿐이다. 정언 명령만이 의지의 자율에서 비롯된 것

이므로,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경향성들의 충족’은 특수한 경험적 준칙들만을 산

출해 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험의 요소를 사상하고 ‘행복할 만한 품격 있음’



- 163 -

하고, “이성적 존재자 일반의 자유 및 그 아래에서만 자유가 행복의 분여

와 원리적으로 조화하는 필연적 조건들”만을 고찰하기 때문에, “순수 이성

의 순전한 이념들에 의거할 수 있고, 선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KrV,

A806=B834).

행복을 언급하되 경향성 충족에서 벗어난 것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일

견 『정초』 2절의 주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연구자가

고찰 중인 ‘순수 이성의 규준’의 주된 목표는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이 공히 기반해야 할 선험적 원리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여기에서 『정초』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주장을 펼친다.

순수 이성은 비록 사변적 사용에서는 아니지만, 모종의 실천적, 곧

도덕적 사용에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곧 윤리적 지시규정들에 알맞

게 인간의 역사에서 만나질 수 있을 그러한 행위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들을 함유한다(KrV, A807=B835).

칸트는 순수 이성이 모종의 원리를 함유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 원

리는 도덕 법칙에 알맞은 경험이 인간의 역사에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무릇, 이성이 그러한 행위들을 일어나야 한다고 명령하기 때문

에, 그러한 행위들은 또한 일어날 수 있어야만 한다”(KrV, A807=B835). 이러

기 위해서는 “특수한 종류의 체계적 통일, 다시 말해 도덕적 통일이 가능

해야만 한다”(KrV, A807=B835). 즉, 그는 순수 이성의 규준이 목적하는 바인

이성의 체계적 통일을 ‘도덕적 통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성의 사변적 원리에 따르는 체계적 자연 통일은 증명될 수 없

지만, 실천적 원리에 따르는 도덕적 통일은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순

수 이성이 “자유 일반과 관련해서는 원인성을 갖지만 전체 자연과 관련해

서는 원인성을 갖지 못하며, 도덕적 이성 원리들은 자유로운 행위들을 산

출할 수 있지만, 자연 법칙들을 산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KrV,

A807=B835). 그러므로, ‘순수 이성의 원리들’은 사변적 사용에서 볼 때는 그

실재성이 의심되지만, “실천적, 특히 도덕적 사용에서 객관적 실재성”을

만을 동인으로 갖는 실천 법칙만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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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게 된다(KrV, A808=B836). 여기서 칸트의 ‘도덕 세계’에 대한

논의가 나타난다.

세계가 모든 윤리적 법칙들에 맞는 한에서, …(중략)… 나는 세계를

도덕 세계라고 부른다. 이 세계는 그런 한에서 한낱 예지적 세계로 생

각된다. …(중략)… 도덕 세계는 순전한, 그러면서도 실천적 이념이며,

감성세계를 가능한 한 이 이념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이념이 실

제로 감성세계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쳐야만 한다. 그리하

여 도덕 세계라는 이념은 객관적 실재성을 얻는다(KrV, A808=B836).

칸트는 윤리 법칙에 적합한 ‘도덕 세계’라는 일종의 예지적 세계를 상

정해 낸다. 하지만 이는 감성 세계와 절연된 세계가 아니다. 도덕 세계라

는 이념은 감성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 세계는 객관

적 실재성을 얻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념이 감성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 칸트는 “이성적 존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도덕 법칙

들 아래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모든 다른 자유와 일관적 체계적 통일을

자세로 갖는 한”, 도덕 세계는 “감성세계 안에 있는 이성적 존재자들의 신

비체(corpus mysticum)”라고 언급한다(KrV, A808=B836). 즉, 그는 예지계와 감

성계를 매개하는 통로로 ‘도덕 법칙’ 아래의 ‘자유’와 ‘이성의 체계적 통일’

을 들고 있다.

도덕 법칙을 통한 예지계와 감성계의 매개, 이는 곧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통일, 다른 말로 ‘이성의 체계적 통일’을 의미한다. 순수

이성의 규준을 통해 ‘이성의 체계적 통일’을 이성의 최종목적으로 상정한

칸트의 의도는 이후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도덕 원리들이 이성의 실천적 사용에서 필연적인 것과 똑같이 이성

의 이론적 사용에서도, 누구나 자기의 처신에서 행복할 만한 품격을

갖춘 그 정도만큼 행복을 희망할 이유를 가지며, 그러므로 윤리성의

체계는 행복의 체계와 불가분리적으로, 그러나 오직 순수 이성의 이념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고 상정하는 것도 필연적이다(KrV, A809=B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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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체계적 통일’을 염두에 둔 칸트에게 이성의 실천적 사용과 이

성의 이론적 사용의 통합을 논의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행복할

만한 품격이 있음’이라는 윤리적 사용과 ‘행복’이라는 이론적 사용은 불가

분리적으로 결합해야만 한다. 다만, 이는 순수 이성의 이념 안에서만 가능

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성의 체계적 통일’은 이성의 사변적 관심이 아니

라, 이성의 실천적 관심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에 관한 물음에

서 볼 수 있듯이, 이성의 실천적 사용이 이성의 이론적 사용을 위한 실마

리로서 사용될 때 비로소 순수 사변 이성의 이념에 닿을 수 있는 길이 마

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수 이성 이념’ 안에서야 비로소 “윤리의 모든 방해물들(즉 경

향성들)을 도외시하는, 하나의 예지적인, 다시 말해 도덕적인 세계에서 이

제 도덕성과 비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행복의 그러한 체계가 또한 필연

적인 것으로 생각된다”(KrV, A809=B837). 이렇게 “스스로 보답을 받는 도덕

성의 이런 체계는 단지 하나의 이념”일 뿐이므로, “행복하게 될 희망과 행

복할 만한 품격을 갖추려는 부단한 노력”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은 자연만

을 근거로 불 때에는 인식될 수 없다. 양자 간의 필연적 연결은 “오로지

도덕 법칙들에 따라 지시명령하는 최고 이성이 동시에 자연의 원인으로

서 근거에 놓여질 때만 희망해도 좋은 것”이다(KrV, A810=B838).

그 안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완전한 의지가 최고의 정복과 결합되어

있어, 이 세계에서의 모든 행복의 원인인 그러한 예지자의 이념을 행

복이 (행복할 만한 품격으로서의) 윤리성과 정확한 비례관계에 있는

한에서 최고선의 이상이라고 부른다(KrV, A810=B838).

‘도덕적으로 가장 완전한 의지’, 즉 윤리 법칙의 실현이 ‘최고의 정복’

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예지적 존재자는 윤리성과 행복이 비례관

계에 있는 감성적 존재자의 원인이 된다. 칸트는 그러한 예지자, 곧 신을

‘최고선의 이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로서 앞서 칸트가 제기하였던 신의

현존 가능성은 확보되었다.



- 166 -

비록 감관들은 우리에게 현상들의 세계 외에는 아무것도 현시해 주

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이성에 의해 우리 자신이 반드시 그러한 도덕

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표상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 감성

세계에서의 우리의 처신의 결과로서의 저 도덕적인 세계를 우리에 대

한 내세[來世]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감성세계는 우리에게 그러

한 연결을 제시해 주지 않기에 말이다(KrV, A811=B839).

더불어, 도덕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감관이 직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 인식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실천 이성에 의해 도덕 세계를 표

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내세에 대한 희망을 준다. 즉, 영혼 불사성의 가

능성을 확보해 준다. 이로써 칸트는 앞에서 제기한 두 물음, “신은 있는

가?”, “미래의 생은 있는가?”(KrV, A803=B831)에 대하여 이성의 사변적 사용

이 아닌 실천적 사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확보하게 된다. 칸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논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선언한다.

그러므로 신과 내세의 생은 순수 이성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책무와

바로 똑같은 이성의 원리상 분리될 수 없는 두 전제들이다(KrV,

A811=B839).

이제, 연구자가 제기한 마지막 문제에 대하여 답변할 준비가 되었다.

먼저, 상론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칸트는 ‘순수 이성의 규준’

에서 순수 이성의 선험적 원리를 발견하고자 했고, 이는 순수 이성의 ‘최

종목적’으로서 ‘이성의 체계적 통일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228) 그는 이성의 체계적 통일과 관련한 문제를 순수 이

성의 이념인 의지 자유, 신의 현존, 영혼의 불사성 문제에 대한 이성의 관

심을 다루는 논변으로 치환하였고, 이는 이성의 사변적 사용이 아닌 이성

228) 칸트에게 체계(System)란 “한 이념 아래서의 잡다한 인식들의 통일”(KrV, A832=B860)

을 의미한다. 이는 이념이 결여된 집합(Aggregat)과 대립된다. 그가 생각할 때, 학문이

진정으로 하나의 학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반드시 체계여야만

한다. 따라서 순수 이성의 가능성과 범위, 체계를 다루는 비판기 서술의 학적 가능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칸트는 반드시 순수 이성이 체계로 성립한다는 점을 밝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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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천적 사용과 관련한 과제라는 점을 들어, 종국에는 자유를 제외한

신과 영혼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논의의 범위를 압축하였다.

그 후, 그는 이성의 관심을 인식, 행위, 희망과 관련된 세 가지 형태의

물음으로 제시하였고, 이 중, 특히 희망과 관련된 물음에 대하여 집중적으

로 논의하였다. 희망과 관련된 물음은 여타의 물음과 달리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이 중첩되어 있다. 인간은 행복을 희망하게 되어 있는데, 현상

세계 내에서 행복의 가능 여부를 논하는 것은 사변 이성과 관련된 문제인

반면, 행복할 만한 품격을 갖추는 것은 실천 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

문이다.

그는 ‘행복’이 순수 이성의 ‘최종목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성의 실천적

사용을 통해 순수 이성이 특수한 종류의 체계적 통일 원리를 함유하고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을 산출할 수 없는

사변 이성과 달리, 자유의 원인성을 갖는 실천 이성은 도덕 법칙을 산출

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실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감성 세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덕 세계’의 상정 가능성을 확보해주기 때문

이다.

칸트의 ‘도덕 세계’는 ‘감성 세계’와 절연되어 있지 않다. 즉, 예지계의

원인성이 감성계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

다. 윤리성과 행복이 결합되어 있는 예지자의 존재는 이성의 실천적 사용

을 통해 그 실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이념일 뿐이므로, 자연 세계

를 근거로 볼 때는 윤리성과 행복의 결합을 이론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단지 희망할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에도 단서

가 있다. 윤리성과 행복을 비례 관계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지자,

즉 ‘순수 이성 이념’의 실천적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렇게 윤리성과 행복이 비례하는 예지자의 이념을 최고선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칸트의 논변을 배경으로 칸트가 ‘최고선을 왜 순수 이성의

최종목적의 규정 근거’라고 보았는지 생각해보자. 칸트가 생각하는 순수

이성의 최종목적은 ‘이성의 체계적 통일’이다. 그리고 이성의 체계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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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지 자유, 신의 현존, 영혼 불사라는 순수 이념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만약 순수 이념들이 허황된 것이라면, 순수

이성의 체계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지 자유를 제외하고 신의 현

존, 영혼 불사는 순수 이성의 사변적 사용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밝혀

졌다. 이제 남은 것은 순수 이성의 실천적 사용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여부에 체계적 통일의 성패 여부가 좌우된다. 칸트는 이성이

관심을 갖는 세 가지 질문 중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라는 물음의

특수성에 착안하였고, 이후 앞에서 논의한 제반 과정을 거쳐 신의 현존과

영혼 불사의 가능성을 확보해 냈다. 즉, 이성의 실천적 사용을 통해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이 합일할 수 있는 가능성,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의 체계

적 통일의 가능성을 확보해 낸 것이다.

위 논의에서 칸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논의의 흐름으로

볼 때, 칸트가 상정한 예지자는 순수 사변 이성의 자연 법칙과 순수 실천

이성의 도덕 법칙이 체계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표상한다. 칸트가 “근원적

선의 이상에서만 최고의 파생적 선의 두 요소를 실천적이고 필연적으로

연결하는 …(중략)… 근거를 만날 수 있다”(KrV, A811=B839)고 언급한 내용

이 이를 뒷받침한다. 칸트는 ‘이성이 체계적 통일을 이룬 상태’를 뜻하는

예지자, 근원적 선의 이상, 신의 현존이라는 표현을 ‘최고선의 이상’이라고

했다. 즉, 최고선의 이상이야말로 ‘이성의 체계적 통일’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순수 이성의 최종목적인 ‘이성의 체계적 통일’의 근거는 ‘최고

선의 이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다루

고 있는 최고선에 대한 이론이 ‘이성의 체계적 통일’이라는 보다 큰 의도

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2) 합목적적 통일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순수 이성의 규준’에서 칸트의 주된 목적

은 이성의 체계를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최고선도 이성의 체계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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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칸트는 단지 신의 현존과

영혼의 불사성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서 그의 논의를 멈추지 않는다. 그

는 해당 장의 뒷 부분에서 예지 세계인 도덕 세계와 감성 세계의 관련성,

신의 현존에 관한 이론인 신학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KrV,

A812-819=B840-847). 연구자는 칸트의 논의 중 언급된 ‘목적들의 체계적 통

일’과 그의 ‘최고선’ 이론의 연관성에 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229)

비록 순전한 자연으로서는 단지 감성세계라고 부를 수 있으되, 자유

의 체계로서는 예지적인, 다시 말해 도덕적인 세계(은총의 왕국)라고

부를 수 있는, 지성적 존재자들의 이 세계에서 목적들의 이 체계적 통

일은 그러나 불가불 또한 보편적인 자연 법칙들에 따라, 이 커다란 전

체를 형성하는 모든 사물들의 합목적적 통일에 이른다(KrV,

A815=B843).

보편적인 자연 법칙들에 따르는 자연 사물은 합법칙성을 지닌다. 지성

229) ‘순수 이성의 규준’의 내용을 해석할 때, 무엇을 중심에 놓아야 할지는 해석자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구자는 여러 해석자 중 칸트 비판서 전반에서 최고선

개념의 변화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한 카스웰(Caswell)의 주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카스웰은 『순수이성비판』에서 최고선과 관련된 칸트의 논의에서 두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순수 이성의 규준’을 저술한 지배적인 철학적 동기가

‘이성의 통일(the unity of reason)’과 ‘실천 이성의 우선성(primacy of practical

reason)’을 밝히는 데 있다는 점이다. 카스웰이 볼 때, ‘순수 이성의 규준’ 장에는

‘최고선의 윤리학적 중요성’과 ‘칸트 실천철학 내에서 최고선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그는 규준에서 명시적으로 표명한 이성의 통합에 대한 질문

은 최고선의 윤리학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에 비해 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 둘째, ‘순수 이성의 규준’에서 언급된 최고선의 개념은 초기 개념에 가까운 것으

로, 이후 칸트의 입장이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칸트의 최고선 개념은

그 뒤에 그의 도덕철학과 관련된 텍스트에서 양립할 수 없는(incompatible) 행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카스웰은 ‘순수 이성의 규준’ 장에서 표현된 최고선에 대한 칸

트의 입장은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와 관련된 부분에서 볼 때, 기존의

최고선 입장을 통합(integral)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동기화와 관련하여 최고선

을 언급하는 칸트의 입장은 후에 도덕철학이 성숙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카스

웰은 이외에도 ①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 사이에 최고선 이론이 크

게 변했다는 점, ② ‘순수 이성이 규준’ 장에서 최고선과 그의 도덕 신앙(moral

religion)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는 점 ③ 목적론적 사고 방식이 드러난다는 점 등

을 특징으로 지목하고 있다. [M. D. Caswell(2003), “Kant's conception of the

Highest good”, (Doctor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Maryland, U.S.A.).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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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관이라는 재료가 주어질 때에만 현상을 경험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

문에, 감관을 통해 직관으로 주어지지 않은 자연 사물의 목적은 인간에게

인식될 수 없다. 그런데 칸트는 인식 비판적 시각에서 볼 때 쉽게 납득하

기 어려운 발언을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 “사물들의 합목적적 통일”이

라는 언급을 한 것이다(KrV, A815=B843).

이성의 실천적 사용에서 목적들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은 쉽게 납득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모든 원인성이 도덕 법칙 아래에

종속되어야 예지적인 도덕 세계가 가능하다는 점만 떠올려 봐도 알 수 있

다. 하지만, 분명, 이성의 이론적 사용에서는 사물들의 목적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런데 칸트는 여기에 사물들의 합목적적 통일을 주문하고 있다. 칸

트는 사물들의 합목적적 통일이 “목적들의 체계적 통일이 보편적이고 필

연적인 윤리법칙들에 따르고, 실천적 이성을 사변적 이성과 통합시키는

것과 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KrV, A815=B843). 그는 한술 더 떠서 다

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세계가 …(중략)… 최고선의 이념에 의거하고 있는 도덕적 사용과

조화된다 하면, 세계는 하나의 이념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표상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모든 자연탐구는 목적들의 체계 형식으로 향

하는 방향을 얻고, 최고로 확장되면 물리신학이 된다(KrV, A815=B843).

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감성 세계가 ‘최고선의 이념에 의거한 도덕

적 사용’, 즉 도덕 세계와 조화된다면, 감성 세계를 하나의 이념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표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지

성을 통해 인식할 수는 없지만, 이성의 실천적 사용을 통해 정당하게 추

론된 도덕 세계가 우리가 사는 현실적인 감성 세계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

은 특정한 이념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단순화시키자

면,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세상이 창조되었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칸트의 견해는 분명 목적론적 사고이다. 최고선, 즉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체계적 통합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종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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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양자의 통합 근거로 근원적 선의 존재, 혹은 신을 상정하게 되었고,

‘모든 목적을 포괄하는 최상의 의지, 전능, 전지, 편재’(KrV, A815=B843)라는

그의 속성을 전제하는 과정에서 어느덧 목적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목적들을 앞에 놓지 않는다면, 경험에 대해서조차도 우

리는 우리 지성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중략)… 무릇

이런 목적들을 갖추고, 그것들의 실마리를 따른다 해도, 자연 스스로

합목적적 통일을 세워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인식과 관련해서는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중략)… 왜냐

하면, 이러한 합목적적 통일이 없으면, 우리는 심지어 이성조차도 갖

지 못할 것이고, …(중략)… 저 합목적적 통일은 필연적이고, 의사 자

신의 본질에 기초하고 있다(KrV, A816-817=B844-845).

칸트는 합목적적 통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다. 합목적적 통일이 없다면 우리는 지성도, 이성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합목적적 통일은 필연적이고 의사 자신의 본질에 기초하고

있다”(KrV, A817=B845)는 그의 언급으로 보아, 비록 칸트가 직접 표명하지

는 않았지만, 합목적적 통일도 인간의 인식 능력에 부여된 일종의 선험적

원리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연구자의 이러한 추정은 “우리의 이성

인식의 초월적 올라감은 [실천적 합목적성] 원인이 아니라, 순전히 순수

이성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실천적 합목적성의 결과이다”(KrV, A817=B845)

는 그의 언급으로 뒷받침 된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합목적적 통일을 중시한 것일까? 신의 현존,

영혼의 불사성에 관하여 이성의 실천적 사용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보함

으로써, 이성의 체계적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련한 그가 ‘합목적적 통일’,

‘실천적 합목적성’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칸트

의 언급에서 어느 정도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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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이성이 우리를 이끌 권리를 갖는 한에서, 우리는 행위들이 신

의 지시명령이기 때문에 책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우리가 그에 대해 내적으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들을 신의

지시명령으로 보는 것이다(KrV, A819=B847).

칸트가 신의 현존 그리고 영혼의 불사성이라는 특수 형이상학의 대상

들과 관련하여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 까닭은 그 이념들이 순수 이성이

필연적으로 관심을 갖는 궁극적인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

가 이념들의 가능성을 든든한 기반 위에 올려두는 순간 빠지게 될 가상을

경계하였다.

즉, 그는 순수 이념들이 그 객관적 실재성을 인정받는 것이 실천적 사

용에 한정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이론적 사용으로까지 확장하는

월권행위를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230) 연구자가 생각할 때, 그

는 목적론이라는 장치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감소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

인다.

칸트는 자신이 상정한 도덕 세계라는 최고의 목적은 “도덕성의 목적들

이고, 우리에게 이것들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은 순수이성 뿐”(KrV,

A816=B844)이라고 누차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도덕성의 목적을 가능하게

해 주는 원인성인 자유를 “이성의 원리들에 따르는 합목적적 통일 아래서

연구할 것”(KrV, A819=B847)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자는 본 절에서 전술한 일련의 논의들을 통해 칸트가 순수 이성의

규준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체계적 통일을 목표로 하여 최고선의

개념에 이르게 되었고, 더 나아가 최고선 개념을 궁구하는 중 목적론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최고선과 목적론적 사고

230) 이러한 칸트의 우려는 ‘순수 이성의 규준’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잘 드러난다. “도덕

신학은 오로지 내재적으로만 사용된다. 곧 우리의 사명을 여기 이 세상에서 완수하

는 데 사용된다. 우리가 모든 목적들의 체계에 맞고, 도덕적으로 법칙 수립하는 이

성의 실마리를 직접적으로 최고 존재자라는 이념에 연결시키기 위해, 열광적으로

또는 심지어 방자하게 그 실마리를 좋은 품행에서 이탈시키지 않음으로써 말이다.

저 실마리를 최고 존재자의 이념에 연결시키는 일은 초험적인 사용을 줄 것이고,

순전한 사변의 사용과 꼭 마찬가지로, 이성의 최종목적들을 전도시키고, 헛되게 하

는 일일 수밖에 없다”(KrV, A819=B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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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은 목적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판단력비판』에서 다시 등장

한다.231)

여기서 명심할 점은 본 장에서 우리 논의의 초점은 최고선 개념 자체

가 아니라, 칸트의 실천철학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균열의 해소 과정에서

최고선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에 확인하는 데 있다는 점이

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최고선 개념이 이성신앙으로, 또한

목적론으로 연계되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 최고선과 관련된 우리의 탐구

는 종료된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균열의 해소와 관련된 최고선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31) 박필배는 “자연의 원인에서 기획된 최고선의 실천적 이념을 이론적 이성 사용, 즉

목적론적 자연관찰에 적용하면서 칸트는 우선적으로 『순수이성비판』에서 실천

이성과 사변 이성의 통일을 시도한다. …(중략)… 『순수이성비판』을 통해 이론과

실천을 매개하려는 칸트의 생각은 이제 『판단력비판』에서 목적론적인 자연 파악

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언급하여 『순수이성비판』의 목적론적 사고

가 『판단력비판』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박필배(2015), 『최

고선과 칸트 철학』(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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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칸트 비판철학 내 균열 해소와 관련된 최고선 개념의 역할

칸트는 ‘덕과 행복의 결합’이라는 최고선 개념의 가능성과 관련된 과제

를 ‘자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의 결합’이라는 과제로 확장하였고, 최고선

의 실천적 가능성의 기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를 ‘순수 실천 이성과 순

수 사변 이성의 결합’이라는 보다 이성 체계적인 과제로 확장시켰다. 그리

고 그 결론으로 ‘인간은 행복을 희망할 수 있다.’는 이성신앙을 제안한다.

본 절에서 우리는 최고선을 통해 덕과 행복의 결합을 시도한 칸트의

논의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최고선의 논의가 종국에

는 목적론으로 연계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1) 행복과 윤리성의 결합과 그에 따른 후속 과제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의 주제인 최고선 개념을 통한 행복

론과 윤리론의 결합 시도에 대해 평가해 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 행복론

과 윤리론의 결합이라는 과제는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결합’이라

는 과제와 연관되어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순수 이성

의 변증성으로 인해 인간은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의 총체, 순수 의지의

전 대상인 최고선 개념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과

그것의 논파 과정에서 밝혀진 바, 최고선 개념 내부의 덕과 행복은 동일

률이 아닌 인과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합한다. 최고선이 실천적으로 가

능하다는 말의 의미는 원인성으로서 덕과 결과로서의 행복이 결합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는 예지계와 감성계의 연관을 해명하는 일이

기 때문에, 순수 사변 이성에 의한 인식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행복론

과 윤리론의 결합이라는 과제는 도덕적 가능성으로 대표되는 자유의 세

계와 물리적 가능성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세계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과

제로 도약한다. ‘예지계에 근거한 덕의 원인성이 어떻게 감성계의 행복과

연관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상 ‘자유의 법칙이 어떻게 자연의 법

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같은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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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행복론과 윤리론의 균열’은 곧,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균열’이

라는 보다 큰 과제로 확장된다.

둘째,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가?’라는 최고선

의 실현 기제에 대한 논의는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의 결합’이

라는 철학적 체계에 관한 과제로 치환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행복

과 덕의 결합 가능성과 결합 기제를 설명하는 과제는 종국에는 자유의 세

계와 자연의 세계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과제로 귀착한다. 자유의 법칙

은 ‘순수 실천 이성’과 자연의 법칙은 ‘순수 사변 이성’과 관련되므로, 최고

선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의 결

합에 대한 탐구와 같은 것이다.

셋째, 최고선에 대한 논의는 결국 종교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순수 실천 이성의 우위에 의해 순수 이론 이성에 의해서 미정

적 개념으로 남겨져 있던 영혼 불멸과 신의 현존이 그 실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고선의 첫째 요소인 덕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세계의 존재자로 한정되지 않은 무한한 전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혼

불멸이 요청된다. 또한 최고선의 둘째 요소인 덕에 부합하는 행복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매개할 수 있는 근원적 세계 창시자 개념인 신이

요청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혼 불멸과 신의 현존은 요청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덕은 ‘행복의 실현’이 아니라 ‘행복할 만한 품격’과 관련됨으로써,

덕과 행복의 결합이 이성신앙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진다.

연구자가 생각할 때, 칸트의 이러한 논변에는 논란이 될 만한 지점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다. 첫째, 과연 행복과 덕의 결합 가능성이 반론의 여

지없이 충분히 해명되었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칸트는 최상선과 완전선을

구분함으로써, 덕을 ‘최상선’에 덕에 결부된 행복을 ‘완전선’에 위치 시킨

다. 그 후, 덕과 행복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이 예지

체 개념을 도입할 때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덕과 행복의 결합의

가능성, 즉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을 밝힌다. 그런데 이는 자칫 행복론과

윤리론의 균열을 해결하기 위해, 감성계와 예지계라는 새로운 균열을 도

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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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덕을 예지계에 속한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동종적인 것의

결합 불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이종성을 전제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논변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덕의 준

칙을 예지계에 근거시키는 해결 방식은 행복과 덕의 결합의 가능성을 확

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칸트 윤리학 체계 내의 핵심 전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과 행복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논변은 충분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원인성으로서의 덕과 결과로서의 행복이 연결되는 기제가 충분

히 해명되었는지 여부이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칸트는 이를 순수 실천 이

성과 순수 사변 이성의 결합이라는 과제로 치환하여 논구한다. 그리고 이

를 통해 영혼 불멸과 신의 현존이라는 초월적 이념을 ‘요청’의 방식으로

구출해 낸다. 그 후, 우리가 예지계의 도덕 법칙을 따를 때에도 감성계의

행복과 연관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양자 모두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근원 존재자, 즉 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볼 때, 이러한 칸트의 논변이 과연 ‘최고선의 실천 기

제를 밝힌다’는 과제에 충실한 대답인지 의심스럽다. 칸트가 ‘최고선의 실

천적 가능성’ 즉 덕과 행복의 결합 가능성을 밝히는 데 성공한 것은 확실

하다. 가능적인 것이 현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는 것, 즉 ‘최고

선의 실천 기제를 밝히는 것’은 ‘최고선의 가능성을 밝히는 것’과는 별개

의 과제이다. 칸트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순수 사변 이성에

대한 순수 실천 이성의 우위’라는 다소 우회적인 답변을 통해 이를 해결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지, 전능, 전선한 신의 존재를 ‘요

청’하는 데서 그 연결의 가능성을 상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성이

어떤 결과를 산출해 내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저 이는 우리

가 ‘행복할 품격을 갖추었을 때’, ‘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남을 뿐이다.

즉,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제 3절의 ‘실천 이성의 한계에 대하여’ 소

절에서 언급한대로, 예지계와 현상계의 분리는 끝내 해결되지 않은 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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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이다. 단지 『윤리형이상학 정초』나 『실천이성비판』의 「분석

학」보다 진전된 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예지계의 자유라는 원인성이 현

상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갖는 ‘도덕적 관심’, ‘도덕 법

칙에 대한 존경’ 등 도덕적 감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던 반면,

「변증학」에서는 신 존재 ‘요청’이라는 실천 이성의 인식을 통해 희망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데 있다.

정리하자면, ‘덕과 결과로서의 행복이 연결되는 기제가 충분히 해명되

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증적인 답변을 주지 못한 채 간접적인 논변으로

그치긴 했으나, 예지계와 감성계의 연관 기제에 대해선 기존의 윤리학 논

의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

이다.

셋째, 덕과 행복의 결합이 ‘객관적 실재성’을 확보하였는지 의문이다.

칸트 본인이 언급하였듯, 신의 현존을 받아들인다는 도덕적 필연성은 단

지 주관적인 것일 뿐,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의 현존을 객관

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의지가 질료적 원인성에 의해 규정

되는 것이 되고, 이는 결국 의지의 타율성에 해당하므로, 윤리성을 붕괴시

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철저

하게 실천적 인식에 한정해서일 뿐, 이론적 인식까지 이것을 인정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순수 이론 이성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그

것은 객관적 필연성이 아닌 주관적 필연성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신 존재 요청이 주관적 필연성만을 지닐 경우 우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오직 신만이 최고선의 실현을 담보하기 때문이

다. 덕과 결부된 행복의 실현 가능성이 온전히 신의 존재 여부에 의지하

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 필연성으로부터 최고선의 ‘객관적 실재성’을 확

보한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따라서, 신 존재 요청과 이성신앙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된 칸트의 최고선에 대한 논의는 ‘객관적 실재성’ 이 아닌,

‘주관적 실재성’ 밖에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정리하자면, 칸트는 「변증학」에서 최고선에 관한 일련의 논변을 통

해 행복과 도덕 법칙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예지계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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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계의 분리는 극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밝혀진 것은 최

고선의 실천적 가능성, 즉 예지계의 원인성이 감성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 즉 도덕 법칙이 행복을 산출한다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

에 한정된다. 왜냐하면, 예지계의 원인성과 감성계의 결과 사이의 연관은

신의 현존을 요청해야만 가능한데, 이 때 신의 현존 요청은 주관적 필연

성으로 제한되므로,232) 최고선 개념 또한 주관적 실재성을 확보하는 데 그

치기 때문이다.

2) 자연 법칙과 자유 법칙 사이의 조화 모색

앞 절에서 논의한대로 칸트의 최고선 개념의 실현 가능성은 신의 요청

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신의 요청은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최고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반대 근거로 작용할 수

도 있다. 왜냐하면 신 존재 요청은 주관적 필연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최고선의 객관적 필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 규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이 지점에서 연구자는 한 가지 물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신의 존재 여

부에 상관없이, 즉 신 존재 요청에 제한됨 없이 덕과 행복의 결합을 담보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일단, 칸트는 「변증학」에서 신 존재 요청과 별론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 마음씨’ 자체가 최고선의 가능성을 전제한 상태에서만 가능

하다고 서술한다.233)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 마

음씨는 순수 의지의 대상으로 최고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가

232) 최인숙(2017: 76, 주48)은 “칸트는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 속에서 산 사

람으로서 영혼 불멸과 절대적 자유의지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요청’

이 다른 모든 사회에서 ‘당연한 ’요청인 것은 아니다”라고 평하여, 칸트의 요청이론

이 객관적 필연성까지는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

233) 칸트가 볼 때, 도덕적 마음씨의 존재 자체가 최고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천적

으로 가능한 최고선을 촉진하기 위한, 이 법칙의 주관적인 효과, 곧 그 법칙에 부합

하는 그리고 그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이기도 한 마음씨는 적어도 최고선이 가능하

다는 것을 전제한다”(KpV, A257=Ⅴ143).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공

허하고 객관이 없는 것일 개념의 객관을 추구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불가능할 터

다”(KpV, A257=Ⅴ143). 이는 칸트가 최고선의 촉진 가능성을 최고선의 가능성 근

거의 전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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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이 명령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이후 칸트의 언급이 흥미롭다. 칸트는 ‘도덕적 관심(ein moralisches

Interesse)’을 자연 법칙, 자유 법칙 사이의 조화를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결

정을 내려주는 요소로 보고자 했다. 도덕 법칙은 우리에게 명령을 줄 뿐

인 반면234), 덕에 부합하는 행복은 전혀 명령되는 것이 아니다.235) 다만 자

유 법칙으로서의 덕과 자연 법칙으로서의 행복 사이의 부합이 우리의 선

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236) 왜냐하면 덕스럽다는 것은 ‘행복할 만한 품격

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법칙에 종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즉, 인간은 ‘법칙의 표상’에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의 규정 근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온전히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택과 관련해서 “이론 이성은 이에 관해서는 자

명한 확실성(apodiktischer Gewißheit)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결정”(KpV,

A261=Ⅴ145)하는 바가 없다. 우리의 선택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도덕적 관심”(KpV, A261=Ⅴ145)이다. 이러한 칸트의 언급을 보면, 마치 신의

현존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적 관심’을 통해 자유 법

칙과 자연 법칙의 연결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 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237) ‘도덕적 관심’ 혹은 ‘도덕 감정’과 관련된 논의도 최고선 개

념에 내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초감성계가 감성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는 데는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

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 본 장에서 우리는

『순수이성비판』의 「순수이성의 규준」에서 전개된 비판철학 초기 최

234) “최고선의 첫째 요소, 곧 윤리성과 관련해서 보자면, 도덕 법칙은 순전히 우리에게

명령을 줄 뿐이다”(KpV, A260=Ⅴ144).

235) “저 객관의 둘째 요소, 곧 저 품격에 일관되게 부합하는 행복에 관하여 보자면, 행

복 일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은 전혀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기는 하다. 왜냐하

면 사변 이성은 이것을 반대할 거리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KpV,

A260=Ⅴ144).

236) “다만 자연 법칙들과 자유 법칙들 사이의 그러한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는가 하는 방식만은 우리의 선택에 속하는 무엇인가를 그 자체로 가지고 있

다”(KpV, A260-261=Ⅴ144-145).

237) 본고 Ⅱ장 2절 2)소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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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순수 이성의 최종목적의 규정 근거로서

최고선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당시 칸트는 이성의 체계적 통일을 목표로 최

고선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는 이후 목적론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드러났

다. 이성의 체계적 통일은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통일을 뜻하는

것일진대, 이것에 대한 합목적적 통일의 가능성을 논구하는 것은 결국, 목

적론을 통해 건축술적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의 표현이 아닐까?

칸트는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목적론적 사

고를 권장한다. “인간이야말로 목적을 이해할 수 있고, 합목적적으로 형성

된 사물들의 집합으로부터 그의 이성에 의해 목적들의 체계를 만들 수 있

는 지상의 유일한 존재자이기 때문이다”(KU, §82, B382=Ⅴ427). 하지만 칸트

철학은 목적론과 상극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판철학의 과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도입된 목적론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다음 장에서 칸트가 이성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을 도입

한 계기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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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연의 합목적성을 통한 자연의 세계와자유의 세계의 균열 해소

앞 장에서 우리는 최고선 개념에 대하여 논구함으로써, 칸트가 행복론

과 윤리론의 균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의 총체, 순수 의지의 전 객관, 실천 이성의 진정한 객관으로

표현되는 최고선의 개념을 상정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도덕 법칙의 원인성과 결과로서의 행복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양자의 기반이 되는 예지계와 감성계의 연관 기제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최고선과

관련된 논의는 종국에는 예지계로 대표되는 자유의 세계와 감성계로 대

표되는 자연의 세계의 상호 관련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전환되며, 이는 순

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의 결합이라는 문제로 치환되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양자의 결합은 결국 이성신앙을 도입

하는 해결책에 기대게 되므로, 객관적 실재성이 아닌 주관적 실재성만을

확보할 뿐이라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순수이성비판』

의 「순수 이성의 규준」 장을 되짚어 봄으로써, 덕과 행복의 결합과 관

련된 최고선 논의는 결국 목적론에 대한 탐색으로 연결된다는 점까지 밝

혀졌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판단력비판』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목적론에

관한 논의를 일별함으로써,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양자를 매개라는

과제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칸트가 비판철학

의 최종 과제로 제시한 ‘이성 비판의 체계적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

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결합이 칸트

철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목적(der Zweck)과 합목적성(die

Zweckmäßigkeit)의 의미를 밝히고, 경험 판단과 관련된 규정적 판단력(die

bestimmende Urteilskraft)과 별개로 반성적 판단력 (die reflektierende Urteilskraft)

이 도입된 이유가 해명될 것이다. 2절에서는 ‘반성적 판단력의 초월적 원

리’로서 제시된 자연의 합목적성(die Zweckmäßigkeit der Natur)의 특징에 대

해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미감적 판단력 비판」에서 다루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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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die subjektive formale Zweckmäßigkeit)’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서 다루고 있는 ‘객관적 질료적 합목적성(die objektive

materiale Zweckmäßigkeit)’이 각각 자연의 합목적성의 미감적 표상(die ästhetische

Vorstellung)과 자연의 합목적성의 논리적 표상(die logische Vorstellung)에 해당

하며, 양자가 종국에는 지성의 법칙수립과 이성의 법칙 수립의 연결이라는

과제와 관련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논변을 통해 본고

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주요 물음인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균열이

반성적 판단력의 특유의 원리로 제시된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에서 해소

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비판철학의 최종 과제 : 이성 비판의 체계적 완성

『판단력비판』은 언뜻 보면 칸트의 다른 비판서에 비해 다소 체계가

없어 보인다. 저서를 양분하고 있는 「미감적 판단력 비판」과 「목적론

적 판단력 비판」의 주제가 상이하며, 기존 비판서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

했던 목적과 합목적성이라는 개념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

의 혼란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기존의 해석자들도 양자를 분리된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미감적 판단력 비판」은 취미 비판이라

는 독자적인 미학의 과제를 산출해낸 데 비해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

은 다소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근 30여 년 사이에 양자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주커트(Rachel Zukert, 2007)는 「미감

적 판단력 비판」에서 다루는 미(beauty),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서

다루는 생물학(biology), 경험적 지식(empirical knowledge)이라는 상이해 보이

는 주제들이 인간 존재자(human being)라는 보다 상위의 차원에서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238) 자미토(John H. Zammito, 1992:

238) 주커트의 입장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 생물학, 경험적 지식이라는

세 가지 독립된 주제를 하나의 관점에서 종합하여 해석하기 어렵지만, 인간 존재자

라는 관점에서 이는 통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자는 자연의 미를 수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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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는 『판단력비판』의 표면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의 심층적인 의도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는「미감적 판단력 비판」에 나타난 미에 대

한 탐구,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 드러난 경험적 생물학에 대한 탐구

가 겨냥하고 있는 최종 지점은 ‘세계의 질서 내에 있는 인간의 위치(the

place of man in the order of the world)’ 특히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운명(his

freedom and his destiny)에 대한 궁극적 질문’이라고 결론 내렸다.239)

곧, 「미감적 판단력 비판」이나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모두 인간

이라는 목적을 향한 논증이라는 게 최근의 관점이다. 하지만, 취미 판단의

보편적 성격에 대한 규명에 천착해 있는 「미감적 판단력 비판」이 어떻

게 목적론과 연관된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가이어

(Paul Guyer)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목적론으로 연계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가이어는 칸트 미학에서 취미 이론의 진정한 특징은 ‘자연의 반

성적 판단력(reflective judgement of nature)’이 보다 더 큰 이론인 ‘자연의 체

계성과 합목적성(natural systematicity and purposiveness)’의 한 부분으로서 취

미를 다루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Guyer, 1997: 8). 즉, 취미 판단은 독립된

과제가 아니라, ‘자연의 체계’와 ‘자연의 합목적성’을 규명하는 보다 큰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240)

수 있으며(appreciating beauty), 선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으로 격상될 수는 없는

생물학과 경험적 지식이라도, 이를 유기체적 삶(organic life)으로서 전체성의 관점

에서 수용할 수(anticipate a whole)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흩어져 있는 재료들

을 모아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Rachel Zuckert(2007),

Kant on beauty and biology : an interpretation of the Critique of judg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239) 자미토는 비판기 이전의 저작들에서 나타난 편린들을 종합하여, 『판단력비판』의

여러 개념과 주제들이 칸트 비판기에 성숙해 가는 과정을 면밀히 밝혔다. 그는

『판단력비판』은 세계 내 존재(being-in-the-world)로서 인간의 복합성을 밝히는

최종적인 작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이 때, 그는 자연은 일종이 거

울(a mirror)로서 작용한다고 본다. 「미감적 판단력 비판」에서는 자연의 미는 일

종의 ‘도덕성의 상징으로서 미(beauty as the symbol of morality)’로 볼 수 있고,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서 자연의 합목적성은 일종의 ‘목적의 징후로서 합목적

성(purposiveness as a sign of our purpose)’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

은 [John H. Zammito(1992), The Genesis of Kant's Critique of Judgment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참조.

240) Paul Guyer(1997), Kant and the Claims of Taste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가이어는 자신의 논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36 취미판단들의 연역의 과제에 대하여”(KU, §36, B147-149=Ⅴ288-28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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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게 된다. 앨리슨

(Henry E. Allison)이 지적한 것처럼 칸트는 『판단력비판』의 두 서론에서

‘자연의 합목적성(the purposiveness of nature)’을 ‘초월적 원리(transcendental

principle)’로 표현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제1서론」에서 합목적

성(purposiveness)은 ‘논리적(logical)’으로, 「서론」에서는 ‘형식적(formal)’이라

고 다른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Allison, 2011: 30).241) 하지만, 앨리슨이 주목

따르면 이 점이 확실하다고 말할 뿐이다. 가이어가 취미 판단이 자연의 체계와 자

연의 합목적성이라는 더 큰 과제에 종속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리하여

판단력 비판의 이 과제는 초월철학의 일반적 문제, 즉 ‘선험적 종합판단들은 어떻

게 가능한가?’에 종속되는 것이다”(KU, §36, B149=Ⅴ289)라는 칸트의 언급이었다.

칸트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였는지 해당 부분의 논의를 살펴보

도록 하자. ① 모든 경험판단의 기초에는 선험적 원리가 놓여 있으며, 이는 ‘선험적

종합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찾는 순수 이론 이성에 대한 비판을 통

해 입증되었다. “경험판단의 기초에는 … 직관의 잡다를 종합적으로 통일하는 선험

적 개념들이 놓여 있다. … 그것은 또한 순수이성비판에서 주어졌고, 그로써 ‘선험

적 종합판단들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과제의 해결이 성취될 수 있었다. 그러므

로 이 과제는 순수 지성과 그것의 이론적 판단들의 선험적 원리들에 관련된 것이

었다”(KU, §36, B147=Ⅴ288). ② 쾌·불쾌의 감정과 관련된 미감적 판단도 보편성과

필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험적 원리를 필요로 하고, 그 원리에 대한 연역을 필

요로 한다. “지각에는 쾌(또는 불쾌)의 감정과 … 흡족 또한 직접적으로 결합될 수

있고, 그리하여 인식판단이 아닌 미감적 판단이 생길 수 있다”(KU, §36, B147=Ⅴ

288). 그리고 이러한 “미감적 판단이 한갓된 감각판단이 아니라, 이러한 흡족을 누

구에게나 필연적인 것으로 요구하는 형식적 반성판단이면, 그러한 미감적 판단의

기초에는 무엇인가가 선험적 원리로서 놓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원리는 … 한

낱 주관적인 것이겠지만, 그것은 또한 주관적 원리로서 연역을 필요로 한다”(KU,

§36, B147-148=Ⅴ288). ③ 이러한 연역은 ‘취미판단들은 어떻게 가능한가?’하는 과

제에 기초하므로, 이 과제는 “미감적 판단들에서 순수한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들에

관련해 있다”(KU, §36, B148=Ⅴ288). ‘취미판단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과제는

“순전히 어떤 대상에 대한 자신의 쾌의 감정으로부터, 그 대상의 개념들에서 독립

적으로, 이 쾌감이 다른 모든 주관에서도 동일한 객관의 표상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선험적으로, 다시 말해 타인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판정할, 그런 판단이 어떻

게 가능한가?”(KU, §36, B148=Ⅴ288)와 같은 의미이다. ④ 따라서 취미판단은 종

합판단이다. “취미판단들이 종합판단임은 쉽게 통찰할 수 있다. 취미판단들은 객관

의 개념은 물론 그 직관까지도 넘어서서, 전혀 인식이 아닌 것, 곧 쾌(또는 불쾌)의

감정을 술어로서 저 직관에 덧붙이는 것이니 말이다”(KU, §36, B148=Ⅴ288). ⑤

또한 취미 판단은 선험적 판단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취미판단들이 … 모든 사람

의 동의를 요구주장한다는 점에서, 선험적 판단들이거나 또는 그러한 것으로 간주

되고자 한다는 사실”(KU, §36, B148-149=Ⅴ288-289)에서 쉽게 알 수 있다. ⑥ 따

라서 취미 판단은 ‘선험적 종합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과제에 종속된다.

241) Henry E. Allison(2001), Kant's Theory of Taste : A Reading of the Critique of

Aesthetic Judg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앨리슨은 해당

부분의 출처와 관련하여 「제1서론」은 “(FI 20: 216–7; 404–5)”라고 표기하였으

나, 실제로 ‘논리적(logisch)’이라는 표현은 ‘Ⅴ 반성적 판단력에 대하여(Vo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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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듯이 표현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점은 목적이나 합목적성

이 인간의 인지적 관심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칸

트의 목적론에서 언급되는 목적은 실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질

서’에 대한 조건적인 동의(the contingent agreement)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판단력비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

점이 ‘목적’, ‘합목적성’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런데 앨리슨이 지적한

것처럼 『판단력비판』에서 목적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 바로 ‘반성적 판단력’이다.242) 즉, ‘반성적 판단력’과 ‘합목적성’이야

말로 『판단력비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자, 자미토가 언급한

‘세계의 질서 내에 있는 인간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반성적 판단력이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의 종합

을 이룰 수 있는 연결고리라는 오병남(2014: 291)의 평가는 타당하다고 하

겠다.243)

따라서 본 절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판단력비판』의 열쇠 개

념인 ‘합목적성’과 ‘반성적 판단력’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1소절에서는

‘목적’과 ‘합목적성’의 의미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주관적 對 객관

적’, ‘형식적 對 질료적’ 등 다종성을 보이는 합목적성이 『판단력비판』중

어느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2소절에서는 칸트가 비판철

reflektierenden Urteilskraft)’에서 “그러므로 판단력의 특유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자연은, 판단력을 위해, 자기의 보편적 법칙들을, 논리적 체계(logischen Systems)

의 형식에 맞춰서, 경험적 법칙들로 특수화한다”(EEKU, Ⅴ, XX216=H21)라고 서술

되어있으므로, 출처 표기가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는 「서론」의 출처를 “(KU

5: 180–1; 20)”라고 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Ⅴ. 자연의 형식적 합목적성의 원리는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이다(Das Prinzip der formalen Zweckmäßigkeit der Natur

ist ein transzendentales Prinzip der Urteilskraft)”의 전 범위에 걸쳐 형식(formal)

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범위 표기가 ‘(KU, Ⅴ, BXXⅨ-XXXⅧ=Ⅴ

181-186)’로 변경되어야 한다.

242) 반성적 판단력은 본고 Ⅳ장 1절 2)소절에서, 반성적 판단력과 합목적성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본고 Ⅳ장 2절 1)소절에서 상론한다.

243) “칸트가 자연계와 도덕계 간의 ‘매개적 고리’를 발견했다고 믿은 것이 이 반성적 판

단력의 원리인 합목적성 – 즉, 미적 판단에 있어서는 형식적 주관적 합목적성과

목적론적 판단에 있어서는 질료적이고 객관적인 합목적성 - 의 개념에서였다. 그는

반성적 판단력이 실제로 그들 간의 종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오병남(2014), 『미학강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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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과제로 설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성적 판단력이

부각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1) 합목적성 개념의 도입

칸트의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은 목적론과 절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판단력비판』에서 목적론을 언급하는 칸트의 모습은 자못 당혹

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회페(Otfried Höffe)가 언급한 것처럼 칸트는 목적

론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기존의 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적에 대

한 서술은 세 비판서에서 모두 등장하며, 칸트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목

적론을 변용하여 받아들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Höffe, 2014: 318).244)

하지만, 골드만(Avery Goldman, 2014: 211)이 지적하였듯 칸트 철학

에서 ‘목적’이라는 용어에 관해 명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힘든 일이

다.245) 다만, ‘목적’과 ‘합목적성’이 『판단력비판』의 핵심 단어라는 점은

분명하다.246) 그리고 종국에는 목적과 합목적성이 “초감성적인 것과 현

상들 사이(between the supersensible and appearances)”에 존재하는 “커

다란 간극(great chasm, große Kluft)”을 연결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Goldman, 2014: 212).247) 즉, 본고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순수 이론 이

244) “칸트는 한편으로 목적론적 판단의 순전히 주관적 성격을 강조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목적론적 판단은 칸트의 모든 주요 저작들에서 발견된다. 목적론적 판

단은 『순수이성비판』에서는 규제적 이념으로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인식이라는

이성의 목적을 떠맡고 있다. 또한 『실천이성비판』에서는 행복할 가치와 행복의

통일이라는 목적론적 이념이 요청 이론의 바탕이 된다. 법철학과 역사철학에서 칸

트는 영원한 평화를 역사의 궁극적 목적(의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칸트 철학에

서 목적론적 사고는 『판단력비판』에서 최고 정점에 도달한다”(Höffe, 2014: 318).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245) Avery Goldman(2014), “The Principle of Purposiveness: From the Beautiful to

the Biological and Finally to the Political in Kant's Critique of Judgment”, Paul

Formosa, Avery Goldman and Tatiana Patrone (eds.) Politics and Teleology in

Kant,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211-227.

246) “『판단력비판』은 미에 대한 반성적 판단을 다루는 미학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

여, 목적론적인 자연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또한 이후 정치적 사고의 영역까지

그 논의가 확장된다”(Goldman, 2014: 212).

247) 골드만(2014: 212)은 “‘the concept of a purposiveness of nature’ will attempt to

bridge”라고 언급한다. ; 이와 관련한 「서론」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자연의 합목

적성 개념은 매개 개념으로서 “초감성적인 것을 현상들과 분리시키는 커다란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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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간극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은 분

명하다.

본 소절에서 우리는 목적과 합목적성이 본 장의 과제인 자연의 세계

와 자유의 세계 사이의 균열을 매개하는 방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하

기 전에, 목적과 합목적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합목적성이라는 용어는 『판단력비판』 전반에 걸쳐서 다양

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1항에서 우리는 목적과 합목적성의 의미

탐색과 더불어, 칸트가 합목적성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의도한 바가 무엇

인지 궁구하고자 한다. 2항에서는 칸트가 사용하고 있는 합목적성 개념

의 용례를 확인하고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봄으로써 복잡한

합목적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우리 논의가 칸트의 목

적론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목적과 합목적성

이제, 칸트 철학에서 언급된 ‘목적’ 개념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실천이성비판』이나 『윤리형이상학 정초』와 같은 실천철학에서 목적

은 잘 언급되지 않는다. 칸트는 의지의 규정 근거로 상정될 수 있는 질

료적 대상을 극도로 경계하였기에, 그의 실천철학에서 대상 연관성이 높

은 목적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특히,

「변증학」을 다루지 않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경우 목적에 대한

언급이 더욱 없는데, 그나마 나타나는 구절은 대개 ‘목적의 왕국’, ‘목적

의 정식’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GMS, B74-85=Ⅳ433-439).

『판단력비판』에서 목적의 정의가 언급되는 부분은 크게 보아 두 군

데이다. 하나는 「서론」의 Ⅵ절 ‘쾌의 감정과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의 결

(die große Kluft, welche das Übersinnliche von den Erscheinungen trennt)”(KU,

Ⅸ, BLⅢ=Ⅴ195)을 매개한다. 즉,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 … 이 매개 개념이 순수

이론에서 순수 실천으로의 이행, 전자에 따른 합법칙성에서 후자에 따른 궁극목적

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KU, Ⅸ, BLⅤ=Ⅴ196).



- 188 -

합에 대하여’에서 등장하고, 나머지는 「미의 분석학」§10 ‘합목적성 일반

에 대하여’에서 나타난다. 양자 모두 목적 개념을 언급한 후에 합목적성

개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서술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정의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우선 목적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전자에서는 “하나의 객관에 대한

개념은, 그것이 동시에 이 객관의 현실성의 근거(Grund der Wirklichkeit

dieses Objekts)를 함유하는 한에서, 목적이라 일컬으며”(KU, Ⅳ, BXXⅧ=Ⅴ

180)248)라고 하여 목적을 ‘대상의 원인’인 ‘개념’과 동일시하고 있다. 반면,

후자에서는 “목적이란 한 개념이 대상의 원인(즉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실

재적 근거)으로 간주되는 한에서 그 개념의 대상(Gegenstand eines Begriffs)이

다”(KU, §10, B32=Ⅴ220).249)라고 하여 목적이 ‘개념의 결과’인 ‘대상’과 같다고

보고 있다. ‘원인으로서의 개념 對 결과로서의 대상’이라는 개념쌍을 두고,

「서론」에서는 ‘원인으로서의 개념’을, §10에서는 ‘결과로서의 대상’을 목

적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합목적성’에 대한 개념 정의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서론」에 따르면, “사물들의 형식의 합목적성”이란 “한 사물이 오로지

목적들에 따라서만 가능한 사물들의 그런 성질과 합치함”(KU, Ⅳ, BXXⅧ=

Ⅴ180)을 일컫는다. 반면, §10에 따르면 합목적성이란 “목적 형식(forma

finalis)”으로서 “그 객관에 대한 한 개념의 원인성”(KU, §10, B32=Ⅴ220)을 의

미한다. 즉, 목적을 일종의 원인으로 설명한 「서론」에서는 원인에 합치

하는 결과를 ‘합목적성’이라 보는 반면, 목적을 일종의 결과라고 설명한

§10에서는 대상의 원인을 ‘합목적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목적’을

대상의 원인으로 보느냐, 개념의 결과로 보느냐에 따라 합목적성의 방향

또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합목적성의 방향에 대한 서술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합목적성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는 “자연의 잡다함 속의 자

248) „Weil nun der Begriff von einem Objekt, sofern er zugleich den Grund der

Wirklichkeit dieses Objekts enthält, der Zweck‟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249) „so ist Zweck der Gegenstand eines Begriffs, sofern dieser als die Ursache

von jenem (der reale Grund seiner Möglichkeit) angesehen wird‟ (굵은 글씨 강

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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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합목적성(die Zweckmäßigkeit der Natur in ihrer Mannigfaltigkeit)”을 “경험

적 법칙들 일반 아래에 있는 자연(Natur unter empirischen Gesetzen überhaupt)

의 사물들의 형식과 관련하여 판단력의 원리(das Prinzip der Urteilskraft in

Ansehung der Form der Dinge)”(KU, Ⅳ, BXXⅧ=Ⅴ180)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합목적성을 ‘경험적 법칙들을 통합하는 상위의 원리’라고 보고 있다.

§10에서는 “한낱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대상의 형식

또는 실존이) 결과로서 오로지 그 결과의 개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을 생각한다”(KU, §10, B32=Ⅴ220)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합목적성이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인식과 연계된다

고 보는 것으로서, 「서론」의 논의와 연관 짓는다면, ‘경험적 법칙들 상

위의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추는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서술로 뒷받침될 수 있다. “결과의 표상은 여기서

그 원인의 규정근거로서 그 원인에 선행하는 것이다”(KU, §10, B33=Ⅴ220).

즉, ‘경험적 법칙들’이라는 결과의 표상은 합목적성에 의해 ‘경험적 법칙들

상위의 대상 그 자체’라는 원인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한 결과 우리는 『판단력비판』에서 목적론의 의도

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칸트는 ‘경험적 법칙들’이라는 특수

한 종류의 법칙으로 인해 무질서해 보이는 자연이 보다 상위의 원리 아래

에서 통일된 체계로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해내는 원리로 칸트가 주목한 것은 바로 합목적성이다. 왜냐하면 합목적

성은 원인에서 결과를 혹은 결과에서 원인을 목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원

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단력비판』에서 목적론의 의도는 비단 자연

의 통일적 이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제1서론」의 다음과 같은 서

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목적들 그리고 합목적성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이성에게 객관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귀속시키는 한에서, 물론 이성의 개념이다. 그

러나 ⓑ자연의 합목적성(Zweckmäßigkeit der Natur), 또는 자연목적들로서

의 사물들의 개념(der Begriff von Dingen als Naturzwecken)은 원인으로서

의 이성을 그러한 사물들과 관계시킨다(EEKU, Ⅸ, XX234=H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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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제1서론」에서도 자연의 합목적성이 자연의 체계적 통일을 가

능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한 어조로 언급한다.250) 이러한 점에서 목적, 합

목적성은 일종의 원리들의 능력으로서 ‘이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합목적성은 이렇게 규칙들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일 외에 더

큰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이성의 원인성과 경험 가능한 사물들을

연계시키는 일이다(ⓑ). ‘자연의 합목적성’, ‘자연목적으로서의 사물’은 주어

진 경험적 개념들로부터 대상 그 자체, 즉 상위의 것을 유추해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251) 즉, 합목적성은 감성계 내의 경험들로부터 예지계의

원인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원리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감성계와 예지계를 가로지르는 합목적성의 성질에 주목

해야 한다. 본고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분리는 감성계와 예지계가 서로 간섭 불가능한 이종의 원인성에 의해 지

배받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 세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있다

면 그것이 곧 양 세계의 매개 가능성을 밝혀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칸

트는 합목적성에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매개하는 단초를 발견

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판단력비판』 전반에 걸친 합목적성에 대한

논의는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통합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이미 『순수이성비판』에서부터 목적, 합목적성을 통해 순수

이론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다. 『순수이성비판』「초월적 방법론」의 제 3장 「순수 이성의 건축

술」에서 그는 “철학은 모든 인식의 인간 이성의 본질적인 목적과의 관계

에 대한 학문(인간 이성의 목적론)이다.”252)(KrV, A839=B867)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철학의 사명이 인간 이성의 체계적 통일이라고 보았다. 그는

250) “판단력은, 위에서 지적한 바처럼, 기계적인 자연필연성(der mechanischen Naturnotwendigkeit)

외에 자연에서 또한 합목적성(eine Zweckmäßigkeit)도 생각하는 것을 비로소 가능하게

(möglich) 하고, 심지어 필연적(notwendig)이게끔 한다. 이러한 합목적성의 전제 없이는

경험적 법칙들에 따르는 특수한 형식들의 일관된 분류에서의 체계적 통일(systematische

Einheit)이 가능할 수 없을 터이다”(EEKU, Ⅶ, XX219=H24).

251) ⓑ와 관련된 내용은 본고 Ⅳ장 2절에서 상론한다.

252) „In dieser Absicht ist Philosophie die Wissenschaft von der Beziehung aller

Erkenntniß auf die wesentlichen Zwecke der menschlichen Vernunft (teleologia

rationis huma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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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체계적 통일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의 실현을 촉진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라 부르며, 그렇지 못한 이성기술자와 구분하였다.253) 그가 볼 때,

철학자는 “철학이 이 세계개념에 따라, 목적들의 관점에서 체계적 통일을

위해(für systematische Einheit) 무엇을 지시규정하는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자”(KrV, A840=B868)하는 사람이다.

앞서 칸트는 「초월적 변증학」의 부록 두 번째 절인 ‘인간 이성의 자

연스런 변증성의 궁극 의도에 대하여’에서 ‘합목적적 통일’에 대하여 이야

기한 바 있다. 그는 합목적적 통일이야말로 우리가 Ⅲ장에서 계속해서 다

루었던 최고선, 즉 완전성이라고 보며, 이러한 합목적적 통일이라는 이념

은 우리 이성과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KrV, A695=B723).254)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합목적성’을 통해 ‘자연의 통일적

이해’ 뿐만 아니라,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통합’까지 꾀하고 있다

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목적론을 통한 합목적적 통일, 이성의

체계적 통일에 대한 기대는 희미하게나마『순수이성비판』에서부터 지속

된 비판철학의 과제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 합목적성의 분류

『판단력비판』내에서 합목적성은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등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론」과 §10에서 목적 및 합목적성에 대한 표현

이 상이할뿐더러, 별다른 언급 없이 목적 앞에 ‘주관적 혹은 객관적’, ‘형식

253) “수학자, 자연과학자, 논리학자 중에서 앞의 두 인사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성인식에

서, 마지막 인사는 특히 철학적 인식에서 훌륭한 진보를 이루었다 해도, 이들은 단

지 이성기술자일 따름이다. 여기에 또한 이것들 모두를 조정하고, 인간 이성의 본질

적인 목적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이상 속의 교사가 있다.

이런 사람만을 우리는 철학자(철인)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KrV, A839=B867).

254) “완벽한 합목적적 통일은 (단적으로 본) 완전성이다. … 최대의 체계적인 통일, 따

라서 또한 합목적적인 통일은 인간 이성의 최대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이자 토

대이기도 하다”(KrV, A695=B723). ; “그러므로 이 이념은 우리 이성의 본질과 불

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바로 이 이념이야말로 … 우리 이성의 대상인 자연

의 모든 체계적 통일성이 도출될 수 있는, 저 이념에 대응하는 법칙수립적 이성

(원형지성)을 상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KrV, A695=B723).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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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혹은 질료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후 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까닭에

독자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 까다로운 개념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칸트가

사용하고 있는 합목적성 개념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판단력비판』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합목적성 일반
Zweckmäßigkeit

überhaupt

주관적
subjektiv

객관적
objektiv

형식

적

질료

적

아름다움(美)
das Schöne

쾌적함
das Angenehme

형식

적

질료

적 내적
inner

외적 außer
(상대적relativ)

유기체

유익성
die Zuträglichkeit

수학, 기하학

유용성
die Nutzbarkeit

㉮

㉯

㉰

㉱

㉲

㉳

[그림1] 『판단력비판』에서 합목적성의 분류

칸트는 합목적성을 ‘주관적 對 객관적’, ‘형식적 對 질료적’이라는 두

가지 대립쌍을 사용하여 분류한다.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합목적성의

분류는 크게 네 가지가 된다.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 ‘주관적 질료적 합

목적성’, ‘객관적 형식적 합목적성’, ‘객관적 질료적 합목적성’이 그것에 해

당한다. 하지만 분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객관적 질료적 합목적성’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외적 합목적성’ 혹은 ‘상대적 합목적

성’이고, 나머지는 ‘내적 합목적성’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판단력비판』

에서 총 여섯 가지의 합목적성이 소개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기 ㉮～㉳는 각기 아름다움(㉮), 쾌적

함(㉯), 수학․기하학(㉰), 유용성(㉱), 유익성(㉲), 유기체(㉳)라는 대상을

갖는다. 칸트가 다루는 과제는 이 중 어디에 해당할까? 우리는 먼저 ‘주관

적 對 객관적’, ‘형식적 對 질료적’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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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주관적 對 객관적’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목적’이라는 개념의 유무가 양자를 가르는 기

준이 된다. 합목적성은 분명 목적에 관한 탐색을 본분으로 갖는 것일진데,

목적 개념이 없는 합목적성이 존재한다는 말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칸트는 이를 취미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논증으로 여겼고, 이를

‘목적 없는 합목적성(Zweckmäßigkeit ohne Zweck)’이라는 고유한 개념으로 만

들어 논한다.255)

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칸트는 「제1서론」Ⅶ절에서 미감적 반

성-판단(das ästhetische Reflexions-Urteil)과 목적론적 판단(das teleologische

Urteil)을 구분한다. 전자는 인식판단(Erkenntnisurteil)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

에 대한 규정된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개념을 산출하지

도 않는다.256) 반면, 후자는 경험적 개념이 주어진 상태에서 합목적성을

통해 그 상위의 원리를 찾아나가는 것으로서, 이는 경험적 법칙들을 이성

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체계가 가능하기 위해선 원리의 능력으

로서 이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57) 따라서 이는 경험법칙이라는 지성개

념이 이성 및 이성의 원리와 연관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258)

더 나아가,「제1서론」Ⅸ절에서는 ‘개념의 유무’를 보다 직접적으로 강

조하여 양자를 구분한다. ‘자연형식들의 미감적 판정(die ästhetische

255) ‘목적 없는 합목적성’은 취미 판단의 제3계기와 관련된다. 이는 ‘미감적 판단력의 분

석학’(§§10-17)에서 자세히 논해진다. 본 절의 과제는 취미 판단의 특성에 대한 해

명과 관련이 없으므로, 더 이상 상론하지 않는다.

256) “도대체가 합목적성을 위해서는 객관에 대한 어떤 규정된 개념이 전혀 요구되지도

않고, 또한 합목적성을 통해 어떤 규정된 개념이 산출되지도 않으며, 그 판단 자신

은 인식판단이 아니다(kein Erkenntnisurteil). 그러한 판단은 미감적 반성-판단(ein

ästhetisches Reflexions-Urteil)이라고 일컫는다”(EEKU, Ⅶ, XX221=H26).

257) “그에 반해, 이미 경험적 개념들과 자연의 기계성에 따라 그러한 법칙들이 주어져

있다면, 그리고 판단력이 그러한 지성개념(Verstandesbegriff)을 이성 및 하나의 체

계를 가능하게 하는 이성의 원리와(mit der Vernunft und ihrem Prinzip der

Möglichkeit eines Systems) 비교할 경우”(EEKU, Ⅶ, XX221=H26)

258) “이러한 형식이 그 대상에서 마주쳐지면, 합목적성은 객관적인 것으로 판정되고, 사

물은 자연목적(ein Naturzweck)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전에는 단지 사물들이 미규

정적-합목적적 자연형식들로(als unbestimmt-zweckmäßige Naturformen) 판정되었

을 뿐인데 말이다. 자연의 이러한 객관적 합목적성에 관한 판단은 목적론적

(teleologisch)이라고 일컬어진다”(EEKU, Ⅶ, XX221=H27).



- 194 -

Beurteilung der Naturformen)’과 ‘목적론적 판단(das teleologische Urteil)’은 ‘대상

에 대한 개념(Begriff vom Gegenstande)’을 기초에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라진다. 전자는 대상에 대한 개념 없이 한낱 주관적 조건들의 관계에서

합목적성을 발견하는 반면,259) 후자는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그

대상의 가능성에 관해 탐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60)

정리해보면, 주관적 합목적성은 미감적 반성-판단 혹은 자연형식들의

미감적 판정 등으로 불리우며, 대상의 개념을 전제하지도 않고 판단을 통

해 객관을 산출해 내지도 않는다. 다만 주관적 조건의 합치만을 상정할

뿐이다.261) 반면, 객관적 합목적성은 좁은 의미의 목적론적 판단으로서 이

는 대상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대상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이제, ‘형식적 對 질료적’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앞에서 칸트가 주관적 합목적성을 ‘미감적 반성-판단’에 자리매김했

는데, 이 때 ‘미감적 반성-판단’은 넓은 의미의 ‘미감적 판단(ein ästhetisches

Urteil)’을 뜻한다.262) 「제1서론」의 Ⅷ절에서 언급하고 있듯, “미감적 판단

은 그 규정근거가 쾌․불쾌의 감정과 직접 결합되어 있는 감각 중에 놓여

있는 그러한 판단이다”(EEKU, Ⅷ, XX224=H30). 이러한 미감적 판단은 두 가

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미감적 감관판단(das ästhetische Sinnenurteil)”이고,

다른 하나는 “미감적 반성판단(das ästhetische Reflexionsurteil)”이다(EEKU, Ⅷ,

XX224=H30).

그런데, 양자는 같은 미감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판단의 규정 근거인

쾌․불쾌의 속성이 전혀 다르다. 미감적 감관판단에서 쾌․불쾌의 감정은

“경험적 직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내지는 감각(Empfindung)”인 반면,

미감적 반성판단에서 쾌․불쾌의 감정은 “판단력의 두 인식능력들, 즉 상

259) “자연형식들의 미감적 판정은, 대상에 대한 개념을 기초에 두지 않고서도, 직관의

순전한 경험적 포착에서, 곧 한낱 판단력의 주관적 조건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의

어떤 현출하는 대상들이 합목적적임을 발견한다”(EEKU, Ⅸ, XX233=H40).

260) “그에 반해 목적론적 판단은 객관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전제하며, 객관의 가능성

에 관해 원인들과 결과들의 연결 법칙에 따라 판단한다”(EEKU, Ⅸ, XX234=H40).

261) “그러므로 미감적 판정은 아무런 객관에 대한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런 것

을 만들어내지도 않는다”(EEKU, Ⅸ, XX233=H40).

262) 칸트는 『판단력비판』 전체에 걸쳐서 미감적 반성-판단, 미감적 판단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논의의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잘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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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력과 지성의 조화로운 유희를 주관 안에 일으키는 감각”이다(EEKU, Ⅷ,

XX224=H30). 따라서 전자는 “질료적 합목적성을 함유하고”있는 반면에, 후

자는 “형식적 합목적성을 함유한다”(EEKU, Ⅷ, XX224=H31).

이상의 서술에서 우리는 질료적 합목적성과 형식적 합목적성을 나누는

근거가 경험적 질료에 의존하는지 여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서

론」에서 발견한 ‘형식적 對 질료적’의 구분 기준은 ‘미감적 판단력의 분

석학’에서 취미판단의 제1계기(§§1-5)와 취미판단의 제2계기(§§6-9)의 서술

을 통해 더욱 확실해진다.263) 우선, 취미판단의 제1계기인 ‘무관심성’과 관

련하여 양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칸트는 §3 ‘쾌적한 것에서 흡족은 관심과 결합되어 있다.’와 §5 ‘종적으

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흡족의 비교’에서 쾌적한 것(das Angenehme)과 좋

은 것(das Gute) 그리고 아름다운 것(das Schöne)을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3에서 “모든 흡족은 그 자신 (쾌의) 감각이다”264)(KU, §3, B205=Ⅴ7)라고 하

여 감각을 온전히 주관에 대한 것으로 새롭게 정의 내린다.265) 그 후, “쾌

적한 것이란 감각에서 감관들에 적의한 것을 말한다”266)(KU, §3, B205=Ⅴ7)

는 서술을 통해 쾌적한 것이 객관에 대한 표상과 관련이 있는 감관들

263) “제1계기로부터 귀결되는 미의 성질” 은 “취미는 대상 또는 표상방식을 일체의 관

심 없이 흡족이나 부적의함에 의해(durch ein Wohlgefallen oder Mißfallen ohne

alles Interesse) 판정하는 능력이다. 그러한 흡족의 대상을 아름답다(schön)고 일컫

는다”(KU, §5, B16=Ⅴ211)이다. ; “제2계기로부터 추론되는 미의 설명”은 “개념 없

이 보편적으로 적의한 것은 아름답다(Schön ist das, was ohne Begriff allgemein

gefällt)”이다(KU, §9, B32=Ⅴ219).

264) „Alles Wohlgefallen … ist selbst Empfindung (einer Lust)‟

265) 물론 이 때, 적의·부적의는 곧 쾌·불쾌를 의미한다. 그런데 쾌·불쾌의 감정의 규정

은 감각이라고 불리는 바 이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언급한 감관(Sinnen)에 의한

표상과 혼동될 수 있다. 하지만 『판단력비판』에서 언급하는 감각은 인식과는 전

혀 무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이성비판』에서 언급된 ‘감각’은 경험판단의 재

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객관에 관계하는 것이지만, 『판단력비판』에서 언급된 ‘감

각’은 객관과 관련 없이 오로지 주관에만 상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쾌 또는 불

쾌의 감정의 규정이 감각(Empfindung)이라고 불릴 때, 이 표현은 내가 (인식능력에

속하는 수용성으로서의 감관에 의한) 사상의 표상을 감각이라고 부를 때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한다”(KU, §3, B8-9=Ⅴ206). ; “후자의 경우에 표상은 객관에

(auf das Objekt) 관계하나, 전자의 경우에는 오로지 주관에만(lediglich auf das

Subjekt) 관계하며, 전혀 어떠한 인식에도 기여하지 않고, 또한 그에 의해 주관이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인식에도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KU, §3, B9=Ⅴ206).

266) „Angenehm ist das, was den Sinnen in der Empfindung gefä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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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nen)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온전히 주관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넌지시

밝힌다.

그 후 §5에서 “쾌적한 것과 좋은 것, 양자는 욕구능력과의 관계를 가지

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흡족을 수반”하므로, 객관과 관계맺어질 수밖에

없으며, 쾌적한 것은 ‘정념적으로-조건지어진 흡족(ein pathologisch-bedingtes

Wohlgefallen)’, 좋은 것은 ‘순수한 실천적 흡족(ein reines praktisches Wohlgefallen)’(KU,

§5, B14=Ⅴ209)을 수반한다고 하여, 쾌적한 것과 좋은 것이 객관이나 대상에 무

관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반면, “취미판단은 한낱 관조적(bloß

contemplativ)이다”(KU, §5, B14=Ⅴ209)267)는 언급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것은

객관이나 대상과 무관하다는 점을 천명한다.268) 즉, 여기서도 알 수 있듯

‘형식적 對 질료적’의 구분은 합목적성이 질료적인 객관과 연계되는가, 그

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취미판단의 제2계기인 ‘주관적 보편성’과 관련한 언급에서도 ‘형식적 對

질료적’ 구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칸트는 §8

‘흡족의 보편성은 취미판단에서 단지 주관적으로만 표상된다.’에서 ‘쾌적한

것에 대한 판단’을 “감관취미(Sinnen-Geschmack)”, 미에 관한 판단을 “반성취

미(Reflexions-Geschmack)”(KU, §8, B22=Ⅴ214)라고 나누고 있다. 여기서 감관

취미는 주관적 질료적 합목적성에, 반성취미는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감관취미가 “순전히 사적 판단을”, 반성취미

가 “공통타당한 (공적)판단을 내리되”, 양자 모두 “그의 표상과 쾌․불쾌의

감정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대상에 대한 미감적 (실천적인 아닌) 판단

을”(KU, §8, B22=Ⅴ214)내린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주관적 합목적성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는 타인에 대한 찬동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타인에 대한 찬동을 요구한다는 차이가 있다.269) 왜냐하면

267) “대상의 현존에는 무차별적이고, 오직 대상의 성질만을 쾌·불쾌의 감정과 결부시키

는 판단이다”(KU, §5, B14=Ⅴ209).

268) “모든 세 종류의 흡족 중에서 아름다운 것에서의 취미의 흡족만이 유일하게 이해관

심이 없는 자유로운 흡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해관심도, 감관의

이해관심도, 이성의 이해관심도 찬동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KU, §5, B15=Ⅴ

210).

269) “쾌적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취미판단에 찬동해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미에 관한 취미판단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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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비록 주관적인 것일지언정 질료적 대상과 절연되어 있으나, 후자

는 질료적 대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형식적 對 질료적’ 구분은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의 대상이

‘아름다운 것’으로서 ‘미감적 반성판단’, ‘미감적 취미판단’과 관련되며, 주

관적 질료적 합목적성(㉯)의 대상이 ‘쾌적한 것’으로서 ‘미감적 감관판단’과

관련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는 주관적 보편성을 요구할 수 있

는 반면, ㉯는 그럴 수 없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270)

그렇다면, 나머지 객관적 합목적성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칸트

는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초입에 위치한「목적론적 판단력의 분석

학」을 §61 ‘자연의 객관적 합목적성에 대하여’라는 절로 시작한다. 그는

여기서 주관적 합목적성과 구분되는 객관적 합목적성의 특징을 밝히는데,

이는 우리가 앞서 탐색한 바와 같이 목적 개념의 유무를 판정 기준으로

한다. 그 후 §62 ‘질료적 합목적성과 구별되는, 한낱 형식적인, 객관적 합목

적성에 대하여’ 절에서 객관적 형식적 합목적성에 관해 다룬다.

객관적 형식적 합목적성이 다루는 대상은 수학, 기하학 등이 대표적이

다(㉰). 즉, 객관적 대상의 개념이 있기는 하되, 질료와 연관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원’이라는 도형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

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질료적인 객관으로 존

재하지는 않는다. 칸트는 이러한 합목적성을 “지성적 합목적성”이라고 부

른다. 그는 “이 지성적 합목적성은, 비록 …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의 면에서 한낱 형식적 합목적성 … 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것의 기초에 어떤 목적을 둘 것이 없는, 그

러니까 그를 위한 목적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합목적성으로서 능히 단지

점이다”(KU, §8, B22=Ⅴ214).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 “이런 보편성에 대해서

도 나는 공통타당성(Gemeingültigkei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니와, 이 표현은 어

떤 표상의 인식능력과의 관계가 타당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상의

쾌·불쾌의 감정과의 관계가 모든 주관에 대하여 타당함을 표시한다”(KU, §8,

B23=Ⅴ214).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270) 본 절에서는 상론하지 않았으나, ㉮는 미감적 합목적성, ㉯는 감성적 합목적성이라

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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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KU, §62, B274=Ⅴ364)라고 평가한다. 즉, 지성

적 합목적성은 규정된 개념을 찾아나갈 뿐, 목적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객관적 질료적 합목적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칸트는 §63

‘내적 합목적성과 구별되는 자연의 상대적 합목적성에 대하여’라는 절에서

내적 합목적성과 그에 대비되는 외적 합목적성을 나눈다. 특히 외적 합목

적성은 상대적 합목적성으로 불리는데, 이는 인간을 위한 “유용성(die

Nutzbarkeit)”(㉱)과 모든 다른 피조물을 위한 “유익성(die Zuträglichkeit)”(㉲)으

로 나누어진다(KU, §63, B279=Ⅴ367). 이 합목적성은 객관적 합목적성이기는

하지만 “사물들 그 자체의 객관적 합목적성이 아니다”(KU, §63, B281=Ⅴ

368), 오히려 사물 자신에게 “우연적인 합목적성”(KU, §63, B282=Ⅴ368)이다.

따라서 유기체의 본질적인 완전성과 관련된 “자연존재자의 내적 합목적성

(eine innere Zweckmäßigkeit des Naturwesens)”(KU, §63, B280=Ⅴ367)(㉳)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64 이하의 논의는 자연 목적, 유기적 존재자의 내적 합

목적성을 해명하기 위한 논변과, 목적의 규칙에 따르는 자연 전체의 이념

을 밝히는 외적 합목적성에 대한 해명에 관한 논변으로 이루어진다. 즉,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은 객관적 질료적 합목적성에 대한 논변을 주

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칸트는 ‘주관적 對 객관적’, ‘형식적 對

질료적’이라는 기준으로 합목적성을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주관적 형식

적 합목적성(㉮), 주관적 질료적 합목적성(㉯), 객관적 형식적 합목적성

(㉰), 객관적 질료적 외적 합목적성(㉱, ㉲), 객관적 질료적 내적 합목적성

(㉳)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판단력비판』은 ㉮～㉳ 모두에 동등한 정도

로 관심을 주지는 않는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감적 합목적성(㉮)은 「미감적 판단력 비

판」 전반에 걸쳐 다루어진다(§§1-60). 다만 숭고의 개념이 미의 개념에 포

함되는지, 혹은 취미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숭고의 분석학

(§§23-29)’은 취미 판단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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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목적성(㉯)에 대해서 칸트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칸트는 ‘취미판

단의 제1계기’와 ‘취미판단의 제2계기’를 다룰 때,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일

종의 반대항으로 ‘쾌적한 것’에 관한 논의를 곁들인다. 지성적 합목적성

(㉰)은 §62 ‘질료적 합목적성과 구분되는, 한낱 형식적인, 객관적 합목적성

에 대하여’라는 절에서 다루지만, 이는 단지 ‘질료적 합목적성’의 반대항으

로서 곁들여진 것일 뿐이다.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서 그의 관심은

상대적 합목적성(㉱와 ㉲)과 내적 합목적성(㉳)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복잡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목적적 전체성은 판단력

이 고유한 자발성을 통해 발견해내는, 경험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보편성

이다. 따라서 합목적성의 판단에서 감성적 소여, 즉 자연과 자발적 정립,

자유가 근원적으로 통일된다”(Höffe, 2014: 321)는 합목적성 논의의 중심

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철학의 두 부문을 하나의 전체로 결합하는 판단력

앞 소절의 논의를 통해 『판단력비판』전체를 관통하는 합목적성이 도

입된 이유가 이성 전체의 체계적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성의 체계적 통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본 소절

에서는 체계적 통일의 진의를 파악하고, 통일의 근거가 되는 수단인 판단

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성의 체계적 통일

본 항에서 우리는 철학의 부문과 구역에 대하여 논한「서론」의 첫 두

절을 살펴볼 것이다. 칸트는 「서론」Ⅰ절에서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이 각

각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KU, Ⅰ, B

Ⅺ=Ⅴ171), 인과성을 결정하는 개념이 ‘자연 개념’이라면 그 원리들은 ‘기술

적-실천적(technisch-praktisch)’인 반면, 인과성을 결정하는 개념이 자유 개념

이라면 그 원리들은 ‘도덕적-실천적(moralisch-praktisch)’이라고 하여(KU,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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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Ⅲ=Ⅴ172), 보다 섬세하게 실천철학의 영역을 확보해 낸다. 그는 기술적

-실천적인 것들은 겉으로 실천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론철학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실천철학의 영역에서 이를 배제한다. 예를 들어, 기

예(Kunst), 숙련(Geschicklichkeit) 일반의 규칙들, 혹은 숙련으로서의 영리

(Klugheit) 등은 그 원인성이 자연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론철학에 속

하는 것이다. 반면, 자유 개념을 원인성으로 하는 도덕적-실천적인 것은

윤리이론으로서 실천철학을 이룬다(KU, Ⅰ, BXⅣ=Ⅴ172)는 점을 명확히 한

다. 이로써 그는 전체 철학이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이라는 두 부문으로 나

누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어서 「서론」Ⅱ절에서 “우리의 전체 인식능력(Erkenntnißvermögen)은

두 관할구역(zwei Gebiete), 즉 자연 개념들의 구역과 자유 개념의 구역을

갖는다”(KU, Ⅱ, BXⅦ=Ⅴ174).271)고 언급한다. 즉, 선험적으로 ‘법칙을 수립’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념’만이 관할구역을 가지므로, 오로지, ‘자연 법

칙(자연 개념)’, ‘자유 법칙(자유 개념)’ 두 가지만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천

명한 것이다. 이로써 그는 앞서 구분한 철학의 두 부분 중 이론철학은 지

성과 관련짓고, 실천철학은 이성에 관련지을 수 있게 된다.272)

이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지성과 이성의 지반(Boden)이 같다는 점이

271) 관할 구역(Gebiete)은 오로지 선험적 개념들만이 갖는 것이다. 관할 구역은 인식능력

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험적 개념은 보편적, 필연적인 법칙을 수립할 수 있고

그 법칙이 특정 인식능력과 연계되기 때문에 관할 구역을 갖는다. “선험적 개념들이

적용되는 데까지가, 원리들에 따른 우리 인식능력의 사용이 닿는 범위이며, 그와 함

께 철학이 미치는 범위이다”(KU, Ⅱ, BXⅥ=Ⅴ174), “개념들은, 대상들과 관계 맺는

한, 그 대상들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와는 상관없이 분야를 갖는바,

그 분야는 순전히 그 객관이 우리 인식능력 일반에 대해 갖는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KU, Ⅱ, BXⅥ=Ⅴ174). ; 반면, 경험개념들은 관할 구역을 가질 수 없다. 왜냐

하면, 경험적 개념은 경험적이고, 우연적이므로 법칙을 수립할 수 없기에, 특정 법칙

과 관계된 인식능력과 연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험개념들은 감관 대상들의 총괄

인 자연 안에 지반을 갖기는 하지만, 아무런 관할구역을 갖지는 못한다. … 왜냐하

면, 경험개념들은 법칙적으로 산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법칙을 수립하지는 못하는

것(nicht gesetzgebend)으로, 이것들에 기초하고 있는 규칙들은 경험적(empirisch)이

고, 그러니까 우연적(zufällig)이기 때문이다”(KU, Ⅱ, BXⅦ=Ⅴ174). (굵은 글씨 강조

는 연구자)

272) “자연 개념들에 의한 법칙수립은 지성에 의해 일어나며, 이론적이다. 자유 개념에

의한 법칙수립은 이성으로부터 일어나며, 순전히 실천적이다”(KU, Ⅱ, BXⅦ=Ⅴ

174).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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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양자는 “경험(Erfahrung)이라는 동일한 지반 위에서 서로 다른 법칙

을 수립한다”(KU, Ⅱ, BXⅧ=Ⅴ175). 이미 『순수이성비판』에서 입증되었

듯, 자연 개념의 법칙수립과 자유 개념의 법칙수립은 전혀 서로를 방해하

지 않기 때문이다(KU, Ⅱ, BXⅧ=Ⅴ175). 그러나 양자의 관할구역(Gebiete)이

다르기 때문에, 감성세계 안에서 작용함에 있어서 양자는 끊임없이 상호

제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연 개념은 “그의 대상들을 직관에서 표

상화하기는 하지만, 사물들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nicht als Dinge an sich)

순전한 현상들로서(als bloße Erscheinungen)” 하고, 반대로 자유 개념은 “그

객관에서 사물 그 자체를 표상화하지만 직관에서 하지(nicht in der

Anschauung)”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 중 어느 것도 그의 대상을 … 사

물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없다(KU, Ⅱ, BXⅧ=Ⅴ175).

하지만 우리는 초감성적인 것(das Übersinnliche)273)을 상정할 수밖에 없

다. 다만 그것은 초감성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적 지반이 주

어지지 않는다. 또한 우리에겐 초감성적인 것에 완전히 대응하는 인식능

력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관할 구역도 주어지지 않는다. 즉 자연 개념

이나 자유 개념만으로는 초감성적인 것에 대하여 온전히 파악할 수 없

다.274) 다만 우리는 자유 개념으로부터의 법칙들과 관련하여 초감성적인

것의 이념에 실천적 실재성(praktische Realität)275)만을 줄 수 있을 뿐이다

273)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물자체(Ding an sich)라고 소극적으로 부르던 것을

『판단력비판』에서 초감성적인 것(das Übersinnliche)이라고 다소 적극적으로 바

꾸어 부른다. 이는 인식판단에서의 그것의 지위가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미정적인 것이었던 반면, 목적론에서는 합목적성을 통해 그것의 실재성을 보다 적

극적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 “사물들 그 자체는 초감성

적인 것일 터여서, 이것의 이념을 사람들은 경험의 모든 저 대상들의 가능성의 근

저에 놓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KU, Ⅱ, BXⅧ-XⅨ=Ⅴ175)

274) “우리의 전체 인식능력에 대해서 한계가 없는, 그러면서도 접근할 수 없는 분야,

곧 초감성적인 것의 분야(das Feld des Übersinnlichen)가 있으니,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지반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 위에서 우리는 지성개념들에

대해서도 이성개념들에 대해서도 이론적 인식을 위한 어떤 구역을 가질 수 없

다”(KU, Ⅱ, BXⅨ=Ⅴ175)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275) 연구자는 여기서 ‘초감성적인 것의 실천적 실재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문의 서술

에 의하면 칸트는 ‘초감성적인 것’을 “우리의 전체 인식능력에 대해서(für unser

gesammtes Erkenntnißvermögen) 한계가 없는, 그러면서도 접근할 수 없는”(KU,

Ⅱ, BXⅨ=Ⅴ175)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곧 초감성적인 것이 지성과 이성 모두

에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초감성적인 것이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

천 이성 모두를 아우르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앞서 Ⅲ장에서 최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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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Ⅱ, BXⅨ=Ⅴ175).

이제야 체계적 통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밝힐 준비가 완료되었다.

“감성적인 것인 자연 개념의 구역과 초감성적인 것인 자유 개념의 구역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간극이 견고하게 있어서”(KU, Ⅱ, BXⅨ=Ⅴ175)

자연 개념으로부터 자유 개념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초감성

적인 것은 이론철학을 통해서는 절대 밝혀질 수 없으나, 실천철학을 통해

서는 그 실천적 실재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자유 개념의

모종의 원인성이 자연 개념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말이다(KU, Ⅱ, BXⅨ

=Ⅴ176). 이는 우리가 Ⅲ장에서 보았던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과 같은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즉, 『실천이성비판』「변증학」에서 제기되었던 최고

선의 실현 가능성의 기제와 관련된 문제가 『판단력비판』에서 목적론의

형태로 재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 개념은 그의 법칙들을 통해 부과

된 목적을 감성세계에서 현실화해야만”276)한다(KU, Ⅱ, BXⅨ=Ⅴ176). 다시

말해, 예지계의 원인성이 감성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는 예지계의 도

덕 법칙과 감성계의 행복의 연결, 더 나아가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념이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의 매개를 담지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초감성적인 것을 최고선으로 치환시켜 이해할 수 있지 않

을까? 즉, Ⅲ장에서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이 확보된 것을 두고, 「서론」 Ⅱ절에

서 초감성적인 것의 실천적 실재성이 확보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자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칸트의 언급은 「제1서론」에 나타난다. 「제

1서론」 Ⅰ절에서 칸트는 「서론」 Ⅰ절과 마찬가지로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의 구분

을 시도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가 최고선을 다루는 방식이다. 칸트는 “어떤

객관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표하는 것이면, 항상 자연의 지식에 그리고 철학의

이론적 부문에” 속하는 것이고, “객관의 질료는 고려함이 없이, 필연적인 것으로 현

시하는 실천적 명제들만”이 실천철학에 속한다고 본다. 다만, 최고선은 예외라고 본

다. 왜냐하면 “의지의 객관의 개념(즉 최고선)‘은, 직접적으로가 아닌 ”단지 간접적

으로만, 귀결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고이라는 “객관의 가능성은

자연의 지식(이론)에 의해서는 통찰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EEKU, Ⅰ, XX199=H5

Anm.). 이는 곧, 최고선이 비록 이론 이성에 의해서는 탐색될 수는 없으나, 실천철

학의 대상으로서 그 실천적 실재성을 부여받았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초감

성적인 것의 실천적 실재성은 우리가 앞서 논의한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과 그 의

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초감성적인 것에서 원인으로서의 자유

법칙과 결과로서의 자연 법칙 사이의 합일을 기대할 수 있다.

276) „nämlich der Freiheitsbegriff soll den durch seine Gesetze aufgegebenen

Zweck in der Sinnenwelt wirklich machen‟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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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판단력비판』의 과제로 제기된 이성의 체계적 통일은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점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동

안 자연과 자유라는 선험적 개념이 관계하는 인식능력이 각각 지성과 이

성으로 구분되고, 이것에 따라 관할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 간의 충

돌이 매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양쪽 모두 공히 지반과 관할구역을

갖지는 못하지만 상정할 수밖에 없는 ‘초감성적인 것’이 수면 위로 부각됨

으로써 접점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성의 체계적 통일을 위한

과제는 다시 “자연의 근저에 놓여 있는 초감성적인 것과 자유 개념이 실

천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의 통일의 근거”277)(KU, Ⅱ, BXX=Ⅴ176)를 찾는

논의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통일의 근거는 ‘판단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2) 상위인식능력들의체계와철학의두부문의 결합수단으로서판단력

칸트는 자유 개념과 자연 개념의 분열을 매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

기 위해 「서론」Ⅲ절과 「제1서론」Ⅱ-Ⅲ절에서 인식능력들에 대한 비판

(die Kritik der Erkenntnißvermögen)과 인간의 모든 마음의 능력들(alle Vermögen

des menschlichen Gemüts)에 관해 체계적인 고찰을 시도한다.278) 우선, 칸트는

277) “ⓐ자연의 근저에 놓여 있는 초감성적인 것과 ⓑ자유 개념이 실천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의 ⓒ통일의 근거”에서 ⓐ와 ⓑ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의 내

용이 달라질 수 있다. i) 만약 ⓐ가 자연 개념, ⓑ가 자유 개념이라면 ⓒ는 자연 개

념과 자유 개념의 통일의 근거로서 ‘판단력’이 될 것이다. 문맥상으로 볼 때도 가능

성이 높은 해석이다. ii) 그러나 만약 ⓐ를 초감성적인 것 ⓑ를 초감성적인 것의 실

천적 실재성 확보, 혹은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 확보로 본다면 ⓒ는 초감성적인

것과 최고선 논의의 통일의 근거를 묻는 꼴이 되므로, 모든 상위의 인식능력보다

고차적인 원리가 될 것이다. 문맥상으로 볼 때 가능성이 낮은 해석이지만, 문장의

의미만 볼 때는 이를 무조건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78) 「서론」에서는 “인식능력들에 대한 비판(die Kritik der Erkenntnißvermögen)”을

먼저 수행한 후 이를 “모든 영혼의 능력들 내지 성능들(alle Seelenvermögen oder

Fähigkeiten)”과 연관짓는 반면,(KU, Ⅲ, BXX-XXⅤ=Ⅴ176-179) 「제1서론」에서

는 “모든 마음의 능력들의 체계(System aller Vermögen des menschlichen

Gemüts)”를 먼저 밝힌 후 이를 “개념들에 의한 인식능력의 구분(Einteilung des

Erkenntnißvermögens durch Begriffe)”과 연관짓는다는 점에서(EEKU, Ⅱ-Ⅲ,

XX201-211=H7-16) 양자의 논의는 선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하지만 이

는 단지 논의 순서의 차이일 뿐 내용 상 하등 차이가 없다. 즉, 「서론」은 ‘인식능

력’을 씨줄로 삼고 ‘마음의 능력’이라는 날줄로 양자를 엮은 반면, 「제1서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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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능력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모든 선험적인 이론 인식을 위한 근거를 함유하고 있는 자연 개

념들은 ⓑ지성의 법칙수립에 의거해 있다. - ⓒ감성적으로 조건 지어

지지 않은 선험적인 실천 규정들을 위한 근거를 함유하고 있는 자유

개념은 ⓓ이성의 법칙수립에 의거해 있다(KU, Ⅲ, BXⅪ=Ⅴ176).

위 언급을 통해 칸트는 「서론」Ⅱ에서 논의한 ‘자연 개념’과 ‘자유 개

념’을 인간의 인식능력들과 연계시킬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야 할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은 모두 원리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 둘째, 인식능력은 각자 고유한 법칙수립

을 갖는다는 점(ⓑ, ⓓ)이다(KU, Ⅲ, BXⅪ=Ⅴ176).

부연하자면, 자연은 “모든 선험적인 이론 인식을 위한 근거(Grund zu

allem theoretischen Erkenntniß a priori)”를, 자유는 “감성적으로 조건 지어지지

않은 선험적인 실천 규정들을 위한 근거(Grund zu allen sinnlich-unbedingten

praktischen Vorschriften a priori)”를 함유하고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양자

모두 선험적(a priori)인 무언가를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리

적 형식상 이는 ‘원리’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자연은 “지성의 법칙수립에 의거”하고, 자유는 “이성의 법칙수

립에 의거”한다. 이는 양자 모두 법칙립(die Gesetzgebung) 즉, 입법과 관련

된 능력이라는 점을 뜻한다.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의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결국 양자가 각각 이

론철학과 실천철학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준다. 앞서 「서론」

Ⅰ절에서 나누었던 철학의 두 부문이 각각 자연, 자유와 연계된다는 점이

확고하게 밝혀진 것이다. 즉, ‘자연 – 지성의 법칙수립 – 이론철학’ 對

‘자유 – 이성의 법칙수립 – 실천철학’이라는 대비 구도가 선명하게 부각

된다.

‘마음의 능력’을 씨줄로 삼고 ‘인식능력’을 날줄로 양자를 엮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서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삼되, 「제1서론」의 논의를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칸트의 논변을 일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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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양자 사이에 무언가가 비집고 들어가 틈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서 칸트는 ‘판단력’의 지위를 논하기 시작한다. 칸트가 볼 때 지성과 이성

에 대하여 논하면서 상위 인식능력에 속하는 나머지 인식능력인 판단력

을 빼놓는 것은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279) 하지만, 판단력은

고유의 법칙수립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에,280) 법칙수립적 능력과 연계되

어 있는 이론철학이나 실천철학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에도 “법칙들을 찾는 자기 자신의 원리

를 … 선험적으로 자기 안에 함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

는다(KU, Ⅲ, BXⅪ=Ⅴ177). 왜냐하면 나머지 상위 인식능력들은 선험적 원

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즉, 칸트는 인식능력들 간의 친족성을 근거로 일

종의 유비를 통해 판단력의 속성을 선험적 원리와 관련시키고자 한다.281)

더 나아가, 칸트는 이러한 자신의 논의를 뒷받침해 줄 또 다른 근거로

인간이 지닌 “영혼의 능력들(Seelenvermögen)”(KU, Ⅲ, BXⅫ=Ⅴ177)을 끌어들

인다. 영혼의 능력, 즉 인간 마음의 능력은 인식능력(das Erkenntnißvermögen),

쾌·불쾌의 감정(das Gefühl der Lust und Unlust), 욕구능력(das Begehrungsvermögen)

이라는 세 가지 상호 교환 불가능한 요소로 나누어진다. 이 때, 인식능력

279) 칸트는 『순수이성비판』 「초월적 분석학」 제2권 「원칙의 분석학」에서 상위의

인식능력으로서 판단력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일반 논리학은 상위 인식 능력

의 구분에 정확히 합치하는 설계도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상위 인식 능력이 지성·

판단력·이성이다. 그러므로 저 교설은 그 분석학에서 개념·판단·추리를 다룬다. 이

것들은 사람들이 보통 지성이라는 개괄적인 명칭 아래서 이해하는 저 마음의 능력

의 기능들과 순서에 그대로 들어맞는다”(KrV, A130=B169).

280)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판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성 일

반이 규칙들의 능력이라고 설명된다면, 판단력은 그런 규칙들 아래에 포섭하는 능

력, 다시 말해 무엇인가가 주어진 규칙 아래에 있는 것(소여 법칙의 사례)인지 아

닌지를 판별하는 능력이다”(KrV, A132=B171).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판단력은 법

칙수립과는 상관이 없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281) 이러한 상위의 인식능력들 간의 친족성을 근거로 판단력을 선험적 원리와 관련시키

고자 하는 시도는 「제1서론」 Ⅱ절 ‘철학의 기초에 놓여 있는 상위 인식능력들의

체계에 대하여’에서 보다 상세히 전개된다. 여기서 칸트는 지성을 “보편(즉 규칙들)

을 인식하는 능력”, 판단력을 “특수를 보편 아래 포섭하는 능력”, 이성을 “특수를

보편에 의해 규정하는 (즉 원리들로부터 도출하는) 능력”이라고 본다(EEKU, Ⅱ,

XX201=H7). 그는 지성이 “자연의 법칙들을 제공”하고, 이성이 “자유의 법칙을 제

공”하듯이, 판단력 또한 “그 매개 작용을 위한 자기의 특유한 선험적 원리들을 내

어놓고”, “어쩌면 철학의 하나의 특수한 부문을 정초할 것”이라고 기대한다(EEKU,

Ⅱ, XX202=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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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이론적 인식의 능력으로서 자연과 관계 맺는다면, 지성만이

법칙수립적”(KU, Ⅲ, BXXⅣ=Ⅴ178)인 반면, 욕구능력에 대해서는 “자유 개

념에 따르는 상위 능력으로서 … 이성만이 선험적으로 법칙수립적”(KU,

Ⅲ, BXXⅣ=Ⅴ178)이다. 즉, 이제 ‘자연 – 지성의 법칙수립 – 이론철학 –

인식능력’ 對 ‘자유 – 이성의 법칙수립 – 실천철학 – 욕구능력’이라는

구도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칸트는 본인이 제시한 이러한 구도에 힘입어 판단력의 속성에 대해 보

다 더 적극적인 유추를 시도한다. 그는 판단력을 선험적 원리와 연관시키

기 위해 ‘상위 인식능력들 간의 친족성’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인간 마음

의 능력들의 체계’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시도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그의 시도를 간략히 표현하면 <표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상위의 인식능력 철학의 두 부문 선험적 원리 인간 마음의 능력

지성 이론철학
자연의 법칙

(지성의 법칙수립)
인식능력

판단력 ㉠ ㉡ 쾌·불쾌의 감정

이성 실천철학
자유의 법칙

(이성의 법칙수립)
욕구능력

<표8>상위인식능력들간의친족성과인간마음의능력의대비를통한판단력의선험적원리유추(KU, Ⅲ, BXX-XXⅤ=Ⅴ176-179)

앞서 논의를 통해 칸트는 ‘지성 – 이론철학 – 자연의 법칙 – 인식능

력’과 ‘이성 – 실천철학 – 자유의 법칙 – 욕구능력’이라는 일련의 대비

구도를 완결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성이 체계적으로 구

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상위 인식능력282)에는 지성과 이성 외에

282) <표8>에서 사용한 용어와 관련한 백종현의 평은 다음과 같다. “표에서 칸트는 세

로 항에 “인식능력”을 두고, 그와는 다른 뜻으로 또 가로 항에도 “(상위의) 인식능

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잇는데, 혼동을 피하려면 가로 항의 ‘상위의 인식능력’

은 ‘상위의 영혼 능력(Seelevermögen)’이라고 말해도 좋겠다”(백종현, 201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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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단력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간 마음의 능력 또한 세 가지로 구

성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판단력도 지성이나 이성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판단력도 지성과 이성처럼 독자적인 선

험적 원리를 함유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칸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 판단력에게는 이론철학이나 실천철학과는

구분되는 자신의 고유한 과제(㉠)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판단력의 고유한 과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

러내고 있다.

㉮욕구능력에는 필연적으로 쾌 또는 불쾌가 … 결합되어 있으므로,

판단력이 ㉯논리적 사용에서 지성으로부터 이성으로 넘어감을 가능하

게 하듯이, 순수 인식능력, 다시 말해 ㉰자연 개념의 관할구역으로부

터 자유 개념의 관할구역으로의 넘어감을 야기할 것(KU, Ⅲ, BXXⅤ=

Ⅴ178-179)

위와 같은 칸트의 언급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조 설명이 필요

하다. 칸트는 욕구능력이 쾌․불쾌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판단력이 자

연 개념에서 자유 개념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칸트는 ㉮와 ㉰의 연관성에 대해 더 이상 부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구를 처음 접하는 독자는 양자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이 미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연구자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언급된 판단력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칸트의 설명을 보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의 언급에 대해 살펴보자. 칸트는 「원칙의 분석학」에서283)

“무릇 개념 사용에는 그를 통해 대상이 개념 아래 포섭되는 판단력도 필

요하다. … 판단력의 이 조건(즉, 도식)이 결여되면 일체의 포섭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개념 아래 포섭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

이다”(KrV, A247=B304)고 서술하고 있다. 이 때 판단력은 욕구능력과는 전

혀 관련성이 없는, 순전히 인식능력과 연관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칸

283) 해당 부분의 정확한 위치는 「판단력의 초월적 교설(원칙의 분석학)」, 제3장 ‘대상

일반을 현상계와 예지체로 구별하는 근거에 대하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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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본인도 『순수이성비판』에서 언급한 판단력이 이론 이성과 근친성을

갖게 묘사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우리가 판단력의 고유한

원리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철학에서 이론적 부문에, 다시 말

해 자연 개념들에 따르는 이성인식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고 하더라도,”(KU, Ⅲ, BXXⅤ=Ⅴ179)라는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판

단력이 단지 인식능력에만 관련된다면, 이는 판단력의 고유한 영역을 확

보할 수 없게 된다.

칸트는 인식능력의 테두리 안에 놓여 있던 판단력을 마음의 능력들과

관련하여 조명함으로써 해결 방법을 찾아낸다. 우리가 <표8>에서 확인한

것처럼 판단력은 마음의 능력들 중 쾌․불쾌의 감정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쾌․불쾌는 하필, 욕구능력과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판

단력은 『순수이성비판』에서 규명한대로 ‘인식능력’과 연관될뿐더러,

『판단력비판』「서론」에서 규명한대로 쾌․불쾌와 연관되므로 ‘욕구능

력’과도 관련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판단력’은 독특하게도 인식능력

과 욕구능력 양자와 모두와 관련된다. 즉, ‘인식능력 – 지성- 자연’과 ‘욕

구능력 – 이성 – 자유’라는 양자를 매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만 판단력이 “논리적 사용에서 지성으로

부터 이성으로 넘어감을 가능하게 하듯이”(㉯) “순수 인식능력, 다시 말해

자연 개념의 관할구역으로부터 자유 개념의 관할구역으로의 넘어감”(㉰)

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이로써, 칸트의 논의에 따라 <표8>에서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그는 ‘이론철학 對 실천철학’이라는 구분법을 폐기하지 않고

온존하면서도 판단력에 고유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판단력

은 이론철학과 실천철학 양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

다. 이로써 그는 기존에 자신이 수행했던 순수 사변 이성 비판, 순수 실천

이성비판 외에 순수 판단력 비판도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판단력은 지성과 이성의 매개라는 선험적 과제를 수행하기 때

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등장한다. 칸트는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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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비판은 세 부문, 즉 순수 지성 비판, 순수 판단력 비판, 순수이성비판

으로 성립한다. 여기서 이 능력들을 순수하다고 부르는 것은, 그것들이 선

험적으로 법칙수립적이기 때문이다”(KU, Ⅲ, BXXⅤ=Ⅴ179)라고 언급한다.

그렇다면 판단력이 선험적 법칙수립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선험적 개

념은 무엇일까?

(3)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

판단력에 고유한 선험적 개념을 찾기 위해서 칸트는 판단력의 개념을

재정의한다. 왜냐하면 기존에 판단력은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아래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사고하는 능력”(KU, Ⅳ, BXXⅤ=Ⅴ179)으로 정의되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는 판단력은 전혀 법칙수립적인 능력이

아니다. 판단력은 법칙에 알맞은 특수를 포섭하는 역할만을 담당할 뿐이

므로, 이 때 법칙은 단지 주어져 있는 것일 뿐이다.

이 때 판단력은 규정적(bestimmend)284)인 역할을 할 뿐, 법칙을 수립하지

는 못한다. 따라서 칸트는 판단력이 법칙수립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규정적 판단력(die bestimmende Urteilskraft)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반성적 판단력(die reflektierende Urteilskraft)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다.285) 반성적 판단력은 말 그대로 반성 활동을 통해 주어져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발견해 낸다.286)

규정적 판단력은 “지성이 세운 보편적인 초월적 법칙들 아래” 있기 때

284) “보편적인 것(규칙, 원리, 법칙)이 주어져 있다면, 특수한 것을 그 아래에 포섭하는

판단력은 (그것이 초월적 판단력으로서, 그에 알맞게만 저 보편적인 것 아래에 포

섭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선험적으로 제시할 경우에도) 규정적이다”(KU, Ⅳ,

BXXⅤ-Ⅵ=Ⅴ179).

285) 칸트는 「서론」 Ⅳ절에서 ‘판단력이 선험적으로 법칙수립적인 능력’이라는 점을 밝

히기 위해 규정적 판단력과 대비되는 반성적 판단력을 도입한다. 「서론」에서 한

절을 할애하여 ‘반성적 판단력’의 개념을 설명할 만큼, ‘반성적 판단력’은 『판단력

비판』 전체를 떠받치는 중요한 개념이다. 칸트가 『판단력비판』이라는 제목에서

언급한 순수이성비판의 한 종류로서의 ‘판단력’은 규정적 판단력이 아닌 반성적 판

단력이기 때문이다.

286) “특수한 것만이 주어져 있고, 판단력이 그를 위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해야 한다면,

그 판단력은 순전히 반성적이다”(KU, Ⅳ, BXXⅥ=Ⅴ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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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자연 안의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아래 종속시킬 수 있기 위한

법칙을 독자적으로 고안해낼 필요가 없다”(KU, Ⅳ, BXXⅥ=Ⅴ179).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인간은 규정적 판단력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지성의 법칙수립적 능력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인간

이 현존하는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에 포섭되지 않는 수없이 다양한 “자

연의 잡다한 형식들”과 “초월적 자연 개념들의 변양들”이 있는데, 이는 지

성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의 잡다한

형식들”과 “초월적 자연 개념들의 변양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는 분명 하나의 법칙이 필요하다(KU, Ⅳ, BXXⅥ=Ⅴ179).

이 법칙은 비록 지성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적일 수 있으나, 법칙이라

불려야 하기 때문에 필연성을 지녀야 한다(KU, Ⅳ, BXXⅥ=Ⅴ180).287) 그러

한 필연성은 선험적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지성의 대상도 아니고, 더

욱이 이성의 대상이라고도 볼 수 없는 “자연의 잡다한 형식들”과 “초월

적 자연 개념들의 변양들”이 근거하는 이 법칙은 나머지 상위의 인식 능

력인 ‘판단력’이 입법한 법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때의 판단력은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올라가야 하는 임무를 갖는” 반성적

판단력이다(KU, Ⅳ, BXXⅦ=Ⅴ180).

그렇다면 이러한 반성적 판단력에 대하 논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

까? 칸트는 이미 『순수이성비판』에서 일련의 논의를 통해 자연의 세계

를 관통하는 순수 이론 이성과 그에 따른 지성의 법칙을 발견한 바 있다.

하지만 순수 지성이 세운 보편적 법칙은 자연 일반의 가능성에만 관계할

뿐,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없이 많은 자연의 변양을 설명해주지 못한

다. 보편적 법칙의 눈에 비친 우리 일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 인과

결합이라는 자연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많은 변양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보편 법칙의 틀 안에 들어설 수 없는 것이라도 일종

의 법칙이라고 여긴다. 칸트는 이를 체계화시켜 이해하고자 했고, 이는 이

287) “이 법칙들은 경험적인 것으로 우리의 지성의 통찰에 따르는 우연적인 것일 수는

잇겠지만, 그것들이 (자연의 개념도 그것을 요구하는 바와 같이) 법칙이라고 일컬

어져야 한다면, 그것들은, 비록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잡다한 것

을 통일하는 하나의 원리로부터 나온 필연적인 것이라고 여겨져야만 한다”(KU,

Ⅳ, BXXⅥ=Ⅴ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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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서 ‘경험적 법칙’이라는 정식 용어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자연의 잡다한 형식들, 자연 개념들의 변양들은 보

편적 법칙의 눈으로 볼 때는 단지 우연적인 것일 뿐이지만, 경험적 법칙

의 눈으로 볼 때는 필연적인 것이 된다. 칸트는 자연 세계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틀을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성으로는 그 일

을 감당할 수 없었고, 판단력을 통해 그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러한 ‘경험적 법칙’은 다양한 자연사물들에서 볼 수 있는 법칙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초월적 원리, 즉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를 상정할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를 ‘자연의 합목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적 법칙들을 통일하는 하나의 원리를 반성

적 판단력을 통해 추구하다 보면, 자연이 지향하는 무언가를 상정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주어진 경험적 법칙들의 상위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판단력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력의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험적이 아닌, 초월적 원리이다. 이러한 초월적 원리는 바로 자연의

합목적성이다. 정리하자면, 칸트는 반성적 판단력의 도입을 통해 자연의

합목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합목적성의 탐색은 본고에서 제기된 우리의 과제를 해

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자연의 합목적성은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의 접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목적은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닌, ‘자유의 법칙’과 관련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 목적은 의도에 따른 ‘원인-결과’ 관계

를 함유하고 있고, 의도는 곧 욕구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

은 본래 ‘자연의 세계’와 절연된 개념일 터이다. 하지만 칸트가 설정한 ‘자

연의 합목적성’은 비단 자유의 세계뿐이 아닌, 자연의 세계를 포괄하는 개

념이다. 왜냐하면 궁극목적은 ‘경험적 법칙’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

이다. 경험적 법칙은 자연에 속해 있으나, 지성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경험적 법칙을 언급하는 순간 지성의 법칙으로 파악

되지 않고, 이성의 법칙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특별한 세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칸트는 이 특별한 세계의 탐색 원리로 반성적 판단력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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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는 다른 말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가 접목되는 지점을 탐

색할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288)

288)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연결, 그리고 자연의 합목적성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

는 본 장의 뒷부분에서 상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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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

우리는 앞서 논의를 통해 합목적성과 반성적 판단력의 의미를 파악하

였다. 특히, 반성적 판단력이 일종의 법칙수립적 능력으로서 주목받는 과

정을 상세히 논구하였으며, 반성적 판단력의 활용이 자연의 세계와 자유

의 세계를 통일하는 근거로 기대된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

에서는 앞서 논의를 기반으로 반성적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에 대하여 살

펴볼 것이다. 1소절에서는 반성적 판단력이 경험적 원리가 아닌 초월적

원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밝히고, 반성적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로 제시

된 ‘자연의 합목적성(die Zweckmäßigkeit der Natur)’의 특징을 확인할 것이다.

2소절에서는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통해 칸트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1)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

반성적 판단력은 하나의 원리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특수한 것으로

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지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칸트는 특수한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경험적이 아니라, 선험적인 것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

는 왜 경험적이 아니라 초월적 원리인지, 그리고 반성적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밝히는 일이다.

(1) 반성적 판단력과 초월적 원리

칸트는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고 간명하게 주

장한다.289) 하지만 언뜻 보았을 때,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

289) “반성적 판단력은 하나의 원리를 필요로 하는 바, 반성적 판단력은 이 원리를 경험

에서 빌려올 수는 없다”(KU, Ⅳ, BXXⅦ=Ⅴ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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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경험의 법칙’이 아무리 법칙이라 할지라도, ‘특수한 경험’에

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도 자신의 주장이 쉽사리 납득되기 어

려울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왜 판단력의 원리가 경험적

인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바로 ⓐ모든 경험적 원리들과 마찬가지로 경험

적이기는 하나, 보다 ⓑ고차적인 원리들 아래서의 통일성과, 그러므로

ⓒ그 원리들 상호간의 체계적 종속관계의 가능성을 기초 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KU, Ⅳ, BXXⅦ=Ⅴ180).

칸트는 판단력이 경험적인 재료를 다룬다는 점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

었다(ⓐ) 하지만 반성적 판단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경험적

이긴 하지만, 그것이 “보다 고차적인 원리들”을 향하고, 더욱이 그 고차적

인 “원리들 아래서의 통일성(die Einheit)”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는 보다 상위의 원리를 향해 가는 원리들의 “상호간의 체계적 종속관계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특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즉, 반성적 판

단력이 탐색해서 발견해내는 원리가 경험적이라는 데 주목하지 말고, 반

성적 판단력이 ‘체계적 통일성을 향하는’ 수행 과정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체계적 통일성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을 초월

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자는 칸트가 사용하는 초월적(transzendental)이라는 용어의 용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칸트는 ‘초월적 인식’에 대하여 설명하며, 『순수이성비

판』의 초판 서론에서는 ‘대상들(Gegenstände)’이 아니라, ‘대상들 일반에 대

한 선험적 개념들(Begriffe a priori von Gegenständen überhaupt)’을 다루는 인식

이라고 하였고(KrV, A11-12), 재판 서론에서는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에

대한 인식방식(Erkenntnißart von Gegenständen)’을 초월적 인식이라고 보았다

(KrV, B25).290) 즉, 초판과 재판 모두 ‘대상들’에 대한 직접적 인식은 경험적

290) ‘초월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순수이성비판』의 초판(A) 서론의 설명과 재판(B) 서

론의 설명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초판 서론에서는 “나는 대상들이 아

니라, 대상들 일반에 대한 우리의 선험적 개념들을 다루는 모든 인식을 초월적이

라 부른다. 그러한 개념들의 체계는 초월-철학이라 일컬을 것이다”(KrV, A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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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불과하지만, 그 외 선험적 개념 혹은 체계 등을 탐색해 가는 것은

경험적 인식을 넘어서는 것이라 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판단력

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대상들’ 그 자체가 아닌, 그 상위의 원리를 발견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초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단력의 원리는 경험적이 아니라, 초월적이라는 점이 밝혀

진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초월적이라는 의미에서 잘

드러나듯, 이는 전적으로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방식”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즉, 반성적 판단력은 “그러한 초월적 원리(Ein solches transzendentales

Prinzip)를 … 단지 자신에게만 세울 수 있고, … 자연에게 지정할 수도 없

다”(KU, Ⅳ, BXXⅦ=Ⅴ180). 왜냐하면 판단력의 원리는 단지 자연이라는 대

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방식에 관한 것, 즉 초월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초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졌다. i)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는 결코 경

험적이지 않다. ii)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는 우리가 자연을 반성하는 데 사

용되는 원리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지성의 원

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지성은 모

든 보편적 자연 법칙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성은 자연에 법칙을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

듯, 반성적 판단력에 의해 체계화되는 특수한 경험적 법칙들은 결코 자연

에 법칙으로 지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는 초월적이

기 때문이다. 우리가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자연을

반성하여, 특수한 경험적 법칙들의 체계를 떠올리는 일 뿐이다(KU, Ⅳ,

BXXⅦ-Ⅷ=Ⅴ180).

이제,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반성적 판단력을 활용하여 자연의 잡다함 속에서 일종의 체계성을 발견

하려 한다. 이는 명백히 목적 지향적인 것이다. 즉, 우리는 반성적 판단력

라고 한 반면, 재판 서론에서는 “나는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인

식방식을 이것이 선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모든

인식을 초월적이라 부른다. 그러한 개념들의 체계는 초월-철학이라 일컬어질 것이

다”(KrV, B25)라고 한다.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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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체계성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반성적 판단력이 반

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

적 법칙들과 관련한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를 “자연의 합목적성”이라고 부

를 수 있다(KU, Ⅳ, BXXⅧ=Ⅴ180-181).291)

(2) 자연의 합목적성과 실천적 합목적성의 구분

앞 절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①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초월적 성격

을 지니고 있으며, ② 그로 인해 목적과 연관되고, ③ 그 목적이 자연의

경험적 법칙과 연관되기 때문에, ‘자연의 합목적성’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292) 칸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연의 합목적성’을 반성

적 판단력의 원리로 제시했을 때, 그에 부수되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 했다. 이러한 칸트의 의도는 ‘자연의 합목적성’과 ‘실천적 합목적성’의

대비에 관한 서술로 표현된다.

291) “자연은 이 개념에 의해 마치 지성이 잡다한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의 통일성을 함유하

고 있는 것처럼 표상”된다(KU, Ⅳ, BXXⅧ=Ⅴ181).

292) ‘자연의 합목적성’을 도출하는 「서론」의 논변과 「제1서론」 논변에는 약간의 차

이가 있다. 「서론」에서는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지닌 초월적 성격에 주목하여

목적 개념을 이끌어내는 반면, 「제1서론」에서는 ‘판단력의 특유의 원리(das

eigentümliche Prinzip der Urteilskraft)’를 도출해낸 후, 그것에서 목적 개념을 도출

해낸다. 「제1서론」 Ⅴ절 ‘반성적 판단력에 대하여’에서 칸트는 “그러므로 판단력

의 특유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 자연은, 판단력을 위해, 자기의 보편적 법칙들을,

논리적 체계의 형식에 맞춰서, 경험적 법칙들로 특수화한다”(EEKU, Ⅴ,

XX216=H21)라며 판단력의 특유한 원리를 정리한 후, 자연의 합목적성을 도출해 낸

다. “이제 여기서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이 생겨나며, 그것도 이성이 아니라 반성적

판단력의 특유한 개념으로서 생겨난다. 목적은 전혀 객관 안이 아니라, 오로지 주관

안에, 그것도 주관의 한낱 반성하는 능력 안에 세워지는 것이니 말이다”, “자연 법

칙들은, 마치 판단력이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획이라도 한 것 같은 성질을 가

지고 있고, 또 그렇게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 그러므로 경험적 법칙들에 의한 자

연의 형식들의 특수화에서 판단력은 자기의 원리에 의해 자연의 합목적성을 생각하

는 것이다”(EEKU, Ⅴ, XX216=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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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자연의 경험적 법칙들에서의)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는

하나의 초월적 원리이다. 왜냐하면 객관들에 대한 개념은, 그것들이

이 원리 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에서, 단지 가능한 경험 인식

일반의 대상들에 대한 순수한 개념일 따름으로, ㉮아무런 경험적인 것

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KU, Ⅴ, BXXX=Ⅴ181).

자유 의지의 규정이라는 이념에서 생각될 수밖에 없는 ㉡실천적 합

목적성의 원리는 형이상학적 원리이겠다. 왜냐하면 ㉢의지라는 욕구

능력의 개념은 그래도 ㉯경험적으로 주어져야만 하기(초월적 술어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KU, Ⅴ, BXXX=Ⅴ182).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등장한다. 바로 ㉡에서 언급된, ‘실천적

합목적성’와 ‘형이상학적 원리’라는 용어이다. 우선, ‘실천적 합목적성’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칸트는 ‘실천적 합목적성’이 무엇인지 별도로 언급하지

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 합목적성은 … (인간의 기예의 또한 윤

리의) 실천적 합목적성과는 전적으로 구별된다”(KU, Ⅳ, BXXⅧ=Ⅴ181)는

서술을 통해 실천적 합목적성이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여기서 실천적 합목적성이 ‘인간의 기예(Kunst)’ 또는 ‘윤리(Sitten)’과 관련된

것이라 말한다. 또한 ㉢에서 “의지라는 욕구능력”을 언급한다. 이는 곧, 실

천적 합목적성을 욕구능력을 가지고 그 의지에 의해 목적을 상정할 수 있

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실천적 합목적성은 우리가 합

목적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것, 즉 ‘어떤

목적을 의욕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려는 욕구능력’ 정도로 생각할 수 있

겠다.

이제, ‘형이상학적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에서 “자연의 합목적성

의 원리가 초월적 원리”라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에 대비되는 것으로 주어진 ‘형이상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도통

쉽게 짐작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초월적 원리’에는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 ‘형이

상학적 원리’에는 경험이 주어진다(㉯)는 서술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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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적’과 ‘형이상학적’이라는 용어가 경험의 유무를 내포한다는 점을 은

연 중에 드러내고 있다. 둘째, 『순수이성비판』에서 활용하고 있는 ‘초월

적’과 ‘형이상학적’의 의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칸트는 「초월적 감성

학」에서도 공간과 시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설(§2, §4)과 초월적 해설(§3,

§5)을 구분하였고, 「초월적 논리학」을 전개할 때도 ‘순수지성개념들의

연역’과 관련하여 초월적 연역(§§15-27)을 구분지어 논의한다. 이와 관련한

그의 언급을 보자면, “해설이라는 말을 나는 어떤 개념에 속하는 것에 대

한 … 분명한 표상이라 이해하는바, 그 해설이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개념

을 서술하는 것을 포함하면, 그 해설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다”(KrV,

A23=B38)이라는 언급과, “초월적 해설이라는 말을 나는 한 개념을 그로부

터 다른 선험적 종합 인식의 가능성이 통찰될 수 있는 원리로 설명함이라

고 이해한다”(KrV, A25=B40)의 언급이 서로 대비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즉, 형이상학적 해설은 선험적인 배후를 밝혀내는 데 관련되는 반면, 초월

적 해설은 그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을 찾아내는 데 관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칸트도 이러한 용례에 맞추어 초월적 원리와 형이상학적 원리를 구별

한다. 그는 초월적 원리란 “그에 의해, 그 아래서만 사물들이 우리 인식

일반의 객관들이 될 수 있는 선험적인 보편적 조건이 표상되는 그런 원

리”라 규정하고, 반면에 형이상학적 원리란 “한 원리가 그 아래서만 그것

들의 개념이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객관들을 선험적으로

더 나아가 규정할 수 있는 선험적 조건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KU, Ⅴ, BXXⅨ=Ⅴ181). 하지만 아직도 해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

러한 정의에 의하면 분명 두 원리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선험적인 것이

다.293)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형이상학적 원리는 경험적으로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인가? 형이상학적 원리가 선험적 성격을 지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경험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 아닐까?

293) “그럼에도 두 원리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선험적 원리들이다. 왜냐하면, 그 판단

들의 주어진 경험적 개념에 술어를 결합하기 위해 더 이상의 경험은 필요하지 않으

며, 그 결합은 온전히 선험적으로 통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KU, Ⅴ, BXXX=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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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도 이러한 의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물체들을 실체

들로 그리고 변화하는 실체들로 인식하는 원리”를 예로 들어 만약, “그것

들의 변화가 하나의 외적 원인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면, 그 원

리는 형이상학적이다”(KU, Ⅴ, BXXⅨ=Ⅴ181)고 언급하며 초월적 원리와 비

교를294) 꾀한다. 그가 볼 때, 이것이 형이상학적인 이유는 “(공간상에서 운

동하는 사물이라는) 물체의 경험적 개념”이 이 명제의 기초에 놓여 있어

야만 하기 때문이다(KU, Ⅴ, BXXⅨ=Ⅴ181) 즉, 형이상학적 원리라는 말 자

체가 경험적 개념의 선험적 배경을 탐색한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

에, 논리상 경험적 개념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야 우리는 ㉡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실천적 합

목적성의 원리는 초월적 원리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원리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욕구할 수 있는 능력인 ‘의지’는 초월적 술어가

아니라, 감성계의 인간이 지닌 경험적 술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가 초월적 원리인 반면, 실천적 합목적

성의 원리가 형이상학적 원리에 속하므로, 서로 구분된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물음을 가지게 된다. 칸

트는 도대체 왜 자연의 합목적성과 실천적 합목적성의 성격을 엄밀히 구

분짓고자 한 것일까?

연구자는 칸트가 전면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은연 중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앞에서 반성적 판단력의 원

리가 초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구하던 중 반

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지성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점을

발견한 바 있다.295) 그렇다면 배중률에 따라 인간은 자연스레, 반성적 판

단력의 원리가 이성의 원리일 것이라고 짐작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모

든 철학은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으로 구분되기 마련인데,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이론철학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94) “물체들을 실체들로 그리고 변화하는 실체들로 인식하는 원리는, 만약 그에 의해

물체들의 변화가 하나의 원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초월적

이지만, 그러나 만약 그에 의해 그것들의 변화가 하나의 외적 원인을 가져야만 한

다는 것을 말한다면, 그 원리는 형이상학적이다”(KU, Ⅴ, BXXⅨ=Ⅴ181).

295) 본고 Ⅳ장 2절 1소절 (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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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반성적 판단력도 지성이나 이성과는 상이한 선험적 원리를 기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에,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이성의 원리와도

서로 종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논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연의 합목적성이 지닌 지성과의 차이점을 「서론」Ⅳ절에서 밝힌 직후,

Ⅴ절에서 자연의 합목적성과 실천적 합목적성의 성격을 구별함으로써 반

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이성의 원리와도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칸트는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 즉 ‘자연의 합목적성’이 지

성의 원리도 아니고, 이성의 원리도 아닌 판단력 특유의 원리라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고, 이러한 그의 노력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칸트의 서술로 뒷받침된다. 그는 「서론」

Ⅴ장의 말미에서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이 초월적 개념은 자연 개념도

아니고 자유 개념도 아니다”(KU, Ⅴ, BXXXⅣ=Ⅴ184)고 분명하게 언급한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물음을 갖게 된다. 도대체 자연의 합목적성이

판단력 특유의 원리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무엇일까?

(3) 판단력의 주관적 원리로서 자연의 합목적성

칸트는 반성적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로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정초

했다. 그리고 ‘자연의 합목적성’이 자연 개념도 아니고, 자유 개념도 아니

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칸트는 일련의 논변을 통해 자연의 합목적성

의 성격을 밝힘으로써 무엇을 의도했던 것일까? 본 절에서는 칸트 논변의

함의를 찾고자 한다.

칸트는 자연 일반에 관한 보편적인 법칙들에 관해 이미 『순수이성비

판』을 통해 논한 바 있다. 지성에 의한 자연의 법칙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다양한 경험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 칸트 당대에 비약적으로 발전

한 생물학만 예로 들더라도, 자연에는 지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과제

가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296) 따라서 그는 비록 지성을

296) 실제로 칸트는 린네의 분류학에 큰 영향을 받았다. 동시대에 린네를 위시한 생물학

자들의 작업은 보편적 법칙에서 개별적 사물들 찾아 나가는 분석적 방식, 혹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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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는 그 법칙성이 인정될 수는 없으나, 자연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험적 법칙들297)이 학적 체계로 편입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적 법칙들을 ‘판단력의 준칙’이

라고 표현하였고, 이것들이 비록 주관적 원리인 준칙에 불과하지만, 객관

적 원리인 법칙에 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298)

하지만 이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칸트는 준칙이 주관적 원리이기 때문

에 심리학적인 탐구를 시도할 가능성이 엄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

만 그가 『순수이성비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듯, 심리학적 탐

구 방법으로는 선험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다. 즉, 만약 판단력의 준

칙을 심리학적 방법으로 탐구하게 되면, 이는 ‘판단력의 준칙’을 법칙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학적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 칸트의 계획에 차

질을 빚게 된다. 그래서 칸트는 “그러나 이들 원칙들의 근원을 제시하고

정적 판단력을 활용한 방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이로 인해 칸

트는 종합적 방식, 혹은 반성적 판단력을 활용하여 철학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

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린네와 생물학의 영향은 「제1서론」 Ⅴ절의

주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린네가 하나의 돌을 발견하여 화강암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만약 그가 이 돌이 외관상 똑같은 다른 모든 돌과 그 내적 성질에서 구

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 쓸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므로 언제나 단지 개별적인,

지성에 대하여 말하자면 고립된 사물들만을 만날 수 있으리라 바랄 수 있었고, 유

개념들과 종개념들 아래로 보내질 수 있는 사물들의 부류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바랄 수 없었다면, 그는 과연 자연의 체계를 구상하는 일을 바랄 수 있었을

까?”(EEKU, §Ⅴ, XX216=H22), 또한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방법론 중 §82

‘유기적 존재자들의 외적인 관계들에서 목적론적 체계에 대하여’에서도 ‘린네’가 거

론되고 있다(KU, §82, B383=Ⅴ427).

297) “탐구의 기초에 선험적으로 놓여 있는, 그러면서도 경험의 가능성에만, 그러니까 자

연에 대한, 한낱 자연 일반이 아니라, 다양한 특수한 법칙들에 의해 규정되는 자연

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에만 관여하는, 판단력의 준칙들”(KU, Ⅴ, BXXX=Ⅴ182)

298) 칸트는 다음과 같이 ‘준칙’과 ‘법칙’을 구분한다. “실천 원칙들은 의지의 보편적인

규정을 함유하는 명제들로서, 그 아래에 다수의 실천 규칙들을 갖는다. 이 원칙들

은, 그 조건이 주관에 의해서 단지 주관의 의지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으로 간주

될 때는, 주관적이다. 즉 준칙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조건이 객관적인 것으

로, 다시 말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면, 객관적이

다. 즉 실천법칙들이다”(KpV, A35=Ⅴ19).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 “준칙은 행

위하는 주관적 원리로서, 객관적 원리 곧 실천 법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이성이 주관의 조건들에 알맞게 규정하는 실천 규칙을 포함하며, 그러므로 그것은

그에 따라 주관이 행위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법칙은 객관적 원리로서, 모든 이성

적 존재자에게 타당하며, 그에 따라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행위해야만 하는 원칙,

다시 말해 명령이다”(GMS, B51=Ⅳ421).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 칸트의 이러

한 언급에 따라, 주관적 원리를 준칙, 객관적 원리는 법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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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생각하면서 심리학적 방법으로 시도한다면, 그것은 이 원칙들의 의미

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KU, Ⅴ, BXXⅪ=Ⅴ182)이라며 심리학적 접근에 전

적으로 반대한다. 그는 비록 판단력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아닌 특수한

경험적 법칙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 즉

‘자연의 합목적성’과 관련된 것이기에, 심리학적 접근이 아닌 초월적 연역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99)

그는 초월적 연역을 통해 두 가지를 밝힌다. 첫째, 보편적인 법칙들과

경험적인 법칙들에서 판단력의 대응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

다. 보편적 법칙들 아래서 판단력은 “주어진 법칙들 아래에서 포섭하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규정적이다(KU, Ⅴ, BXXⅫ=

Ⅴ183). 반면, 경험적 법칙들과 관련해서 판단력은 규정적일 수 없다. 왜냐

하면, 경험적 법칙들은 준칙들일 뿐, 보편적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경험적 법칙들은 지성에 대하여 “우연적” 이고, “즉 선험적으로 인식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경험적 법칙들에 따르는 자연의 통일성과

(경험적 법칙들에 따른 체계로서) 경험의 통일 가능성을 우연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KU, Ⅴ, BXXXⅢ=Ⅴ183).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법칙들의 “통일성은 필연적으로 전제되고 상정되지 않으면 안 된

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일관된 경험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KU, Ⅴ, BXXXⅢ=Ⅴ183).

둘째, 반성적 판단력이 자연을 합목적성의 원리에 따라 생각해야 한다

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판단력은 하나의 선험적 원리로서

법칙적 통일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법칙적 통일성은 그러나 자

연 일반이 아닌 “특수한 (경험적) 자연 법칙들”에서 찾아낸 것이다. 따라

서 지성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인간의 통찰에 대해서 우연적”(KU, Ⅴ,

BXXXⅢ=Ⅴ183).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칙적 통일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

다. 다만 그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300) 이렇게 특유한 성격을

299) “우리의 인식능력들과 그것들의 사용에 대한, 자연의 합목적성은 판단들의 초월적

원리이고, 그러므로 역시 초월적 연역이 필요하며, 이 초월적 연역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선험적인 인식 원천들에서 탐구되어야만 한다”(KU, Ⅴ,

BXXX=Ⅴ182).

300) “판단력은 그 자신의 사용을 위해서 하나의 선험적 원리로서, 특수한 (경험적)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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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특수한 경험적 법칙들에 법칙적 통일성을 주는 것은 지성의 원인성

이 아니라, 바로 자연의 합목적성이다. 그러므로, “법칙적 통일성이 … 객

관들의 (여기서는 자연의) 합목적성으로 표상되기 때문에 … 반성적인 판

단력은 자연을 이런 경험적 법칙들과 관련하여 우리의 인식능력에 대한

합목적성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KU, Ⅴ, BXXXⅢ-XXX

Ⅳ=Ⅴ184)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상의 초월적 연역에 따라 자연의 합목적성의 성격이 밝혀진다. 논의

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관된 경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적 법칙들의 법칙적 통일성이 상정되어야만 한다. ② 우리는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법칙적 통일성을 상정할 수 있다. ③ 법칙적 통일성은 자

연의 합목적성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논의의 끝 부분에 칸트는 하나의 내

용을 추가한다. “반성적 판단력은 자연을 우리의 인식능력에 대한 합목적

성의 원리에 따라 생각해야 한다.”(KU, Ⅴ, BXXXⅣ=Ⅴ184)301)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다.

i) 자연의 합목적성이란, 자연이 특수한 경험 법칙들을 체계화하려는

인간의 인식능력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ii) 따라서 자연의 합목적성은 ‘특수한 경험 법칙들에 의해 규정되는

자연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에 관여하는’ 판단력의 준칙과 연관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연의 합목적성은 우리 판단력의 주관적 원리(=판단력의 준칙)이다.

법칙들에서 인간의 통찰에 대해서는 우연적인 것이 그럼에도 우리로서는 비록 그

근거까지 캘 수는 없지만 생각할 수는 있는 법칙적 통일성(denkbare gesetzliche

Einheit)을, 그 다양한 것들을 그 자체로 가능한 하나의 경험으로 결합함에 있어 함

유한다는 것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KU, Ⅴ, BXXXⅢ=Ⅴ183-184).

301) 여기서 “우리의 인식능력에 대한 합목적성의 원리(Prinzip der Zweckmäßigkeit für

unser Erkenntnißvermögen)”라는 우리말 번역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해석상 곤란

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보도록 하자. ‘자연을 인식능

력에 대한 합목적성의 원리에 따라 생각한다’는 말은 곧 ‘인식능력의 목적에 부합한

다고 생각한다’와 같다. 이를 더 쉽게 풀어보면, ‘인식능력의 목적은 경험적 법칙들

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자연은 이러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

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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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합목적성이란 자연이 어떤 목적에 부합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우리의 인식능력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우리 인식능력

의 목적은 ‘특수한 경험 법칙에 따르는 경험적 지식의 체계적 통일성 확

보’이다(i). 그런데 판단력의 준칙은 곧 특수한 경험적 법칙들의 체계적 이

해를 의미하므로, 자연스레 자연의 합목적성과 상응한다(ii). 따라서 자연

의 합목적성은 곧 판단력의 주관적 원리, 판단력의 준칙이라고 할 수 있

다(∴). 결국 칸트는 자연의 합목적성과 판단력의 준칙이 교환가능한 개

념이라는 점을 밝혀내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이 초월적 개념은

… 판단력의 주관적 원리(준칙)이다”(KU, Ⅴ, BXXXⅣ=Ⅴ184)라고 자신 있

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대체 판단력의 주관적 준칙과 자연의 합목

적성을 등치시킴으로써 칸트가 확보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다음 소절

에서 칸트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2) 자연의 합목적성과 자연의 질서

일련의 계속된 논변을 통해 칸트는 판단력의 준칙과 자연의 합목적성

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둘을 등치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확이 무엇인가? 연구자는 이 부분에 주목함으로써 본고의 중심

물음인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연결’에 대한 칸트의 비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칸트의 논변을 따라가며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확인

해보도록 하자.

비록 칸트가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칸트가 왜 그토록

판단력의 준칙을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개념과 연관시키고자 했는지 어

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준칙은 단지 경험적 차원의 논의인

반면, 자연의 합목적성은 초월적 원리로서 선험적 차원에 있는 논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경험적 차원의 준칙이 합목적성을 통해 선험적

차원의 것으로 질적 변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논구해 보도록 하자. 칸트는 특수한 경험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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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들에 법칙적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활용하였다.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개념은 초월적 원리이기 때

문에 선험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경험적 법칙들이

‘판단력의 준칙’에 불과할 때는 법칙성을 부여받지 못하여 선험적 성격을

띠지 못하지만, ‘자연의 합목적성’과 등치되는 순간 초월적 원리로서 선험

적 성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칸트 비판철학 내에서 놀라운 일이다. 그동안 순수 지성 개념인

범주만이 경험과 연계될 수 있는 선험적 원리였던 반면, 이제 판단력의

준칙도 경험적 성격을 탈피하여 선험적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기 때문이

다. 칸트는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 “우리가 한낱 경험적인 법칙들 중에서

그러한 체계적 통일성을 만난다면, … 기뻐하게 된다. 비록 우리는 그러한

통일성을 통찰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한 통일성이 있다고 필

연적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KU, Ⅴ, BXXXⅣ

=Ⅴ184)다고 표현한다. 즉, 우리는 지성에 의해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자연의 통일성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모든 반성의 근저에 자연의 모종의 질서를

두게 될 수밖에 없다. “지성은 … 경험적인 이른바 법칙들을 추구하기 위

해서는 … 하나의 인식할 수 있는 자연의 질서가 가능하다는 선험적 원리

를 자연에 대한 모든 반성의 근저에 두지 않을 수 없다”(KU, Ⅴ, BXXXⅤ=

Ⅴ185), 즉 지성은 비단 “자연의 보편적 법칙들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자

연의 모종의 질서”302)도 소유한다(KU, Ⅴ, BXXXⅤ=Ⅴ184).303)

302) 연구자는 칸트가 ‘모종의 질서’라고 표현한 이유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특수한

규칙들은 비록 지성에는 경험적이고 우연적일지라도, 우리는 이를 법칙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험적 원리가 필요하

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 정확히 아는 바가 없으므로 ‘모종의 질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303) 칸트는 자연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성에 모종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보았

다. 이는 얼핏 보면 『순수이성비판』에서 지성에게 요구하는 것과 어긋나는 것처

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순수 사변 이성의 월권을 제한하기 위해 직관으로 포착

된 다양을 종합할 수 있는 권한을 순수 지성 개념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단력비판』에서 그는 범주 외에 모종의 질서를 도입하므로, 범주만이 선험적

개념이라는 이전의 주장과 그 외에 모종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이후의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논의처럼 보인다. 하지만 연구자가 볼 때, 이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후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밝혀지듯이 칸트가 상정한 모종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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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로써 칸트는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연의 질서가 우리의 인식능력에 부합한

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우리 인식능력에 대한 자연의 이러한 부합

은 … 선험적으로 전제된다”(KU, Ⅴ, BXXXⅥ=Ⅴ185)고 단언한다. 단, 자연

이 우리의 인식능력에 부합하기 위해선 “판단력에 의해 자연의 경험적 법

칙들에 따라 자연에 대해 반성하기 위해서”라는 조건이 필요하다(KU, Ⅴ,

BXXXⅥ=Ⅴ185). 이로 인해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전개한 이론철학

의 논의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보편적 법칙이 아닌 특수한 경

험 법칙들, 즉 판단력의 준칙에게도 보편성에 준하는 법칙적 통일성을 부

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지성은 여전히 인식능력에 대한 자연의 부합을 우

연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판단력에 의해서는 인식능력에

대한 자연의 부합을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논증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인 ‘자연의 합

목적성’을 전제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판단력비판』의 목표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본고의

물음과 접합되는 지점을 상기해보고자 한다. 칸트는 실천철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예지계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자연 – 지

성의 법칙수립 – 이론철학 – 인식능력’과 ‘자유 – 이성의 법칙수립 –

실천철학 – 욕구능력’ 사이의 균열을 낳게 된다.304) 하지만 이는 칸트의

건축술적 체계 결합을 지향하는 목표에 반하는 것이었고, 칸트는 체계 내

적인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 인식능력 세 가지 중 지성과 이성의

는 선험적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원리가 아닌 주관적 원리에 불과하다. 반면 범주는

보편 타당한 객관적 원리이다. 따라서 양자의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지 않다. ; 더불

어, 칸트는 객관적 원리만으로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

누이 강조한다. 즉 모종의 질서는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종의 틀이라

고 할 수 있다. “지성에게는 오로지 경험적으로만 알려질 수 있는, 그리고 지성에

대해서는 우연적인, 자연의 특수한 규칙들에서 필요로 한다. 그것들이 없다면 가능

한 경험 일반의 보편적 유비로부터 특수한 유비로의 진행이 일어날 수 없을, 이 규

칙들을 지성은 법칙들로 (다시 말해,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렇지 않다면 그 규칙들은 비록 지성이 그것들의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결코

통찰할 수 없다 해도, 자연의 질서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KU, Ⅴ,

BXXXⅤ=Ⅴ184).

304) 본고 Ⅳ장 1절 2)소절 (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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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자인 판단력을 끌어들여 양자를 매개하고자 한다.

이렇게 양자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판단력의 법칙수립적인 능력이 논구

되고,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로서 ‘자연의 합목적성’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

고 이제 자연의 합목적성은 지성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음이 밝혀진 것이

다. 이번 절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성과 판단력 사이의 모종의 연관성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을 원인성으로 하는 자연의 세계

에 어느 정도 틈이 생겼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제 자유의 세계와 연계되

는 지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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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의 합목적성에 의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연결

우리는 앞 절에서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가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점

과 더불어 ‘자연의 합목적성’이 판단력의 준칙과 교환 가능한 개념으로서,

자연이 우리의 인식능력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보편적 법칙 수립의 능력인 지성, 즉 자연의 세계에 판

단력을 통한 일종의 틈이 발생하며, 이것이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의 연결이라는 본고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과제에 도움이 줄 수 있다

는 지점에서 논의를 마쳤다. 이제 판단력을 통해 지성과 이성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이를 통해 칸트가 비판철학 내에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왜 반성적 판단력에 주목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질 것이다. 1소절에서는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과 객관적 질

료적 합목적성에 대하여 일별할 것이다. 2소절에서는 본고에서 해명하고

자 하는 핵심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가 연

관되는 기제를 살펴볼 것이다.

1)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과 객관적 질료적 합목적성

칸트는 자연의 합목적성 논의를 마친 후 쾌(Lust) 개념을 끌어들인다.

이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본 장 1절에서 확인하였듯,

칸트는 마음의 능력들과 인식능력들 간의 유비를 통하여 판단력을 지성

과 이성을 매개하는 중간자로 파악하였다. 중간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가 무

엇인지 밝히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철학의 두 부분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기제를 밝히는 일이었다.305) 이 중 전자의 과제는 본 장 2절의 논의를 통

해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는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일단

락되었다. 하지만 아직 후자는 밝혀진 바 없다. 이제 후자에 관해 논의할

차례이다. 이를 위해 칸트는 지성이 인식능력에 대응하고, 이성이 욕구능

305) 본고 Ⅳ장 1절 2)소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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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응하듯이, 판단력이 쾌·불쾌의 감정에 대응한다는 면에 주목한다.

따라서 칸트가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

인 자연의 합목적성과 쾌․불쾌라는 마음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

하는지 밝히는 일이다. 칸트는 이 과제를 「서론」Ⅵ절에서 다룬다.

그는 우선, 쾌의 감정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의도의 달성은

쾌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다”(KU, Ⅵ, BXXXⅨ=Ⅴ187). 그런데 만약 “의도의

달성의 조건이 … 선험적 표상이라면, 그 쾌의 감정 또한 선험적 근거에

의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게 규정되어 있다”(KU, Ⅵ, BXXXⅨ=Ⅴ

187). 이는 당연한 말이다. 무언가 의도를 달성할 때 쾌의 감정이 수반되는

데, 그 의도가 선험적 표상과 관련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갖춘 조건이라는 뜻이고, 종국에는 쾌의 감정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험적 표상에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 즉 ‘자연의 합목적성’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자연의 합목적성’은 초월적 원리이지 형

이상학적 원리가 아니다. 즉, ‘자연의 합목적성’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의욕

하는 의지는 경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306)

따라서 ‘자연의 합목적성’과 관련된 쾌는 욕구능력과는 무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자연의 합목적성’과 ‘쾌’ 사이의 연결을 위한 칸트의 논변이 출

발한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①～④와 같다. ① 지각과 법칙의 합치는

쾌와 무관하다.307) ② 경험적 법칙들이 원리 아래 통합될 수 있음을 발견

306) 칸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여기서 합목적성의 개념은 욕구능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므로 자연의 일체의 실천적 합목적성과는 전적으로 구별된다”(KU,

Ⅵ, BXXXⅨ=Ⅴ187). 이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 의도를 달성했

을 때 쾌의 감정이 수반된다. 이 때 의도의 달성이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

므로, 일종의 합목적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합목적성은 욕구능력에 의

한 실천적 합목적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 때 객관은 욕구능력이 아

니라 단지 인식능력과만 관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욕구능력에 따른 ‘실천적

합목적성’ 이 아니라 인식능력들 간의 합치를 의도하는 ‘자연의 합목적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연의 합목적성이 실천적 합목적성과 구분되는 지점은 이후 「미감적

판단력 비판」에서 취미 판단의 제1계기인 ‘무관심성’으로 상세히 논의된다. 본고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기에 상론하지 않는다.

307) “지각들이 보편적 자연 개념들(범주들)에 따르는 법칙들과 함께 만남으로부터 쾌

의 감정에 대한 최소한의 작용도 우리 안에서 마주치지 않으며, 또한 마주칠 수

도 없다. 왜냐하면, 지성은 그걸 가지고 아무런 의도 없이 자신의 본성대로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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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쾌감의 근거가 된다.308) ③ ‘자연의 이해가능성’과 ‘자연의 종과

유들로의 분류’에서의 통일성에 쾌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309) ④ “필요

한 것은 자연의 판정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이 자연의 합목적성에 주목하

는 일이다”(KU, Ⅵ, BXL=Ⅴ187). “자연의 이종적 법칙들을 보다 고차적인

법칙들 아래 수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가 성공하면 … 고차적

인 법칙들의 우리 인식들에 대한 일치에서 쾌를 느끼게 된다”(KU, Ⅵ,

BXL=Ⅴ188).310) 이로써 우리는 자연의 합목적성, 즉 반성적 판단력이 쾌와

연계되는 기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칸트는 이후, 「서론」Ⅶ절과 Ⅷ절에서 각각 ‘자연의 합목적성의 미감

적 표상’과 ‘자연의 합목적성의 논리적 표상’에 대하여 다룬다. 이는 각각

미감적 판단력 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 대응한다. 각각에 대해 자

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

우선, ‘자연의 합목적성의 미감적 표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칸트

는 자연의 합목적성의 미감적 표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최종적으로 “쾌는

… 객관의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KU, Ⅶ,

BXLⅣ=Ⅴ190)는 결론을 이끌어내려 한다.311) 칸트의 논변은 표상의 미감적

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KU, Ⅵ, BXXXⅨ-XL=Ⅴ187).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308) “많은 경험적인 이질적 자연 법칙들이 포괄하는 하나의 원리 아래서 통합될 수

있음의 발견은 매우 뚜렷한 쾌감의 근거, 흔히는 심지어 경탄의 근거가 되며, 그러

한 경탄은 사람들이 그 경탄의 대상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치지

않는다”(KU, Ⅵ, BXL=Ⅴ187).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309) “우리는 자연의 이해가능성과 자연의 종과 유들로의 분류 – 이에 의해서만 경험

적 개념들은 가능하고, 이 경험적 개념들을 통해 우리는 자연을 그 특수한 법칙에

따라 인식한다 - 에서의 통일성에서 더 이상 뚜렷한 쾌감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쾌

감이 일찍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다만 가장 평범한 경험도 쾌감 없이는 가능하

지 못할 터이므로, 이 쾌감이 차츰 순전한 인식과 뒤섞여 더 이상 특별히 주목되지

못했을 따름이다”(KU, Ⅵ, BXL=Ⅴ187).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310) ①～④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경험적 법칙들을 보다 고차적인

법칙들로 수렴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고차적인 법칙들 또한 경험에서 출발했으므

로, 경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우연적이다. 하지만 고차적인 법칙들과 우리 인식능

력 사이의 합치에서 우리의 의도가 달성되고 쾌감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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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과 표상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한다. 표상의 미감적

성질이란, “한 객관의 표상에 있어서 한낱 주관적인 것, 다시 말해 그 표

상의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관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KU, Ⅶ,

BXLII=Ⅴ188)이다. 즉, 미감적 표상에서는 객관과의 관계가 문제되지 않는

다. 오로지 주관 내부의 관계에 주목하면 된다. 그런데 쾌 뿐만 아니라 공

간이나 감각도 주관적인 요소이다. 그렇다면 공간이나 감각도 미감적 표

상에 포함되는가?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표상의 논리적 타

당성에 대해 설명하며 “표상에서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 (인식하는 데에)

쓰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KU, Ⅶ, BXLⅡ=Ⅴ189)으로서 인식에 사용된다

고 지적한다. 따라서 공간이나 감각은 인식에 소용되는 것으로 미감적 표

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미감적 표상은 인식과는 관련 없는 것이라

는 점을 밝힌 후, 칸트는 “대상이 그런 경우 합목적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오로지 그 대상의 표상이 직접적으로 쾌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런 표상 자체가 합목적성의 미감적 표상이다”(KU, Ⅶ, BXLⅢ=Ⅴ189)

라고 합목적성의 미감적 표상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312)

이러한 정의에 따르자면, 합목적성의 미감적 표상은 본래 개념과 관련

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표상은 객관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단

지 주관과만 관계 맺고 있는 것”(KU, Ⅶ, BXLⅣ=Ⅴ189)이기 때문이다. 이

때 이 표상은 객관이 아닌 주관과 관련되어 있다. 이 때 미감적 표상은

“직관의 대상의 형식의 순전한 포착과 쾌가 결합”(KU, Ⅶ, BXLⅣ=Ⅴ189)되

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때의 쾌는 “객관의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을

311)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 주관적 질료적 합목적성, 객관적 형식적 합목적성, 객관적

질료적 합목적성에 대한 구분과 논의는 본고 Ⅳ장 1절 1)소절 (2)항 참고

312) 칸트의 이러한 정의는 선언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칸트가 전개한 앞

의 논의를 유심히 살펴보면 자연스레 칸트와 동일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칸트의

숨겨진 논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래 쾌의 감정은 의도가 달성되는 것과 관련 있다.

즉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쾌의 감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합목적적이라는 것은 쾌의

감정과 관련이 된다. ② 하지만 이 때 ‘합목적성’은 실제 목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즉, 대상 자체의 성질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때 합목적성은 단

지 주관이 부여한 것일 뿐이다. ③ 쾌의 감정 또한 주관의 표상과의 관계일 뿐이다.

목적 또한 주관이 표상에 대해 부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쾌·불쾌의 감정과 목적

모두 대상의 표상에 대한 주관과의 관계에 불과하다. ④ 주관이 대상의 표상에 대

하여 부여한 목적 중에서도 특히, 쾌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는 목적, 즉 쾌의 감정과

결부되어 있는 표상을 ‘합목적성의 미감적 표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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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뿐이다. 그리고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이란, “객관이 반성적 판

단력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반성적 판단력 안에 있는 한에서의 인식능력

들에 대한 적합성”(KU, Ⅶ, BXLⅣ=Ⅴ189)을 뜻한다. 이는 ‘자연이 우리의 인

식능력에 적합하다’는 자연의 합목적성의 규정과 거의 비슷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능력에 적합하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인식능

력이란 종국에는 지성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313) 앞 절에서 살

펴보았듯, 특수한 경험적 법칙들에 법칙적 통일성을 부여해야만 자연의

질서를 인식할 수 있기에 지성은 모종의 질서를 인정해야만 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지성 없이 판단력만으로는 자연의 질서를 인식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성에 ‘모종의 질서’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창안하여

제공한 것이 아닐까? 결국, ‘인식능력에 적합하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무

언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성과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이해가 바탕이 될 때, “형식들을 상상력으로 저렇게 포착해

들어감은 반성적 판단력이, 무의도적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형식들

을 직관들을 개념들에 관계시키는 자기의 능력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결

코 일어날 수 없다”는 칸트의 서술을 이해할 수 있다(KU, Ⅶ, BXLⅣ=Ⅴ

190).

본래 인식의 과정은 직관의 잡다를 상상력이 재생하고 개념이 재인하

는 종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미감적 표상은 인식판단이 아니므

로, 개념의 재인 과정이 생략되고, 본래 도식을 제공하는 “(선험적인 직관

의 능력으로서) 상상력”을 통해 재료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력이 “한 주어진 표상을 통해 무의도적으로 (개념의 능력으로서) 지

313) 칸트가 서술하는 ‘인식능력’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주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좁

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지성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지성, 판단력,

이성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감적 판단력 비판’에서 서술되는 인식능력

들 간의 일치란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때는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합치

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해당 부분도 사실 의미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봐

야 한다. 합목적성의 미감적 표상과 관련되어 서술된 ‘인식능력들’은 광의의 표현이

지만, 자연의 합목적성과 관련된 ‘인식능력’은 광의의 표현인지 아니면 협의의 표현

인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맥상 양자 모두 인식능력 중에서도 ‘지성’

과 관련지어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양자가 공통적으로 지성에 관련된

다는 지점에 착안하여 본 항의 본문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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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일치”하게 되면 양자의 일치는 쾌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왜냐하면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마치 인식능력들의 합치를 의도한 것과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314) 이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객관의 합목

적성에 대한 미감적 판단이란, 상상력과 지성이 일치하여 쾌가 불러일으

켜질 때, 반성의 대상이 반성적 판단력에 합목적적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KU, Ⅶ, BXLⅣ=Ⅴ190).

즉, ‘객관의 합목적성에 대한 미감적 판단’은 대상에 대한 개념에 의존

해 있지 않을뿐더러, 대상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 쾌는 결국 질료가 아닌 ‘대상의 형식’에 대한

순전한 반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모든 판단자 일반에 대해서도” 타당

하다. 이렇게 “쾌에 의해 (따라서 또한 보편타당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취

미라고 일컫는다”(KU, Ⅶ, BXLⅤ=Ⅴ190). 이 때 주의할 것은, 쾌는 “아무런

객관적 필연성도 알려줄 수 없으며, 선험적 타당성을 요구주장할 수도 없

다.”는 점이다.315) 오로지 취미판단만이 “모든 사람에게 타당할 것만은 요

구주장한다”(KU, Ⅶ, BXLⅥ=Ⅴ191). 단, 여기서 매우 기이한 점이 있다. 본

래 선험성과 타당성은 개념에 수반되는 속성이다. 그런데 취미판단은 보

편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객관의 표상과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 경험개

념이 아닌, 쾌의 감정이라고 보고 있다. 즉, 개념이 아닌 것에서 보편타당

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KU, Ⅶ, BXLⅥ=Ⅴ191). 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

능할까?316)

칸트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답변을 내놓는다. 칸트는 개념이

아닌 쾌의 감정을 취미판단의 규정 근거로 두면서도 취미판단의 보편타

당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얼핏 상반된 요구처럼 보이지만, 칸트는 이

314) 상상력과 지성의 합치를 의식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의도에 따른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므로, 무의도적 의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315) 쾌는 “개념들에서 대상의 표상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통찰될 수가 없

고,”(KU, Ⅶ, BXLⅥ=Ⅴ190) “반성된 지각을 통해 대상의 표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

으로 인식되어야만 하는 그런 것”(KU, Ⅶ, BXLⅥ=Ⅴ191)이다. 즉 필연적 결합이

아닌, 우연적 결합밖에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필연성이나 선험적 타당성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오로지 개념만이 객관적 필연성이나 선험적 타당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16) 취미판단의 보편타당성은 「미감적 판단력 비판」의 중심 주제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본고의 논의와 거리가 있으므로 상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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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명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칸트가 볼 때, 취미판단의 보편타당성은 객

관적 필연성에서 비롯된 선험적 타당성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에

선뜻 수긍하게 된다. 취미판단은 쾌․불쾌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특

정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미판단은 보편적이

다. 왜냐하면 주관적이지만 보편적인 형식, 즉 인식능력들 간의 합치라는

형식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험적 타당성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경험적 타당성을 보증한다. 그리고 이 경험적 타당성은 자연의 합

목적성에 근거해 있다.

이러한 칸트의 논리 전개에서 우리는 특수한 경험적 법칙, 즉 판단력

의 준칙을 법칙의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 했던 이전 절의 논의를 떠올리게

된다. 그는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통하여 이전에는 지성의 보편적 법칙

에 포착되지 않던 것에도 통일적 체계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객관적 질료적 합목적성

이제, 자연의 합목적성의 논리적317) 표상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이다.

「서론」Ⅷ장에서 칸트는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성격을 정의하려 한다.

하지만, 그의 논의는 앞서 진행한 미감적 판단력 비판의 정의에 의존해

있다. 왜냐하면, 미감적 판단력 비판의 특징과 대비함으로써 목적론적 판

단력 비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술상 특징을 염두

에 두고 칸트의 논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칸트는 “경험에서 주어진 대상에서” 합목적성이 표상되는 방식을 주관

적 근거 혹은 객관적 근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주관적 근거에 서

합목적성은 “대상의 형식이… 인식능력과 합치하는 것으로 표상”(KU, Ⅷ,

317) 최인숙(2017, 79)은 『판단력비판』 「서론」에서 칸트가 사용하고 있는 ‘논리적’이

라는 용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여기서 ‘논리적’은 형식 논리를 말하

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미감적’, ‘심미적’, ‘미적’과 구별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논리적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사고, 생각의 과정이 포함된다.… 이것은 개

별 물건이나 개별 상황을 보편개념이나 보편 원리와 관계 지어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은 즉각적 느낌이 아니고, 간접적 사고 과정이다. 이

러한 간접적 사고의 과정을 칸트는 ‘논리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굵은 글씨 강

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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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LⅧ=Ⅴ192)되는 반면, 객관적 근거에서 합목적성은 “사물의 형식이, …

사물 자신의 가능성과 합치하는 것으로 표상”(KU, Ⅷ, BXLⅧ-Ⅸ=Ⅴ192)된

다. 전자에서는 “모든 개념에 앞서(vor)” 표상되는 반면, 후자에서 는 “사물

의 개념에 따라서(nach)”표상된다.

더불어, 주관적 근거에서 합목적성의 표상은 “대상의 형식에 대한 순전

한 반성에서 그 대상의 형식에서 느끼는 직접적인 쾌에 의거하는 것”인

반면, 객관적 근거에서 합목적성은 “사물들에서 느끼는 쾌의 감정과는 아

무런 상관이 없고, 사물들을 평가하는 지성과 상관이 있을 뿐”이다(KU,

Ⅷ, BXLⅨ=Ⅴ192).318)

주관적 근거에 의한 합목적성과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합목적성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객관의 근거에 따르는 합목적성은 “객관

의 형식(die Form des Objekts)을 그것을 포착하는 주관의 인식능력과 관계

시키지 않고, 주어진 개념 아래서의 대상의 일정한 인식과 관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합목적성이 지향

하는 목적의 유무에 따라 ‘객관적 합목적성 對 주관적 합목적성’ 여부가

갈라지는데,319)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합목적성이란 곧, 목적이라는 개념을

전제하므로 객관적 합목적성의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객관적 합목적성은 ‘개념’을 지니므로, 당연히 지성과 관련을 맺게 된

다. 그리고 지성은 대상의 ‘물리적 가능성’과 연관되므로, 즉 ‘기술적-실천

적인 것’이므로,320) 주관적 합목적성이 ‘인식능력과의 합치’를 표상하는 반

318) 양자의 차이를 <표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 분 주관적 근거에서의 합목적성 객관적 근거에서의 합목적성

합목적성의표상 “대상의형식이…인식능력과합치하는것으로표상” “사물의형식이…사물자신의가능성과합치하는것으로표상”

개념 관련성 “모든 개념에 앞서” 표상 “사물의 개념에 따라서”표상

쾌 관련성
“대상의형식에대한순전한반성에서대상의

형식에서느끼는직접적인쾌에의거하는것”

“사물들에서느끼는쾌의감정과는아무런상관이

없고, 사물들을평가하는지성과상관이있을뿐”

<표9> 주관적근거에서의 합목적성과객관적근거에서의합목적성 비교(KU, Ⅷ, BXLⅧ-XLⅨ=Ⅴ192)

319) 본고 Ⅳ장 1절 1)소절 (2)항 참고.

320) 본고 Ⅱ장 1절 1)소절 (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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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물 자신의 가능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또한 객관적 합목적성은 지

성과 관련되므로, 인식 판단의 특징을 공유하게 되므로, 미감적 판단과 달

리 쾌와 관련이 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

칸트는 이렇게 객관적 합목적성의 특징을 설명한 뒤에 ‘자연목적’이라

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일단, 객관적 합목적성의 가장 큰 특징은 주

관적 합목적성과 달리 ‘개념’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 있다. 칸트는 논의의

시작에 앞서 그 점을 먼저 짚는다. “사물에 대한 개념이 주어져 있다

면”(KU, Ⅷ, BXLⅨ=Ⅴ192), 즉 객관적 합목적성에 대한 논의라는 점을 먼저

전제한다.

칸트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개념을 “인식을 위해 사용함에

있어 판단력의 과업은 현시에, 다시 말해 그 개념에 상응하는 직관을 함

께 세우는 것에 있다”(KU, Ⅷ, BXLⅨ=Ⅴ192).321)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용어는, ‘판단력의 과업’이다. 칸트는 객관적 합목적성의 역할에 대

한 설명의 중간에 갑작스레 ‘판단력의 과업’에 대한 논의를 끌어들인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 해당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이전의 논의와 연관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더불어, 더 큰 문제는 ‘개

념에 상응하는 직관을 세우는’ 것을 판단력의 과업으로 보았다는 점에 있

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반성적 판단력이

아닌 규정적 판단력의 과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22)

설상가상으로 바로 앞 절인 「서론」Ⅶ절에서는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

성과 관련하여 판단력의 과업인지 별도로 서술한 부분이 없기에 이해하

기 더욱 어렵다. 따라서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에서 판단력의 과업과 객

관적 합목적성에서 판단력의 과업에 대해서 보조 논의가 필요하다.

다행히, 칸트는 「제1서론」의 Ⅺ절 ‘판단력 비판의 순수이성비판의 체

계로의 백과적 입문’에서 판단력의 두 방식의 사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321) 개념과 관련이 없는 주관적 합목적성은 전혀 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객관의

인식에 선행하며, 심지어는 그 객관의 표상을 인식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서도, 그 표상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합목적성은 표상의 주관적인 면으로서,

전혀 인식의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KU, Ⅶ, BXLⅢ=Ⅴ189). 반면, 개념과 관

련된 객관적 합목적성은 인식과 관련이 된다.

322) 본고 Ⅳ장 1절 2)소절 (3)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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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판단력의 두 방식의 사용(즉 미감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 중

에서 일체의 객관 개념에 선행하는 것, 그러니까 ⓐ미감적 반성적 판

단력만이 오로지, 다른 인식능력과 섞이지 않은, 자기의 판단력의 규

정근거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자연목적이라는 개념에 관한 ⓑ

목적론적 판단은, 비록 그 개념이 판단력 자신에게서는 규정적 판단력

의 원리로서가 아니라, 단지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로서 사용된다 할지

라도, 다름 아니라 이성을 경험적 개념들과 결합함으로써만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EEKU, Ⅺ, XX243=H56).

칸트는 여기서 반성적 판단력을 ‘미감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으

로 구분하고 양자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미감적

반성적 판단력’은 다른 인식능력들 즉 이성이나 지성과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다른 말로 ‘자기자율(Heautonomie)’을 의미

한다. 칸트는 자기자율로서의 판단력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

고 있다.

판단력은 ㉠반성의 조건들에 관해서 선험적으로 법칙수립적이며, 자

율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 자율은 ㉡(자연의 이론적 법칙들에 관한 지

성의 자율이나, 자유의 실천적 법칙들에서의 이성의 자율과 같이 그렇

게)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사물들이나 가능한 행위들의 개념에 의

해 타당한 것이 아니라, 한낱 ㉣주관적으로만, 감정으로부터 나온 판

단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이다(EEKU, Ⅷ, XX225=H31-32).

인용문에서 언급된 판단력은 문맥상 미감적-감관판단과 대비되는 미

감적-반성판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감적-반성판단에서 판단력은 자율적

이다(㉠). 이는 독특한 시각이다. 본래 자율은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밝혔듯 순수 이성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는 자율의 의미를 선

험적으로 입법가능하다는 뜻으로 보고, 순수 지성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

그래서 우리는 선험적으로 법칙수립을 할 수 있는 지성과 이성에 모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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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라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험

적 개념과 관련된 것이므로 객관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까지 논

의를 통해 미감적-반성판단은 객관적 합목적성이 아닌 주관적 합목적성

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감적-반성판단에서 판단력이 자율적

이라는 말은 개념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칙수립적일 수 있다

는 말이어서 이는 형용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칙수립적 능

력은 본래 개념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는 꿋꿋이 주관적 합

목적성에 불과한 판단력이 법칙수립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이는 객

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으로부터 나온 판단에 한정된다(㉣).

㉮이러한 판단도 보편타당성을 요구주장할 수 있는 한에서 자기의

기원이 선험적 원리들에 기초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법칙수

립을 사람들은 본래 자기자율이라고 불러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판단

력은 자연이나 자유에게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법칙을 수립

하는 것으로, ㉰객관들의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단지

다른 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개념들과 눈앞에 나타나는 사례들을 비

교하고, 이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인 조건들을 선험적으

로 제시하는 능력이니 말이다(EEKU, Ⅷ, XX225=H32).

계속 이어지는 논의에서 칸트는 비록 주관에 의한 판단이라도 보편타

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한 선험적 원리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이야기한다(㉮).323) 즉, 법칙수립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칙수립은 개념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므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법칙

을 수립하는 것뿐이므로, 자율이 아니라, 자기자율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 자기자율은 객관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자율과 달리(㉰), 주관적인 조

건들을 선험적으로 제시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미감적 판단력, 즉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

성에서 판단력의 과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남아

323) 이는 명백히 취미판단의 보편타당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취미판단은 주관적인

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판정할 것을 요구한다. 즉,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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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제가 있다. ‘개념에 상응하는 직관을 세우는’ 일은 본래 규정적 판

단력과 관련된 일인데, 이러한 과업을 목적론적 판단력에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다시 처음 인용한 문구로 돌아가 보자. 칸트는 목적론적 판단은 ‘이성

을 경험적 개념과 결합’시키는 데 그 과업이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그도 자신의 이 같은 언급이 규정적 판단력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추가로 “규정적 판단력의 원리로서가 아니라, 단지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로서 사용된다 할지라도”(EEKU, Ⅺ, XX243=H56)라는 단서 조

항을 달고 있다. 이로써, 칸트는 목적론적 판단력은 반성적 판단력의 한

종류로서 규정적 판단력과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행

해야 하는 과업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324)

목적론적 판단력의 과업이 규정적 판단력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점이

규명되었으니, 이제 논의를 되돌려 객관적 합목적성에서의 판단력의 과업

을 통해 칸트가 이야기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칸트는 ‘주

어진 개념’을 현시하는 데 판단력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는 “선

파악한 개념을 실재화할 때”이든, 비록 개념이 미리 주어지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목적 개념을 놓을 때”이든, 마찬가지라고 보

았다. 칸트는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예술’325)을,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유

기체’326)를 들고 있다.

그런데 칸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후자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연

의 목적은 미리 개념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자연의 목적이

우리에게 선(善)파악된 개념으로 주어지지는 않으나, 우리가 자연의 목적

324) 목적론적 판단력의 과업이 규정적 판단력의 기능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서론」과

「제1서론」의 서술은 일치한다. 하지만, 「서론」에서는 “개념에 상응하는 직관을

함께 세우는 것에 있다”(KU, Ⅷ, BXLⅨ=Ⅴ192)고 한 반면, 「제1서론」에서는 “이

성을 경험적 개념들과 결합함”(EEKU, Ⅺ, XX243=H56)이라고 언급하여 양자가 언

급한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325) “예술에서처럼 우리가 우리에게는 목적인, 대상에 대해 선파악한 개념을 실재화

할 때, 우리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서 일어나든지”(KU, Ⅷ, BXLⅨ=Ⅴ193) (굵은 글

씨 강조는 연구자)

326) “(유기체들에서처럼) 자연의 기술에서, 우리가 자연의 근저에 그것의 산물을 평가

하기 위해 우리의 목적 개념을 놓을 때, 자연을 통해 일어나든지 간에”(KU, Ⅷ,

BXLⅨ=Ⅴ193)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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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칸트가 객관적 합목적

성을 통해 주장하는 바이다. 이런 이해 하에서 다음과 같은 칸트의 발언

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한낱 자연의 합목적성이 사물의 형식에서 표상될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산물이 자연목적으로서 표상된다(KU, Ⅷ, BXLⅨ=Ⅴ193).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즉, 여기서 언급된 ‘자연의 합목적성’은 비록 미리 주어지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필요로 하여 만든 ‘우리의 목적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자연목적’은

우리가 ‘자연의 합목적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을 뜻한다. 지금까지의 논

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개념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을 때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객관적 합목적성에 따른

자연 구분

직 관 ex. 예술
자연의 기술

ex. 유기체
자연목적

개 념 특정 대상에 대한 개념
자연의산물을평가하기위해

우리가상정한목적개념
자연의 합목적성

<표10> 목적론적 판단력의 작용에 의한 개념에 상응하는 직관의 현시(KU, Ⅷ, BXLⅨ=Ⅴ193)

칸트가 객관적 합목적성의 판단력의 원리, 곧 “자연의 너무나도 잡다함

속에서 (자연 안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위해) 개념들을 얻기 위한 판

단력의 원리”(KU, Ⅷ, BL=Ⅴ193)를 논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논의는

다음 절로 이어진다.

(3) 미감적 판단력 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비교

칸트는 『판단력비판』의 두 부분인 「미감적 판단력 비판」과 「목적

론적 판단력 비판」의 중요한 차이를 언급한다. 미감적 판단력 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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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합목적성(die formale Zweckmäßigkeit) – 그 밖에 (보통은) 또한 주관

적 합목적성이라고도 불리는바 - 을 쾌 또는 불쾌의 감정에 의해서(durch

das Gefühl der Lust oder Unlust) 판정하는 능력”을 뜻하고,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은 “자연의 실재적 합목적성(die reale Zweckmäßigkeit)(즉 객관적 합목적

성)을 지성과 이성에 의해서(durch Verstand und Vernunft) 판정하는 능력”을

뜻한다(KU, Ⅷ, BL=Ⅴ193). 양자의 차이는 ‘자연미(die Naturschönheit)’ 와 ‘자

연목적(die Naturzwecke)’의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다. 미감적 판단력 비판의

대상인 자연미는 “(순전히 주관적인) 합목적성 개념의 현시”로 볼 수 있으

며, 우리는 이를 “취미에 의해 (미감적으로, 쾌의 감정을 매개로 해서) 판

정”할 수 있다(KU, Ⅷ, BL=Ⅴ193). 반면,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대상인 자

연목적은 “실재적 (객관적인) 합목적성 개념의 현시”로 볼 수 있으며, “지

성과 이성에 의해 (논리적으로, 개념들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KU, Ⅷ,

BL=Ⅴ193).327)

이로써 앞 절의 마지막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변이 가능해진다. 객

관적 합목적성의 원리를 별론으로 취급한 이유는 반성적 판단력 내에서

미감적 판단력 대상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

이다.

여기까지 논의를 마친 후 칸트는 『판단력비판』내에서 미감적 판단력

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위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는 “판단력

비판에서 이 비판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것은 미감적 판단력을 내용으로

갖는 부문이다”(KU, Ⅷ, BL=Ⅴ193)라며 미감적 판단력 비판을 목적론적 판

단력 비판보다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급을 한다. 그가 볼 때 미감

327) 위 내용을 토대로 미감적 판단력 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 분 관련된 합목적성은? 판정 근거는? 현시된 대상은?

미감적판단력비판 형식적 주관적 합목적성
취미

(미감적으로, 쾌의감정을매개로)
자연미

목적론적판단력비판 객관적 실재적 합목적성
지성, 이성

(논리적으로)
자연목적

<표11> 미감적 판단력 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 비교(KU, Ⅷ, BL=Ⅴ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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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판단력 비판이 『판단력비판』에 본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판단력비판』은 본디 ‘순수 이성의 체계적 종합’이라는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일은 자연 세계의 자유 세계로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자연 세계 내 현존하는 다양한 경험적 법칙들의 체계화 과제가 선결적으

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칸트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미감적 판단력 비판’이 더 본질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고 본 듯하다. 왜냐하면, 경험적 법칙들의 체계화는 지성에

의한 보편적 법칙에 포섭될 수는 없으나, 합목적성을 통해 법칙에 준하는

성질을 발견해 내는 게 과제 해결의 열쇠인데, 이는 미감적 판단력의 분

야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미감적 판단력만이 온전히 선험적으로 자연에

관한 그의 반성에 기초로 삼고 있는 원리, 곧 자연의 특수한 (경험적) 법

칙들에 따르는 우리 인식능력에 대한 형식적 합목적성의 원리를 함

유”(KU, Ⅷ, BL=Ⅴ193)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형식적 합목적성 없이는

지성은 자연에 순응할 수가 없을 터”(KU, Ⅷ, BLI=Ⅴ193)이며, 더욱이 “자연

의 객관적 목적들, 다시 말해 오로지 자연목적들로서만 가능한 사물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근거도 선험적으로 제

시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KU, Ⅷ, BLI=Ⅴ193). 요약하자면, 경험적 법칙들

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연목적이라는 객관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합목적성보다는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의 원리가 더 적합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연산물에 대해서 미감적 판단력 비판은 무력하다. 이는 『판

단력비판』의 과제에 큰 충격을 뜻한다. 왜냐하면 칸트는 판단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한낱 보편적 자연 법칙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합목적성의

원리에 따라서”(KU, Ⅷ, BLI=Ⅴ194) 자연산물을 판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된다. “목적론적으

로 사용된 판단력은 그 아래서 어떤 것이 (예컨대, 하나의 유기체가) 자연

의 목적의 이념에 따라 판정될 수 있는 조건들을 확정적으로 제시”(KU,

Ⅷ, BLⅡ=Ⅴ194)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할 점은 목적론적 판단

력이라도 “실제 경험으로부터 상정할 권한을 위해, 어떠한 원칙도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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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자연 개념으로부터는 끌어올 수가”(KU, Ⅷ, BLⅡ=Ⅴ194) 없다는 점

이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에서 객관적 합목적성을 단지 경험적으로 인식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특수한 경험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들의

원리의 통일성 아래서 고찰”(KU, Ⅷ, BLⅡ=Ⅴ194)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미감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의 차이가 더욱

확연해진다. 미감적 판단력은 “사물들을 규칙에 따라서 – 그러나 개념들

에 따라서가 아니라 – 판정하는 특수한 능력”이기 때문에 “대상들의 인

식에는 아무런 것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KU, Ⅷ, BLⅡ=Ⅴ194). 반면, 목적

론적 판단력은 미(未)개념화 된 자연의 대상들에 반성의 원리를 적용하기

에 “반성적 판단력 일반”(KU, Ⅷ, BLⅡ=Ⅴ194)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지성의 법칙수립과 이성의 법칙수립의 연결

드디어 우리는 본고의 중심 물음인 ‘자연 세계와 자유 세계의 통합’이

라는 이성의 체계화 과제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고찰할 준비가 되었다. 칸

트는 일련의 논의를 통해 반성적 판단력과 자연의 합목적성의 성격에 대

한 논의를 마친 후, 「서론」Ⅸ절 “판단력에 의한 지성의 법칙수립과 이

성의 법칙수립의 연결에 대하여”(KU, BLⅢ=Ⅴ195)에 대하여 서술한다.

일단, 연결(die Verknüpfung)이라는 단어는 무언가가 분리되어 있음을 뜻

한다. 칸트도 해당 절의 본문을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의 분리를 상기하

는 데서 시작한다.328) 양자는 분리되어 있어 자유 개념과 자연 개념은 각

기 영역 내에서만 입법할 뿐, 서로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

328) 양자의 분리에 대한 논의는 앞 장에서 반복해서 다루었으므로 더 이상 상론하지 않

는다. 다만 양자의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12>와 같다.

구분
관할구역은?

(무엇에대하여선험적으로법칙수립적인가?)
어떤 인식을 위한 것인가? 규정하지 못하는 것은?

지성 자연개념 가능한경험에서자연의이론적인식을위한것 자유의실천적법칙들

이성 자유개념 무조건적으로-실천적인인식을위한것 자연의이론적인식

<표12> 자연 개념(지성)과 자유 개념(이성)의 분리(KU, Ⅸ, BLⅢ=Ⅴ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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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자의 매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

대할 수 있다.

이는 ‘초감성적인 것’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인과성을 고찰해보는 데

서 비롯된다. 우리는 ‘초감성적인 것이 감성적인 것을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에 대해

논하면서 도덕 법칙이라는 예지계의 원인성이 행복이라는 감성계의 원인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329) 비록, 감성적인

것이 초감성적인 것을 규정할 수는 없어도, 초감성적인 것은 감성적인 것

을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실천철학에서부터 논의된 “자유에 의한

인과성’(KU, Ⅸ, BLⅣ=Ⅴ195)”이라는 개념에 함축되어 있다.330) 실천철학에

서부터 계속된 논의는 초감성적인 것의 감성적인 것에 대한 인과적 영향

에 대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통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있다

고 잘못 생각된 모순에 대한 비난은 충분히 반박될 수가 있다.”는 점을 증

명해 준다(KU, Ⅸ, BLⅣ=Ⅴ195).

이로서,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의 분리가 아직 어떤 기제에 의한 것인

지는 모르지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는

점이 논구되었다. 물론 이 영향은 쌍방향적이 아니라 일방향적이다. 오로

지 자유 개념이 원인으로서 자연 개념을 결과해 내는 것이다. 그 역은 가

능하지 않다.

이제 그동안 벼려온 반성적 판단력이 자신의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지금부터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 사이를 매개하는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

을 제공하는 판단력이 어떻게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을 매개하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자유 개념에 따른 결과는 궁극목적이다(KU, Ⅸ, BLⅤ=Ⅴ196). 왜냐하면

자유 개념은 욕구능력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욕구능력은 특정 목적을 추

329) 본고 Ⅲ장 1절 참조.

330) “비록 자유 개념 (및 자유 개념이 함유하는 실천적 규칙)에 따르는 인과성의 규정

근거들이 자연 안에 있지 않고, 감성적인 것이 주관 안의 초감성적인 것을 규정할

수 없다 해도, 그 역은 (물론 자연의 인식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자유

개념으로부터의 결과들과 관련해서이기는 하지만) 가능하고, 그것은 이미 자유에

의한 인과성의 개념에 함유되어 있다”(KU, Ⅸ, BLⅣ=Ⅴ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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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그 목적은 또 다른 상위의 목적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목

적의 연쇄 끝에는 “자신의 가능성의 조건으로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목적”(KU, §84, B396=Ⅴ434)인 “궁극목적”이 놓여진다.

그런데 궁극목적은 실존해야만 한다. 감성계 내에 존재해야만 한다. 그

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 궁극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감성존재자

곧 인간으로서의 주관의) 자연 본성 안에 전제”되어야 한다(KU, Ⅸ, BLⅤ=

Ⅴ196). 즉, 자유 개념은 욕구능력이므로 목적을 상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종국에는 궁극목적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궁극목적은 감성계에 존재해야

하므로, 궁극목적을 위한 조건도 인간의 본성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

다. 그러면 이제 과제의 성패는 과연 인간의 자연 본성 내에 이렇게 목적

을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된다.

칸트는 여기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내린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위

인식 능력 중 하나로 반성적 판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궁극목

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다른 말로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이 인간

에게 과연 있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인간은 반성적 판단력을 지니고 있으

므로 이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성적 판단력은 자

연의 합목적성을 초월적 원리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할 때 칸트는 다음과 언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판단력이 자연 개념들과 자유 개념 사이를 매개하는 개념을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 안에서 제공하는바, 이 매개 개념이 순수 이론에서 순

수 실천으로의 이행, 전자에 따른 합법칙성에서 후자에 따른 궁극목적

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 매개 개념에 의해 자연 안

에서만, 그리고 자연의 법칙들과 일치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는 궁극

목적의 가능성이 인식되기 때문이다(KU, Ⅸ, BLⅤ=Ⅴ196).

이상의 논의를 통해 반성적 판단력과 합목적성을 통한 자연과 자유의

매개 가능성이 밝혀졌다. 칸트는 우선, 지성과 판단력 사이의 모종의 연관

성을 발견한 후,331) 궁극목적 개념을 들어 이성과 판단력 사이의 연관성을

331) 본고 Ⅱ장 2절 1)소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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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어 반성적 판단력을 중심에 두고 지성과 이성이 원인성으로 연관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합목적성에 대한 본 장의 논의를 마치면서 결론에 갈음하여 칸트의 논

의에 대해 간략히 평가해보도록 하자. 칸트는 자신의 사상에 균열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천철학에서 최고선 개념을 통하여 이를 매

개하고자 하였으나, 작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을 보증해 줄 존재인 신의 요청이 논의의 기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선을 통한 균열의 매개는 주관적 실재성을 확보하

는 데 그쳤다고 평할 수 있다. 반면, 반성적 판단력과 합목적성을 통한 균

열의 매개는 인간 외부의 존재인 신의 요청을 기저에 두지 않고 인간 내

부의 마음의 능력과 인간의 인식능력들만으로 그 과제를 수행했기에 보

다 높은 이론적 완결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생각

할 때, 합목적성과 반성적 판단력을 통한 양자의 매개 또한 객관적 타당

성이 아닌 주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그칠 뿐이다. 그 이유는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 자체가 ‘자연이 인간의 인식능력들에

합목적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과 자유의

매개 가능성이 밝혀졌으나,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인식에 한정된 것일 뿐,

그 외 존재자에게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는

초월적 관념론의 숙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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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연의 궁극목적의 도덕 교육적 함의

지금까지 우리는 비판철학의 전개에 수반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

계 사이의 균열을 매개하기 위한 칸트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최고선과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개념이 균열을 매개하는 원리로

부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본 장에서는 칸트가 체계 정합성

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이 두 개의 개념이 도덕 교육의 맥락에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물론, 칸트의 비판철학 내에서 최고선과 자연의 합목적성은 비단 칸트

비판철학의 균열을 매개하는 체계 정합성의 확보라는 기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각 개념들은 자체만으로도 다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는 넓은 의미

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본 연구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최고선과

자연의 합목적성을 ‘체계 정합성 확보’라는 틀에 한정지어 논의할 것이다.

특히 앞서 소개한 개념들이 목적론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그것

이 가지는 도덕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궁극목적으로서 도덕 법칙 아래에 있는 인간

본 절에서 우리는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서 전개된 최종목적과

궁극목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332) 이를 통해 우선, 목적론을 전

332) 우리는 본 연구에서 「미감적 판단력 비판」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취미판

단과 관련된 ‘미감적 합목적성’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반성적 판단력, 자연

의 합목적성 일반보다 특수한 개념이다. ; “미감적 판단력은 사물들을 규칙에 따라

서 – 그러나 개념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 판정하는 특수한 능력이다. 목적론적

판단력은 한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단지 반성적 판단력 일반일 뿐이다”(KU, Ⅷ,

BLII=Ⅴ194)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 부연하자면, 목적론적 판단력은 이론적

인식에서는 개념들에 따라 작용하고, 특수한 경험적 법칙과 관련해서는 특수한 원

리, 즉 자연의 합목적성의 원리에 따라 보편적인 경험적 원리를 구성해 낸다. 즉,

특정한 인식에 소요된다. 반면 미감적 판단력은 대상들의 인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

다. 단지, “취미에서 산물의 (그것의 형식의) 우리 인식능력에 대한 적합성을 결

정”(KU, Ⅷ, BLI=Ⅴ194)할 뿐이다.



- 248 -

개하는 과정에서 칸트가 최종목적과 궁극목적으로 설정한 ‘인간’의 성격이

밝혀질 것이다. 다음으로, 합목적성 개념을 통한 목적론적 모색이 도덕 심

리학에 전해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1) 목적론의 전개

통속적인 이해에 따르면, 칸트의 실천철학은 목적론을 배격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의무론과 목적론의 대립 구도에서 칸트는 전자의 대표적 사상

가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 칸

트는 분명한 어조로 자연의 합목적성에 대하여 논하였고, 그의 「목적론

적 판단력 비판」은 분명히 목적론에 기반을 둔 저술이다. 다만, 회페

(Höffe, 2012: 338-342)가 언급하듯 칸트의 목적론은 규제적 사용에 한정될

뿐, 구성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신학이나 형이상학과는 종

적으로 다르다.333)

하지만, 목적론을 전개하고 있는 이상 주어진 것에 대한 목적, 그 보다

상위의 목적, 더 나아가 최상위의 목적까지 탐색해 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게다가 칸트 자신이 목적론을 도입한 의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

수한 경험적 법칙들의 최상위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334), 합

333) 회페(Höffe, 2012: 341-342)는 “칸트는 비판적 사고를 포기하고 다시금 형이상학적

사고의 품 안으로 되돌아갔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왜냐

하면 칸트가 제시한 “객관적이며 내적인 합목적성의 개념은 경험적 일반화도 아니

고 순수한 지성개념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탐구를 위해 단지 규제적 의미만을 갖는

반성적 판단력에서 출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칸트의 목적론이 기존의 형

이상학과 전혀 다르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칸트는

전통의 형이상학적 신학을 결코 복권하지 않는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하게

목적론의 신학적 완결에 객관적 지위를 주는 것에 이론을 제기한다.” ; 김종국

(2013: 55-56)은 『실천이성비판』의 「분석학」을 의무론으로, 「변증학」을 목적

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칸트의 도덕철학을 ‘가치론으로서의 목

적론’과 ‘행위론으로서의 의무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김종국은 칸

트의 도덕철학의 기획에서 ‘행위론으로서의 의무론’은 “목적론 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목적론의 약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해석

한다. 그런 면에서 김종국은 칸트의 도덕적 목적론이 의무론에 논리적으로 선행한

다고 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관점을 요약한다. “ⓐ‘오로지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무에 적합하게’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행위해야만 한다”(김종

국, 2013: 56). ⓐ, ⓑ는 ‘목적론을 위해(ⓐ) 의무론에 따르라(ⓑ).’는 명제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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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성이 일종의 ‘발견적 원리(ein heuristisches Prinzip)’로서 활용되고 있는

목적론의 체계 내에서 칸트가 최상위 목적을 제시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본 절에서 우리는 칸트가 제시하고 있는 최상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탐색할 것이다.

(1) 최종목적과 궁극목적의 구분

칸트는 목적 개념을 목적 일반, 최종목적(ein letzter Zweck), 궁극목적(ein

Endzweck)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목적 일반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상론하

였으므로335), 본 절에서는 최종목적과 궁극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

자. 일상용어에서 최종목적과 궁극목적과 서로 중첩되는 개념이다. 하지

만 칸트는 양자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칸트는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목적’을 묻는 질문을 던진 후, 그

에 대한 답변 목록을 검토한다. “어떤 사물이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

(Wozu ein Ding da ist)?”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로 전개되기 마련

이다. 하나는 사물의 현존재와 사물의 산출의 기저에 어떤 의도나 원인

등이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러한 의도나 원인을 전혀 인정

하지 않는 것이다. 후자는 자연의 기계론적 인과필연성만을 긍정하는 반

면, 전자는 인과필연성을 넘어선 의도적인 근거를 긍정한다(KU, §82, B381=

Ⅴ425-426).

그런데 전자, 즉 한 사물의 현존재를 위한 어떤 의도적인 근거가 있다

는 사상은 유기적 사물과 분리될 수 없다(KU, §82, B381=Ⅴ426).336) 즉, 우리

334)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연의 산물들에서 목적들의 원리를 간과하지 않는 것 또

한 똑같이 이성의 필연적인 준칙이다. 왜냐하면, 비록 이 원리가 자연 산물들의 발

생방식을 우리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않지만, 자연의 특수한 법칙들

을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발견적 원리이기 때문이다”(KU, §78, B355=Ⅴ411). (굵

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335) 본고 Ⅳ장 1절 1)소절 (1)항 참고.

336) 칸트는 §82의 해당 부분에서는 왜 자연 목적이 유기적 존재자와 불가분리적인지 별

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당 내용은 이미 ‘§65 자연목적들로서 사물들

은 유기적 존재자들이다(Dinge als Naturzwecke sind organisierte Wesen).’에서 자

세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 “자연의 그러한 산물에서 각 부분은 … 다른 부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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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기적 존재자에 한하여 목적론을 전개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유

기적 존재자인 자연존재자는 다음 ⓐ, ⓑ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그러한 자연존재자의 실존의 목적은 그 자신 안에 있다. 다시 말해 그

러한 자연존재자는 한낱 목적이 아니라 궁극목적이기도 하다”(KU, §82,

B381=Ⅴ426). 또는 ⓑ “이 궁극목적은 그 자연존재자의 밖에 다른 자연존재

자 안에 있다, 다시 말해 그 자연존재자는 합목적적으로 실존하되 궁극목

적으로서는 아니고 , 오히려 필연적으로 동시에 수단으로서 실존한다”(KU,

§82, B381-382=Ⅴ426). 즉 간략히 요약하자면, 그 자체 목적으로 존재하는 궁

극목적으로서의 자연존재자(ⓐ)와 궁극목적인 어떤 자연존재자의 수단으

로 존재하는 자연존재자(ⓑ),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 두 견

해가 모두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연 안에는 창조의 궁

극목적이라는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존재자도 없다”는 점이다(KU,

§82, B382=Ⅴ426).

칸트는 그 어떤 자연존재자도 결코 궁극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

는 자연존재자는 최종목적일 수는 있어도 궁극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한

다.337) 여기서 그는 ‘최종목적’과 ‘궁극목적’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

다. 최종목적은 말 그대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수단-목적 관계 중에서

가장 나중에, 즉 최종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목적을 의미한다. 그는 다음

해서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실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도구(기관)로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오히려 각 부분은 다른 부분을 (따라서 각 부

분이 다른 부분들을 교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관은 기

예의 도구일 수는 없고, 오히려 오직 도구들을 위해 (기예의 도구들을 위해서도)

모든 재료를 공급하는 자연의 도구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럴 경우에만 그리고 그 때

문에 그러한 산물을 유기적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유기화하는 존재자로서 자연

목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KU, §65, B291-292=Ⅴ373-374).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

자) ; 시계와 같은 “기계는 단지 운동하는 힘만을 가지나, 유기적 존재자는 자기 안

에 형성하는 힘을 소유하고, 그것도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은 물질들에게 유기적

존재자가 전달해주는 (물질들을 유기화하는) 그런 힘, 그러므로 스스로 번식하며 형

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힘은 운동능력(기계성(den Mechanism))만으로는 설

명될 수 없는 것이다”(KU, §65, B293=Ⅴ374). ; “유기적 존재자들(Organisirte

Wesen)은 … 오직 자연의 목적들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자연 안의

유일한 존재자들이다”(KU, §65, B295=Ⅴ375).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337) “전체 자연을 면밀하게 점검해보면, 우리는 자연인 한에서 자연 안에는 창조의 궁

극목적이라는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존재자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자연에는 최종목적일 수 있는 어떤 것도 … 자연물인 것으로서는 결코 궁극목

적일 수 없다는 것을 선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KU, §82, B382=Ⅴ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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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을 보고, “이 피조물들은 무엇을 위해 현

존하는가?”라는 목적을 묻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이 식물계를 통해 영양을 취하는 동물계를 위한 것이며, 그로 인해 동물

계는 그토록 다양한 종류가 지상에 퍼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체 이 초식동물들은 무엇을 위해 현존하는가?”하는 물음이 다시금 제기

된다. 그에 대한 답으로 “생명을 가진 것들에서만 영양을 취할 수 있는 육

식동물들을 위해서이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것들 및 앞에서 말한 자

연계들은 무엇을 위해 좋은가(Wozu sind diese sammt den vorigen Naturreichen

gut)?”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 물음이야말로 최종목적을 묻는 물

음이다(KU, §82, B382-383=Ⅴ426).

그리고 최종목적을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은 “인간을 위해서(Für den

Menschen)”, “인간의 지성이 그에게 가르쳐주는 저 모든 피조물들의 다양한

사용을 위해서”이다. 즉, “인간은 이 지상에서 창조의 최종목적(der letzte

Zweck der Schöpfung)이다”(KU, §82, B383=Ⅴ426). 칸트는 인간이 ‘창조의 최종

목적’인 이유로 두 가지를 든다. i) 인간이야말로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ii) 인간만이 “합목적적으로 형성된 사물들의 집합으로부터(aus einem

Aggregat) 그의 이성에 의해 목적들의 체계(ein System der Zwecke)를 만들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존재자”이다(KU, §82, B383=Ⅴ427). 즉, 인간은 목적

을 설정할 수 있고(i), 반성적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을

통해 사물들의 ‘집합’을 목적들의 ‘체계’로 만들 수 있다(ii). 그리고 자연존

재자 중 이렇게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존재자는

인간이 유일하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① 최종목적이란 수단-목적의 연쇄 중

최상위 목적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② 자연존재자 중 인간만이 최종목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어떤 면에서 최종목적

과 궁극목적이 구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칸트는 ‘§84 세계의 현존재, 다시 말해 창조 자신의 궁극목적에 대하여’

에서 본격적으로 궁극목적에 대하여 설명한다. 최종목적은 별도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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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반면, 칸트는 궁극목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다. “궁극목적이란 자신의 가능성의 조건으로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목적이다”338)(KU, §84, B396=Ⅴ434). 이를 최종목적과 대비하

자면, 최종목적은 수단-목적의 관계에 종속되어 수단의 대비물로 여겨지

는 반면, 궁극목적이란 수단을 굳이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족적인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최종목적은 ‘조건적 목적’

인 반면, 궁극목적은 ‘무조건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궁극목적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밝

히고자 한다. “무엇을 위하여 사물들이 세계 안에 현존하는가(Wozu die

Dinge in der Welt da sind)?”라는 물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대개 상반되는

두 가지 답변을 떠올리게 된다. 두 답변 중 하나는 ㉮온전히 기계론에 의

존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목적론에 의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만약 온전히 기계론에 의존할 경우에는 사물들의 물리적 가능성만이 문

제될 뿐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된다

(KU, §84, B396=Ⅴ434). 즉 온전히 기계론에 의존하는 대답은 자동적으로 기

각된다(㉮). 하지만 목적론에 의존하는 대답(㉯)이라고 해서 온전히 수용

되는 것은 아니다.

목적론 중에서도 “세계 안에서의 목적결합을 실재적인 것으로 … 의도

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을 상정한다면 … 현존하는 궁극목적인 것의 객관

적 근거를 묻지 않을 수 없다”(KU, §84, B397=Ⅴ434-435). 부연하자면, 목적론

중에서도 목적을 실재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목적의 객

관적 근거를 묻게 된다는 뜻이다. 칸트는 이렇게 목적의 객관적 근거를

묻게 되는 순간 해당 목적의 무제약적 성격이 침해될 것을 우려했다. 따

라서 그는 목적결합을 실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객관적 근거를 찾도록

하는 목적론 또한 경계하고자 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제기한 궁극목적의 요체를 더욱 명

확하게 알 수 있다. 즉, 궁극목적은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한다. 무조건적

인 것이 아니면 그것은 최종목적일 뿐, 궁극목적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338) „Endzweck ist derjenige Zweck, der keines andern als Bedingung seiner

Möglichkeit bedarf‟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 253 -

여기서 난점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궁극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자연은 현상들의 인과 계열에 종속

되어 있다. 다른 말로,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건적인 자연에서 무조건적인 궁극목적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339)

이 세계 안에 그것의 인과성이 목적론적인 다시 말해 ㉠목적들을

지향하는 단 한 종류의 존재자들을 가지고 있다. 이 존재자들은 동시

에, 그에 따라 그것들이 스스로 목적들을 규정해야만 하는 법칙이 그

것들 자신에 의해 ㉡무조건적이고 자연 조건들에서 독립적인 것으로,

그러나 그 자체로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그런 성질을 갖는 것이

다(KU, §84, B398=Ⅴ435).

칸트는 다행히도 자연존재자 중 목적을 지향하는 존재자가 있다고 말

한다(㉠). 그 존재자는 자연존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즉 자연 조건에 종속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적에 따르는 것으로 표상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 존재자는 감성계에 제한되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

고 있다는 뜻이 된다. 칸트는 “자연존재자 중 유일하게 이 존재자에게서

우리는 초감성적인 능력(ein übersinnliches Vermögen) … 을 인식할 수 있

다”(KU, §84, B398=Ⅴ435)고 언급한다. 그 초감성적인 능력은 바로 현상계의

원인성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초월적 자유’를 뜻한다.

여기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칸트가 언급한 목적을 지향하는 존재자

(㉠), 자연 조건에서 독립적인(㉡) 초월적 자유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는 곧 감성계에 속해 있지만, 예지계의

원인성을 의식할 수 있는 존재자인 ‘인간’을 뜻한다. “이런 종류의 존재자

가 인간이다. 그러나 예지체로 간주된 인간이다”340)(KU, §84, B398=Ⅴ435).

339) “궁극목적은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 야기하고 그것의 이념에 따라 산

출하기에 충분한 그런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규정근

거가 언제나 다시금 조건지어진 것이 아닐 터인 그런 것은 (감각적 존재자로서의)

자연 안에는 없기 때문이다”(KU, §84, B397=Ⅴ435).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340) „Das Wesen dieser Art ist der Mensch, aber als Noumenon betrachtet‟(KU,

§84, B398=Ⅴ435).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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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칸트의 논의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칸트는 창조의

궁극목적, 즉 그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목적으로 ‘인간’

을 들었다.341) 단, 조건이 있다. 이 때 인간은 감성계에 속한 존재가 아닌

예지계에 속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뜻한다. 칸트가 언급한 ‘예지체로서의

인간’이란 칸트가 이미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밝혔듯, 자유의 원인

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에 따를 수 있는 인간, 즉 도덕적 존재로

서의 인간을 의미한다. 이로써 칸트는 궁극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

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무릇 세계의 사물들이 그것들의 실존의 면에서 의존적인 존재자로

서, 어떤 목적들에 따라 활동하는 최상의 원인을 필요로 한다면, 인간

이야말로 창조의 궁극목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없으면 서로서로 종

속적인 목적들의 연쇄가 완벽하게 기초되지 못할 것이니 말이다(KU,

§84, B398=Ⅴ435).

그는 예지체로서의 인간을 창조의 궁극목적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도

덕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위해 (무슨 목

적을 위해) 그것이 실존하는가(Wozu (quem in finem) er existire)?”를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자연은

이 궁극목적인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에 복속되어야 한다. 또한 예지

체로서의 인간도 자연의 영향에 복속되지 않도록 자신을 다져야 나가야

한다(KU, §84, B398=Ⅴ435).

즉, 예지체로서의 인간,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그 자체로 자족적

인 궁극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목적에 소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

341) 칸트는 자신의 목적론에서 목적, 최종목적, 궁극목적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유기적

존재자 →인간 → 예지체로서의 인간’을 도출해내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자연목적은 유기적 존재자와 불가분리적 관계에 있다. 합목적적으

로 고찰될 수 있는 것은 ‘유기적 존재자’ 외에는 없다. ② 수많은 자연존재자들, 유

기적 존재자들의 최종목적은 ‘인간’이다. ③ 궁극목적은 무조건적이어야 하기 때문

에 자연의 원인성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의 표상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자

연존재자는 ‘예지체로서의 인간’밖에 없다. ①～③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예

지체로서의 인간’을 목적론 논의의 최상위 정점에 놓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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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인간은 예지체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감성계에도 속해 있

는 이중적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연의 영향에 노출되게

된다. 하지만 인간이 궁극목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예지적 존재이기 때문

이므로, 인간은 자신을 자연의 영향에 복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

리는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윤리형이상학 정초』와 『실천이성비판』

에서 전개된 ‘윤리적 마음씨’에 대한 논의가 목적론적 시각에서 재해석되

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칸트는 실천철학에서 도덕적 생활을 의무와 경향성 간의 투쟁으로 묘

사한 바 있다.342) 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의무로부터(aus Pflicht)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규정하였고, 이는 도덕성을 위해 일체

의 타율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엄격함으로 나타났다. 『실천이성비판』의

「동기론」에서는 도덕성을 행복론의 담론과 구별 짓고, ‘도덕 법칙에 대

한 존경(Achtung)’에서 비롯된 행위만을 도덕적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칸트가 제안한 도덕적 인간이란 경향성과의 처절한

투쟁 속에서만 덕스럽다고 해석되기 마련이다. 칸트가 목적론에서 언급한

도덕적 인간이 처한 상황도 실천철학에서 언급된 도덕적 인간이 처한 상

황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궁극목적인 예지체 인간은 감성계에 물

들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단속해야 한다. 즉, 칸트가 그리고 있는 도

덕적 인간은 실천철학에서는 경향성과 투쟁할 것을 요구받았고, 목적론에

서는 자연의 영향에 복속되지 않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343)

342) 본고 Ⅱ장 2절 2)소절 참고.

343)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양자의 차이에 주목하는 새로운 해석이 가

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록 실천철학의 도덕적 인간과 목적론의 도덕적 인간에

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외양은 같을지언정, 양자에서 도덕적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심적인 부담감의 정도는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천철학에서는 ‘도덕 법

칙에 따라야 한다.’는 당위에 기대어 경향성으로 대표되는 행복에 대한 논의를 제거

하는 도덕적 삶의 방법으로서 일종의 부정적 접근이 강조된 반면, 목적론에서는 ‘궁

극목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일종의 목적 지향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실천철학에서는 ‘경향성에 대항하는 투쟁으로서의 덕’에 주목하여 도덕

적인 인간이 지닌 비장함이 강조되는 편이다. 반면, 목적론에서는 ‘투쟁’보다는, ‘궁

극목적’에 주목하여 덕스러움이 일종의 완전성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에 기대어 굳이 양자를 비교하자면, 실천철학에서 강조되는 도덕적 인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처절한 자기검열’인 반면, 목적론에서 그려지는

도덕적 인간의 삶은 ‘창조의 궁극목적에 따라 더욱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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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칸트가 궁극목적으로 그리고 있는 예지체 인간이

란 실천철학에서 그려낸 도덕적 인간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대체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다음 항에서 목적론에서 언급

된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도덕 법칙을 따르는 인간과 도덕 법칙 아래 있는 인간

칸트는 목적론에서 예지체 인간만이 궁극목적이라고 본다. 그가 언급

한 예지체 인간은 다른 말로 도덕적 인간이다. 즉, “무조건적인 법칙수립

만이(die unbedingte Gesetzgebung) 인간으로 하여금 전체 자연이 목적론적으

로 그에 종속하는 궁극목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도덕

력’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도덕적 의무에 대한 도덕 교육의 접근 방법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도덕 교육에서 칸트의 영향은 주

로 ‘투쟁으로서의 덕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상론하였듯, 목적론의

관점을 도입한다면, ‘더 나은 삶을 위한 덕’, ‘완전해지기 위한 덕’에 대한 강조로 논

의의 초점이 이동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우리가 살펴본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

에 등장하는 ‘궁극목적’인 예지체 인간에 대한 논의에 한정되지 않는다. 비록 본고

에서 다루는 범위 밖의 일이라 「미감적 판단력 비판」에 대해 상세하게 논구하지

않았으나, 칸트 미학 내에서 논의되는 ‘도덕성의 상징으로서의 미’, ‘숭고’ 등은 단

지, 덕스러움을 배양하는 칸트의 논의가 ‘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이와는 별론으로 칸트가 의무의 수행에 수반되는 감정을

완전히 배척했다는 논의는 칸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칸트는 도덕성을

정초하는 과정에서 경향성의 개입을 근절하려 했을 뿐, 도덕적 삶에서 경향성의 긍

정적 영향에 대해서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제 사람들이, 덕의 미감적 성질

(die ästhetische Beschaffenheit), 말하자면 기질(Temperament)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가, 그것은 용감하고, 그러니까 유쾌한 것인가, 아니면 불안에 사로잡혀 의기소

침한 것인가를 묻는다면, 이는 거의 대답이 필요 없다. 후자의 노예적 심정은 법칙

에 대한 숨겨진 증오 없이는(ohne einen verborgenen Haß des Gesetzes) 결코 생

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칙을 존중할 때의 기분 좋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무

를 준수할 때의 유쾌한 마음(das fröhliche Herz in Befolgung seiner Pflicht)은 유

덕한 마음씨(tugendhafter Gesinnung)의 순정함의 표시이다. 그것은 독실함에서조

차도 그러하다. 독실함은 후회하는 죄인의 … 자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보다 선해지려는 확고한 결의에 있는 것인바, 이 결의는 선한 진보에 의해 점화되

어 유쾌한 심정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유쾌한 심정(fröhliche

Gemütsstimmung)이 없다면 사람들은 선을 또한 좋아하게 되었음을, 다시 말해 선

을 자기의 준칙 안에 받아들였음을 결코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RGV, B11=Ⅵ

23 Anm.). ; 투쟁으로서의 덕과 대비되는 유쾌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덕의 대비와

관련한 논의는 본 절의 주제가 아니므로 더 이상 상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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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주체인 이 인간에서만 목적들에 관한 무조건적인 법칙수립(입법)을

찾을 수” 있다(KU, §84, B399=Ⅴ435). 우리는 여기서 칸트가 언급한 ‘무조건

적인 법칙수립’이란 곧 ‘도덕 법칙의 수립’을 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궁극목적으로서 인간, 곧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도덕 법

칙과 어떻게 관련될까?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87의 한 ‘주해’에 주목하고자 한다.

칸트는 여기서 ‘도덕 법칙들 아래에 있는 인간(der Mensch unter moralischen

Gesetzen)’과 ‘도덕 법칙들에 따르는 인간(der Mensch nach moralischen Gesetzen)’

을 정교하게 구분한다(KU, §87, B421-422=Ⅴ448-449 Anm.).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도덕 법칙들에 따르는 인간’이 아닌, ‘도덕 법칙들 아래에 있는 인간’

만이 창조의 궁극목적이라고 단언한다. 언뜻 볼 때, 서로 큰 의미차가 없

을 것 같은 양자는 어떤 면에서 구분되는 것일까? 그리고 칸트는 왜 양자

를 구분하고자 한 것일까?

칸트의 비판철학은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묘사된다. 이는 그가

이전의 존재론적 접근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

다. 즉 비판철학은 기존의 신학, 형이상학에서 ‘당연하다’고 전제되어 왔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로 인해 의지 자유, 영혼

불멸, 신 존재 등 특수 형이상학의 주제는 전통적인 권위를 잃게 된다. 하

지만 칸트는 본인이 초월적 이념들이라고 명명한 세 주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비판철학을 통해 그것들의 실재성을 확보해 낸다. 단, 이 때

실재성은 이전의 객관적 실재성이 아니라 주관적 실재성에 한정된다.

칸트가 도덕 법칙들에 따르는 인간을 배격한 이유는 여기서 기인한다.

즉, 그가 ‘도덕 법칙들에 따르는(nach moralischen Gesetzen)’이라는 표현을 쓰

는 순간 애써 구축해 놓은 초월적 이념들의 주관적 실재성이 파괴되고,

이전의 객관적 실재성으로 회귀해버리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를 ‘도덕 법

칙들에 따르는’이라는 표현이 곧, “인간이 도덕 법칙들에 항상 알맞게 처

신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창시자의 권능 아래에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을 뜻한다며 에둘러 서술한다(KU, §87, B421=Ⅴ448 Anm.). 이는 ‘도덕 법칙에

따른다’는 표현이 곧 ‘신의 권능에 대한 인정’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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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여기에 대하여 이

것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보다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아는 것의 범위를 넘어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상술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와 자연 … 의 개념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 개념

은 ㉮자연의 초감성적 기체에 대한 통찰과 ㉯이 기체는 이 세계에서

자유에 의한 인과성이 가능하게 하는 것과 한가지라는 것에 대한 통

찰을 함유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통찰은 ㉰우리 이성의 통찰을

훨씬 넘어가는 것이다(KU, §87, B421=Ⅴ448 Anm.).

그는 우리 이성의 통찰을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

다. 하나는, “자연의 초감성적 기체(das übersinnliche Substrat der Natur)에 대한

통찰”(㉮)이다. 다른 하나는 “자연의 초감성적 기체”와 “이 세계에서 자유에

의한 인과성이 가능하게 하는 것(was die Kausalität durch Freiheit in der Welt

möglich macht)”이 한가지(Einerleiheit)로 서로 같은 것이라는 통찰(㉯)이다.

㉮와 ㉯를 통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칸트가 언급한 것처럼 분

명 문제가 있다. 칸트는 이미 『순수이성비판』에서 우리의 인식능력 바

깥의 그 무엇을 ‘물자체(Ding an sich)’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는 의식할 수

는 있되,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칸트가 언급한 ‘초감성적 기체’란 거칠

게 말해 ‘물자체’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이다. 따라서 초감성적

기체라는 말 그대로 ‘초감성적(übersinnlich)’, 즉 인간의 감성의 영역을 벗어

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통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초감성적인 기체’를 ‘자유의

원인성’으로 두는 것(㉯)은 초감성적 기체가 객관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현상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칸트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했던 초월적 이념의 객관적 실재성을 인정하는 격이

되어 버린다.

정리하자면, 칸트는 ‘도덕 법칙에 따르는’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초

월적 이념으로 상정되었던 ‘신’의 객관적 실재성을 인정하는 격이 될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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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의 존재와 신 존재의 현상계에 미치는 영

향의 객관적 실재성이 인정된다면, 칸트의 목적론은 기존의 신학, 형이상

학, 존재론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이는 그가 애써 구축해 놓

은 비판철학의 토대를 스스로가 허무는 꼴이 될 것이다. 그의 목적론은

어디까지나 그가 비판철학 전반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특수 형이상학

의 주제들, 특히 그 중에서도 신 존재의 주관적 실재성을 보다 공고하게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객관적 실재성을 주장하고자 한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칸트는 이에 대해 경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오해의 여지가 다분한 ‘도덕 법칙에 따르는’이 아닌, 다른

표현을 찾아야 했고, ‘도덕 법칙들 아래에 있는(unter moralischen Gesetzen)’이

라는 표현은 그 고민의 산물이다. 그는 ‘도덕 법칙들 아래에 있는’ 이라고

할 때에야 “우리의 통찰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

문에, ‘도덕 법칙들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현존을 세계의 궁극목적으로 말

할 수 있다고 보았다(KU, §87, B421=Ⅴ448 Anm.). 이러한 사전 작업을 거친

후 그는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어디서건 이성이 선험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궁극목적

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도덕 법칙들 아래에 있는 인간(모든 이성적

세계존재자) 이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KU, §87, B421=Ⅴ449).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칸트의 목적론이 지향하는 귀결점이 ‘도덕

법칙들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다음 소절에서

이러한 궁극목적에 대한 탐구가 도덕 교육에 건네줄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 도덕 심리학의 최종 목표 제시

칸트의 세 비판서는 모두 ‘요소론’과 ‘방법론’으로 구분되어 있다. 칸트

는 자신이 전개한 비판철학이 허황된 말잔치로 끝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사변 이성에 관한 이론을 전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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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이성의 훈련’, ‘순수 이성의 규준’, ‘순수 이성의 건축술’, ‘순수 이성의

역사’라는 주제 아래 방법론을 저술하였고, 『실천이성비판』에서 실천

이성에 관한 이론을 전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스케제(Askese)로 대표되는

방법론을 저술하였다. 또한 『판단력비판』을 저술할 때도, 「미감적 판

단력 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서 각각 방법론 장을 별도로

할애할 정도로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컸다.

칸트가 방법론을 통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그의 전 철학은 ‘궁극목적으로서 도덕 법

칙 아래에 있는 인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칠게나마 표현

하자면, 그의 방법론은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과 도덕 법칙의 관련성

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도덕 교육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칸트의 시대에는 교육의 목표 및 방법에 대한 단일한 지침을

갖고 있지 못하여 교육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저 공유되었

던 것은 인간성 자체가 소멸될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더불어, 인류에 대한

사명감을 자극해야 한다는 구상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칸트는 도덕교

육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을 교사들에게 납득시키고자 분투했다. 우리는

이러한 칸트의 모습을 이론적인 학습보다는 인간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

는 그의 교육관에서 발견할 수 있다(Munzel & Power, 2013: 66-68).

비록, 도덕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고 보긴

힘들지만344), 그가 가졌던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형태로 현대 도덕교육에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덕적 토론, 민주적 통치, 역할놀이라 불리는

도덕적 모범사례 등은 이미 칸트가 도덕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법으로 자

신의 저서에서 밝혀놓았던 것들이다(Munzel & Power, 2013: 74-75).345) 하지만

344) 칸트의 도덕 교육에 대한 생각은 여러 저서에 단편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가 제

시한 도덕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는 세 비판서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교육론

(Pädagogik)』,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등 다양한 저서에 흩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Munzel & Power, 2013:

69-76)을 참조할 것.

345) 칸트의 도덕 교육 방법론은 현대 도덕 교육의 이론과 접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가 인간의 성숙 단계를 섬세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실

천이성비판』의 「방법론」에서 그는 도덕 법칙의 신성성, 의무의 신성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순수한 도덕적 관심이 생기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에 대

한 교육 방법으로는 “법칙에 대한 의식이 감성을 지배하는 능력의 동기와 불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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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일관된 기획과 과학적 접근이 부재하던 시대적 한계로 인해

그의 교육에 대한 논의는 교육의 목표,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분리되지

않고 뒤섞여 있다.

이렇게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기본적인 입장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성에 관심을 지닐 수밖에 없고, 순수 이성의 사실인 도덕 법

칙을 인식하는 순간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되리라는 일종의 낙관주의 위

에 세워져 있다는 점은 칸트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 그로 인해 동시에 칸트의 도덕 교육론

에 대한 난제가 발생한다. 도덕성에 관심을 지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동

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한 탐구가 시작

되었고, 이는 도덕철학의 담론과 구분되는 도덕 심리학이라는 별도의 담

론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도덕 심리학자들은 ‘도덕적 동기화’라는 주제

를 ‘도덕적 가치와 여타 가치가 경합하는데 왜 굳이 도덕적 가치를 선택

하는가?’라는 명제로 환원하여 탐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 동기화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론이 나타났다.346) 그런데, 도덕 심리학과 관련된

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그 효력을 느

끼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KpV, A283-284=Ⅴ159). 그는 이 최초의 시작 지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취한다. 제일의 현

안 문제는, 도덕 법칙에 따르는 판정을 모든 우리 자신의 행위와 타인의 자유로운

행위들의 관찰에 자연스럽게 수반하는 일로 만들어, 말하자면 습관화하여, 그 판정

을 예리하게 하는 일이다”(KpV, A284=Ⅴ159).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즉, 칸

트는 판정 능력을 경험을 통해 예리하게 할 것과 그것을 습관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모습은 강고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그의 논의가 현대의 도덕 교육 교수학습방법론과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준

다. 예를 들어 쿠퍼만(Joel J. Kupperman)은 ‘인격교육을 실패로 이끄는 방법(How

not to educate Character)’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칙에만 집

중한 나머지 적용 및 습관화를 소홀히 하는 태도이다(Kupperman, 2008: 376). 그는

원칙을 배우는 것이 유용하기 하지만, 밀그램(S. Milgram)의 전기 충격 실험에서

보았듯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의 적용이 무력화된다는 점을 들어, 바람직한

행동을 어린시절부터 습관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는 여러 논의 중 특히, 칸트

와 관련해서는 “경험에 의해 예리해진 판단력(a power of judgement sharpened by

experience)”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일반적 원칙에 중심을 두는 윤리학은 원칙을 사

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는 한 무용하기 때문이다(Kupperman, 2008:

355). 비록 칸트의 여러 방법론 중 한 가지 사례만을 살펴보았으나, 이 정도의 논의

만으로도 칸트의 도덕 교육론을 단순화시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밝혀졌

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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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이론들은 피아제(J. Piajet)와 콜버그(L. Kohlberg)의 논의에서 출발하

고 있으며, 양자의 논의가 칸트의 도덕철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

의 사실이다.347)

특히 도덕 심리학이라는 독자적인 분야를 정립한 콜버그는 칸트와 마

찬가지로, 도덕 판단이란 보편화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간을 목적 자체로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였다(Lapsley,

2000: 85). 콜버그가 도덕성을 인습적인 규범과 구분하여, 도덕성은 합리적

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초월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도 칸트의 도덕

철학에 기댄 바가 크다(Munzel & Power, 2013: 57).

하지만, 랩슬리(D. Lapsley)가 언급하듯, 콜버그의 입장은 크게 두 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첫째, ‘3수준 6단계’로 회자되는 그의 단계 이론이 성격이

나 도덕성을 측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의 도덕성에 특정 등급을

매기는 꼴이 된다는 점이다(Lapsley, 2000: 90). 둘째, 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심리학

346) 레스트(J. R. Rest)는 그동안 나타난 여러 이론들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구분하였

다(Rest, 2008: 36).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이론이 다종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왜냐하면 진화는 이타주의를 우리의 유전형질 안에

발생시켰기 때문이다(E. O. Wilson).

2.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즉,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공포가 도덕성

을 동기화한다(J. Aronfreed, ; H. J. Eysenck).

3. 도덕적이기 위한 특별한 동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단지 강화와 모델링

의 기회에 반응하고 비과학자들이 ‘도덕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사회적 행동을

‘학습한다’(A. Bandura ; I. Goldiamond).

4. 협동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이해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도덕성을 동기화

시킬 것이다(J. Dewey ; J. Piajet). 자유 계몽주의적 전통은 교육이 편견과 인색함을 극복

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조장할 수 있게 하는 확장된 경험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였다.

5. 도덕적 동기화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것에 대한 경외와 복종에서 나온다. 어떤 사람은 도덕

적 동기화를 십자군원정, 국가, 신에 대한 경외심과 동일시한다(E. Durkheim ; E. Erickson).

6. 공감은 이타적 동기화를 위한 기초다(M. L. Hoffman).

7. 정의롭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경험은 도덕적 수행을 이끈다(L. Kohlberg,

; J. Rawls).

8. 도덕적 대상으로서 청렴의식과 자아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한다

(A. Blasi).

347) 사실 피아제와 콜버그는 자신들의 저술에서 명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칸트를 계승

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이 칸트의 『교육론』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했

다고 보기는 힘들다(Munzel & Power, 2013: 62).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그들이 칸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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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는 현상을 분석하여 “무엇이 사실인가?”라는 경험적 주장을 펼치

는 반면, 콜버그의 도덕 발달 연구는 특이하게도 기존 심리학 연구와 달

리 “무엇이 바람직한가, 무엇이 당위적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사실-당위’가 상호 간섭을 일으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잇다는 것이다.348)

랩슬리가 논하였듯, 첫 번째 지적은 콜버그 이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

롯된 것이기 때문에 별론으로 다룰 만한 것이 못된다. 콜버그의 이론은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

만 두 번째 지적은 보다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것이기에 제대로 된 답변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우리가 본 절에서 전개한 칸트의 궁극목적에 대한 논

의가 콜버그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단, 콜버그의 답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콜버그는 “사실에서

당위로: 도덕 발달 연구에서 어떻게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으며 또 어떻

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349)라는 글에서 i) 발달심리학이 철학적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ii) 철학자는 심리학자들이 발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350)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

한 탐색을 해 나간다. 즉 도덕철학과 도덕 심리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다. 이는 사실-당위의 상호 간섭으로 인해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비판받던 콜버그가 반드시 해명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일단 콜버그는 자신이 밝힌 바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는 자신이 수행

348) 커티네스(W. M. Kurtines)와 지워츠(J. L. Gewirtz)는 이것이 도덕발달연구의 숙명

이라고 본다. ; “도덕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일반적인 과학보다도 복잡한 연구

가 되었다. 물론 일반적인 과학도 복잡한 현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면적이지만, 도덕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그렇다. 왜냐하면 보통의 과학이 다

루는 이론적·사실적·방법론적 문제 외에도 규범의 문제, 즉 가치에 대한 가정을 명

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Kurtines & Gewirtz, 2004: 34).

349) Lawrence Kohlberg(1971), “From is to Ought : How to Commit the Naturalistic

Fallacy and Get Away with It in the Study of Moral Development”, Theodore

Mischel (ed.) Cognitive Development and Epistemology (New York ; San

Francisco ; London: Academic Press). 151-235.

350) 본래 콜버그가 제기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a) ‘개념의 개발에 대한 심리학적 연

구는 인식론적 지위(epistemologikal status)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

는가?’ 또는 ‘발달심리학은 철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b) ‘개념 개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앎(knowing)에 관한 인식론적 가정(epistemologikal assumptions)

의 방식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또는 ‘철학자는 심리학자들이 발달 문제를 해결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Kohlberg, 197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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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a) 서구의 도덕철학자가 생각하듯 도덕발달을 향

한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과 (b) 이러한 ‘합리성’과 ‘성숙

한 도덕성’은 ‘비합리성’이나 ‘임의적 도덕성’과는 별개라는 점이 밝혀졌다

고 언급한다.351) 즉, 도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보편성

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도덕 발달에 관한 연구는 칸트주의, 즉

형식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352) 그리고 이는 정의의 원칙(Principles of

Justice)이라 할 수 있다.353)

그 후, 콜버그는 ‘사실에서 당위로(From “Is” to “Ought”)’라고 명명한 Ⅶ

장에서 자연주의적 오류를 논파할 수 있는 중요한 주장을 제기한다. 그는

사실-당위의 혼동과 관련된 ‘자연주의적 오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점

을 언급한 후(Kohlberg, 1971: 222), 도덕발달 내에서는 ‘사실-당위’가 상호 지

지해준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351) 콜버그가 자신이 이미 밝혔다고 말한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a) 서구의 도덕철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성의 발달에 대한 보편적인 발생론적 흐름(trends)

가 있다는 것과 (b) 그러한 ‘합리적인(rational)’ 또는 ‘성숙한 도덕성(mature

morality)’의 발달은 다양한 ‘비합리적인(irrational)’ 또는 ‘임의적인(arbitrary)’ 문화

적 규칙이나 가치의 학습과는 다른 과정이라는 것”(Kohlberg, 1971: 155).

352) 콜버그는 칸트와 헤어(R. M. Hare) 등 형식주의자에 관심을 기울인다. 형식성에 중

점을 둘 때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From Kant to Hare,

formalists have stressed the distinctively universal and prescriptive nature of

adequate moral judgments”(Kohlberg, 1971: 184)

353) 콜버그는 기본적인 도덕 원리로서의 정의(justice basic moral principle)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다(Kohlberg, 1971: 220-221).

1. 심리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역할채택, 공감)과 정의에 대한 관심은 도덕의 탄생과

모든 후속 단계에 존재하고, 발달의 각 단계에서 보다 차별화되고, 통합되고, 보편화

된 형태를 취한다.

2. 그러나 두 가지 중 오직 정의만이 가장 높은 발달단계에서의 원칙의 성격을 띤다. 즉,

의무적이고, 정언적이며, 법과 복지를 포함한 다른 고려 사항들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3. 정의 이외의 ‘원칙들’은 인습적이거나 계약적인 도덕을 초월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시도될 수 있지만, 도덕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또는 직관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다.

4. 정의가 만족스러운 유일한 원칙이라는 많은 철학자들의 직관적 느낌은 ‘정의가 도

덕의 하위 단계의 실행 가능한 핵심이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5. 이것은 시민 불복종이 항상 잘못이라는 5단계 계약적-법적 주장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다른 도덕적 원칙이 아닌 정의가 제공하는 시민 불복종의 상황에서 가장

명백해진다.

6. 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한 요구가 곧 도덕적 원칙이라는 주장을 의심하는 이유는 보통

형식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또는 원칙에 입각한 개인의 선택의 영역보다 더 넓은 범위

의 원칙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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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1) 발달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도덕 형식(a universal

moral form)이 있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그 도덕 형식은 정의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있다.

(주장2) 이 칸트적인 도덕 형식은 사실-가치의 구분(the fact value

distinction)을 염두에 둔 것이다. 도덕적인 사람은 그의 도덕적 판단

이 사실(fact)에 대한 적합성이 아닌 이상적인 규범(an ideal norm)에

대한 적합성에 기초한다고 가정한다.

(주장3) 과학은 철학자의 도덕 개념이 심리학적 사실들(the psychological

facts)에 실제로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할 수 있다. 과학은 뒤르켐

(Durkheim)이 시도했던 것처럼 도덕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what

morality ought to be)와 같은 도덕성 개념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도덕

적 자율성(moral autonomy)은 왕이고, 가치들(values)은 도덕적 담론의

사실들(facts)과 다르다. 과학은 도덕성을 입증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적 담론의 규칙은 도덕적 담론의 규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장4) 그러나 논리적이거나 규범적인 윤리적 분석은 특정 유형의 도

덕철학(예를 들어, 4단계)은 다루거나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다른

유형의 도덕철학(예를 들어, 5단계)에서는 다루어야만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유를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의 신념에 대한 사

실 조사(factual investigation of men's beliefs)는 왜 발달적으로 더 높은

철학이 하위 철학이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지(why the

developmentally higher philosophy can handle problems not handled by the

lower ones)에 대하여 내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지원해야 한다.

과학은 왜 하나의 도덕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나은지(why one moral

theory is better than another)에 대한 도덕적 담론에 기여할 수 있다.

(주장5) 과학 이론은 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

로 상승해 가는가(why people factually do move upward from stage to

stage), 그리고 왜 그들은 실제적으로 낮은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를

선호하고 있는가(why they factually do prefer a higher stage to a lower)

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도덕 이론은 과학

이론과 같다. 도덕 이론은 왜 사람들이 낮은 단계보다 높은 단계를

더 선호해야 하는가(why people should prefer a higher stage to a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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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룬다. 다시 말해, 도덕이념에서 상위 단계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한 심리학 이론은 왜 항문기로부터 생식기로 옮겨가는지에 대한

심리학 이론과 같지 않다. 본능적인 진보에 대한 프로이드의 이론

이 생식기가 항문기보다 나은 이유를 다루는 윤리적 정당화(ethical

justification)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이다.

그러나 인지 및 도덕의 상호작용적 계층 단계 이론(interactional hierarchical

stages theory)과 성숙 발생 단계 이론(maturational embryological stages theory)

은 내가 다른 곳에서 상세히 논의했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과는 매우

다르다(Kohlberg, 1971: 223).

그의 주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주장3)과 (주장4)이다. 그는 ‘과

학’의 역할(주장3)과 논리적이거나 규범적인 ‘윤리적 분석’의 (주장4)의 역

할이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이며 양자 사이에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

고 보고 있다. 이를 본 절의 논의와 관련지어 풀어보자면 도덕 심리학과

도덕철학은 서로를 어느 정도 보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

변을 통해 콜버그는 자신이 제시한 도덕발달 단계354)가 자연주의적 오류

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껴갈 수 있었다.355)

연구자는 일단 콜버그의 논변을 지지한다는 점을 밝힌다, 하지만 콜버

그의 논변에는 반드시 보충되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결여는 칸트가 언급한 궁극목적 개념을 도입할 때 메꾸어질 수 있다고 주

장하고자 한다.

콜버그를 위시한 수많은 도덕 심리학자들, 특히 인지 발달이론을 주장

하는 이들의 숨겨진 근본적 전제는 다음과 같다. ① 도덕 발달의 상위 단

계와 하위 단계를 가를 수 있다. ②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따라서 도덕교육을 통하여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

로 이행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콜버그는 상론한 논변을 통해 도덕 심리학이 ①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았고(주장3), 도덕철학이 ②를 다룰 수 있으며, 이 때 도덕 심리

354) 콜버그는 6단계를 수년간에 걸쳐 여러 번 수정했기에, 도표에서 용어나 정의가 서

로 다른 경우가 있다(Vozzola, 2018: 74). 『도덕발달의 철학』의 부록에서 콜버그

가 제시한 도덕 발달 6단계는 <표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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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논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주장4) 여긴 듯하다. 하지만, 연구자

가 생각할 때, 도덕철학과 도덕 심리학이 ①과 ②를 생각만큼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①과 관련해서 콜버그는 ‘정의

의 원칙’과 ‘형식성’, ‘보편성’에 따라 상하위 단계를 구분하였는데, 스네어

리(J. Snarey)를 위시한 도덕 심리학자들의 후속 연구 결과 성, 문화, 인종

에 따라서 콜버그가 제시한 상위 단계의 도덕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수 준 단 계
내 용

사회적 조망

수준A

인습이전

수준

단계1

벌과복종의단계

“옳음(right)”은규칙과권위에문자그대로복종하는것, 법을피할수있는것, 신체적피해를가하지않는것이다.

이 단계는 자기본위(egocentric)관점을 취한다.

단계2

도구적목적과

교환의단계

‘옳음’이란그 자신의욕구나다른사람의욕구를충족시킨다는것그리고구체적 교환(exchange)에

준해공정한 거래를형성한다는것이다.

이단계는구체적 개인주의(individualistic)조망을취한다.

수준B

인습수준

단계3

개인간의상응적

(mutual interpersonal)

기대, 관계, 동조의단계

‘옳음’이란 역할을훌륭히(착하게) 해내는것, 동반자로서의 충성을지키기위해다른사람들과

그들의 감정을 염두에두는 것, 규칙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다른 사람과의관계를예상하면서자신의 조망을 취한다.

단계4

사회체제와양심

보존의단계

“옳음”은사회에서 자신의 의무를다하고, 사회질서를지키며, 사회 복지를 유지하는것이다.

이 단계는 개인 상호간의협약이나 동기와구분된, 사회적 관점을 갖는다.

수준B/C

전환기

수준



 단계에서선택이란사적이고 주관적이다. 선택이감정에 매달린다.

양심은, 마치“의무”와“도덕적으로옳은것”과같은관념이그러하듯이, 자의적이고상대적인것으로비친다.

이 단계에서조망은자신의 사회에 종속되지 않는어느개인의입장이다.

수준C

인습이후

및

원리적

수준

단계5

권리우선(prior rights)과

사회계약내지

유용성의단계

“옳음”은 기본권, 기본가치, 사회의 합법적 계약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집단의 구체적 규칙 및 법과 갈등할지라도 그렇다.

이 단계는사회에우선하는 조망(prior-to-society) -사회적구속과 계약에 선행하는가치와 권리를

각성하는 합리적개인의조망- 을 취한다.

단계6

보편윤리적

원리의 단계

이 단계는 모든 인간성이따라야 할보편윤리적원리에의한안내를가정한다.

이단계는사회제도를도출하는도덕적관점의, 혹은제도의근거를이루는도덕적관점의조망을취한다.

<표13> 콜버그의 도덕 발달의 여섯 단계(Kohlberg, 2000: 479-484 재구성)

355) 도덕발달 이론이 자연주의적 오류가 아니라는 콜버그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

다. 하버마스(J. Habermas)는 콜버그의 이론을 ‘동일성 이론(identity thesis)’이라

칭하면서 이를 폐기하고 ‘상보성 논제(complementary thesis)’의 관점을 취할 것을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Lapsley, 2000: 96-103]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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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났고, 결국 콜버그는 자신이 설정한 단계 이론을 수정하는 데까

지 이르기도 했다. 또 다른 예로 길리건(C. Gilligan)은 정의를 준거로 하는

콜버그의 이론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렇게 도덕 발달의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를 가르는 준거가 무엇이냐

에 따라 단계 설정이 달라지거나, 심지어는 뒤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을 확고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밝혀야만 도덕 발달 이론이 보다

견고한 지반 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의 기반이 공고해져야 ②가

성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도덕 교육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구자는 콜버그가 설정한 7단계 개념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

다. 콜버그는 도덕 단계와 구분되는 종교적 단계 혹은 존재론적인 단계로

7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그것이 “정의의 단계로 설명한 것과는 얼마

간 다른 윤리적 발달의 종착점”(Kohlberg, 2000: 420)이라고 보았고, 이는 도

덕 단계와는 달리 심리학적 주장으로 뒷받침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Kohlberg, 2000: 421). 그는 자신이 7단계의 비근한 예로 스피

노자(B. Spinoza)의 ‘정신과 자연의 통일’을 들고 있다(Kohlberg, 2000: 422).

그는 칸트의 논의만으로는 자신의 7단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도덕적 단계로는 충분치 않고 이를 종교적 단계로 상

승시켜야 한다고 보는 콜버그와는 달리, 칸트는 종교를 단지 도덕의 확장

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356)

356) 콜버그는 칸트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칸트는 종교를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구체화되어 있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의 이상을 상상한 건축으로서,

그리고 ㉯윤리 법 아래 있는 신의 국민들 혹은 윤리적 공동번영체의 이상으로서

“오로지 이성의 한계 안에 있다”고 본다(Kohlberg, 2000: 424). ; 『순전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중 ㉮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2 논고: 인간에 대한 지배를 둘러싼

선한 원리의 악한 원리와의 투쟁에 대하여」에 나타난다. ㉠ “오로지 하나의 세계를

신의 결의의 대상으로 만들고, 창조의 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전체적

완전성에서의 인간성(이성적 세계존재자 일반)이다”(RGV, B73=Ⅵ60), ㉡ “도덕적 완전

성의 이러한 이상으로, 다시 말해 그 전적인 순정성에서의 윤리적 마음씨의 원형으로

우리를 고양시키는 것은 무릇 보편적인 인간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또한 이성에

의해 우리에게 추구할 것으로 제시되는 이러한 이념 자신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

다”(RGV, B74=Ⅵ61), ㉢ “무릇 합법칙성 일반의 순전한 이념이 이익 때문에 취해지는

모든 동기들보다도 이 의사에 대해 더 강력한 동기일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가, 이것은 이성에 의해서도 통찰될 수 없고, 경험의 예들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없

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자와 관련해서 법칙은 무조건적으로 지시명령하며, 후자와

관련해서는 이 법칙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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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그의 생각을 준거로 놓고 볼 때, 칸트에 대한 이러한 콜버그의 평

가는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콜버그의 생각

이 준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히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콜버그의

이론은 도덕철학과 도덕 심리학의 매개가 의심스러워지자 종교라는 새로

운 영역을 끌어들인 셈이기 때문이다. 콜버그의 7단계 설정에는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수밖에 없다. ‘왜 하필 종교적 단계인가?’, ‘종교적 단계가

도덕적 단계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와 같은 질

문이 이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오히려 칸트의 입장이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칸트의 입장은 간단히 말해 도덕철학과 도덕 심리학의 매개가

의심스러워지자, 도덕철학을 우위에 두고 도덕 심리학을 포용한 셈이다.

도덕철학과 도덕 심리학이라는 두 개의 요소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것만

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해명되지 않은 가외의 것을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건전하고 안전한 것일까? 굳이, 오

컴의 면도날이라는 오래된 격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느 편이 더 나은

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객관적 필연성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명백

한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신에게 도덕적으로 흡족한 인간의 이념을 우리의 모범으

로 삼기 위해 경험의 어떠한 실례도 필요하지 않다. 그 이념은 하나의 모범으로서 이

미 우리 이성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RGV, B77=Ⅵ62). ; ㉯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3 논고: 악한 원리에 대한 선한 원리의 승리, 그리고 지상에 신의 나라 건설」에

등장한다. ㉣ “법적-시민적(정치적) 상태는 인간들이 (모두 강제법들인) 공적 법법칙

아래 공존하는 한에서 인간 상호의 관계이다. 윤리적-시민적 상태는 인간들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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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RGV, B131=Ⅵ95), ㉤ “덕 의무들은 전체 인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언제나 모든 인간 전체라는 이상과 관계되어 있고, 이 점

에서 그것은 정치적 공동체의 개념과 구별된다”(RGV, B133=Ⅵ96). (콜버그는 칸트의

저술에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내용을 묶어서 자의적으로 축약 및 수정하여 인용

하고 있기에, 여러 내용이 한 문단에 축약되어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의미가 훼손

되지 않도록 칸트 저술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였다) ; 콜버그의

분석처럼 ㉠-㉢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 ㉣-㉤은 ‘이상적인 도덕 공동체’를 그리

고 있다. 이런 근거에서 콜버그는 칸트의 종교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완벽한 사랑과 덕을 갖춘 사람의 관념(신의 아들로서 상상된 사람)에 이르며 그리고

이 유덕한 사람들이 모인 이상적 공동체의 관념(신의 왕국으로 상상된)에 이른다. 칸

트는 정의의 도덕 단계6 개념으로부터, 아가페 태도를 가진 완전한 사람의 종교적·상

상적 이상 혹은 ‘단계7’로, 그리고 이 관념 위에 토대한 종교적 공동체로 발전해간다

고 본다”(Kohlberg, 2000: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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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칸트는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연

결하고자 했고, 이는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개념을 부각시키면서 가능

해졌다. 이후,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서 자연산물을 자연목적으로

바라보면서 칸트는 자연 세계의 원리인 ‘기계론’과 자유 세계의 원리인

‘목적론’을 결합시키게 된다.

자연의 기계성의 원리(das Prinzip des Mechanisms der Natur)와 목적들

에 따르는 자연의 인과성의 원리(das der Kausalität derselben nach

Zwecken)는 하나의 동일한 자연산물에서 유일한 상위 원리 안에(in

einem einzigen oberen Prinzip) 연관되어 있고, 그 원리로부터 공통적으로

유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는 하다(KU, §78, B358=Ⅴ412).

여기에서 언급된 ‘유일한 상위 원리’를 콜버그가 제시한 ‘7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이를 7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또 있다. “객관적으

로-공통적인, 그러므로 또한 이에 의존하고 있는 자연연구의 준칙의 공통

성도 정당화하는 원리”는 “두 이질적인 원리들에 따라 가능한 자연산물의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설명(Erklärung)도, 다시 말해 어떠한 분명하고도 명

확한 도출(deutliche und bestimmte Ableitung)도 이끌어내지지 않는다.” 즉, “한

편으로는 기계적인, 다른 한편으로는 목적론적인 도출의 공통의 원리는

우리가 현상으로서의 자연의 근저에 놓을 수밖에는 없는 초감성적인 것

(das Übersinnliche)이다”(KU, §78, B358=Ⅴ412). 즉, 이 공통의 원리는 초험적

(transzendent)이므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자연의 순전한

기계성은 이러한 자연산물들을 설명하는 데 전혀 충분할 수 없다”(KU,

§78, B359-360=Ⅴ413). 7단계에 대한 도덕 심리학의 탐구가 불가능하듯이 ‘유

일한 상위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7단계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

요한 종교적 자세가 도덕적 단계를 필요로 하듯이, ‘유일한 상위 원리’에

대한 접근은 목적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357)

357) 지성은 자연목적으로서 사물들을 설명할 수 없다. “지성이 자연목적으로서의(als

Naturzwecken) 사물들과 관계하는 한, 우리 지성의 성질상 매우 제한적(beschränkt)

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분명히 한계가 있다(deutlich begränzt)”(KU, §80, B366=Ⅴ417).

; 따라서 목적론으로만 접근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산물들의 판정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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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콜버그처럼 ‘종교적 단계’라는 제3의 요소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단계7, 즉 최상위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연구자의 생각이다. 더불어

칸트 방식의 목적론으로 설정된 최상위 단계는 궁극목적이자 최종목적으

로 기능하기 때문에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에 대한 논의를 논리적 비약

없이 정당화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더 큰 장점은 목적론을 통한 방식이야말로 콜버그가 그토록

바라던 인간을 단순히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정언 명령358)을

더욱 확고하게 지지해준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목적들의 원리가 가장 잘

보전되어 있는 존재자가 인간이기 때문이다.359)

논의를 마치며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연구자는 ‘궁극목

적’, ‘도덕 법칙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한 칸트 식 접근이 도덕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 심리학에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도덕 발달

이론이 처해 있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논파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본

다. 도덕 발달 이론은 도덕성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당위

를 지향하는 사실’에 관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자연의 세계(사실)와 자유의 세계(당위)의 매개를 가능하게 하였던 자연의

합목적성,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목적론적 사고에 주목하는 것은 현명

한 일이라 하겠다.

콜버그는 도덕 심리학과 도덕철학의 부정합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3

의 요소인 종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칸트는 궁극목적에 착안함으로써

기계론과 목적론의 충돌을 ‘목적론을 지향하는 기계론’이라는 형식으로 해

소해 버린다. 결국 칸트의 체계 내에서는 기계론조차도 도덕 법칙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궁극목적에 봉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덕 발달 이론은 하위 단계와 상위 단계의 구분을 노정할 수밖에 없

항상 동시에 목적론적 원리에 종속시킬 수밖에 없다”(KU, §80, B367=Ⅴ417).

358) “특히 그는 정언명법의 두 번째 형식인 모든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에 끌렸다. 이 정언명법은 도덕성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과 의무론적 접근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구분은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확실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도덕원리를 찾던 콜버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또한 정언명법의 두 번째

형식은 철학과 심리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했다”(Munzel & Power, 2013: 58).

359) “그 안에서 목적들의 원리가 가장 잘 보증되는 것으로 보이는 한 유, 곧 인간”(KU,

§80, B369=Ⅴ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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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발달하는가?’에 대한 답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도덕철학과 도덕 심리학의 균열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칸트의 궁극목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지 도덕 심리학의

궁극목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 교육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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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 법칙의 궁극목적과 최고선

앞 절에서 우리는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서 전개된 최종목적과

궁극목적에 관한 논의를 통해, 예지체 인간, 곧 ‘도덕 법칙 아래에 있는 인

간’이 칸트 목적론의 귀결점으로 설정된 궁극목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

다. 칸트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자연존재자들이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을

터이며, 그러한 목적의 최상위에 있는 최종목적이 인간이라는 점을 논증

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어떠한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족적인 목적인

궁극목적은 무조건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마찬가지로 무조건성을 특징으

로 갖는 도덕 법칙360) 아래에 있는 존재인 예지체 인간만이 궁극목적이라

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예지체 인간만이 “목적관계에서 자기 자신에게

최상의 법칙(das oberste Gesetz)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의 실존”이고, 이

는 곧, “도덕 법칙들 아래에 있는 이성적 존재자들의 실존”을 뜻하기 때문

이다(KU, §87, B423=Ⅴ449-450). 그는 세계의 현존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목적의 연쇄 고리 중 꼭대기에 있는 궁극목적이 ‘도덕 법

칙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361)

본 절에서는 궁극목적에 대한 논의가 칸트의 최고선 개념과 접목되는

지점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Ⅲ장에서 서술한 최고선 개념이

갖는 주관적 실재성의 성격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주관적 실재성이 확보된 최고선 개념이 교육적 맥락에서 어떠한 시사점

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360) “도덕 법칙들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조건 없이, 그러니까 궁극목적이라는 개념이

필요로 하는바 바로 그대로, 이성에 대해 지시규정하는 특유의 성질을 갖는다”(KU,

§87, B423=Ⅴ449).

361) “도덕 법칙들 아래에 있는 이성적 존재자들의 실존만이 세계 현존의 궁극목적으

로 생각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지 못하다면, 세계의 현존에는 그 원인 안에 전혀

아무런 목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 기초에는 궁극목적은 없이 목적들만 있거나 할

것이다”(KU, §87, B423=Ⅴ450).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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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 법칙의 궁극목적의 주관적 실재성

일반적으로 윤리학을 목적론과 의무론으로 나누어 설명할 때, 칸트는

전형적인 의무론자로 서술된다. 이전의 철학자들이 최고선(summun bonum)

을 목적으로 설정한 후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는 데 반해, 칸트는 도덕 법

칙의 절대성을 정초한 후 논의를 전개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칸

트를 목적론자가 아닌 의무론자로 평가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통 목적론에서 ‘행복’을 최고선으로 상정하는 반면, 칸트는 실천철

학에서 행복을 철저히 배격했기 때문에, 목적론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듯, 칸트는 분명 기존의 목적론과는

대비되는 자신만의 목적론을 전개하였고, 여기서도 행복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칸트는 자신의 목적론을 통해 행복을 추구

한다. 단, 그가 언급하는 행복은 ‘윤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윤리에 의한

것’이다. 그는 ‘윤리를 위한’ 행복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후,

‘윤리에 의한’ 행복 개념을 논한다.362) 지금부터 그의 논변을 순서대로 살

펴보도록 하자.

칸트는 궁극목적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사람들이 자연스레 ‘행복’을 떠

올릴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인간이야말로 창조의 궁극목

적”(KU, §84, B398=Ⅴ435)이라고 언급하는 순간 사람들이 갖게 될 혼란을 예

상하고 별도의 주해에서 행복은 창조의 궁극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

히 한다(KU, §84, B399-400=Ⅴ436 Anm.).

362) 목적론에서 행복을 다루는 방식은 실천철학의 구도와 비슷하다. 「분석학」에서 칸

트는 행복론과 윤리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통속적 의미의 행복을 부정하였으나, 뒤

이어 「변증학」에서는 최고선을 언급함으로써, 도덕 법칙에 비례하는 행복을 긍정

한다. ‘행복할 만한 품격’이라는 용어는 그 과정에서 산출된 것이다. 목적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찾아내려 하는 궁극목적이 ‘행복’과 관련 없음을 먼저 서술한 후,

궁극목적이 종국에는 ‘행복’과 연관된다고 하여 행복을 긍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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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 다른 피조물에 비해 우월성을 갖는 인간에 대해서는 결

코 자연의 목적이 아니다. 행복이 ㉮창조의 궁극목적이라는 것은 어림

도 없는 일이다. … 행복은 단지 ㉯조건적인 목적일 수 있을 뿐이며

(KU, §84, B399-400=Ⅴ436 Anm.)

칸트에게 행복이 궁극목적일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왜

냐하면 궁극목적은 그 개념상 무조건적인 것이어야만 하는데, 행복은 경

험적 질료와 연관된 것이기에363) 조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칸트가 볼 때, “행복은 오로지 그의 현존의 목적인 저 목적과의 합치

에 비례한 귀결로서만 결합되어 있는 것”(KU, §84, B400=Ⅴ436 Anm.)일 뿐,

궁극목적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도덕 법칙’만이 궁극목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 법칙은 ‘준칙의 법칙 수립적 형식’으로서 질료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

이다. 상술하자면, 도덕 법칙은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질료적인 목적과

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자연존재자들이 상정하는 목적은 질료적인 것

인데 도덕 법칙은 본질이 질료와 무관한 형식이기에, 자연스레 목적과 무

관한 것이 되는 것이다.364)

이렇게 여타 목적과의 무관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칸트는 도덕 법

칙을 궁극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칸트는 이후, 다소 의외의

언급을 한다.

도덕 법칙은 우리에게 ⓐ하나의 궁극목적을, 그것도 선험적으로(a

priori) 규정해주며, 이 궁극목적을 향해 애쓰는 것을 우리의 책무로

(verbindlich) 지어준다. 그리고 이 ⓑ궁극목적이 이 세계에서 자유에 의

해서 가능한 최고의 선이다(KU, §87, B423=Ⅴ450).

363) 본고 Ⅱ장 1절 1)소절 참고.

364) “도덕 법칙은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형식적인 이성조건으로서(als formale Vernunftbedingung)

그 자신만으로, 질료적 조건으로서의 어느 목적에 의존함이 없이(ohne von irgend einem

Zwecke als materialer Bedingung abzuhängen), 우리에게 책무를 지운다”(KU, §87, B423=Ⅴ450).

(굵은 글씨 강조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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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법칙은 본래 형식적 이성조건이기 때문에 목적에 의존하지 않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하나의 궁극목적을 주고,

그것을 향해 애쓰도록 한다(ⓐ). 그 궁극목적이란 다름 아니라, “이 세계에

서 자유에 의해서 가능한 최고의 선(das höchste durch Freiheit mögliche Gut in

der Welt)”(ⓑ)이다. 이러한 칸트의 언급은 그간 도덕성을 행복이나 특정 목

적과 절연된 것으로 취급해 온 이전 논의에서 결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이

기에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첫째, 도덕 법칙이 우리에게

궁극목적을 규정해주되, 선험적으로 규정(ⓐ)해 준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칸트가 그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목적은 경험적 질료와 관련된 것이었

기 때문이다. 둘째, ‘이 세계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예지

체 인간이 궁극목적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인간은 감성계에 속한

자연존재자이다. 혹시 도덕 법칙이 궁극목적을 선험적으로 규정해주며

(ⓐ), 그것은 이 세계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서술은 예지체 인간이 감성

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관해 말하려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미 예지계의 원인성이 감성계에 작용하는 기제에 대한 논변

을 칸트의 최고선 개념에 대한 탐구에서 확인한 바 있다.365) 그렇다면 목

적론에서 감성적 세계에 속한 예지체 인간의 구도는 결국 실천철학에서

최고선 개념이 처했던 구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서술은

칸트가 목적론에서 언급하는 ‘도덕 법칙의 궁극목적’이 『실천이성비판』

「변증학」에서 언급된 최고선 개념의 확장된 형태라는 점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인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개념상 또한 모든 이성적인 유한한 존

재자가) 위의 법칙 아래서 자기의 궁극목적을 정립할 수 있는 ㉠주관

적 조건은 행복이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 가능한 최고의 그리고 우리

가 할 수 있는 한, 궁극목적으로 촉진해야 할 물리적 선은 행복, 즉 ㉡

인간이 행복할 만한 품격으로서의 윤리성의 법칙과 일치하는 객관적

조건 아래에서의 행복이다(KU, §87, B423-424=Ⅴ450).

365) 본고 Ⅲ장 1절, 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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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두 군데이다. 우선, 행복이 주관적

조건(㉠)이라는 언급에 주목해 보자. 도덕 법칙은 궁극목적을 정립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다. 따라서 예지적 존재 모두에게 해당한다. 하지만 인

간은 예지체일 뿐 아니라, 감성계에도 속해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주관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행복할 만한

품격으로서 윤리성의 법칙과 일치(㉡)라는 언급을 살펴보자. 인간이 감성

계에 속해있는 이상 주관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객관적 조건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객관

적 조건과 연관되어야 한다. 즉, 윤리성의 법칙에 부합하는 행복(㉡)이어

야 한다. 즉, 도덕 법칙이 궁극목적으로 부과한 행복은 다름 아니라, “행복

할 만한 품격으로서의 윤리성의 법칙과 일치” 한다는 “객관적 조건 아래

에서의 행복”을 의미한다(KU, §87, B424=Ⅴ450).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도덕 법칙과 행복의 결합을 ‘최고선’이라고 부른다.

이상의 논증 과정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다. i) 도덕 법칙

이 인간에게 행복을 궁극목적으로 규정했다. ii) 여기서 언급된 행복은 행

복할 만한 품격으로서의 윤리성의 법칙과 일치하는 조건 아래 있는 행복

이다. 우리는 i)과 ii)에서 언급된 행복, 즉 도덕성과 결합된 행복이 곧 ‘최

고선’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칸트는 목적론에서 최고선에 대한 언급을 통해 어떤 효과를

노렸던 것일까? 우리는 비판철학 전체에 흐르는 논조의 동일함에서 칸트

의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논의를 전개하며 확인하

였듯, 칸트는 인간 이성의 한계 바깥의 것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 비판서의 「변증학」을

통해 초월적 이념들인 영혼 불멸, 의지 자유, 신 존재의 실재성을 확보하

려 노력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때 실재성은 결코 객관적 실재성이 아

니라는 점이다. 칸트가 확보하고자 한 것은 주관적 실재성일 뿐이다. 하지

만, 비록 주관적 실재성에 그칠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닐 수밖에 없

는 것이기에, 그 실재성의 정도가 얕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칸트의 언급

을 통해 그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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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또한 말하려는 것은, 그들의 도덕성에 맞는 모든 이성적 존

재자의 행복을 상정하는 것이, ㉮윤리를 위하여 필연적이라는 것이 아

니라, 그렇게 상정하는 것이 ㉯윤리에 의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그

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주관적으로, 도덕적 존재자들에게, 충분한 논

증이다(KU, §87, B425=Ⅴ451 Anm.).

칸트가 볼 때, 현존하는 자연존재자들의 궁극목적은 예지체 인간이다.

하지만 인간은 감성계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예지체 인간에 상응하는 무

언가가 선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예지체 인간의 도덕 법칙에 필

연적으로 수반되는 그것은 바로 도덕성과 일치하는 행복이다(㉯). 이러한

논증은 비록 객관적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이지만, 선험

성과 필연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단, 이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행복을 상정하는 것이 ‘윤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윤리에 의해

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관적 실재성을 확보하겠다는 그의 의도는 뒤로 갈수록 더욱 명시적

으로 서술된다. §88의 서술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세계최선을 전력을 다해 촉진하도

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세계최선은 ㉠이성적 세계존재자들의 최대의

복이 ㉡세계최선에서의 선의 최고 조건과 결합하는 데서, 다시 말해

㉢보편적인 행복이 ㉣최고로 합법칙적인 윤리성과 결합하는 데서 성

립한다(KU, §88, B429=Ⅴ453).

칸트는 ‘㉠(복)과 ㉡(선)의 결합’을 ‘㉢(행복)과 ㉣(윤리성)의 결합’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감성계(㉠ = ㉢) 對 예지계(㉡ = ㉣)’의 구

도에서 감성계와 예지계에 속한 개념 중 대응하는 것들이 각각 결합하는

것을 세계최선으로 보고 있다. 세계최선의 지향이 궁극목적인 바, 우리는

칸트가 최고선(‘㉠과 ㉡의 결합’ 또는 ‘㉢과 ㉣의 결합’)의 추구를 궁극목

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칸트는 궁극목적을 공허한 이념적 산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하

지만, 만약 예지체 인간에만 한정된다면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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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뿐이다. 따라서 칸트는 도덕 법칙이 감성계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하

여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실천이성비판』에서 언급된 최고선 개념을

끌어옴으로써 예지계의 도덕 법칙이 감성계에 미치는 영향을 ‘윤리성에

비례하는 행복’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궁극목적의 이념

은 실재성을 얻게 된다.

도덕 법칙들에 따른 자유의 사용에서의 궁극목적의 이념은 주관적-

실천적 실재성(subjektiv-praktische Realität)을 갖는다(KU, §88, B429=Ⅴ453).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실천철학에서 언급한 최고선 개념

이 목적론에서 궁극목적과 연계되어 다시 호명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었다. 더불어, 비록 궁극목적으로 표현된 최고선 개념이 주관적이기는 하

지만 실천적 실재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최고선 개념은

자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 사이의 연결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결국 최고

선 개념이 실천적 실재성 확보는 자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 간 매개의

실천적 실재성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다음 소절에서

이러한 최고선 대한 탐구가 도덕 교육에 건네줄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살

펴보도록 하자.

2) 도덕 교육에서 최고선의 역할

본 소절에서는 앞 소절의 논의와 더불어 본고의 Ⅲ장에서 논의한 최고

선의 특징인 ‘윤리성과 행복의 결합에서 윤리성의 우위’를 중심으로 도덕

교육에서 최고선 개념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우

리는 우선, 일상에서 좋음과 옳음의 개념상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 상황과 그 해결 방안으로 부각된 최고선의 도덕 교육적 의의가 무엇인

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최고선 개념이 도덕 심리학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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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음과 옳음의 구분

‘착한 얼굴, 착한 성적, 나쁜 책상….’ 근래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다. 비단 학생뿐만이 아니다. 방송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파는 음식점을 두고 ‘착한 음식점’이라 부르고, 우리들은 저렴한

비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가격이 착하다’고 말한

다. 하지만 ‘착하다-나쁘다’는 도덕적 서술어인 반면, 얼굴, 성적, 책상, 음

식점, 제품의 가격 등은 도덕과 무관한 단어이다. 도덕과 무관한 단어에

도덕적 서술어를 붙여 당위적인 것으로 평가해도 되는 것일까? 다음 상황

을 살펴본 후,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자.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에서 신기술을 활용해서 큰 돈을 벌었다. 이것

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그런데 알고 보니 기업체의 수익을 높

여준 신기술은 직접 연구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청 업체가 개발한 기

술을 빼앗아 온 것이었다. 이렇게 돈을 버는 행위는 좋은 것일까, 나

쁜 것일까?

위 상황을 보며 우리는 앞의 질문에는 좋다고 대답할 것이고, 뒤의 질

문에는 나쁘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청 업체가 지닌 기술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도둑질이기 때문이다. 비록 돈을 버는 일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도둑질로 부를 쌓는 일은 옳은 행동이 아니고, 옳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

에 좋다고 대답하기 꺼려진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일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옳지 않

으므로 나쁜 행동이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이를 문자화하는

순간 우리의 사고는 혼란스러워진다. ‘옳은(right) 對 그른(wrong)’과 ‘좋은

(good) 對 나쁜(bad)’이라는 켤레개념이 서로 뒤엉켜버린 탓이다.

본래 ‘옳은(right) 對 그른(wrong)’은 도덕적 평가를 드러내는 말로 쓰이

고, ‘좋은(good) 對 나쁜(bad)’은 도덕과 별개로 현존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따라서 도덕 법칙과 관련해서는 ‘옳은(right) 對 그른(wrong)’을

사용하고, 만족감이나 행복과 관련해서는 ‘좋은(good) 對 나쁜(bad)’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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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도덕 법칙과 행복이 결합되어 있는 최고선에 대

해서는 어떤 서술어를 사용해야 할까?

일단, 최고선은 ‘행복’과 관련되기 때문에 ‘좋은(good) 對 나쁜(bad)’이라

는 서술어를 사용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하지만 최고선은 최상선(das

oberste Gut)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상선은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옳은(right) 對 그른(wrong)’이라는 평가어가 사

용된다. 결국, 최고선 개념을 일상용어를 통해 표현할 때조차, 우리는 도

덕 법칙과 행복의 결합에서 느꼈던 혼란함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위 상황을 접하며 본능적으로 답했던 것처럼 의외로 혼

란함을 풀 열쇠는 이미 주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위 상황에서 우리는 ‘옮

음’을 기준으로 좋음과 나쁨을 판별해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옳음’과

‘좋음’ 중에 우리의 마음 속 최종 심급은 ‘옳음’이 아닐까?

이러한 상식적인 생각을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서술해 놓은 것이 바로

최고선 이론이다. 칸트는 복잡한 논증을 통해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에서

도덕성이 우위에 서게 된다는 점을 입증해 냈다.366) 게다가 우리가 앞 소

절에서 확인했듯이 이 세계에서 자유에 의해 가능한 최고선은 주관적-실

천적 실재성이 확보되어 있다. 곧, 인간이라면 누구나 최고선 개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논증을 거치지 않고도 이미 일상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윤리성이 행복보다 우위에 선다는 걸 의식하고 있다.

칸트 비판철학의 내용이 대개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에서 쉽게 받아들

일 수 있는 것들에 관한 것들이 많다.367) 모두가 너무나도 당연시하던 것

366) 최고선에서 덕과 행복의 결합에 대한 논변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덕과 행복의 결합은 이종적인 것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분석적이 아니라 종합적

이다. ② 종합적 결합은 원인-결과의 형태로 표현되므로 원인으로서의 도덕성과 결

과로서의 행복 혹은, 원인으로서의 행복과 결과로서의 도덕성 둘 중 하나이다. ③

두 경우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순수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에 빠지게 된다. ④ 그

러나 ②에서 전자는 도덕성과 행복 모두를 현상계의 개념으로 볼 경우에만 조건적

으로 거짓이다. ⑤ 따라서 예지계의 원인성으로서 도덕성과 현상계의 결과로서 행

복의 결합이 가능하다. 즉, 최고선이 가능하다.

367) 브로드(C. D. Broad)는 칸트의 논의가 상식 수준에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내용

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금 분명해지는 것은, 칸트가 거짓 없는 사실을 우리들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대체로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다”(Broad, 2000,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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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기는 하지만 미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칸트는 언어로

표현해 냈고, 최고선도 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아마도 도덕 교육에서 칸

트의 최고선 이론은 학습자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일 것이다. 도덕적

인 사람이 그에 합당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건전한 양

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칸트는 영혼 불멸의 요청과 신의 요청, 그리고 더 나아가 도덕 법

칙이 인간에게 규정한 궁극목적에 대한 설명을 통해 최고선의 주관적 실

천적 실재성을 확보해냈으나,368) 굳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

간이라면 좋음과 옳음의 결합 가능성, 그리고 결합에서 옳음의 우선성을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된 최고선의 실천적 실

재성은 도덕 교육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연구자는 사태의 파악에서 나타나는 옳음과 좋음의 혼란을 해결할 단

초를 최고선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본 소절의 초

두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착한 얼굴, 착한 성적, 나쁜 책상’ 등 도덕과

무관한 사태를 도덕적 사태로 호도하여 마구 뒤엉켜 있는 가치 혼란의 상

태를 타개할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자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최고선의 주관적 실재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주관적 실천적 실재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마음속에

최고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69) 단지 ‘좋음과 옳

음의 결합’, 그리고 ‘옳음의 우선성’이라는 명료한 개념의 형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윤리성에 부합하는 행복’에 대한 긍

정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어렴풋이 의식하고 있

던 최고선의 개념이 교육을 통해 인식된 후에는, 좋음과 옳음을 혼용하는

368) 영혼 불멸의 요청과 신의 요청에 대한 설명은 본고 Ⅲ장 2절에서, 도덕 법칙이 인

간에게 규정한 궁극목적에 대한 설명은 본고 Ⅴ장 2절 1)소절에서 다루었다.

369) 최고선의 주관적 실천적 실재성은 도덕 법칙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이 도덕 법칙을 의식하게 되는 사태를 ‘순수 이성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즉,

도덕 법칙의 실재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명증한 사태이다. 그런데 그렇게

명증한 도덕 법칙이 인간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 세계에서 자유에 의해서 가능

한 최고선’이다. 따라서 최고선은 도덕 법칙에 의해 실천적 실재성을 확보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칸트의 논증에 의하면 도덕 법칙과 그에 의해 필연적으로 명령된

최고선의 실천적 실재성은 ‘순수 실천 이성의 사실’과 같은 정도의 존재론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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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에 누구나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도덕 법칙

을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칙 수립적 형식의 준칙을 온전히 채택하지

못하였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상황과 같다.

연구자는 더 나아가, 도덕 교육 현장에서 최고선 개념에 대한 분석적

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좋음의 참 의미에 대하여 숙고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 좋음과 나쁨은 ‘현존하는 주관의 상태’

를 서술하는 용어이다. 즉 내가 어떤 대상을 통해 쾌를 느끼면 좋은 것,

불쾌를 느끼면 나쁜 것으로 표현된다. ‘좋은(good) 對 나쁜(bad)’은 쾌와 관

련되는 것, ‘옳은(right) 對 그른(wrong)’은 도덕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2 × 2 행렬로 배열하면 <표14>와 같이 나타난다.

옳 은

righ t

그 른

wrong

좋 은

good
㉠ ㉡

나 쁜

bad
㉢ ㉣

<표14> ‘좋은 對 나쁜’ & ‘옳은 對 그른’ 행렬

<표14>에 나타나듯, 우리는 총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된다. ㉠은

‘좋으면서 옳은 것’이고, ㉡은 ‘좋지만 그른 것’, ㉢은 ‘나쁘지만 옳은 것’이

고, ㉣은 ‘나쁘면서 그르기까지 한 것’이다. 즉, 도덕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

장에서 교수자는 네 가지 종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 교

육에서 그른 것을 강조할 리는 만무하므로, ㉡과 ㉣은 배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과 ㉢ 두 종류의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덕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유

혹에도 흔들림 없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역경을 이겨내고 도덕적

으로 살아가는 사람’ 등을 모범을 삼을 것을 강조해 왔다. 즉, ‘사사로운

경향성에 투쟁하는 고귀한 덕’을 도덕 교육의 주요 제재로 활용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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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비록 불쾌하지만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 ‘나쁘지만

옳은 것’에 해당한다. 이를 뒤집어서 표현하면 ㉢ 나쁘지만 옳은 것에 주

목한 나머지 ㉠ ‘좋으면서 옳은 것’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옳은 것’은 어느새 ‘나쁜 것’과 짝을 짓는다는 생각을 은

연중에 갖게 된다. 즉 ‘도덕적으로는 옳지만 나에게 불쾌를 주는 것’, 즉

싫어하지만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만을 도덕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덕 교육에서 최고선을 다룬다면, ‘옳음-나쁨’의 구도 일색으

로 구성되어 있기에 ‘투쟁으로서의 덕’ 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기

존의 도덕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고선은

‘옳음-좋음’, 즉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쾌와 결부된 옳음’이

있음을 알 것이고, 이는 도덕의 세계가 ‘투쟁으로서의 덕’을 넘어서, ‘즐거

운 마음으로 수행하는 덕’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최고선에 대해 분석적으로 다룸으로써 좋음과 옳음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학습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좋음과 옳음에 관한 개념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

써 기존에 좋음과 옳음을 교환 가능한 개념이라고 여기던 착각에서 벗어

나 도덕적 문제 상황과 도덕과 무관한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음에도 위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좋음’

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앎으로써 ‘옳

으면서 좋은 것’(㉠)이 ‘옳지 않으면서 좋은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

을 알게 될 것이다.

상론한 바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최고선을 도덕 교육의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세 가지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투쟁으로서의 덕’을 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는 덕’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도덕적 사태와 도덕과 무관한 사태를 구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좋음의 내부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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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를 깨닫게 되어 ‘옳으면서 좋은 것’, 즉 최고선이야말로 정말 좋은 것

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2) 도덕의 영역과 사회인습적 영역의 구분에서 최고선의 역할

좋음과 옳음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결과가 칸트의 최고선 개념

이라면, 좋음과 옳음의 구분을 경험적으로 풀어낸 일군의 도덕 심리학 연

구 결과는 ‘사회 영역 이론(Social Domain Theory)’이라고 할 수 있다. 누치(L.

Nucci), 스메타나(G. Smetana), 튜리엘(E. Turiel)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도

덕적 판단과 사회적 판단이 서로 구별된 개념적 영역들에서 별개로 발달

한다고 본다. 이들이 밝히고자 하는 세 가지 사회적 영역들은 “① 도덕적

영역(복지, 정의, 권리에 대한 관심) ② 사회인습적 영역(사회조직의 원활

하고 효율적인 기능에 필요한 사회적 통일성과 규율성의 이해) ③ 개인적

영역(사회적 규제의 영역 밖인 개인적 선택)”으로 나누어진다(Laupa &

Turiel, 2004: 563).

이들의 공적은 사회적 인습을 도덕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성찰했다는

점에 있다.370) a) 도덕적 규칙은 임의적이지 않고, 사회 제도와 독립적이

다. 즉, 보편성을 갖는다. b)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 인습은 한 사회 내의

행동의 단일성으로서 사회의 조직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인

습은 보편적이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이며, 합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c) 개인적 영역의 행동은 도덕적 규칙(a)이나 사회적 인습(b)과

는 달리 도덕적 관심이나 사회적 인습과 무관한 행동을 뜻한다. 이는 전

적으로 개인의 선호에 의해 규율된다(Laupa & Turiel, 2004: 568-569).

세 영역의 행동 중 도덕적 영역의 행동은 보편적인 반면(a), 사회적 인

습이나 개인적 영역의 행동은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어떤 것이 정

당한 사회적 인습인지, 혹은 어떤 것이 개인적 선호의 문제로 남겨질 수

있는지는 문화 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한 문화 내에서도 개인차가

370) 보졸라는 “그들의 발견은 인지 발달론자들이 “우와! 사회적 인습 추론을 도덕적 복잡

성 발달의 한 단계로 보는 건 심각한 오류잖아”라고 외치게 만들었다.”는 말로 사회

영역 이론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Vozzola, 201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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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Laupa & Turiel, 2004: 568).

사회 영역 이론 계통의 연구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는 아주 어린 아동

들조차도 도덕 규칙과 사회 규칙의 차이를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영역 이론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이라고 하

더라도 어떤 행동이 사회인습적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을 위반했을

때, 나쁘다고 판단한다는 점과 아동이 성인의 명령이면 무엇이든 도덕적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혀냈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 분명하

게 밝혀진 것은 “아동이 일부 관행은 도덕적 준거를 가지고 평가하고, 또

다른 관행은 관습적 준거를 가지고 평가하며, 아주 어린 아동도 이러한

영역구분에 민감하다는 사실”이다(Lapsley, 2000: 78).

즉, 어린 아동이라도 도덕적 영역과 사회인습적 영역의 행동을 구분할

줄 안다. 아동들이 도덕적 영역의 행동으로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준거판

단(criterion judgement)은 “금지사항의 일반화가능성, 보편성, 변경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구성된다(Laupa & Turiel, 2004: 571). 또한 아동들은 각 영역

의 행동에 대하여 추론할 때 사용하는 정당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도덕적 영역의 추론에서는 위해, 복지, 공정성 등을 언급하고, 사

회적 인습에 관한 추론에서는 예의, 규칙, 관행 등을 사용하여 정당화하

며, 개인적 영역의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적

선택과 판단의 문제로 추론한다”(Laupa & Turiel, 2004: 572).

지금까지 짤막하게 살펴본 것만 확인해 봐도 ‘사회 영역 이론’이 본 절

에서 논의하고 있는 ‘옳음과 좋음의 구분’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 영역 이론에서 말하는 도덕적 영역은 ‘옳음’과, 사회인습적 영

역은 ‘좋음’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371)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

가 있다. 각 문화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사회인습적 영역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회인습적 영역의 범위가 요동침에

따라 도덕적 영역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372) 어떤 이는 특정 행동을 도덕적 영역의 행동으로 판단하는데,

371)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개인적 영역은 개인적 선호에 관련되므로, 굳이 영역을 설정

하자면 ‘좋음’에 해당하긴 하지만, 임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372) 사회 영역 이론에서 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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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는 같은 행동을 사회인습적 영역의 행동으로 판단한다면 양자

의 충돌을 단지 견해차로만 보고 그대로 놔둬야 할까?

연구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최고선 개념이 효용을 지닐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왜냐하면 최고선은 좋음과 옳음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옳음

의 우선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사회인습적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이 도

덕적 영역과 중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덕적 영역과 중첩되는 사회

인습적 영역은 분명, 중첩되지 않는 여집단의 영역보다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옳음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영역

과 중첩되는 사회인습적영역은 ‘옳음을 포함한 좋음(morally good)’으로, 여

집단은 ‘순전히 좋음(just good)’으로 대비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 그냥 ‘좋음’보다는 ‘옳음을 포함한 좋음’이 더 우위에 있다. 그

렇다면 적어도 도덕적 영역과 중첩되는 사회적 영역은 여타의 사회적 영

역과는 다른 상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특정 상황의 행동이 사회인습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도덕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혼동에 빠질 때, 우리의

도덕적 삶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자칫 사회적 인습을 도덕적 행동으로

착각하여 비도덕적인 관습을 고집스레 고수하는 아집에 빠지거나, 도덕적

행동을 사회적 인습으로 착각하여 도덕의 규범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종

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인습적 영역과 도덕적 영역의 행

동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사회 영역 이론의 영역 구분과 관련된 문제야말로 최고선 개념이 도덕

심리학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영역이 중첩되는 경우 최고선 개

념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사회인습적 영역이라고 하

더라도 도덕적 영역과 중첩되어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여타

의 ‘좋음’과 구별되는 ‘옳음과 결합된 좋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

습자는 자기 삶의 각 장면을 돌아보며 사회인습적 영역과 도덕적 영역이

중첩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그것이 옳음과 결합할 수 있는 좋음인지 평

논쟁적인 주제로 남아 있다. 각 영역의 구별이 불분명한 까닭으로는 ‘2차적 현상

(second-order phenomena)’, ‘영역 혼합(domain mixture)’, ‘문제의 모호성(ambiguous

issue)’ 등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Laupa & Turiel 2004: 57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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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볼 수 있다. 학습자는 만약 옳음과 결합될 수 있다면, 그 좋음은 여

타의 좋음보다 수준이 높은 좋음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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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칸트의 비판철학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의 세계와 자유

의 세계 사이의 균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비판기 칸트 저술 곳곳에

등장하는 양 세계의 매개 논의에 주목하여, “인식의 한낱 집합으로부터

체계를 만들어내는”(KrV, A832=B860) 데 큰 관심을 두고 이성의 ‘체계적 통

일성’을 지향한 칸트의 노력이 『판단력비판』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비판철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칸트 실천철학의 대표적 저술인

『실천이성비판』의 「분석학」, 「변증학」과 더불어 합목적성이 제시된

『판단력비판』의 「서론」과 「판단력비판 제1서론」, 그리고 「목적론

적 판단력 비판」의 부록인 ‘목적론적 판단력의 방법론’과 더불어 목적론

에 대한 초보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순수이성비판』「초월적 방법

론」의 제2장 「순수이성의 규준」에 흩어져 있는 서술을 검토하였다. 검

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실천이성비판』의 「분석학」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전개된 ‘행복론과 윤리론의

대비’는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대비’라는 보다 큰 균열 안에 포함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양 세계의 균열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상

호 매개 가능성을 알려주는 단서를 「분석학」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우

리는 ① 「대상론」에서 언급된 ‘자유의 범주’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언

급된 ‘자연의 범주’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② 「대상론」의 마지

막에 언급된 ‘순수한 실천적 판단력의 범형’이 『순수이성비판』에 등장하

는 ‘순수 이론 이성의 판단력의 도식들’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고, 더불어 ①과 ②의 서술을 통해 비록 자연의 세계와 자유

의 세계 사이의 연결 기제를 파악할 수 없으나 양자 사이에 모종의 연관

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동기론」에서 다룬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라는 도덕 감정을 통해 자유 세계의 원인성이 감성계, 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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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도덕 감정은 감

성적 감정이 아니라 지성적 감정이기에, 자연의 세계가 아닌 자유의 세계

에서 원인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단, 양 세계 사이에 모종의 연

관성 있다는 점만 밝혀졌을 뿐, 구체적인 연결 기제가 밝혀진 바는 없으

므로 양 세계의 연결은 이론적 실재성이 아닌 실천적 실재성을 지닐 뿐이

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실천이성비판』의 「변증학」에 대한 검토 결과,

칸트가 ‘순수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을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정하게 되는 최고선(das höchste Gut) 개념을 통해, 자유의 세

계에서의 원인성이 자연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유의 원인성으

로서의 도덕 법칙과 감성계의 결과로서의 행복이 결합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기는 했으나, 여전히 양자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구체적인 결합 기제

를 밝히지는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하여 양 세계의 연결

가능성을 확보하기는 했으나, 주관적 실재성을 넘어 객관적 실재성을 확

보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첫째, ① 순수 이성의 본성상 조건들의 총체 혹은 무조건자를 찾

을 수밖에 없으나, 무조건자가 현상에서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

게 가상에 빠지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순수 이성의 변증성’과 ② 이 변

증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순수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과

더불어, ③ 순수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의 해소 과정에서 등장하는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의 무조건적 총체’ 혹은 ‘실천 이성의 진정한 객관’으로

서 ‘최고선’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둘째, 최고선의 실천

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서 더 나아가, 행복과 덕의 결합 가능성과 그 결

합 기제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최고선의 실천적 가능성

탐구라는 과제가 종국에는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의 균열 봉합

이라는 과제로 질적 변환을 일으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예지계에 근거한 덕의 원인성이 어떻게 감성계의 행복과 연관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은 사실상 ‘자유의 법칙이 어떻게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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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셋째, 칸트는 ‘도덕성

과 행복의 연결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가, 즉 어떻게 실행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영혼 불멸’과 ‘신’을 요청하였으며, 그로 인해 비록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결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그 가능성은 주관적 실재성에 그칠 뿐, 객관적 실재성을 얻는 데까지 이

르지는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순수이성비판』의 방법론 중 ‘최고선’ 개념을 다루고 있는

「순수이성의 규준」에 대한 검토 결과, 칸트가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체계적 통합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종적으로 상이한 양자의

통합 근거로 근원적 선의 존재, 혹은 신을 상정하게 되었고, 신의 속성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목적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① 칸트가 윤리 법칙에 적합한 ‘도덕 세계’라는 일종

의 예지적 세계를 상정하였으나 ② 도덕 세계라는 이념은 감성 세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③ 이러한 영향은 도덕 법칙을 통하여 가능하

므로,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의 통일, 곧 ‘이성의 체계적 통일’

은 ‘행복할 만한 품격이 있음’이라는 윤리적 사용과 ‘행복’이라는 이론적

사용의 불가분리적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더불

어, ④ 양자의 통합은 종국에는 신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

론적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결국, 「순수이성의

규준」에서도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통일 가능성이 확보되긴 하

였으나, 양자가 영향을 주고받는 구체적인 기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

으므로, 양자의 매개 가능성은 여전히 주관적 실재성에 그칠 뿐이라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칸트가 본격적으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매개 원리

로 제시한 ‘반성적 판단력(die reflektierende Urteilskraft)’과, 반성적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Zweckmaßigkeit der Natur)’ 개념을 다룬

『판단력비판』의 「서론」과 「판단력비판 제1서론」을 검토한 결과 다

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판단력비판』에서 전개하고 있는 목적론은 ① ‘경험적 법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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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특수한 종류의 법칙으로 인해 무질서해 보이는 자연을 보다 상위

의 원리 아래에서 통일된 체계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② 감성계 내

의 경험들로부터 예지계의 원인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원리를 탐

색해내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비록 자연

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가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이종(異種)의 원인성에

의해 지배받고 있으나, 합목적성은 양자를 가로지를 수 있으므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매개하는 원리로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③ 목적과 합목적성을 양 세계의 매개 원리로 보려는 칸트

의 생각은 『판단력비판』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전에 출간된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방법론」의

「순수 이성의 건축술」에서도 ‘합목적적 통일’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뒷받침된다.

둘째, 합목적성의 분류와 관련하여 ① 칸트는 합목적성을 ‘주관적 對

객관적’, ‘형식적 對 질료적’이라는 두 가지 대립쌍을 사용하여 분류한다는

점과 ② ‘목적’이라는 개념의 유무가 ‘주관적 對 객관적’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③ 경험적 질료에 의존하는지 여부가 ‘형식적 對 질료적’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성의 체계적 통일의 의미와 더불어 통일의 근거가 되는 ‘반성

적 판단력’은 『순수이성비판』에서 언급된 ‘규정적 판단력’과는 다른 역

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① 이성의 체계적 통일은 순수

실천 이성과 순수 사변 이성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점과 ② 비록 판단력은

지성이나 이성과 달리 법칙수립능력이 아니기에 이론철학이나 실천철학

어디에도 속할 수 없지만, 상위 인식능력에 속하기에 선험적 원리와 관련

되고, 더불어 철학의 두 부문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③ 주어진 경험적 법칙들에서 상위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반성적 판단

력의 능력이며, 반성적 판단력의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초월적 원리

이고, 초월적 원리가 곧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반성적

판단력은 ‘자연의 합목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인 셈이다.

넷째, 자연의 합목적성은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의 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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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① 목적은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것

이 아닌, ‘자유의 법칙’과 관련되는 반면, 자연의 합목적성은 경험적 법칙,

즉 자연 세계와도 연관된다. ② ‘경험적 법칙’은 자연에 속해 있으나 지성

의 법칙으로 파악되지 않고 이성의 법칙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것으로,

오로지 반성적 판단력을 통한 탐구만이 가능하다.

다섯째,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초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①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는 결코 경험적이지 않고,

②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는 우리가 자연을 반성하는 데 사용되는 원리일

뿐, 지성의 원리처럼 법칙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가 반성적 판

단력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자연을 반성하여, 특수한 경험적 법칙

들이 체계를 떠올리는 것에 한정될 뿐, 이것을 객관적 법칙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은 실천적 합목적성

과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우선 ① a)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가 초월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b) 그로 인해 목적과 연관되고, c)

그 목적이 자연의 경험적 법칙과 연관되기 때문에, ‘자연의 합목적성’이라

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②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는 a) 지성

의 원리와 다르고, b) 이성의 원리와도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반성적 판단력은 판단력의 초월적 원리, 즉 ‘자연의 합목적성’

과 관련된 것이기에, 초월적 연역이 필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초월적 연역

을 통해 반성적 판단력이 갖는 성질들을 밝힐 수 있었다. 초월적 연역을

통해 밝혀진 점은 ① 보편적인 법칙들에 대해서는 규정적 판단력이 작용

하는 반면, 경험적 법칙들에 대해서는 반성적 판단력이 작용한다는 것과

② 다양다종한 자연에 대해서는 지성의 법칙적 통일성을 부여할 수 없으

나, 반성적 판단력이 선험적 원리로서 법칙적 통일성을 상정할 수 있으며,

경험적 법칙에 법칙적 통일성을 주는 것은 지성의 원인성이 아니라 자연

의 합목적성이라는 것이다. ③ 자연의 합목적성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a)

일관된 경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적 법칙들의 법칙적 통일성이 상정

되어야만 한다. b) 우리는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법칙적 통일성을 상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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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c) 법칙적 통일성은 자연의 합목적성으로 표상된다. ④ 이러한

일련의 논변을 통해 a) 자연의 합목적성이란 자연이 특수한 경험 법칙들

을 체계화하려는 인간의 인식능력의 목적에 부합함을 의미한다는 점과 b)

자연의 합목적성은 특수한 경험 법칙들에 의해 규정되는 자연에 대한 인

식의 가능성에 관여하는 판단력의 준칙과 연관된다는 점이 밝혀지고 이

를 토대로, c) 자연의 합목적성은 우리 ‘판단력의 주관적 원리’, 즉 ‘판단력

의 준칙’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여덟째, 판단력의 주관적 준칙과 자연의 합목적성을 등치시킴으로써,

칸트는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연결’을 획책하고자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칸트는 준칙이 단지 경험적 차원의

논의인 반면 자연의 합목적성은 초월적 원리로서 선험적 차원에 있는 논

의이기 때문에, 경험적 차원의 준칙이 합목적성을 통해 선험적 차원의 것

으로 질적 변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① 칸트

는 이를 통해 자연의 질서가 우리의 인식능력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② 『순수이성비판』에서 전개한 이론철학의 논의를 손상하지 않

으면서도 판단력의 준칙에 보편성에 준하는 법칙적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홉째, ‘자연의 합목적성의 미감적 표상’, 즉 ‘주관적 형식적 합목적성’

과 ‘자연의 합목적성의 논리적 표상’, 즉 ‘객관적 질료적 합목적성’의 성격

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① 전자는 미감적 판단력으로서 개념이 필요

없는 반면, 후자는 목적론적 판단력으로서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과 ② 목

적론적 판단력의 과업이 규정적 판단력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점이 규명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객관적 합목적성을 통해 ③ 자연의 목

적이 우리에게 선파악된 개념으로 주어지지는 않으나, 우리가 자연의 목

적을 상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려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째, 위에서 언급한 ① 미감적 판단력에 관한「미감적 판단력 비판」

과 목적론적 판단력에 관한「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과제가 다르며,

② 미감적 판단력은 대상들의 인식에는 아무런 것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

는 점과 더불어, ③「미감적 판단력 비판」은 자연산물에 대한 탐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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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무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④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은

미개념화된 자연의 대상들에 반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성

적 판단력 일반’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합목적성 개념을 제공하는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자연 개념과 자유 개념이 매개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논변은

다음과 같다. ① a) 자유 개념은 욕구능력과 관계하기 때문에 궁극목적이

라는 개념을 산출하게 된다. b) 궁극목적은 감성계 내에 실존해야 하므로

궁극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주관의 자연 본성 안에 전제되어야 한

다. c) 인간은 자연 본성 내에 목적을 상정할 수 있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반성적 판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d) 이로써 이성과 판단력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다. 결국, 우리는 ② 칸트가 a) 지성

과 판단력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점과 더불어, b) 이성과 판단력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성적 판단력을 중심에 두고

지성과 이성을 연관 지을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상, 『판단력비판』에서 전개된 논의를 보건대, 칸트는 자연의 세계

와 자유의 세계를 매개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다. 그는 각

세계의 선험적 원리인 자연의 법칙성과 자유의 법칙성을 반성적 판단력

을 통해 매개하고자 시도했고, 이는 충분히 수긍될 수 있는 논증들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논변이 기대고 있는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인 자

연의 합목적성은 인간의 인식능력에 한정된 것일 뿐이므로, 객관적 타당

성이 아닌 주관적 타당성에 한정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본 연구에서 주목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의 균

열을 해소하기 위한 칸트의 노력이다. 이러한 논의가 지니는 도덕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기 전에, 칸트의 시도에 대하여 연구자 나름의 해석을 제시

하는 것이 논의의 순서상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매개하려는 칸트의 노력에 대해 종합적

으로 평가하자면,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칸트에게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가 매개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칸트의 대답은 ‘할 수 없다’이다. 그런 면에서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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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칸트의 시도는 실패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연산물을 바라보며

경탄을 느낀다면, 혹은 도덕 법칙에 따르는 인간을 경외한다면 그것만으

로도 칸트의 시도는 성공적이라고 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각 저술 요약의 말미에 반복해서 언급했듯 칸트의 시

도는 양 세계의 매개에 대하여 실천적 실재성, 주관적 실재성, 주관적 타

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쳤을 뿐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결코 이론적 실재성,

객관적 실재성,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칸트는

① 예지계의 도덕 법칙이 감성계의 유한한 인간 존재에게 미치는 영향의

결과인 도덕 감정을 두고 그것의 이론적 실재성을 구하지 않았고, ② 예

지계의 원인성인 도덕 법칙이 감성계의 행복을 결과할 수 있도록 보증하

는 신의 존재에 대하여 객관적 실재성을 구하지 않았으며, ③ 자연의 세

계와 자유의 세계를 매개하는 반성적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인 자연의 합

목적성이 오로지 ‘자연이 인간의 인식능력들에 합목적적이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자연의 합목적성의 객관적 타당성을 구하

지 않았다. 칸트는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의 한계 내에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합일’의 가능성과 근거를 찾고자 했기에 이론적 실

재성이 아닌 실천적 실재성, 객관적 실재성이 아닌 주관적 실재성, 객관적

타당성이 아닌 주관적 타당성을 구하였고, 이는 이상의 논변을 보았을 때

충분히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서 칸트의 비판철학 자체가 인간 인식능력의 한계 안에서 타당

하게 구인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양 세계의 매개에 관련

된 각 개념의 객관적 성격을 정초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칸트에게 인식 주관을 벗어난 것은 물자체(Ding an

sich)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고 속단내리는 것을 지독히 경계했던

철학자였기에, 그의 논증이 주관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

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위의 평가와는 별개로 각 저술을 집필된 연대 순으로 보았을 때, 칸트

의 논증이 인간의 내적인 힘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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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입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

자. 『실천이성비판』「분석학」의 「대상론」에서 보여준 자유의 범주,

실천적 판단력의 범형은 그저 희미하게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연

결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었으나, 「동기론」에서는 도덕 감정에 대해 논

함으로써 예지계의 원인성이 감성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

였다. 물론 해당 부분에서 칸트는 겸허에서 존경으로 이어지는 인간 마음

내부의 심리적인 기제에 관해 기술하긴 하였으나, 막상 예지계에서 감성

계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기제는 밝히지 않은 상태였기에 추가적인 논증

이 필요했다.

이후, 『실천이성비판』「변증학」에서 칸트는 최고선에 대해 탐구함

으로써 예지계와 감성계의 연관 기제를 보다 세밀하게 밝히려 시도한다.

‘도덕성과 행복의 연결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가, 즉 어떻게 실행되는

가?’에 대한 탐구는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을 보증하는 근거로, 초월적 이

념들을 끌어오는 데에 이른다. 즉, 영혼불멸과 신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는 최고선 개념을 통해 예지계와 감성계의 연관 기제를 설명하려 했으

나 결국 인간 내부의 힘만으로 이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

다. 왜냐하면 칸트가 그토록 인식의 영역에서 배제하고자 했던 영혼과 신

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 『판단력비판』의 「서론」과 「판단력비판 제1서론」에

서는 외부의 요소에 기대지 않고, 온전히 인간 내부의 힘에 의지하는 모

습을 보여준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정립한 ‘인간 마음의 능력

들’과 ‘영혼의 힘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반성적 판단력’을 도출해 냈

고, 여기서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선험적 원리를 도출해 낸다. 그리고

비록 법칙은 아니지만, ‘자연의 합목적성’을 통해 법칙적 통일성을 확보한

다. 연구자는 여기서 인간 외부의 어떠한 요소에도 기대지 않고 온전히

인간 내부의 힘에만 의지하여 논변을 전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칸트의 논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신뢰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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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매개하는 칸트의 논변은 비판철학이 전개될수록 더욱 구체화, 정

교화되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그는 『실천이성비판』의 「대상론」에서

는 희미하게 흔적만 보여주었을 뿐이지만, 「동기론」에서는 도덕 감정을

통해 실천적 실재성을 확보하였고, 「변증학」에서는 최고선을 통해 예지

계의 원인성과 감성계의 결과의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판단력비판』에서는 각 세계의 선험적 원리인 지성의 법칙

과 이성의 법칙이 인간의 인식능력인 판단력과 관계 맺는다는 점을 들어

양 세계의 연결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낸다. 둘째, 칸트의 논변은 점점 더

인간 외부의 요소가 아닌 인간 내부의 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실천이성비판』의 「동기론」에서는 인간 내부의

지성적 감정인 ‘도덕 감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간의 ‘감성’과 ‘지성’에

주목한다. 「변증학」에서는 순수 실천 이성의 이율배반 해소와 관련한

논변에서 인간이 단순히 현상의 인과계열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

이 밝혀진다. 하지만, 종국에는 최고선 실현의 보증 근거로서 신을 요청함

으로써 인간 외부의 요소를 끌어오게 된다. 그러나 『판단력비판』에서는

외부의 요소가 아닌 인간 마음의 힘과 영혼의 능력들을 토대로 논의를 전

개한다.

이 외에도,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매개하려는 칸트의 노력이

과연 두 세계를 구분하면서 출발한 비판철학 초기부터 지녔던 관심사에

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비판철학이 충분히 무르익은 후에야 양 세계의

균열로 인한 문제 상황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려 한 것인지는 별도의 탐구

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연구자가 함부로 평가를 내릴 수 없다. 다만

칸트가 ①「교수취임논문」을 작성할 때부터 이미 두 세계가 균열을 일

으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② 『순수이성비판』의 「순수이

성의 건축술」에서 학문들을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통일된 체계로 구축

하고자 의도하고 있었다는 점, ③『순수이성비판』의 「순수이성의 규

준」에서 도덕 세계가 논의되고 『판단력비판』에서 만개한 목적론적 사

고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것들을 미루어 볼 때, 칸트가 어

떤 접근법을 활용할지 결정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비판철학 초기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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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균열을 봉합해야겠다는 의식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의식을 뒷받침해 줄 반성적 판단력과 그것

의 선험적 원리인 자연의 합목적성은 비판철학이 무르익은 후에야 등장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 생각된다.

이제 다시 논의를 전환하여, 양 세계의 균열을 해소하기 위한 칸트의

노력이 지니는 도덕 교육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최고선’과 ‘합목적성’이 양 세계를 매개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에 대한

보완 논의를 전개하며 그 개념들이 도덕 교육에 주는 함의를 탐색해 보고

자 했다.

첫째, 우리는「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의 논의를 통해 ① 세계 현존재

의 최종목적이 인간이며, 궁극목적은 예지체 인간, 즉 도덕적 존재자로서

의 인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도덕 법칙에 따르는 인간’이 아니라, ‘도덕 법칙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굳이, ‘따르는(nach)’과 아래에 ‘있는(unter)’을 구별

한 이유는 칸트가 애써 구축한 초월적 이념들의 주관적 실재성이 파괴되

고 객관적 실재성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칸트는 이러

한 목적론적 해석이 기계론과 양립 가능하며, 더 나아가 기계론보다 우위

에 있다고 여겼다. 또한 양자를 통합하는 상위의 원리에 대하여 언급하였

다. ② 이후 우리는 칸트의 목적론적 접근이 도덕 교육에 건네주는 메시

지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 내

재된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콜버그의 답변, 그리고

이후 7단계 설정을 통한 대응을 소개한 후, 도덕 발달 이론이 비판에 노

출되어 있으나, 궁극목적과 목적론적 사유를 차용한다면 그에 대해 충분

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① 칸트 목적론에서 감성적 세계에 속한 예지체 인간의 구도와

실천철학에서 최고선이 처한 구도가 모두 예지계의 원인성과 감성계의

결과라는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목적론에서 언급하는 ‘도덕

법칙의 궁극목적’이 『실천이성비판』에서 언급하는 최고선 개념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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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형태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칸트가 목적론에서 ‘도덕 법칙의 궁극목

적’ 개념을 설명하면서 굳이 실천철학의 최고선 개념을 끌어온 이유가 궁

극목적의 이념에 주관적-실천적 실재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② 최고선이 덕과 행복의 결합, 즉 옳음과 좋음의 결합

이라는 데 착안하여, 도덕적 문제 상황과 도덕과 무관한 문제 상황에 대

해 마구잡이로 도덕적 가치 평가를 내리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고선 개념을 고찰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최고선에 대한

교육을 통해 ‘투쟁으로서의 덕’을 넘어,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는 덕’을

함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고선에 대한 교육이 ‘단순한 좋음’

과 ‘도덕적으로 좋음’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종국에는 ‘도덕적

으로 좋음’이야말로 최상위의 좋음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 줄 것이라고

보았다. ③ 도덕 심리학 중 ‘사회 영역 이론’에서 언급하는 도덕적 영역과

사회인습적 영역의 구분이 옳음과 좋음의 구분과 상응하는 구조를 지니

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회인습적 영역과 도덕적 영역이 중첩되는 지

점에서 최고선이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칸트의 비판철학 내에서 분열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매개 과

정에 대한 본 연구의 논의가 밝힌 부분은 여기까지이다. 이상의 논의 과

정에서 도출된 결론들을 종합해 보건대, 연구자는 본 연구가 네 가지 면

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첫째, 두 세계의 분리에 적극적으로 기대어 전개되고 있는 칸트의 실

천철학 내부에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결합하기 위한 노력의 흔

적을 찾아냈다. 행복론과 도덕론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는『실

천이성비판』「분석학」에 등장하는 ‘자연의 범주와 대비되는 자유의 범

주표’, ‘순수한 실천적 판단력의 범형’,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등과 같은

도덕 감정이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라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천이성비판』「변증학」에서 전개된 최고선의 논의가 표면

적으로는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과 관련된 논의로 전개되고 있으나, 그 근

저를 살펴보면 자유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의 결합에 관한 논의로 해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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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궁극목적, 최고선 등에 대한 논의가 도덕 교육과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도덕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 심리학과

또 다른 축인 도덕철학이 접목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려 시도하였다.

넷째,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 사이의 결합을 시도하는 칸트의 논

변이 갈수록 정교화하고 있으며, 인간 내부의 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발

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두 측면에서 후속 연구가 이

루어질 때, 비판철학의 건축술적 체계성이 보다 공고해질 것이라 생각한

다. 우선,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가 접합하는 지점인 ‘초감성적 기체’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미감적 판단력 비

판」에서 다루고 있는 취미판단과 숭고한 것의 판정에 대한 논의에서 우

리는 초감성적 기체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초감성적 기체는 미와 숭고를

통해 비로소 우리가 그 존재를 의식할 수 있게 되는 예지체이기 때문이

다. 칸트의 비판철학 체계 내에서 초감성적 기체는 『판단력비판』에 이

르러서야 비로소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초감성적 기

체는 『순수이성비판』에서는 ‘물자체’라고 언급되며 그것에 대한 의식 가

능성마저 부정된다. 단지 현상계 외의 세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소극적 논변으로 그것의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을 뿐이다.

『실천이성비판』에서는 ‘자유가 감성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초감성적 기체를 의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의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판

단력비판』에서는 판단력과 지성, 판단력과 이성, 지성과 이성 등 인식능

력들의 조화를 통하여 초감성적 기체를 의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초감성적 기체야말로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매개하는 인식존재론

적 기반이자, 궁극목적이 자리하는 곳이다. 향후 초감성적 기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의 균열이 매개

되는 인식론적 근거와 존재론적 근거에 대해 보다 진전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감적 판단력 비판」에서 논의되는 미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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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 자연미, 천재, 도덕성의 상징으로서의 미 등의 개념이 감성적 존재

인 인간이 초감성적 기체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부각되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궁극목적’ 개념이 칸트의

역사철학과 정치철학을 추동해 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 칸트는「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에서 ‘판

단력의 이율배반’과 그 해소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목적론과 기계론의

관계에 대해 나름의 답을 찾았다. 그 답은 유기체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

의 불가능성, 물리적 목적론과 도덕적 목적론, 물리신학과 윤리신학 등으

로 나타난다. 이러한 칸트의 관심은 ‘자연의 기술’로 대표되는 목적론에

대한 조망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조망은 한편으로는 윤리적 공동체를 지

향하는 종교철학으로, 다른 편으로는 공통감을 중시하는 정치철학으로 또

다른 편으로는 도덕적 진보 개념을 중심에 둔 역사철학으로 발전한다. 즉,

목적론은 후기 칸트의 종교철학, 정치철학, 역사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칸트의 목적론에 주목할 때, 그의

실천철학이 분기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아울러 그의 도덕철학과 종교철학, 정치철학, 역사철학의 접점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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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Kant's efforts toward ‘systematic

unity’ of reason are appearing throughout his critical philosophy,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cracks between the world of nature and the

world of freedom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Kant's practical

philosophy and focusing on the mediating argument of the two

worlds appearing in Kant's critical writings. In order to prove this,

this study examines not only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which is

a representative work of Kant's practical philosophy, but also ‘The

canon of pure reason’ in Critique of Pure Reason, which contains

primitive ideas on teleology and reviews ‘Introduction’ of Critique of

the Power of Judgment and ‘First Introduction to the Critiqu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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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of Judgment’ and ‘Methodology of the Teleological Power of

Judgment’, which is an appendix to the ‘Critique of the Teleological

Power of Judgment’. As a result of our review, there are two things

we can find:

First, Kant's argument that mediates the world of nature and the

world of freedom becomes more concrete as the critical philosophy

develops. Although he shows only the possibility of mediation in ‘On

the concept of an object of pure practical reason’ of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practical reality is secured through moral feeling in

‘On the incentives of pure practical reason’. And in the ‘Dialectic of

pure practical reason’, he attempts to explain the specific mechanism

of connection on the cause of intellectual world, and the result of the

sensible world through the highest good. Furthermore, in the Critique

of the Power of Judgment,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worlds is

successfully demonstrated because the law of understanding and the

law of reason, which are the a priori principles of each world, relate

to the power of judgment, which is human faculty of cognition .

Second, Kant's argument is increasingly in the direction of

trusting the power of human beings, not of external factors. In ‘On

the incentives of pure practical reason’ of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Kant pays attention to the human ‘sensibility’ and

‘understanding’ by focusing on the ‘moral feeling’, which is an

intellectual feeling. In ‘Dialectic of pure practical reason’ it reveals

that human beings are not merely subordinate to the causal series of

phenomena through the argument related to critical resolution of the

antinomy of pure practical reason. In the end, however, it draws

external factor of human beings by requesting God as a guarantee of

the highest good realization. However, in Critique of the Power of

Judgment the discussion is based on the power of the huma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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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faculties of the soul, not the external factors.

Kant's efforts to mediate the world of nature and the world of

freedom are focused on securing practical reality, subjective reality,

and subjective validity. Kant never pays attention to theoretical

reality, objective reality, and objective validity. Kant neither seek

theoretical reality over moral feeling, which is the result of the moral

law of intellectual world on the finite human being of world of sense,

nor seek objective reality about the existence of God, which

guarantees that the moral law of intellectual world can result in the

happiness of world of sense. And he does not seek objective validity

of the purpose of nature, which is a priori principles of reflecting

judgment, that mediates the world of nature and the world of

freedom by revealing that ‘nature is purposive for our cognitive

faculties’. Since Kant wanted to find the possibility and grounds for

‘the unity of the world of nature and the world of freedom’ within

the limits of human beings, who are finite rational beings, so that he

sought practical reality, not theoretical reality, subjective reality, not

objective reality, subjective validity, not objective validity, which is

thought to be sufficiently persuasive.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that

the debate about the process of mediating the world of nature and

the world of freedom implies, by pointing out that the concept of

‘highest good’ and ‘purposiveness’ which reach ‘final end’. I pay

attention to two aspects: First, I think Kant's teleological thinking

can help solve the problems of moral psychology represented by

Kohlberg's Moral Development Theory. Second, I believe that

education on the concept of the highest good, which symbolizes the

combination of virtue and happiness, that is, the combination of right

and good, will empower learners to distinguish the moral problem



- 316 -

from the moral irrelevance, and can help deepen understanding of the

‘Social Domain Theory’, which is a field of moral psychology.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four aspects: First, within Kant's

practical philosophy, we have found signs of efforts to combine the

world of nature and the world of freedom. It suggested that the ‘table

of the categories of freedom with respect to the concepts of the good

and evil’, ‘the typic of pure practical judgment’, ‘respect for the law’,

which are in ‘The analytic of pure practical reason’ of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which strictly separates from happiness and

morality, are part of efforts to connect the world of nature with the

world of freedom.

Second, the discussion of the highest good in ‘Dialectic of pure

practical reason’ of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are on the surface

as discussions on the combination of morality and happiness, but the

basis of which, if you look at it, could be interpreted as a discussion

of the combination of the world of freedom and nature.

Third, we tried to find a point where the discussion about final

end and the highest good can be combined with moral education, and

attempted to secure a point where moral psychology, which is one

axis of moral education, and moral philosophy, which is another axis,

could be combined.

Fourth, we find that Kant's argument for the union between the

world of nature and the world of freedom is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evolving to trust the forces of man.

keywords : chasm, practical philosophy, highest good,

reflecting judgment, purposiveness, tel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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