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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주요 특징과 의의에 대한 검

토를 토대로 그의 도덕이론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18세기 영국의 도덕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도덕의 원
천이 이성이 아니라 정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흄이 이 같은 주장을 한 
이유는 이성만으로는 도덕적 선악의 구별과 도덕적 동기부여가 가능하지 
않으며 정서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흄은 이러
한 도덕적 구별과 도덕적 동기부여라는 두 가지 작용이 정서로부터 비롯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작용과 관련된 도덕적 정서가 모두 공감으로부터 비롯한다는 흄의 설명
은 그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흄의 공감을 타인의 정서와 인과관계에 놓인 관
념들을 추론하는 인지적 요소와 더불어 공감적 염려라는 정서적 요소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심리적 기제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공감적 염려를 통
해 도덕적 구별과 도덕적 동기부여라는 두 가지 작용이 모두 설명된다는 
점에서, 이를 도덕적 정서로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공
감적 염려는 편파적으로 발생한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는 이 일반적 관점의 성립이 
반성을 통한 교정에 기초한다고 해석하며, 이를 통해 흄의 공감 기반 도
덕이론에서 도덕이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사회적 존재
로서의 인간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마주하고 함양해나가는 경험적 대상
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공감적 염려와 일반적 관
점이라는 두 가지 특징과 관련하여 제시한다. 먼저 흄의 공감적 염려는 
역할놀이 수업모형을 구성하는 준비단계를 구체화할 조건을 보여준다는 
의의를 갖는다. 다음으로 흄의 일반적 관점은 대인관계적 역량에 관한 현
행 도덕교육적 시각이 학습자의 반성을 통한 교정 가능성을 포괄하지 못
함을 보여준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도덕적 구별, 도덕적 동기, 공감, 공감적 염려, 일반적 관점
학  번: 2019-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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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표

본문에서 데이비드 흄의 저서는 다음과 같이 약기하고, 인용 시 
내주로 괄호 안에 약어와 페이지 수를 함께 표기함.

A Treatise of Human Nature. (1739-1740): T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1751):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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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방법

1. 연구 배경
데이비드 흄(David Hume)의 공감 개념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제기

되었던 한 가지 수수께끼가 존재한다. 그 수수께끼란 흄의 전기 저서인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1739-1740)』와 이후의 저서인『도덕 원리들
에 대한 탐구(1751)』1) 각각에서 공감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는 것이다(Debes, 2007a). 이러한 수수께끼는 셀비-비그(L.A. 
Selby-Bigge)가 흄의 두 저서에서 드러나는 도덕 심리학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특히 그는『논고』
에서 핵심이 되었던 공감이라는 심리적 기제에 관한 이해가『탐구』에서
는 거의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Selby-Bigge, 1975; Vitz, 2004에서 
재인용). 보다 구체적으로, 셀비-비그는『논고』에서는 공감이 유사하거
나 근접할수록 편파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기제를 의미했던 반면,『탐
구』에서는 공감이 인간애(humanity) 등과 같이 비편파적인 도덕적 정
서를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카팔디(Nicholas 
Capaldi)나 롤스(John Rawls), 캠프 스미스(Norman Kemp Smith) 등은 
흄이『탐구』에 이르러『논고』에서 제시되었던 공감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 

그런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흄의 공감에 관한 비일관적 서술의 문
제가 『탐구』와『논고』 사이에서 드러나기 이전에, 『논고』에서도 이

1) 일반적으로『도덕 원리들에 대한 탐구(1751)』는 흄의 후기 저서로, 『인간 본
성에 관한 논고(1740)』는 흄의 전기 저서로 알려져 있다. 이때『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1740)』는 총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 2권은 1739년에, 제3
권은 1740년에 집필되었다. 단 본 논문에서는 해당 저서가 완성된 1740년으로 
집필년도를 통일ㆍ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전자는 『탐구』로, 후자는
『논고』로 표기하고자 한다.

2) Nicholas Capaldi(1975), David Hume: The Newtonian Philosopher, p. 
180-187, John Rawls(2000),『도덕철학사 강의(김은희 역; 2020)』, p. 
170-172, 그리고 Norman Kemp Smith(1966), The Philosophy of David 
Hume, p. 93-94를 참고할 수 있다.



- 2 -

미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논
고』에서 흄은 공감의 원리가 작용하는 과정을, 자비나 연민과 같은 ‘이
타적 성격의 정서’를 산출함과 동시에(Vitz, 2004) ‘도덕적 승인 또는 불
승인의 정서’를 산출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기 때문
이다(Sayer-McCord, 2015; Slote, 2010). 즉 흄은 공감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두 가지 차원의 정서를 산출하는 원리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
는 흄의 공감에 관한 설명이 『논고』 안에서도 서로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흄의 『탐구』와 『논고』에 나타난 공감 개념이 서로 일치
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논고』에 나타난 공감의 작용도 서로 구분된
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흄의 공감 개념을 분석하고 그의 도덕이
론과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일관적 서술의 
문제가『탐구』 이전에 『논고』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
에서는 먼저『논고』를 중심으로 흄의 공감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3)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감을 이타적 성격의 정서 및 도덕적 승인 
또는 불승인의 정서, 나아가 흄의 도덕 이론과 관련지음으로써, 본 연구
는 『논고』 에서뿐만 아니라 『탐구』와 『논고』 사이에 드러나는 흄
의 공감 개념의 비일관적 서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흄은 도덕의 원천이 이성이 아닌 정서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의 도덕이론을 도덕적 정서주의(moral sentimentalism)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흄의 도덕의 원천이 정서라는 주장은 당대의 도덕 합리주의
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 명제로 귀결된다. 
첫째, 도덕적 구별은 이성이 아니라 정서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며(Hume, 
1740: T468-469), 둘째, 오직 이성만으로는 행위의 동기를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Hume, 1740: T413).4) 이때 첫 번째 명제는 곧 도덕적 
3) 지금까지 흄이 공감을 비일관적으로 서술함에 관한 관심은 『논고』와 『탐구』

를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Debes, 2007; Taylor, 2018). 그러나 이는 
『논고』에서의 흄의 공감에 관한 서술이 일관적임을 함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논고』에서의 서술 또한 구분되며, 이처럼 흄의 비일관적인 서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4) 전영갑(2008)은 이러한 흄의 두 가지 명제를 각각 ‘도덕적 구별 논변(the moral 
distinction arguments)’과 ‘동기유발 논변(the motivation arguments)’으로 지칭
하여 구분한다. 김남준(2012)과 권오영(2019)도 이러한 전영갑(2008)의 두 명
제에 대한 구분을 수용한다. 그러나 김남준(2012)은 흄이 전제하는 이성에 대한 
독특한 전제를 근거로 동기유발 논변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하는 반면, 권오영
(2019)은 격렬한 정념과 구분되는 차분한 정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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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에 대한 구별이 도덕적 정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두 번째 명제는 만약 도덕적 행위가 발생한다면 그 행위의 동기는 
오직 이성만이 아니라 정서를 통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흄은 도덕적 정서가 도덕적 구별과 도덕적 동기부여라는 두 가지 차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영갑, 2008: 263). 
이 같은 이해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도덕적 승인 또는 불승인의 정서는 
바로 도덕적 구별의 정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타적 성격의 정서는 도
덕적 동기를 부여하는 정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흄은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도덕적 정서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공통 원리로서 ‘공감’
을 제시한다. 즉,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정서를 산출하는 원리이기도 하
면서(Sayre-McCord, 2015; Slote, 2010), 동시에 이타적 성격의 정서
를 산출하는 원리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Vitz, 2004).

이처럼 서로 다른 작용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차원의 
정서가 공감이라는 공통의 원리로부터 산출된다는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흄의 공감 개념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
구는 흄의 공감 개념이 타인의 정서에 관한 관념이 공감자의 정서로 전
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감의 ‘인지적 요소’와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적 요소’로서의 ‘공감적 염려(empathic concern)’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심리적 기제로 이해되어야 함을 규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적 요소로서의 ‘공감적 염려’가 바로 
도덕적 선악을 구별함과 동시에 도덕적 동기를 부여하도록 작용하는 도
덕적 정서로 이해되어야 함을 밝히고, 이를 통해『논고』에서 드러나는 
공감에 대한 비일관적 서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흄이 제시하고 있는 도덕적 정서로서의 공감적 염려
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함축하는데, 이는 공감이 유사성과 인접성
의 원리에 따라 편파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공감을 통해 산출되
는 정서에 기초한 도덕적 구별이 사회 일반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되는지
(맹주만, 2014; 양선이, 2016) 나아가 공감적 염려로부터 부여된 도덕
적 동기가 사회 일반에 대해서도 친사회적으로 작용하는지 설명되기 위
해서는 공감적 염려 개념의 편파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개념적 수단

있다고 보고 있다. 각 논문이 두 논변을 활용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적어도 흄의 
도덕 합리주의에 대한 반박이 두 논변으로 구분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바, 
본 논문에서도 그러한 구분을 수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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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흄이 제시한 ‘일반적 관점(general 
point of view)’이 바로 그 개념적 수단에 해당하며(Hume, 1740: 
T581), 이를 통해 비편파적인 도덕적 정서의 발생이 가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흄은 이러한 일반적 관점의 도입을 통해 확장된 공감(extensive 
sympathy)이 사회 일반의 차원에서도 도덕적 구별과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평가자 자신이나 친구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복리가 공감을 통해 평가자에게 쾌락을 전달할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Hume, 1740: T577). 즉 일반적 관점에 기초하여 확장된 
공감은 비편파적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정서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원
리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서두에 제시되었던 『탐구』와 『논
고』 사이에 나타난 공감 개념의 비일관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정리하면, 이처럼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도덕적 정서로서의 흄의 공
감적 염려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흄의 공감 개념의 비일관적 서술 문
제가 해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이해를 통해 편파적인 도덕적 정
서로서의 ‘공감적 염려’와 반성을 통한 교정 과정을 거쳐 획득되는 ‘일반
적 관점’이라는 흄의 도덕 이론의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
다. 이 때 일반적 관점의 성립이 교정 과정에 기초한다고 해석한 본 연
구에 따르면,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서 도덕이란 유지와 변화를 반
복하는 일종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로부터 흄의 이론에서 드
러나는 도덕교육에 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이 갖는 도덕교
육적 의의를 각각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주요 특징과 의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흄의 대표 저작인 A Treatise of Human 
Nature(1740)와 한글 번역본인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1: 오성에 관하
여(2012, 제9쇄)』,『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2: 정념에 관하여(2019, 제
5쇄)』,『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3: 도덕에 관하여(2018, 수정판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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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그리고『인간이란 무엇인가(2016, 제2판 제5쇄)』를 주 연구대
상으로 삼았다.5) 

한편 A Treatise of Human Nature(1740)의 경우, 해당 저작을 편
집한 노튼(David Fate Norton)의 저서를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노튼은 
오랫동안 흄 연구자들이 활용하였던 셀비-비그( Selby-Bigge)의 저서
에 추가해야 할 부록의 내용을 보완하고, 편집본에서 수정해야 할 번호 
목록들을 보완하였다고 밝히기 때문이다(Norton, 2004: xi-xii).6) 이외
에 흄의 저작으로 An Enquiry Concerning Principles of Morals(1751)
를 참고하였는데, 해당 저서 또한 노튼의 편집에 기초하여 흄의 저작을 
재편집한 비참(Tom L.Beauchamp)의 저서를 활용하였다.7) 특히 비참은 
특정 구절마다 자신의 견해가 담긴 주석을 달아놓았는데 이 주석으로부
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흄의 도덕이론과 공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여
러 전문 연구서 중에서 노튼(David Fate norton)의 편저 The 
Cambridge Companion to Hume(1993)과 러셀(Paul Russell)의 편저 
The Oxford Handbook of Hume(2016)을 참고하였다. 또한, 흄의 공감
과 도덕이론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슬롯(Michael Slote)
과 비츠(Rico Vitz)의 저서와 논문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이때 슬롯
(2010)은 Moral Sentimentalism을 통해 흄의 공감과 도덕이론을 도덕
적 판단의 측면에서, 비츠(2004; 2016)는 “Sympathy and Benevolence 
in Hume’s Moral Psychology(2004)”와 “The Nature and Functions of 
Sympathy in Hume’s Philosophy(2016)”를 통해 흄의 공감과 도덕이론
을 도덕적 동기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슬
롯은 공감이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함(Slote, 2010: 5)을 보
이고자 하였으며, 비츠는 공감이 도덕적 동기를 산출하는 심리적 기제이
자 동시에 도덕적 동기를 구성하는 정서임(Vitz, 2004: 261)을 보이고
자 하였다는 점에서, 흄의 공감에 대한 두 가지 서술을 이해하고자 한 
5) 현재까지 흄의 저작을 한글 번역한 저서로는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1, 2, 3

(이준호 역)』과 『인간이란 무엇인가(김성숙 역)』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번역본을 모두 비교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6) 단, 노튼은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표기는 셀비-비그의 표기를 따르고 
있으며, 이준호 또한 해당 표기를 따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해당 표기를 
따르되, 출판년도는 1740년으로, 페이지 번호는 수정된 부분에 한하여 주석으로 
추가 표기하였다.

7) 『탐구』의 경우에는 인용 시 비판이 편집한 저서의 페이지 수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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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 
한편, 국내에서도 흄의 도덕이론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이 존

재한다(권오영, 2019; 김남준, 2012; 김용환, 2003; 김은미, 2019; 맹주
만, 2014; 박경일, 2014; 양선이, 2011; 2015; 2016; 이영재, 2014; 전
영갑, 2004; 2008, 최도빈, 2018; 최희봉, 2007;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
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고려된 연구들을 간략히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희봉(2007, 2008)은 흄의 도덕이론의 전반적 특징을 개괄한
다. 다음으로 권오영(2019), 김남준(2012), 전영갑(2004, 2008)은 도덕
적 구별 논변과 동기유발 논변을 중심으로 흄의 도덕이론의 타당성을 검
증한다. 한편 김용환(2003), 김은미(2019), 맹주만(2018), 박경일
(2014), 양선이(2011, 2016), 이영재(2014)는 흄의 공감 개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특히 맹주만(2014)과 김은미
(2019)는 흄의 공감을 통한 도덕적 정서의 보편성 확보가 타당하지 않
다고 비판하는 반면, 양선이(2011, 2016)는 흄은 공감을 두 층위로 구
분함으로써, 공감에 기초한 도덕적 정서의 한계는 관습적 묵계
(convention)8)와 일반적 관점에 기초한 확장된 공감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양선이(2015)와 최도빈(2018)은 흄의 도덕이
론을 덕 윤리로 규정하며, 특히 최도빈(2018)은 흄의 덕 개념이 세 개
의 층위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덕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개인이 
갖는 자연적 덕, 인위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덕,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덕을 내면화한 개인의 품성으로서의 덕이 바로 그것이다(최도빈, 2018: 
65).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최도빈의 덕 층위의 구분이 반성을 통한 
교정에 의해 확립된 일반적 관점의 확립과 내면화의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8) 필자의 견문이 허락하는 한, “convention”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며 
일관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묵계(默契)”란 “말 없는 가운데 서로 뜻이 맞
음”을 의미하며, 이 의미가 흄의 의도와 잘 부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
준호의 번역을 참고하여 “convention”을 “묵계”로 일관되게 번역하였다. 양선이
(2011)는 이를 “관습적 규약”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규정된 규칙체
계로서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타인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언어 및 
정서를 교정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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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과 구성 및 연구 문제

1. 연구 목적과 구성
본 연구는 흄의 공감과 도덕이론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흄

의 도덕이론의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 과정을 통해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이 가진 주
요한 특징과 그 도덕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을 이차적 목적으로 삼고
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전개된다.

II장에서는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 관한 예비적인 고찰을 시행
한다. 이에 먼저 그의 도덕이론이 가진 이론적 배경과 핵심 논변들을 살
펴보고자 한다. 그의 이론은 당대의 도덕이론들에 해당하는 자연법 사
상, 도덕 합리주의, 그리고 심리적 이기주의에 반박한다는 배경을 갖는
다. 이를 통해 흄이 도덕의 원천을 이성이 아닌 정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흄의 주장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두 가지 논변이 존재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논변이란 도덕적 구별 논변과 도덕
적 동기 논변이며, II장에서는 해당 논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
불어 II장에서는 흄의 공감 개념을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는 먼저 흄의 
공감 개념이 ‘empathy’인지 또는 ‘sympathy’인지 규정하고자 하며, 나아
가 그 공감의 작용원리를 통해 흄의 공감 개념이 단지 공감을 통해 산출
되는 정서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심
리적 기제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처럼 흄의 공감 개념을 분석한 뒤, III장에서는 흄의 공감과 두 가
지 도덕적 정서, 즉 도덕적 구별의 정서와 이타적 성격의 정서와의 관계
를 정리한다. 그 정리에 따르면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정서를 산출하는 
원리인 동시에 이타적 성격의 정서를 산출하는 원리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도덕적 정서로서의 공감적 염려를 통
해 도덕적 정서의 두 가지 작용이 모두 설명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
다. 즉 공감적 염려를 통해 도덕적 구별과 도덕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는 것이다. 따라서 흄의 도덕적 구별과 도덕적 동기부여가 공감적 염려
라는 하나의 원천에 의해 수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그의 공감 기반 도덕
이론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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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흄의 도덕적 정서를 공감적 염려로 이해함에 따라 해당 정서
가 갖는 문제점 또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 문제점이란 인상과 
관념의 연합 원리에 기초하는 공감의 작용 때문에 공감적 염려도 편파적
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IV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흄
이 도입한 일반적 관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단, 이 일반적 관점
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문제란 일반적 관점의 
성립이 객관적인 이상적 관망자의 존재를 상정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흄이 애덤 스미스(Adam Smith)처럼 이
상적 관망자의 존재를 상정하기보다는, 반성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자
신의 도덕적 정서를 교정해 나아가는 과정적 개념으로서 일반적 관점의 
성립을 제시하였다고 이해하고자 한다. 

앞의 III장과 IV장의 논의를 통해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이 가진 
주요한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 특징을 각각 도덕적 정서로서의 
공감적 염려와 반성을 통한 교정에 기초하는 일반적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함으로써, 
V장에서는 그 두 가지 특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흄의 도덕 이론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흄의 이론체계 내에서 이해되
는 공감적 염려는 공감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형
식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한편 반성을 통한 교정 과정을 거쳐 
성립하는 일반적 관점의 개념은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
요한 대인관계 역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이에 따라 도덕과 교육과정
에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문제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첫째, 흄의 공감 및 공감적 염려 개념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공감에 기반한 흄의 도덕이론의 한계는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가?

셋째,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도덕교육적 의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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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 관한 예비적 고찰
제2장에서는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 관한 예비적 고찰을 시행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찰을 위해 흄의 도덕이론이 가진 이
론적인 배경과 특징, 그리고 그의 공감 개념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제2장은 흄의 도덕이론이 가진 이론적 
배경과 핵심 논변을 검토하는 제1절과 그의 공감 개념을 분석하고 정리
하는 제2절로 구성된다.

먼저 흄의 도덕이론은 근대의 특정한 도덕 철학적 입장에 관하여 전
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때 흄이 반박하고 있는 특정한 도덕 철학적 
입장은 크게 도덕 합리주의와 심리적 이기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
고 이 입장들에 대한 흄의 전면적인 반박은 그의 도덕이론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논변, 즉 도덕적 구별 논변과 도덕적 동기 논변으로 드러
난다. 이에 제1절에서는 흄의 도덕이론이 가진 이론적 배경과 그의 이론
을 구성하는 핵심 논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흄의 저서에서 드러나는 공감 개념은 
일관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그의 공감 개념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정리
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이때 흄의 공감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감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고 나면, 흄의 공감 개념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지시
하는지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제2절에서는 흄의 공감 개념을 분석하
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먼저 공감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고 그 용
어를 통해 지시되는 흄의 공감 개념을 어떠한 심리적 기제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흄의 도덕이론의 배경과 핵심 논변

1. 흄의 도덕이론의 배경

흄은 도덕적 정서주의(moral sentimentalism)를 정립한 근대의 도덕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9) 흄의 도덕적 정서에 관한 관심은 인간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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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근대 도덕철학의 전반적인 관심으로부터 기인하였다. 근대 도덕
철학의 전반적인 관심은 인간의 도덕성이 더 이상 인간 외부의 권위 있
는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능력을 원천으로 도덕체계를 구
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데에 있었다(최희봉, 2007: 68). 이에 
흄은 근대 도덕철학의 세 가지 이론에 맞서, 도덕감 이론을 주장하였던 
허치슨(Francis Hutcheson)의 입장을 수용하여 자신의 도덕 이론을 발
전시켰는데(양선이, 2016: 306), 그 세 가지 이론이란 각각 자연법 이론
(Natural Law Theory), 합리주의(Rationalism), 그리고 심리적 이기주의
(Psychological Egoism)이다(Beauchamp, 2004; 최희봉, 2007). 

먼저 자연법 이론가로 대표되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도덕
적 권리와 의무 등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사회적 체제를 통해 실현된 
것이며, 따라서 이렇게 구현된 사회 체제 내의 도덕적 구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홍기원, 2007). 그러나 그는 도덕적 본성을 통해 구현된 사
회 체제라는 결과가 동시에 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필연적 결과임을 정당
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도덕체계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산물이라
고 설명한 흄과 대립하였다(Beauchamp, 2004: 18). 즉 흄은 사회의 도
덕체계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 기원한다는 그로티우스의 설명을 수용
하면서도(Hume, 1751: EM172), 그의 신의 권위에 의존한 설명을 지우
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도덕을 철저하게 경험적 사실에 근거
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험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도 이해할 수 있다(전영갑, 2004; 김다솜, 2018; 최도빈, 2018; 권오영, 
2019).

다음으로 커드워스(Ralph Cudworth), 클라크(Samuel Clarke) 등으
로 대표되는 영국의 도덕 합리주의자들은 감정을 도덕에 있어 위험한 것
으로 여기면서 이성이 도덕의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도
덕적 인식, 즉 덕과 악덕의 구별은 초월적인 불변의 관계에 기초하며, 
모든 이성적 존재들은 이성을 사용함으로써만 도덕적 의무를 인식할 수 
있다(Mackie, 1980; 최희봉, 2007). 즉 이들은 도덕적 속성의 실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도덕적 속성이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된다고 주장하

9) 대표적으로 아네트 C.바이어, 조너선 하이트, 마이클 슬롯 등은 흄이 도덕적 정
서주의를 주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바이어는 A Progress of Sentiments 
(1991)에, 슬롯은 Moral Sentimentalism (2010)에, 하이트는『바른 마음』
(2014)에 해당 내용을 직접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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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전영갑(2008)은 이러한 영국의 도덕 합리주의자들의 논지를 다음
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도덕적 구별은 수학적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성
을 통해 선험적으로 자명하게 인식된다. 둘째, 이성은 사실의 적합성과 
부적합성을 파악하는 수학적 진리와 같은 방식으로 도덕을 인식하며, 따
라서 덕은 이성에 부합하는 것이고 악덕은 이성에 상반되는 것이다. 셋
째, 도덕의 기준은 진리와의 일치 여부이며, 따라서 이성은 도덕적 구별
을 자명하게 파악하고 그와 일치하게 행위하도록 만든다.10) 그러나 흄
은 이러한 합리주의자들의 세 개의 논지를 직접 반박하면서 오직 이성만
으로는 그 어떤 행위의 동기도 부여될 수 없으며(Hume, 1740: 
T413-418), 도덕적 구별은 이성이 아닌 정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
장하였다(Hume, 1740: T460-461). 이때 오직 이성만으로는 행위의 동
기가 부여되기 어렵다는 흄의 주장은, 그가 도덕은 언제나 실천되어야 
한다(Hume, 1740: T457)고 말한 바와 더불어 고려될 때, 흄이 도덕의 
원천은 행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
다(Mackie, 1980: 54). 흄의 유명한 주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Hume, 1740: T415)”는 문장
도 이와 같은 도덕 합리주의에 대한 흄의 반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이기주의자로 대표되는 홉스(Thomas Hobbes)는 
개인이 욕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에게 선(善)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간
의 모든 행위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동기를 통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맨더빌(Bernard Mandeville)은 홉스의 심리적 이기
주의를 수용하여 도덕에 관한 이기주의의 설명 체계를 옹호하였다. 특히 
맨더빌은 개인의 이기적 동기가 정치인에 의해 사회의 공적 이익에 일치
하도록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Mandeville, 1714: 264), 사회 공
익 증진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이타적 동기의 실재성을 배제하였다. 즉 
맨더빌은 개인들의 이기적인 동기가 오히려 사회의 공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흄은 이러한 맨더빌의 주장이 경
험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Hume, 1751: EM106), 심리적 이
기주의 이론에 반대하였다. 특히 흄은 만약 인간에게 자기 이익과는 무
10) 전영갑(2008)에 따르면, 이러한 세 개의 논지는 각각 커드워스, 클라크, 월라스

톤의 핵심 주장을 각각 요약하여 구성한 것이다. 본문에서 전영갑(2008)은 이를 
네 개의 논지로 구성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의미상 세 개로 압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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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공적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치가도 사회의 공적 이익에 일치하도록 개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맨더빌의 주장을 반박하였다(Hume, 1740: T578). 즉 
흄은 덕과 악덕을 구별하는 도덕적 언어의 사용이 인간에게 사회의 공익
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라고 설명한다(최희봉, 
2007: 86). 이는 흄이 인간에게 적어도 자기 이익이 아닌 사회의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가 실재함을 인정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근대 도덕철학의 세 가지 이론에 대한 흄의 반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는 자연법 이론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자연법 이
론은 경험하기 어려운 인간 외부의 초월적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흄은 합리주의를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합리주의는 도덕성의 
원천이 이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오직 이성만으로는 행위의 동기를 부여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도덕적 구별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
으로 흄은 심리적 이기주의를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심리적 이기주의, 
특히 맨더빌의 이기적 개인과 사회의 공익 증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도덕적 언어의 경험적 사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대 도덕철학에 대한 이 같은 흄의 반박은 그의 도덕이론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개별 논증들을 보여주는 그의 저
술들을 통해 드러나는 흄의 도덕이론이, 다른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철학
적 입장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갖기 때문이다(최희봉, 2008: 32). 
이에 상술한 합리주의와 심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흄의 반박을 고려함으
로써, 흄의 도덕 이론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 세 
가지 특징이란 첫째, 도덕적 구별은 이성이 아니라 정서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둘째, 오직 이성만으로는 행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다. 그리고 셋째, 이타적 성격의 동기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은 흄의 도덕 합리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세 번째 
특징은 심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도덕 합리주의에 대한 반박으로서의 흄의 도덕이론의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의 핵심 논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특징에 대하여 흄은 도덕이 사실의 적합성과 부적합성과 같이 
명증성이 인정되는 불변의 척도에 따르는 것이며, 따라서 덕이 이성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합리주의의 주장을 거부한다.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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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명증적인 관계는 추상적인 관념 간의 관계여야 하는데, 그러한 관
계 자체만으로는 도덕적 구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11) 이에 흄은 
도덕적 구별이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면
서(Hume, 1740: T470) 도덕적 구별이 도덕적 정서에서 비롯됨을 밝히
고자 한다. 이때 흄이 제시하는 도덕적 구별의 원천으로서의 도덕적 정
서란, 다름 아닌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특정한 성격의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다(Hume, 1740: T471; T574). 즉 흄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타
인의 성격이나 성질은 유덕하며 고통을 주는 것은 부덕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도덕적 정서란 타인의 성격이나 성질을 보고 생겨나는 긍정적
인 승인의 감정 또는 부정적인 불승인의 감정이며(Hume, 1740: T471), 
도덕적 구별은 이 감정에 따라 내리는 일종의 도덕적 판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에 대하여, 흄은 합리주의자들의 이성에 대한 
전제로부터 오직 이성만으로는 행위의 동기가 유발될 수 없음을 보이고
자 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성은 수학적 원리와 같이 관념 간의 추상적인 
관계를 추론해내거나, 사실 간의 개연적 관계를 추론하는 두 가지 능력
이다. 그러나 전자의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판단을 지배할 뿐, 행동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Hume, 1740: T414). 그리고 후자의 능력만
으로는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요인들의 연관 관계를 밝힐 뿐, 
행위의 동기와 관련된 어떤 의욕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Hume, 1740: 
T414). 이때 오직 이성만으로 행위 동기가 유발될 수 없다는 두 번째 
명제에 관한 흄의 이론적 특징을 그의 도덕이론과 관련지어 볼 때, 흄은 
도덕적 행위를 산출하는 동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시 도덕적 차
원의 정서적 요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마지막으로 흄의 심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반박을 고려할 때, 
흄은 도덕적 행위를 산출하는 도덕적 동기로서 이타적 성격의 동기가 존
재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인간의 모든 행
11) 흄의 이러한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비유가 흄의 오크나무 사례의 비유

(Hume, 1740: T467)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악덕한 행위 중 하나로 손꼽히는 
‘존속살인’의 관계가 오크나무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흄은 도덕적 구별이 관념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흄의 도덕적 판단 또는 평가의 대상이 단지 현상에서 드러나는 
행위 유형(phenotype)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논고』제
3권 제2부 제1절에서 흄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흄은 도덕적 판단 또는 평가의 
대상이 행동을 산출한 ‘동기’라고 보고 있다(Hume, 1740: T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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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자기애(self-love)를 비롯한 이기적 동기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
하는 심리적 이기주의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것은(Hume, 1751: 
EM105), 적어도 인간의 어떤 행위가 비이기적인 동기로 인해 발생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기 이익만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이타적 성격의 동기가 미리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회의 공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가 어렵기 때문이다.12) 나아가 『논고』 제3권 제2부에서 ‘덕에 대한 존
중’과 구분되는 자연적인 도덕적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는 흄의 논변을 
고려하면(Hume, 1740: T478), 흄은 도덕적 동기를 단지 덕목이라는 이
유로 지키고자 하는 동기 즉, 의무감과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흄의 도덕이론의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해보면, 흄은 1) 도덕
적 구별이 이성이 아닌 정서로부터 비롯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2) 도
덕적 행위를 산출하는 도덕적 동기가 필요하며 다시 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정서적 요인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흄의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이 각각 담긴 두 가지 핵심 논변이 구성
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이를 각각 ‘도덕적 구별 논변’과 ‘도덕적 동
기 논변’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13) 

2. 도덕적 구별 논변
먼저 흄이 제시한 ‘도덕적 구별 논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흄은 

당대의 합리주의자들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강조를 거부하고 도덕적 구
별이 이성이 아닌 정서로부터 비롯함을 밝히고자 하였다(Mackie, 1980; 
전영갑, 2008; Slote, 2010). 『논고』 제3권 제1부 제1절과 제2절에서
는 이와 같은 흄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각 절의 제목도 이를 명시
적으로 드러내고 있다.14) 먼저 제1절에서 흄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 
12) 단,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와 이타적 성격의 동기가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회 공익을 추구하는 동기
는 인위적인 덕 체계가 세워진 이후에 성립 가능하며, 이는 자연적 덕의 원천인 
이타적 성격의 동기와는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덕적 구별 논변과 동기유발 논변의 구분은 전영갑
(2008)의 구분을 따른다. 이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김남준(2012)과 권오영
(2019)을 참고할 수 있다. 단 ‘도덕적 동기 논변’은 전영갑(2008)이 구분한 동기 
논변에 비츠(2016)의 논문을 참고한 필자의 견해를 덧붙여 구성하였다.

14) 제3권 제1부 제1절의 제목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은 이성이 아니다(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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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Hume, 1740: T455). 이에 흄은 다음
과 같은 질문으로 던지면서 자신의 논변을 전개해 나간다.

우리가 덕과 부덕을 구별하고 어떤 행동을 칭찬할 만하다거나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정할 때, 이 근거는 인상인가 아니면 관념인가? (Hume, 1740: 
T456)

흄의 이와 같은 질문이 이성이 도덕적 구별의 원천일 수 없음을 주
장하는 논변의 시작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문에서 활용되는 인
상(impression)과 관념(idea)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다. 

흄은 인간의 모든 정신 지각이 인상과 관념으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Hume, 1740: T1). 이때 인상은 강한 힘과 생동성(force and vivacity)
을 지니고 인간 정신에 새겨지는 생생한 상인 반면, 관념은 그 인상의 
힘과 생동성이 약화한 상태로 정신에 표상되는 것이다(Hume, 1740: 
T1). 예컨대 밤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서울의 밤거리를 보게 되었다
고 가정해보자. 건물의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이고 수많은 자동차의 헤드
라이트가 반짝이며 이루는 불빛의 행렬이 보일 것이다. 한강을 지나면서 
그 빛들은 강가의 수면에 비칠 것이며 서울은 마치 별빛으로 가득한 도
시의 느낌을 선사할 것이다. 이처럼 생동감 넘치는 서울의 밤거리를 지
각할 때 인간 정신에 새겨지는 상이 바로 인상이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까 봤었던 서울의 밤거리를 떠올렸을 때, 생동감이 약화되고 세부적인 
정확도가 떨어진 머릿속의 이미지가 바로 관념이다. 즉, 모든 관념은 이
에 대응하는 인상의 재현이다(Hume, 1740: T3). 흄은 인상과 관념의 
관계를 이처럼 인간 정신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 해당하는 단순 
인상과 단순 관념으로부터 규정한다. ‘단순(simple)’이라는 단어가 시사
하는 것처럼 흄은 인간의 정신 활동에는 단순 인상과 단순 관념보다는 
더 복합적인 성격의 인상과 관념이 주로 활용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인상과 관념의 체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시한다.

우선 흄은 인상을 근원적 인상(또는 감각적 인상)과 반성적 인상(또
는 2차적 인상)으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전자의 근원적 인상은 그 어

distinctions not derived from reason)”이며, 제2절의 제목은 “도덕감에서 유래된 
도덕적 구별(Moral distinctions derived from a moral sense)”이다. 그는 제1절
에서는 합리주의자들의 이성적 능력에 기초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며, 제2절에
서는 정서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구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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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지각도 선행하지 않고 신체 기관 등이 직접 인식하는 인상을 의미한
다. 반면, 후자의 반성적 인상은 선행하는 인상에 대하여 또는 그 인상
의 관념이 개입함으로써 유래한다(Hume, 1740: T7). 예컨대 근원적 인
상에는 감각이나 신체적 쾌고 등이 속하는 반면, 반성적 인상에는 욕구
나 혐오 등과 같은 정념 등이 속한다(Hume, 1740: T275-276)15). 

다음으로 관념은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으로 구분된다. 이때 복합 
관념이란 단순 관념들의 연합 작용16)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로서 흄은 
이러한 복합 관념들의 관계를 추론하여 관념 간의 관계가 유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Hume, 1740: T14-15). 이에 확실하게 논증될 수 있는 
총 네 가지의 명증적인 관계가 드러나는데, 그 각각을 유사 관계, 반대 
관계, 성질의 정도, 양이나 수 따위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17) 

이때 관념이 그에 대응하는 인상 또는 관념을 표상한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흄은 인간의 이성 능력을 이처럼 표상한 관념들 또는 표상한 
관념과 실제 인상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한다.18) 그리
고 흄의 이성에 대한 이 같은 규정은 다음의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이성은 참이나 거짓 따위를 발견하는 직능이다. 그런데 참이나 거짓은 관
념들의 실제 관계 또는 실제 존재와 사실 따위에 대한 일치와 불일치에 달
려 있다(Hume, 1740: T458).

15) 반성적 인상은 다시 차분한 정념과 격렬한 정념, 간접 정념과 직접 정념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권오영(2019)의 구분을 참고할 수 있다. 현
재로서는 반성적 인상도 근원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의 판별 여부가 불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16) 흄은 관념을 연합하는 원리로서 유사성, 인과성, 인접성을 제시한다. 각각의 원
리의 작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Stroud(1977), 최희봉(2004), Waxman(201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7) 흄이 연합을 통해 유형화될 수 있다고 본 관념 간의 관계는 본래 총 7가지이다. 
그러나 상술한 네 가지 유형의 관계 이외에 세 가지(항구적 동일관계, 시공 관
계, 인과관계)는 그 관계가 필연적이기보다 개연적이라는 점에서, 흄은 도덕적 
구별이 명증적인 불변의 척도에서 비롯한다는 합리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
해 위의 네 가지 관계를 활용한다(Hume, 1740: T464).

18) 전자는 관계에 대한 추론적 지식을 얻는 논증적 이성으로, 후자는 현실 세계에
의 사실적 지식을 얻는 귀납적 이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성의 두 가지 능력에 
대한 구분은 『탐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Hume, 1751: EM158). 전영갑
(2008)은 이를 논증적 이성과 귀납적 이성으로 구분하는 반면, 스트라우드
(1977)와 맥키(1980)는 이를 논증적(demonstrative) 이성과 개연적(probable) 
이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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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절에 따르면 흄은 이성을 관념 간의 관계를 추론하거나 관념
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 이성일 수 없음을 보이기 위해 흄은 1) 도덕이 관념 간
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2) 사실의 발견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흄의 이러한 두 가지 지적 중 1)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이
성을 강조한 합리주의자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볼 수 있다: 첫
째, 이성을 통해 밝혀낼 수 있는 명증적인 불변의 척도에 적합한지에 따
라 덕과 부덕이 결정된다. 둘째, 그러한 불변의 척도는 모든 이성적 존
재에게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한다(Hume, 1740: T457). 흄은 이러
한 합리주의자들의 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선악이 명증성이 
인정될 수 있는 네 가지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유사ㆍ
반대ㆍ성질의 정도ㆍ양이나 수 따위의 비율과 같은 관계는 단지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대상에도 적용되므로 그 관계 자체가 도덕
적 선악을 내포한다고 보긴 어렵다. 이에 더하여 흄은 도덕적 선악이 반
드시 정신의 내부작용과 외부대상 간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
시한다. 도덕적 구별은 정신의 내적작용이며 외부대상을 마주한 상황에
서 유래하기 때문이다(Hume, 1740: T464).19) 그리고 이로부터 두 번
째 조건이 파생되는데, 이는 첫 번째 조건에서 언급된 관계의 효과가 필
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동일하다고 상정되
는 불변의 척도는 동시에 이성적 존재에의 의지가 그 척도에 부합하도록 
하여 그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Hume, 1740: 
T465). 그러나 합리주의자들의 주장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흄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명한다(Hume, 
1740: T466). 

이처럼 도덕적 구별이 관계를 추론하는 이성적 능력으로부터 비롯하
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흄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19) 흄은 도덕적 선악이 인간의 정신에만 있다거나, 또는 외부 상황에만 있다는 주
장을 거부하고, 인간의 정신과 외부 상황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
다. 정신의 내적작용에만 있을 경우 인간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외부상황에만 있을 경우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조차 도덕적 선
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Hume, 1740: T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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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간 이외의 다른 대상에서도 동일한 관계를 찾아내고 나아가 이 
관계에 더불어 생기는 죄나 부정의 개념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
다면, 이 물음에는 첫 번째 물음과는 상반되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중
략) 오크나무나 느릅나무처럼 생명이 없든 대상을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가
정해보자. 즉 이 나무는 자신의 씨앗을 떨어뜨려 자신의 곁에서 묘목이 움
트게 하는데, 이 묘목이 점점 자라서 마침내 어미나무를 시들게 했다고 가
정하자. 그러면 묻겠다. 존속살인이나 배은망덕 따위에서 발견되는 관계가 
이 사례에는 없는 것일까? (Hume, 1740: T467)

위의 사례를 통해 흄은 존속살인이나 배은망덕과 같이 보편적으로 
죄악으로 여겨지는 행동에 대한 지각이 동일한 관계를 가진 오크나무에
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즉 특정한 도덕적 행위 유형이 함축하
는 관계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도덕적 선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 나아가 흄은 인간과 나무라는 각 사례가 행위 유형이 드러나는 관계
는 동일하지만, 그 행위가 산출되는 원인20)이 다르다는 점에 근거하여 
동일한 관계가 그 자체로는 그 어떤 도덕적 책임이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는 않는다고 지적한다(Hume, 1740: T468). 즉 오크나무의 사례를 통해 
흄은 합리주의자들이 충족시켜야 할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기 어려
움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2)에 대하여, 흄은 이성을 통해 발견되는 그 어떤 사실에
서도 도덕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지적함으로써 도덕이 이성의 대상이 아
님을 보이고자 힌다(Hume, 1740: T468). 이와 같은 지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바로 ‘고의적인 살인’ 사례이다: 

부덕하다고 인정된 행동, 이를테면 고의적인 살인을 예로 들어보자. (중
략) 당신이 그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든 간에, 당신이 발견할 수 있
는 것은 오직 특정한 정서와 동기, 그리고 의욕과 사유뿐이다. 이 경우에 
그 밖의 어떤 사실도 없다. (중략) 당신이 자신의 가슴으로 (이 행동을) 되
새기며 이 행동에 대해 당신에게 발생하는 거부의 정서를 발견할 때까지, 
당신은 결코 이 부덕을 발견할 수 없다. 여기에 바로 부덕의 사실이 있지
만, 이 사실은 느낌의 대상이지 이성의 대상은 아니다(Hume, 1740: 
T468-469).

20) 흄은 인간의 행동 원인은 의지이며, 오크나무의 행동 원인은 자연법칙이라고 제
시하고 있다(Hume, 1740; T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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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를 통해 흄은 실제로 악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사실은 오직 일종의 정념들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러
한 정념의 발견은 이성의 추론이 아니라 느낌으로써 확인된다는 것이다. 
도덕이 사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흄의 주장은 그의 후기 저작인 『탐
구』에서도 유지된다. 그는 우리가 범죄라고 부르는 현상에서 어떤 사실
을 발견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범죄는 개별적인 사실로부
터 발생하기보다는 해당 상황을 바라보는 관찰자(spectator)가 비난하고
자 하는 정서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한다(Hume, 1740: EM158). 따라서 
어떤 행위나 성격에 대해 악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나 성격
에 대하여 부정적인 거부의 정서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영갑, 
2008: 260). 

 상술한 바와 같이, 도덕적 구별이 이성에서 비롯하지 않는다면 다
른 원리인 정서에 근원을 두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흄은 합리주의
를 비판함으로써 도덕적 구별이 이성이 아닌 내적인 정서의 작용으로 드
러남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덕과 부덕은 이성만으로는 발견될 수 없고 
덕과 부덕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정서를 통해서만 구별된다는 것이다
(Hume, 1740: T470). 그러므로 흄은 그러한 인상이나 정서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해당 인상들을 구별하는 것은 특정한 고통이나 쾌락이라고 
설명한다. 즉 도덕적 구별의 원리는 어떤 성격을 보고 만족감이나 거북
함을 느끼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Hume, 
1740: T471). 이로부터 도덕적 구별의 핵심 원리가 추론되는데, 그 원
리란 도덕적 구별은 특정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정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 

3. 도덕적 동기 논변

앞서 살펴본 도덕적 구별 논변과 더불어, 흄이 이성이 도덕의 원천
일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논변 중 하나가 바로 동기 논변(motivation 
argument)이다. 흄은 동기 논변을 통해 첫째, 오직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위의 동기도 부여될 수 없으며, 둘째, 이성은 정서와 상반되도록 의지
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Hume, 1740: T413). 이 중 



- 20 -

첫 번째 명제에 대하여 흄은 도덕적 구별 논변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
지 이성 능력 즉, 논증적 이성과 개연적 이성만으로는 행위의 동기를 유
발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전영갑, 
2008; 김남준, 2012). 

먼저 논증적 이성만으로 행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논증적 이성은 관념 간의 확실하고 명증적인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이다. 반면 행위는 현실 세계에서 작용하며, 따라서 이 행위의 동기 
또한 현실의 세계에 존재하며 작용해야 한다. 그런데 논증적 이성이 활
동하는 관념의 세계와 동기가 작용하는 현실의 세계는 거리가 아주 멀다
(Hume, 1740: T413). 따라서 흄은 논증적 이성에 의한 추론은 인과관
계 등에 관한 판단을 제공할 뿐이며 우리의 어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논증한다. 다음으로 개연적 이성만으로 행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는 흄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개연적 이성은 경험을 통해 인식한 
사실로서의 대상 간의 귀납적인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이다. 즉 어떤 대
상으로부터 고통이나 쾌락을 경험하고 나면 그에 부합하는 혐오나 욕구
의 정념을 느끼게 되는데, 개연적 이성은 그러한 경험에서 대상과 쾌고 
등의 정념이 맺고 있는 인과관계를 추론한다는 것이다(Hume, 1740: 
T414). 개연적 이성의 작용을 이처럼 사실적 대상 간의 관계를 추론하
고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함에 따라, 흄은 이러한 관계를 발견하는 것만
으로는 동기를 부여할 만한 정념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물을 마시면 갈증이 풀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물을 마시도록 할 동기
가 부여되지 못하며, 갈증을 풀고 싶다는 특정한 욕구가 전제되어야 한
다. 즉 개연적 이성은 대상들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야기된 대상에 대한 혐오나 욕구와 같은 정서적 반
응이 행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Hume, 1740: T414). 

이처럼 논증적 이성과 개연적 이성을 바탕으로 구성된 논증을 제시
함으로써, 흄은 첫 번째 명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명제도 이에 기초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긴다(전영갑, 2008: 254). 이성이 정서와 상반되
도록 의지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성만으로도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성이 의욕을 막을 영향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Hume, 1740: T415). 예컨대 야식에 관한 욕구로서
의 정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볼 때, 야식이 과체중의 원인이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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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 정념을 억제하거나 막기에 부족하며, 적
정 체중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그러한 정념에 반대로 작용해야만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전영갑, 2008: 254). 즉 이성은 행위의 동기를 부여할 
만한 근원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행위에 있어 정념과 같은 
수준의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Hume, 1740: T415). 
“이성이 정념의 노예이며, 오직 정념에 봉사할 수 있을 뿐(Hume, 1740: 
T415)”이라는 흄의 폭탄선언은, 이처럼 이성만으로는 행위에 그 어떤 
동기 부여적 영향도 갖지 못한다고 본 맥락에 따라 나타났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전영갑, 2008; 김남준, 2012).21) 

단, 이러한 흄의 선언이 이성이 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다는 주장을 함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가 동기 논변
과 노예의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이성 하나만으로는 
행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정념을 지배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전영갑, 2008: 255). 즉 흄은 이성의 영향을 
온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가 이성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에 대해 검토했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Hume, 1740: 
T459). 그 가능성이란 이성이 어떤 정념과 연관된 대상의 존재와 그 대
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정념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
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그의 생각을 이해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거리를 좀 두고 과일을 보며 실제로 맛이 없는 과일을 
오해 때문에 맛있고 향긋한 것으로 상상한다. 여기에 한 가지 실수가 있다. 
나는 이 과일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택했는데, 이 방법은 내 목적에 어울
리지 않았다. 여기에 두 번째 실수가 있다. (Hume, 1740: T460).

해당 사례에서 흄은 인간의 행위가 산출되는 과정에서 개연적 이성
이 개입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한다. 하나는 인식한 대상으로서

21) 하이트(Jonathan Haidt)는 이와 같은 이성과 정념의 관계를 코끼리 기수와 코끼
리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한다. 코끼리 기수는 코끼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을 막거나 크게 방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비유는 행동 산출에서의 이성의 
제한적 작용을 잘 표현한다. 단, 하이트는 이 비유를 이성과 정념보다는 이성과 
직관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관과 정념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분석 
및 구분이 선행하기 이전에는 하이트의 이 비유를 흄의 선언에 곧바로 적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Jonathan Haidt(2012), 『바른 마음』, 1부 
3장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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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일이 만족스러운 특성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즉 특정 과
일에 대한 만족스러운 경험은 개연적 이성이 그 과일을 맛있음이나 향긋
함 등과 연결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과일을 먹고자 하
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고려하는 경우이다.22) 즉 과일을 섭취하고
자 하는 목적은 개연적 이성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을 강
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연적 이성은 특정 목적에 부합
하는 수단을 제시하는 형태로 개입할 수는 있지만, 특정 목적을 설정하
는 데에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흄의 심리학적 체계 안에서 행위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흄
의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할 계기를 제공한다. 스미
스(Michael Smith)는 흄의 동기부여에 관한 논변을 ‘흄의 동기부여 이
론(the Humean theory of motivation)’이라고 부르면서, 신념(belief)과 
욕구(desire)의 두 가지 요인의 동기부여 가능성을 검토한다(Smith, 
1994: 92). 그리고 그는 행위자가 동기 부여적 이유(motivating reason)
를 갖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한 목적
론적 관점에 따라 동기의 원천은 목적을 달성하길 바라는 행위자의 적절
한 욕구라고 주장한다(Smith, 1994: 116).

이때 동기 부여적 이유란 규범적 이유(normative reason)와 구분되
는 개념으로, 그 이유를 갖게 된 행위자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Smith, 1994: 96). 스미스는 우드(Michael Woods)의 두 가지 이유에 
관한 구분을 수용하면서 행위자가 행위의 규범적 이유를 갖는 경우와 동
기 부여적 이유를 갖는 경우를 구분한다. 전자의 경우에 행위자는 그러
한 행위를 해야 하는 규범적 정당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따라서 규범적 
이유란 그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요구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 행위자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유
에 관한 설명(explanation)을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기 부여적 이
유란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행위자의 심리상
22) 위의 사례는 흄이 이성을 통해 내리는 판단이 도덕적 구별에 해당하지 않는 이

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사례이기도 하다. 해당 사례를 통해 흄은 이성적 판
단의 합리성도 도덕적 구별의 기준으로는 부적절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위의 두 
가지 실수를 부덕하고 죄를 지은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
서는 해당 사례가 이성의 행동 산출에의 개입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인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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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Smith, 1994: 95-96). 이에 따르면 흄
의 동기부여 이론은 행위의 동기를 부여하는 행위자의 내적 심리상태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 행위를 설명하는 적절한 내적 심리상태의 후보로서 
스미스는 신념과 욕구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동기 부여적 이
유는 신념이 아닌 욕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스미스가 동기 부여적 이유가 욕구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신념과 욕구가 각각 세계와 어떠한 방향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기인
한다(김남준, 2012: 56). 신념은 참을 지향하며, 어떤 참인 신념은 그 
신념이 세계에 잘 부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념은 세계에 부합하기 
위해 변화할 수 있다. 반면 욕구는 현실화를 지향하며, 어떤 욕구가 실
현된다는 것은 세계가 그 욕구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욕구는 세
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행위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규범적 이유는 신념이며, 행위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자 하는 동기 부여적 이유는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Smith, 1994: 
111-112). 

한편, 동기 부여적 이유가 욕구가 아닌 신념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면, 스미스는 이러한 주장이 욕구에 대한 현상학적 관점을 전제하기 때
문이라고 지적한다(Smith, 1994: 105). 욕구에 대한 현상학적 관점이란 
욕구를 욕구에 수반되는 현상적인 느낌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그러한 
관점에 따르면 느낌으로서의 욕구는 명제적 내용을 가질 수 없으며, 따
라서 이는 특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구성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인간의 욕구가 항상 그러한 현상적 느낌을 수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부모의 자식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장기적인 욕구 등은 항상 어떤 느낌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스미스는 욕구를 현상학적 개념으로 보는 관점을 부정하고 욕구를 
경향적 개념(dispositional conception)으로 이해함으로써 욕구가 명제적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즉 스미스는 “~하기를 원한다(욕구한
다)”고 서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욕구의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 이상 
동기 부여적 이유가 욕구로 이해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Smith, 1994: 
104-111). 같은 맥락에서 루헨(Mark van Roojen)은 만약 흄의 동기부
여 이론을 수용한다면, 신념(belief)이 동기 부여적 힘을 갖기는 어렵다
는 흄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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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흄의 동기부여 논변은 신념의 영향
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함축하기 때문이다(Roojen, 2015: 67). 이와 같
은 지적에 따르면, 이성만으로는 행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보는 
흄의 동기 논변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신념 이외의 요인을 필요로 하
게 된다. 즉 흄의 동기 논변은 신념이 아닌, 동기를 부여하는 다른 요인
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이다(Roojen, 2015: 66).

정리해보면 흄의 동기 논변은 특정한 행위를 설명하는 일종의 욕구
와 같은 정념을 전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 논변의 
결론만으로는 이성이 도덕의 원천일 수 없다는 흄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성 홀로는 도덕의 원천일 수 없다
는 흄의 주장을 고려할 때, “도덕적” 행위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특정 
욕구나 정념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도덕적 동기
를 부여하는 욕구 등의 정념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도덕적 동기를 구성하는 특정한 욕구나 정념이 제시되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흄이 규정하는 도덕적 동기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흄은 도덕적 동기와 ‘의무감’을 구분한다.『논고』제3권 제2부에서 
흄은 덕목이 단지 덕목이라는 이유로 이를 지키고자 하는 동기, 즉, 덕
에 대한 의무감은 도덕적 동기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Hume, 1740: 
T478). 

이 원리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어떤 행동에 가치를 부여
하는 최초의 유덕한 동기는 결코 그 행동의 덕에 대한 존중일 수 없고, 그 
밖의 어떤 자연적 동기나 원리여야 한다. 그 행동의 덕을 단순히 존중하는 
것이 그 행동을 산출해서 유덕하도록 만드는 최초의 동기일 것이라는 가정
은 순환적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유덕하다고 존중하기 이전에 그 행동은 
반드시 실제로 유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덕은 반드시 유덕한 어떤 동기에
서 유래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덕한 동기는 그 행동의 유덕함을 존중하
는 것과 다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존중할 수 있기에 앞서, 그 행동은 반
드시 유덕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유덕한 동기는 우리가 그 동기를 존중하
는 것보다 앞서 존재해야 한다(Hume, 1740: T478).

위의 구절은 흄이 덕에 대한 존중, 즉 의무감을 어떠한 행동이 유덕
하다고 평가하는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도덕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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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위적인 덕 체계 내에서 어떠한 행동의 유덕
함을 존중하는 의무감에 앞서 자연적인 도덕적 동기가 선행해야 한다는 
흄의 논변은 도덕적 동기라고 볼 수 있는 의무감 이외의 다른 동기가 있
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흄에게서 도덕적 동기는 이기적인 동기와도 구분된다. 이
때 이 이기적인 동기를 흄은 ‘자기애(self-love)’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는 자기 이익만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추구하는 동기로 이해할 수 있
다. 왜냐하면 흄은 자기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
랑’과 같은 추상적인 정서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
다. 『논고』 제2권에서 흄은 사랑의 대상이 언제나 타인임을 전제한다
면, 자기애라는 개념은 ‘사랑이라는 정념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경우’로 
이해되므로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Hume, 1740: 
T329). 한편 자기애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로 이해할 때, 흄은 
이러한 자기애가 자유롭게 작용할 경우 모든 불의와 폭력의 원천이 된다
고 보면서 자기애가 부덕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Hume, 
1740: T480). 같은 맥락에서 흄은 심리적 이기주의에 반대한다(Hume, 
1751: EM164-169). 즉 흄은 인간에게 자기 이익과는 무관한 공적 이
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치가도 사
회의 공적 이익에 일치하도록 개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어렵다는 점
에서 맨더빌의 주장을 반박한다(Hume, 1740; T578). 이는 흄이 인간에
게 적어도 자기 이익이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가 실재함을 인정하였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흄이 제시한 도덕적 동기는 이타적 성격을 그 특
성으로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23)

그렇다면 이처럼 이타적 성격의 도덕적 동기를 구성하는 특정 욕구
나 정념을 흄이 제시하는지와 관련하여 그의 자비(benevolence)에 관한 
논의에 주목해볼 수 있다. 흄은 인간이 타인에 대해 갖는 긍정적 정념으
로서 사랑을 제시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자비와 연민’을 수반한다고 이
야기한다(Hume, 1740: T366). 흄에 따르면 자비란 타인이 행복하기를 
23) 흄이 이타적 성격의 정서 또는 동기를 중시하였다는 점은 그의 후기 저작인 

『탐구』 제5장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해당 장에서 심리적 이기주의
를 비판하면서, 그에 따르면 적국의 영웅을 칭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설령 자신의 이익과 상충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인간은 도덕적 정서를 발
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Hume, 1751; 106-107). 최희봉(2004)은 이러한 이타
적 정서 또는 동기에 대한 흄의 입장을 ‘심리적 이타주의’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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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 마음이며(Hume, 1740: T382) 연민이란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타인의 처지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Hume, 1740: 
T381). 이 같은 흄의 정의에 따르면 자비와 연민 등의 정서는 타인에 
대해 우호적인 이타적 성격의 정서이며, 따라서 흄의 도덕적 동기 논변
은 이러한 이타적 성격의 정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제 2 절 흄의 공감 개념 정리
앞서 살펴본 흄의 도덕이론의 배경과 두 가지 핵심 논변을 바탕으로 

볼 때, 흄은 ‘도덕적 구별의 정서’와 ‘이타적 성격의 정서’가 중요함을 강
조한다. 그런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흄은 이 두 가지 도덕적 정
서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공감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므로 흄의 도
덕이론이 공감에 기반한다는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공감 
개념에 대한 분석과 정리가 필요하다. 

이에 제2절에서는 흄의 공감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공감과 관
련된 용어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감’을 의미하는 영어 표
현으로 ‘sympathy’와 ‘empathy’가 모두 사용된다. 이때 흄이 사용하는 
표현은 ‘sympathy’인데, 흄 연구자들은 그의 표현을 수용하여 흄의 공감
을 ‘sympathy’로 해석하는 한편(Sayre-McCord, 2015; Vitz, 2016), 다
른 한편으로는 그의 공감 개념의 의미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표현은 
‘empathy’라고 보기도 한다(Slote, 2010; Ilyes, 2017). 그러므로 흄의 
공감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의 공감을 표현하는 두 가지 용어 
‘sympathy’와 ‘empathy’의 어원적, 기능적 차이를 비교하여 각 용어가 
지시하는 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공감 관련 용어들을 정리한 후, 흄이 제시하는 공감 개념을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흄의 저서에
서 드러나는 공감 개념에 관한 서술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기 때문에, 그
의 공감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공감 관련 연구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의 공감 관련 연구들에서는 공감을 인지적, 정서
적 측면으로 구분하는데(Maibom, 2017: 1), 이러한 구분을 활용함으로
써 흄의 공감 개념을 분석하고 그 작용과 원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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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감 관련 용어 정리

슬롯은 흄의 공감(sympathy) 개념이 오늘날 감정 이입 또는 공감으
로 번역하는 ‘empathy’와 같은 의미라고 말한다(Slote, 2010: 15-16). 
마찬가지로 혹자는 흄의 공감을 ‘empathy’로 표현하기도 하고(Ilyes, 
2017), 혹자는 흄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 ‘sympathy’로 표현하기도 한다
(Sayre-McCord, 2015; Vitz, 2016). 이처럼 흄의 공감을 어떻게 표현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의 공감 개념이 가진 복합적인 특
징 때문이며 동시에 흄이 살았던 시기에 ‘empathy’라는 단어가 아직 본
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흄의 
공감 개념을 분석하기에 앞서 흄의 ‘공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타당한
지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흄의 ‘공감’을 ‘sympathy’로 해석하는 게 문제시되는 이유는 일반적
으로 ‘공감’이라는 개념이 ‘empathy’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이
다. 만약 흄이 사용하는 ‘sympathy’가 의미상 ‘empathy’와 구분되어야 
한다면, 그의 ‘공감’을 단지 ‘sympathy’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그렇다면 먼저 ‘empathy’와 ‘sympathy’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단어
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
다. 하나는 어원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그 원리의 작
용이라는 기준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이다. 

먼저 어원을 바탕으로 두 단어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sympathy’는 ‘같이(with) 또는 같은(same)’을 뜻하는 그리스어 ‘sym-’
과 ‘정념(passion) 또는 고통(suffering)’을 뜻하는 그리스어 ‘path-’가 
결합한 형태의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Breyer, 2019: 432). 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는 신체적 공명(bodily 
resonance)을 통해 경험되는 심리적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활용되었
다(Breyer, 2019: 433). 이는 타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유발되는 신체
적인 활동으로 현대에서 연구되는 비자발적 정서 감염(involuntary 
emotional contagion)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sympathy’
의 의미는 이러한 신체적 활동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스토아학파에 의해 
전체 세계에 스며들어 이를 조정하는 일종의 감정적 원리를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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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하였다(Brouwer, 2015). 개인은 합리적 존재로서의 인류에 대
하여 소속감 또는 동류의식을 느낄 것이며, 이를 ‘sympathy’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18세기에 이르러, ‘sympathy’는 형용사 
‘sympathetic’으로 전환되어, 인간애나 우정을 뜻하는 타인에 대한 공명
의 감정을 지시하는 문학적 용어로 활용되기도 하였다(Breyer, 2019: 
433). 또한, 영국 철학에서는 도덕이 내재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서 타인에 대한 이타적인 정서를 지시하는 용어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흄(David Hume)과 스미스(Adam Smith)는 이러한 
‘sympathy’를 일반적 관점 또는 비편파적 관찰자에 기초하여 타인의 정
서와 견해를 주고받는 심리적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활용하였다
(Sayre-McCord, 2015).

한편, ‘empathy’는 ‘같이(with) 또는 안에(in)’를 뜻하는 그리스어 
‘em-’과 ‘정념(passion) 또는 고통(suffering)’을 뜻하는 그리스어 
‘path-’가 결합한 형태의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Breyer, 2019: 430). 
그러나 이는 오랫동안 철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지 않았
다. 그러던 중 ‘empathy’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비교적 최근인 1909년
에 티치너(Edward B.Titchener)가 독일어 ‘Einfühlung’을 영어 
‘empathy’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독일어 ‘Einfühlung’은 ‘안
에(ein)’와 ‘느낀다(fühlen)’의 합성어로, 영어 ‘empathy’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들어가서 함께 느끼는 심리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성
희, 2004: 18). 데이비스는 이러한 ‘empathy’의 핵심적인 의미를 관찰 
또는 공감 대상의 내적 상태를 수용ㆍ모방하는 심리적 기제로 이해하며, 
이를 통해 정서를 공유하고 대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효과가 나타난
다고 설명한다(Davis, 2017: 111). 

이처럼 어원을 바탕으로 ‘sympathy’와 ‘empathy’의 차이를 살펴보
면, 두 단어는 모두 대상의 심리적 상태를 수용하고 그와 공명하여 특정
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심리적 기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원을 기
준으로 두 표현을 구분하는 시도는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24) 그러
므로 어원을 바탕으로 볼 때, 흄의 ‘공감’을 ‘sympathy’나 ‘empathy’ 둘 

24) 특히 브뤼어는 “sympathy”와 “empathy”가 어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다
만 “sympathy”의 경우에는 “함께함(togetherness) 또는 동일함(same)”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sympathy”는 타
인에 대한 강한 유대감에 기초한다는 것이다(Breyer, 2019: 438).



- 29 -

모두로 해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작용을 기준으로 ‘sympathy’와 ‘empathy’를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가 
존재하며, 따라서 다음으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sympathy’와 ‘empathy’를 그 작용에 따라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는 
‘empathy’에 관한 복합적인 이해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empathy’는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과 ‘정서적 공감(affective empathy)’
으로 구분된다(Maibom, 2017: 1). 데이비스는 이러한 인지적 공감과 정
서적 공감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인지적 공감의 핵심이 공감자가 자기중
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경험이나 이해 등을 인지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한다.25) 이에 따르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차이는 ‘공감이 작용한 결과로서 특정한 정서를 포함하는지’를 통해 구
분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지적 공감은 그 작용결과로서 특정한 정서가 
산출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Davis, 2017: 111), 따라서 ‘empathy’
는 때에 따라 그 작용결과로서의 정서를 포함하지 않는 심리적 기제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지적 공감과 달리 정서적 공감은 그 작용과정을 통해 산출
되는 정서적 요인을 강조한다. 특히 마이봄(Heidi L.Maibom)은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특정 정서들을 바탕으로 ‘empathy’의 개념을 네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한다.26) 이때 마이봄이 구분한 유형 중에서 주목할 유형은 
‘공감적 염려(empathic concern)’인데, 왜냐하면 마이봄은 이를 
‘sympathy’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이다. 마이봄에 따르면 이 공감적 염려
25) 예컨대 데이비스는 미드(George Herbert Mead)는 역할-채택(role-taking)이

라는 인지적 요인을 강조하는 반면, 피아제(Jean Piaget)는 탈자기중심적 능력
(ability to decenter)이라는 인지적 요인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피아제의 
탈자기중심적 능력은, 자기중심적으로만 외부세계를 인식하던 아동이 제한된 인
지구조를 벗어나게 되는 인지 능력으로, 피아제는 이를 인지발달의 핵심 요인으
로 제시하고 있다(Davis, 2017: 111). 

26) 그 각각은 정서적 공감(affective empathy), 정서 감염(emotional contagio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그리고 공감적 염려(sympathy/empathic 
concern)이다. 이때 정서적 공감은 공감자가 공감 대상의 상황을 적절하게 인식
함에 따라 느끼는 정서인 반면, 정서 감염은 공감자가 공감 대상이 표출하는 정
서에 비자발적으로 감염되어 느끼는 정서이다. 한편 개인적 고통과 공감적 염려
는 공감 대상에 대하여 공감자가 느끼는 정서로, 개인적 고통은 고통에 처한 공
감 대상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정서인 반면, 공감적 염려는 고통에 처한 공감 
대상의 경우에는 그 고통이 감소되길 바라며, 기쁨을 느끼는 공감 대상의 경우에
는 그 기쁨이 지속되길 바라는 정서이다. ‘sympathy’와 ‘empathy’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하는 현재 맥락에서는 이 같은 상세한 구분은 불필요하며, 다만 이와 관
련된 자세한 논의는 Maibom(2017)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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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ic concern/sympathy)는 고통을 느끼는 타인에 대해서는 안타까
움의 정서를, 기쁨을 느끼는 타인에 대해서는 함께 기쁨의 정서를 느끼
는 것을 의미한다(Maibom, 2017; 22-23). 이에 따르면 만약 흄의 공
감이 공감적 염려의 정서를 느끼도록 하는 원리라고 규정되는 한, 흄의 
공감은 ‘sympathy’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슬롯은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더라도 ‘empathy’와 ‘sympathy’
를 구분하는데, 전자는 후자의 정서를 산출하는 ‘심리적 기제’만을 지시
하는 반면, 후자는 전자의 기제로부터 산출된 ‘정서’만을 지시한다고 이
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Slote, 2010: 15). 이처럼 정서적 공감의 측면
에서 볼 때, ‘empathy’와 ‘sympathy’는 후자가 전자의 하위 범주에 속하
는 심리적 기제이자 산출되는 정서를 포함하는 관계로 이해되기도 하고
(Davis, 2017; Maibom, 2017), 후자는 전자를 통해 산출된 정서만을, 
전자는 후자의 정서를 산출하는 심리적 기제만을 지시하는 관계로 이해
되기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Darwall, 2002; Slote, 2010).

이에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흄의 공감을 ‘empathy’로 해석하는 경우와 ‘sympathy’로 해석하는 경우
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empathy’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공감
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가 흄의 공감 개념을 규정하는 데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sympathy’로 해석하는 경우, 이
는 흄의 공감 개념이 특정 정서를 산출하는 심리적 기제이면서 그 정서
까지 모두 포괄한다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흄의 공감에 관
한 서술 내용을 검토한다면 그의 공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타당한지 
알 수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공감의 작용과 결과에 관한 흄의 서
술을 바탕으로 그의 공감 개념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흄의 공감과 공감적 염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흄의 공감이 ‘sympathy’ 또는 ‘empathy’ 중
에서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의 공
감 개념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때 해당 문제가 그의 
공감 개념이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는지를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같은 작업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흄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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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한 분석과 종합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흄의 공감 개념을 구성하
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특히 그중에서도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 포함한다면 그 정서적 요소가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감의 작용과 그 결과에 관한 흄의 서술을 살펴보고, 그 내
용을 현대의 다른 공감 연구들과 관련하여 검토함으로써 흄의 공감 개념
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언급해보면, 흄의 공감은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공감적 염려(empathic concern)’라는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첫째, 흄의 공감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둘째, 
그의 공감 개념이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셋째, 그의 공감 개념은 정서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심
리적 기제이며, 이때 그 정서적 요소는 공감적 염려임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흄은 공감의 작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공감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이입될 때, 먼저 우리는 오직 그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표정과 대화 속에 나타난 외적 징표를 통해서 그 감정을 알게 된다. 
그 결과와 외적 징표 따위가 그 감정의 관념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 관념은 
당장 인상으로 전환되며, 실제 그 정념에 이르게 될 정도로 힘과 생동성을 획
득하고 어떤 근원적 감정과 대등한 정서를 산출한다(Hume, 1740: T317).

나는 사람의 목소리와 몸짓에서 정념의 결과를 지각할 때, 나의 정신은 
곧장 이 결과에서 그 원인으로 옮겨 가서, 당장 그 정념 자체로 전환될 정
도로 그 정념에 대해 생생한 관념을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정서
의 원인을 지각할 때, 정신은 그 결과로 옮겨져서 그 결과 때문에 기동된
다. 내가 아주 무시무시한 외과 수술에 참여한다면, 수술 시작 전이라고 하
더라도 수술 도구를 준비하고, 붕대를 정돈하며, 철제 기구를 열로 소독하
는 것 등은 환자 및 그 보호자의 불안과 염려 따위에 대한 모든 징표와 함
께 나의 정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염려와 공포에 대한 가장 강한 정서
를 유발할 것이다. 그 밖의 어떤 정념도 정신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정
신은 정념의 원인이나 결과만 감지할 뿐이다. 우리는 이 원인이나 결과로부
터 정념을 추정하며, 결과적으로 이 원인이나 결과가 우리의 공감을 유발한
다(Hume, 1740: T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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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이 공감이 작용하는 과정과 결과를 설명한 위의 두 구절을 살펴볼 
때 주목할만한 점은 두 가지로, 하나는 공감이 타인의 정서를 직접 지각
하기보다는 그 정서의 외적 징표나 원인에 대한 관념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을 통해 특정한 정서가 
산출된다는 점이다. 즉 흄은 특정한 상황에 놓인 타인의 정서가 만들어
내는 결과로서의 외적 징표 또는 그 정서의 원인이 공감을 통해 공감자
에게 전달됨에 따라 특정한 정서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공감자가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와 관계를 맺고 
있는 관념들을 인과적으로 추론해야 함을 시사한다(양선이, 2016: 
316-317). 따라서 흄은 인과적 추론을 통해 타인의 정서뿐만 아니라, 
그 정서와 인과적 관계에 놓여 있는 다른 관념들까지 함께 인식할 수 있
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그 정서가 발현하기 위
한 원인에 해당하는 타인의 외적 상황이나 내적인 심리상태까지 공감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Ilyes, 2017: 99). 
이처럼 공감을 통해 복합적인 관념과 인상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흄의 설명을 고려해보면, 흄의 공감 개념이 타인의 심리상태를 인식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식의 내용이 복
합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기제로서의 공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위
하여 기존의 공감 관련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공감 개념들을 함께 비교함
으로써, 흄의 공감을 심리적 기제의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감에는 적어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두 가지 
요소가 통합되어 있다고 가정된다(박성희, 2004: 47-48). 혹자는 인지
적 요소를 강조하여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의 중요성을 주장
하는 반면, 혹자는 정서적 요소를 강조하여 ‘정서적 공감(affective 
empathy)’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그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적 공감’은 타인이 가진 목적이나 의도 등의 인지적 심리
상태를 바로 그 타인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paulding, 
2017: 13). 이러한 공감의 인지적 요소의 특징을 드러내는 공감 이론 
중 하나로 스미스(Adam Smith)의 공감 이론이 제시되곤 하는데,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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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스미스의 공감은 이성의 발휘를 통해 공감자가 타인의 입장에 서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박우룡, 2011; 양선이, 2014; 변영진, 2016; 
Sayre-McCord, 2015; Ilyes, 2017). 스미스는 이성을 통해 공감 대상
과 입장을 바꿔봄으로써 우리가 그 공감 대상이 느끼는 것에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다리나 팔을 칼로 찌르려는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거나 그 부위를 피하게 되며, 실제로 그 사람이 칼에 찔렸을 때는 
우리도 어느 정도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를 스미스는 우리가 만약 그 공감 대상의 처지에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mith, 1790: 5). 

이와 같은 스미스의 공감에 대한 설명은 타인의 입장을 직접 취해보
는 ‘역할 채택(role-taking)’을 보여주며, 이는 타자의 역할 채택을 공감
의 주요인으로 보는 미드(George Herbert Mead)의 생각과도 부합한다
고 이해할 수 있다. 박성희(2004)와 박병춘(2009)에 따르면, 미드는 사
회적 상호작용의 촉진 요인으로 공감을 제시하면서 특히 타인의 역할 채
택을 통한 사회적 자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드는 자아란 고
정된 실체가 아니라 주변의 사회적 상황과 교류하며 변화하는 유동적 존
재라고 보면서도(나은영, 2017: 36), 객체로서의 ‘me’와 주체로서의 ‘I’
를 구분하여 ‘I’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인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
한다(Mead, 1934; 266). 그리고 그는 이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언
어를 통한 타인의 역할 채택 과정이 그 개인이 타인에게 공감하고
(Mead, 1934: 413), 나아가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Mead, 1934: 249). 이처럼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입장을 취해
보는 ‘역할 채택’라는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며, 스폴딩은 이에 대한 강조
가 ‘시뮬레이션 이론(simulation theory)’으로 발전되었다고 설명한다
(Spaulding, 2017: 15).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상상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취해보는 시뮬레
이션 이론과 달리, 스폴딩은 타인이 처한 상황과 여러 정보를 인지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심리상태를 인식하는 ‘마음 이론(theory theory)’27)도 
27) 스폴딩의 ‘Theory theory’를 ‘마음 이론’으로 번역한 이유는, 스폴딩(2017)이 

제시하는 해당 이론의 내용이, 리버먼(2013)의 마음 이론(Theory of mind)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리버먼은 인식의 지향성(intentionality)을 근거로 특정 상황
에 놓인 한 개인의 의도나 목표, 소망 등을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마음 이론이라고 부른다(Lieberman, 2013: 157-170). 이는 스폴딩이 Tho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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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마음 이
론은 개인의 심리상태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화함으로
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이론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 경향과의 관계를 귀납적으로 추론하여28) ‘공통적인 심리 
법칙(folk psychological law)’을 세우고, 이를 특정 상황에 놓인 타인에
게 적용하여 공감한다는 것이다(Spaulding, 2017: 14-16). 

따라서 둘째,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역할 채택’과 ‘귀납적 추론에 근
거한 공통적인 심리 법칙’으로 이해해볼 때, 앞서 제시된 흄의 공감에 
대한 설명은 후자의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29) 앞서 
인용한 흄의 구절(Hume, 1740: T317; T576)에서 타인의 정서에 공감
하는 과정에서 원인이나 결과를 추론해야 한다는 흄의 설명을 상기해보
자. 이는 공감의 과정에서 공감자는 공감 대상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특
정 관념들을 인과적으로 추론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과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흄의 설명을 고려해볼 때,30) 타인의 
정서와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 인과적으로 추론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의 공감 개념이 ‘귀납적 추론에 근거한 공통적인 심리 
법칙’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theory가 타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추론을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고 설명하였다는 점에서(Spaullding, 2017: 14), 리버먼의 마음 이론과 매우 
유사하다. 

28) 리버먼 또한 스폴딩(2017)과 마찬가지로 귀납적 추론을 통해 타인의 사고나 반
응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Lieberman, 2013: 166-172).

29) 이때 흄의 공감 개념이 전자의 ‘역할 채택’을 포함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해석
의 여지가 남아 있다. 물론 타인의 정서와 인과적 관계에 놓여 있는 징표들을 추
론하는 과정이 타인의 입장을 채택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흄의 공감 개념이 역할 채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왜냐하면 객관적 
대상에 대한 인과적 신념에 회의적인 흄의 인식론적 관점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
이다(최희봉, 2004: 43-53). 그리고 호프만은 타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흄의 공감 과정이 역할 채택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
다고 보고 있지만(Hoffman, 2000: 52-53), 타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정서가 일
어나는 현상은 후자의 마음 이론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흄이 제시하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스미스의 역할 채택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흄은 일반적 관점에 기초하여 공감 대상자의 상태에 공감하고자 하는 반면, 스미
스는 이상적 관망자에 기초하여 공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
한 논의는 본 논문의 제4장 제2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30) 최희봉(2004)은 흄의 인과성 추론을 분석하면서, 흄의 인과성 개념에서는 논증
적 이성을 통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필연성이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단, 
흄은 원인과 결과의 항상적 결부(constant conjunction)를 귀납적으로 파악하여, 
동일한 원인과 동일한 결과가 일반적으로는 인과적 관계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
다고 보았다(최희봉, 2004: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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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흄의 공감은 그 작용결과로서 특정한 
정서를 산출하며, 따라서 이 정서적 요소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
고 이는 그 정서가 공감 과정을 통해 산출된다는 점에서, 정서적 공감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정서적 공감’이란 특정 상황에 
놓인 타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정서를 느끼는 과정이라고 넓게 정의할 수 
있다(Maibom, 2017: 22). 

단, 이와 같은 정서적 공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서적 공감
(affective empathy)을 동정심(compassion)31)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공감에 대한 정의에 따라 정서적 공감이 동정심을 포함한다고 보
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사회심리학에서는 정서적 공감
을 ‘타인의 정서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정서적 공감이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이나 동정심(compassion), 또는 공감적 
염려(empathic concern) 등을 포괄한다고 보기도 한다(Fabi, 2019; 
Clark, 2020; J.Israelachivilli, Sauter & Fischer, 2020).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정서적 공감과 동정심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다왈
(2002)이 제시한 사례를 통해 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자 한다. 슬롯은 공감은 타인의 정서를 나 자신의 안에서 비자발적으로 
느끼는 과정인 반면, 동정심은 고통을 겪는 타인에 대해 느끼는 단순한 
안타까움의 감정이라고 구분한다(Slote, 2010: 15-16). 즉 동정심은 타
인의 정서에 내가 공감하지 않더라도 제삼자적 관점에서 발생한다는 것
이다(Dawall, 1998: 261). 이 같은 구분은 다왈(2002)이 제시한 우울증 
사례를 통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울증에 걸린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내가 그 우울증에 걸린 친구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한다
면, 나는 그 우울한 기분을 공유하여 느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 느낌
을 공유하지 않고도 그 친구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 있다(Darwall, 2002: 
66-68). 

이러한 구분을 따를 때, 정서적 공감은 동정심과 달리 타인의 정서
가 특정한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감자는 ‘공감 대상의 정서에 기초하여’ 특
31) 공감과 구분되는 동정심을, 혹자는 compassion이라고 표현하고, 혹자는 

sympathy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느 표현을 수용하더라
도, 그 개념이 고통을 느끼는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염려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통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흄이 사용하는 “sympathy(공감)”와의 혼용을 막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를 ‘동정심’으로 일괄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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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정서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Maibom, 2017: 22-23). 이처럼 공
감의 정서적 요인을 강조하는 공감 이론 중 하나로 호프만(Martin L. 
Hoffman)의 공감 이론이 제시될 수 있다. 호프만(2000)은 도덕적 동기
를 유발하는 원천으로서 공감적 고통(empathic distress)에 주목하였다. 
즉 호프만은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과정과 더불어,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어떻게 도덕적 동기가 부여되는지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공감에 주
목하였다(Hoffman, 2000: 30-35). 이에 호프만은 정서 감염(emotional 
contagion)32)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그의 공감 개념은 정서
적 공감으로 분류된다(김홍일, 2006; 박병춘, 2009). 물론 호프만의 공
감 이론이 오직 공감의 정서적 요소만을 강조하였다고 이해될 수는 없
다. 왜냐하면 호프만은 ‘역할 채택(role-taking)’라는 인지적 요소의 중
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인지적 요소는 정서적 요소와 분
리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감적 고통(empathic 
distress)을 촉발하는데 기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박성희, 2004: 6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프만이 공감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복합
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공감적 고통이라는 정서적 요소를 더 주도적으로 
봄으로써 공감적 고통의 동기 부여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고 이해하
고자 한다.

이 때 공감적 고통이란 어떤 타인이 고통받는 상황을 바라본 공감자
가 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여 느끼는 고통을 의미한다. 앞서 제시된 다
왈(2002)의 사례를 상기해보자. 우울증에 걸린 친구에게 공감할 경우 
공감자는 그와 유사한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고통을 
겪는 타인에게 공감하여 내가 그와 유사한 고통을 느끼게 될 때, 이를 
공감적 고통이라 말할 수 있다. 호프만은 공감자는 이러한 공감적 고통
을 줄이기 위해 고통에 빠진 타인을 돕고자 할 것이며, 따라서 공감적 
고통이 도덕적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Hoffman, 2000: 30-33). 
32) 정서 감염(emotional contagion)이란 공감자가 공감 대상자의 정서에 부합하는 

정서를 느끼는 현상을 의미한다. 호프만은 이 정서 감염을 비자발적인 경우와 자
발적인 경우로 구분하는데, ‘비자발적’인 정서 감염은 의식적인 공감 관여 없이 
공감자가 타인의 정서를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호프만의 경우 이러한 정서 
감염의 사례는 신생아실의 울음이 전파되는 현상 등을 통해 드러난다. 박성희는 
이 정서 감염이 인지적 능력이나 반성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타
난다는 점에서 원시적인 공감 반응이라고 본다(박성희, 2004; 54). 한편 자발적
인 정서 감염은 의식적인 관여에 기초하여 발생하는데, 호프만은 이에 관하여 특
히 역할 채택이라는 인지적 요소의 관여를 강조한다(Hoffman, 2000; 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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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공감의 정서적 요소 중 하나로 공감적 고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감적 고통은 한 가지 문제를 포함하는데, 그 문
제란 공감적 고통이 공감을 통한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과 구
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33) 즉 공감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공감
자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인지, 또는 ‘고통받는 타인의 고통을 줄
이려는’ 노력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공감적 고통이 개인
적 고통으로 이해된다면, 그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이타적인 동
기보다는 이기적인 동기에 따른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Batson, 
1981: 290). 이에 뱃슨은 공감-이타주의 가설(empathy-altruism 
hypothesis)을 제시함으로써,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가 이타적 동기
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정서가 개인적 고통이라기보다는 ‘공감적 염려
(empathic concern)’여야 한다고 주장한다(Batson, 1981; Batson, 
2011). 

이처럼 호프만과 뱃슨의 설명에 기초할 때, 흄이 제시하는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가 공감적 고통인지 또는 공감적 염려인지 추가로 검
토되어야 한다. 이때 그 검토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흄의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가 ‘개인적 고통’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
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감을 통해 이타적 성격의 정서인 자비가 산출된
다고 설명한 바에 주목할 수 있다(Hume, 1740: T386-388). 만약 흄이 
말하는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가 개인적 고통에 그친다면, 타인의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의 동기가 이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
기 때문이다. 

만약 흄의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가 개인적 고통을 반드시 수반
한다면, 해당 정서와 개인적 고통은 구분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수반
33) 박성희(2004)는 호프만의 공감적 고통이 개인적 고통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공감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공감자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함
인지 또는 공감 대상의 고통을 줄이기 위함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박성희, 
2004: 75). 그러나 호프만은 역할 채택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경우와 ‘타인에
게’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역할 채택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경우 특히 공감적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이기적 표류(egoistic drift)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Hoffman, 2000: 56). 나아가 호프만은 뱃슨의 두 가지 경험적 연구
(Batson & Shaw, 1991; Batson & Week, 1996)를 통해 관찰자들이 자기-보상
이 그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감적 고통이 
공감자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고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Hoffman, 2000: 
3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고통이 이기적인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는 뱃슨의 지적이, 호프만에게도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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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면 두 정서는 구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
해, 앞서 언급하였던 뱃슨의 공감-이타주의 가설(empathy-altruism 
hypothesis)을 참고할 수 있다. 뱃슨과 코크는 공감적 염려와 개인적 고
통이 분리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한다
(Batson, 1981: 297-301): 그들은 먼저 실험대상자들이 한 젊은 여인
(Elaine)의 고통받는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이때 실험대상자들은 
공감적 염려와 같은 온화한 정서와 개인적 고통과 같은 불편한 정서를 
복합적으로 느낄 것이다. 이에 이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한 집단에
게는 온화한 정서를 감소시키는 알약을, 다른 한 집단에게는 불편한 정
서를 감소시키는 알약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플라시보와 같은 오도귀인
(misattribution)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실험대상자들은 자
신이 받은 알약의 실제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공감적 염려와 
개인적 고통의 정서만을 느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즉, 개인적 고통과 
공감적 염려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며,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가 개인
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둘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흄의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가 공감적 고통인지 
공감적 염려인지 검토할 수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공감이 이타적 성
격의 정서인 자비를 산출한다는 흄의 설명을 살펴보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벌판에 잠들어 있는데 이 사람은 말굽에 짓밟
힐 위기에 처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본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곧 그의 구
조자가 될 것이고, 이때 나는 공감의 원리 때문에 낯선 사람이 직면할 불행
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Hume, 1740: 
T386).

위의 구절은 공감 때문에 타인의 불행에 관심을 갖고 그를 돕기 위
해 행동하게 된다는 흄의 설명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때 공감자는 공
감 대상이 느끼는 고통에 부합하는 특정한 정서를 느끼고 있으며, 그를 
돕고자 행동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감 대상이 느끼는 고통에 
부합하는 정서가 무엇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공감자는 
공감 대상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그 고통을 줄이고자 하
는 ‘염려’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공감을 통해 
타인을 돕고자 한다는 흄의 설명을 참고해보자(Hume, 1740: T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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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구절에서 공감자는 공감 대상이 ‘현재’ 느끼고 있는 정서
에 공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공감자가 ‘공감 대상의 고통에 공감
한다’는 말은 현재 시점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벌판에 잠들어 있는 타인은 ‘현재’ 아무 고통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감자가 공감 대상이 느끼는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
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인과적으로 추론함으로써 미래에 발생
할 상황을 예측하고, 그때 타인이 느낄만한 정서에 공감함을 의미한다. 
즉 흄에 따르면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는 단지 타인의 현재 상황뿐
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타인의 상황과 그때 느낄 정서에 부합하도록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감자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순간에 타인이 느끼
는 고통에 공감하여 그와 동일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그 고통
에서 벗어난 순간에 그가 느끼는 쾌락에 공감하여 이를 증진하고자 하는 
‘염려’를 느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 기초할 
때, 흄이 말하는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가 공감적 고통이기보다는 
공감적 염려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공감자가 
공감 대상이 느끼는 ‘고통’만을 함께 느끼고 있다면, 그의 처지가 나아지
길 바라는 이타적 성격의 정서가 느껴지는 원인이 추가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친구 A가 힘든 처지에 놓여 고통스러운 정서를 느끼고 있다
고 가정해보자. 이때 공감의 원리는 A의 고통스러운 정서에 대한 관념
이 공감자 B에게 특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도록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공
감작 B는 공감 대상 A의 처지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만약 B가 느끼는 특정한 정서가 A와 동일한 ‘고통’이라면, B의 정서는 
공감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만약 B가 느끼는 특정한 정서가 A
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염려’라면, B의 정서는 공감적 염려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정서와 염려의 정서 중에서, A의 처지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정서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는 그 정서가 고통보다는 염려의 정서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염려
의 정서를 느끼게 된 이유가, 공감자 B는 공감 대상 A가 현재 느끼는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A의 처지가 나아지는 상황을 상상하고 그 상황
에서 느낄만한 쾌락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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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감을 통해 이타적 성격의 정서인 자비가 산출된다는 흄의 
설명은 타인의 ‘고통’보다는 그 고통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타인이 느낄 
‘쾌락’에 공감함으로써 이타적 성격의 정서를 산출한다는 내용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경우, 공감자가 단지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이 감소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흄이 말하는 공감을 통해 산출
되는 정서는 공감적 고통보다는 ‘공감적 염려’로 해석될 수 있다(Batson, 
2011: 12).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흄의 공감 개념은 먼저 
공감자가 공통적인 심리 법칙에 기초하여 공감 대상의 심리상태를 인과
적으로 추론하는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흄의 공감 개념은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특정한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며 이 요소를 ‘공감
적 염려’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당 정서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보다는, 그 고통을 덜어주고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염려
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공감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성격을 가진 흄의 공감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심리적 기제로 
정리하고자 한다. 흄의 공감 개념이 이처럼 정서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은 제2절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흄의 공감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해
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흄의 공감은 ‘empathy’보다는 ‘sympathy’
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제1절에서 살펴보았던 도덕적 구별 논변과 도덕적 동기 논변
을 상기해보면, 흄의 공감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종합적인 정리는 중요
한 한 가지를 시사한다. 그 한 가지란, 흄이 두 논변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도덕적 구별의 정서와 이타적 성격의 정서가 산출되는 기원을 공감
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두 정서 모두 공감을 통해 산출되
는 정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제3장에서
는 흄의 도덕이론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주장, 즉 도덕적 구별과 도
덕적 동기부여가 도덕적 정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그의 공감 개념
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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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흄의 공감과 도덕적 정서의 두 가지 작용
제2장 제1절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흄은 도덕 합리주의와 심리적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도덕적 정서를 강조하였으며, 이는 곧 
도덕적 구별 논변과 도덕적 동기 논변으로 재구성될 수 있었다. 한편 제
2절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흄의 공감은 타인의 정서와 관련된 다른 
관념들을 인지적으로 추론하는 과정과 더불어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
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다루었던 도덕적 정서와 공감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도덕적 
구별과 도덕적 동기부여가 모두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공감적 염려에 기
반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흄이 제시하는 공감과 도덕적 구별의 관계
를, 제2절에서는 공감과 도덕적 동기부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2장 제1절에 따르면, 흄은 도덕적 구별 논변과 도덕적 동기 논변을 통해 
‘도덕적 구별의 정서’와 ‘이타적 성격의 정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제3장 제1절과 제2절에서는 그 각각의 정서가 공감을 통해 산출
된다는 흄의 설명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제3절에서는 흄의 공감
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를 공감적 염려로 해석한 본 연구의 시각에 기초
하여, 다시 흄의 도덕적 구별과 도덕적 동기부여가 공감적 염려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제 1 절 공감과 도덕적 구별
제2장 제1절에서 다루었던 도덕적 구별 논변에 대하여 상기해보자.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날 수 있다. 만약 도덕적 구별의 
원리가 특정한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는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면, 쾌락 
또는 고통과 관련된 모든 정서가 도덕적 구별로 기능하는 것인지 해명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흄은 위와 같은 의문을 다음의 두 가지 질문
으로 구체화하여 각각 논박하고자 한다: 첫째, 덕과 부덕이 쾌락과 고통
에 따라 결정된다면, 결과적으로 영혼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만족
이나 거북함을 유발한다면 이는 그 대상이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
는 평가를 함축하지 않는가(Hume, 1740: T471)? 둘째, 사람의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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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동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쾌락 또는 고통의 느낌이 도덕적 구별
을 수행하는가(Hume, 1740: T472)?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흄은 쾌락이라는 추상적인 술어가 가
진 유사성이 그와 같은 혼동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좋은 포도주
와 음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쾌락 또는 고통을 주는 대상으로서의 
사물과 사람의 성격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답한다. 일상적인 경험
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흄의 답변은 꽤나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음식이 제공하는 만족감과 음악이 제공하는 만족감, 나아가 도
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모두 구분되는 것처
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
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흄의 답변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으로 
제시한 ‘도덕감(moral sense)’을 신체 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일종의 감
각(sense)과 유사한 종류임을 상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흄의 답변이 함축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의 답변을 이해
하기 위해, 허치슨(Francis Hutcheson)의 도덕감 이론으로부터 기원한 
도덕감에 대한 흄의 관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흄은 도덕에 사랑과 법칙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두고 상반되
었던 당대 영국의 도덕철학의 두 가지 흐름에서,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
해 법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홉스나 맨더빌의 이기주의 사상에 
반대하고 도덕감 이론을 수용하였다(양선이, 2016: 306). 이러한 도덕감 
이론을 대표하였던 당대의 도덕 철학자 중 한 명인 허치슨은, 도덕은 행
위자의 동기에 대한 승인 여부로 결정되며 자비(benevolence)만이 도덕
감을 통해 승인될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 동기라고 주장하였다(Slote, 
2010; 양선이, 2016). 이때 허치슨은 이 자비를 승인하는 도덕감이 인
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도덕감의 작용을 시
각 또는 청각과 같은 감각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Slote, 2010; 양선이, 
2016). 즉 허치슨은 인간에게는 신체적 감각과는 구분되는 내적 감각으
로서 도덕감이 있음을 주장하였다(양선이, 2016: 310). 그러나 흄은 허
치슨이 주장하였던 도덕감에 관한 발상은 수용하되, 그것이 인간에게 선
천적으로 내재한다는 주장은 거부하고자 하였다(Slote, 2010: 29). 그러
므로 흄은 인간의 신체적 감각과는 다른 원리로 작용하는 도덕적 구별의 
원리를 설명해내고자 하였다. 이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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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밝혀지는데, 그 의미란 흄이 제시한 덕과 부덕의 원천인 
쾌락과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감각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흄은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
한 정서로서의 모든 쾌락 또는 고통의 느낌이 도덕적 구별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다:

(사람의) 성격과 행동에서 발생하는 쾌락이나 고통에 대한 소감
(sentiment)34)이 모두 우리가 칭찬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특별한 종류는 아
니다. 적의 좋은 성질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우리의 부러움과 존경을 촉발할 
수도 있다. 어떤 성격은 우리 자신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에만 그 성격은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느낌이나 소감을 유발한다.(Hume, 1740: T472).

위 구절을 통해 흄이 도덕적 구별을 수행하는 특별한 종류의 정서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특히 그 정서가 타인의 성격이나 
행동을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된다. 

이처럼 위의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도덕적 구별의 정서가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드러나는데, 1) 도덕적 승인 또는 불승인의 구별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감각이 아닌 다른 기제를 통해 설명되어
야 하며, 동시에 2) 도덕적 구별은 개인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덕적 구별의 
정서가 나타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흄이 도입한 기제가 바로 ‘공감’
이다. 이에 공감이 도덕적 구별의 정서가 나타나는 원리를 설명함과 동
시에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함을 밝히기 위해서, 도덕적 구별을 수행
하는 승인과 불승인의 정서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때 도덕적 구별의 정서와 그 정서가 공감
으로부터의 발생한다는 설명과 관련하여 세이어-맥코드(Geoffrey 
Sayre-MaCord)의 설명에 주목해볼 수 있다.

세이어-맥코드는 흄이 제시한 관념과 인상의 이중관계(double 
relations of ideas and impressions)에 기초하여 이를 설명한다
(Sayre-McCord, 2015: 220-228). 그에 따르면 흄은 도덕적 승인과 

34) 소감은 sentiment를 번역한 용어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소감 또는 정서로 번역
하며, 문맥에 맞게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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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의 정서가 더 희미해진 사랑과 미움의 정념이라고 설명한다
(Hume, 1740: T624). 이때 이 사랑과 미움에 대한 설명은『논고』의 
제2권 2부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흄은 해당 정념들이 간접 정념이라
는 점으로부터 설명을 전개한다. 흄에 따르면 반성적 인상으로서의 정념
들은 고통이나 쾌락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직접 정념과, 같은 원리에서 
유래하지만 다른 성질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간접 정념으로 구분할 수 있
다(Hume, 1740: T271).35) 그리고 이 간접 정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정념으로서, 흄은 긍지와 소심, 그리고 사랑과 미움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이 네 가지 정념은 그 정념의 대상이 자아인지 또는 타인인지
에 따라 각각 구분된다. 즉 긍지와 소심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랑과 
미움은 타인에 대하여 느끼는 정념이다(Hume, 1740: T329). 다른 한
편, 네 가지 정념은 해당 정념이 긍정적인 느낌인지 또는 부정적인 느낌
인지에 따라 각각 구분된다. 즉 긍지와 사랑은 긍정적인 느낌을, 소심과 
미움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정념이다(Hume, 1740: T331). 그리고 이 
네 가지 간접 정념이 발생하는 원리가 바로 ‘관념과 인상의 이중관계
(double relations of ideas and impressions)’다(Hume, 1740: T286). 

관념과 인상의 이중관계란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이라는 연합 원리
에 따라 관념이 관념과 맺는, 그리고 인상이 인상과 맺는 관계를 의미한
다. 흄에 따르면 정념의 원인과 대상은 구분되어야 한다. 서로 상반되는 
두 정념은 동일한 대상을 가질 수 있지만, 동일한 원인을 가질 수는 없
기 때문이다(Hume, 1740: T278). 즉, 사람은 그 정념의 대상인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지를 느끼거나 소심을 느낄 수는 있지만, 긍지를 느끼
게 하는 원인과 소심을 느끼게 하는 원인은 구분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념의 원인은 그 정념에 작용하는 성질(quality)과 그 성질
이 담긴 기체(subject)로 구분된다. 예컨대 아름다운 집을 소유한 사람
이 긍지를 느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긍지의 원인은 집이다. 그런데 그 
집은 쾌의 감각을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성질과 그 아름다움을 속성으로 
갖는 기체로서의 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Hume, 1740: T278). 이처럼 
정념의 원인을 기체와 성질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볼 때, 그 
정념의 원인으로서의 기체가 정념의 대상과 맺는 관계는 관념 간의 관계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정념의 원인으로서의 성질이 정념의 대상에
35) 흄은 직접 정념의 예시로 욕구와 혐오, 기쁨과 희망 등을 제시하며, 간접 정념

의 예시로는 긍지, 소심, 사랑, 미움, 연민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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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생시키는 정념은 인상 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아름다운 집을 소유한 사람이 느끼는 긍지라는 정념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관계를 갖는다: 아름다운 집은 집이라는 기체와 
쾌를 산출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성질로 나뉠 수 있다. 이때 집이라는 기
체는 소유주와 소유의 관계에 있으며(관념 간의 관계),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은 소유주에게 그 집을 소유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즉 
긍지를 발생시킨다(인상 간의 관계). 이 같은 관념과 인상의 관계는 사
랑과 미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어떤 사람 A의 정직한 성
격 때문에 그 A에 대해 사랑이라는 정념을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사랑이라는 정념의 원인은 정직한 성격이며, 정직한 성격은 다시 성격이
라는 기체와 쾌를 산출하는 정직함이라는 성질로 구분된다. 이때 성격이
라는 기체는 그 성격을 소유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관념 간의 
관계), 정직함이라는 성질은 그 정직함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느
낌, 즉 사랑을 발생시킨다(인상 간의 관계). 

상술한 바에 의하면 관념과 인상의 이중관계를 통해 사랑과 미움36), 
즉 타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이 발생하는 원리가 설명된다. 
그러나 그 느낌이 왜 조건 1)과 조건 2)을 충족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공감을 통해 그 추가 설명이 제공될 수 있다
(Slote, 2010; Sayre-McCord, 2015). 

『논고』에서 흄이 처음으로 공감을 언급한 맥락은 간접 정념을 강
화하는 2차적 원인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때 2차적 원인이란 정념의 
원인을 통해 느끼는 쾌락 또는 고통을, 다른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경
험하게 만드는 원인을 의미한다. 흄은 이 2차적 원인이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특히 덕과 부덕 등의 판단
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정서 등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Hume, 1740: T316). 그에 따르면, 공감의 원리는 “타인의 정념에 대
한 관념이 나에게서 정념으로 전환되는 과정(Hume, 1740: T317)”으로 
규정된다. 즉 특정한 상황에서 타인이 느끼는 정념은 표정이나 대화 속
에 나타나는 외적인 징표를 통해 내게 관념으로 전달되며, 이는 즉시 인
상으로 전환되어 실제 정념에 이르게 될 정도로 힘과 생동성을 획득한다
36) 네 가지 간접 정념 중에서 흄이 사랑과 미움에 주목한 이유는, 긍지와 소심에는 

타인에 대한 행동을 향한 욕구나 욕망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Hume, 1740; 
T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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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의 원리를 앞서 다루었던 정직한 성격을 가진 사
람 A에 대한 사랑에 적용해보면, 공감자인 나는 그 정직한 성격 때문에 
쾌를 느꼈던 다른 사람 B에게 공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 A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내
가 어떤 사람의 특정한 성격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느끼게 되는 이유
는 그 성격 때문에 쾌를 느꼈던 다른 사람에게 공감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조건 1)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흄은 이러한 공감의 과
정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아름답다고 하는 대상은 오직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는 그 대상의 경향 
때문에 쾌락을 준다. 이때의 결과는 다른 어떤 사람의 쾌락이나 이득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애를 갖지 못한 낯선 사람의 쾌락은 오직 공감을 통해 우
리를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용한 모든 것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
은 이 원리 때문이다. 이것이 아름다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반
성을 통해 쉽게 드러난다. 대상이 그 소유자에게 쾌락을 산출하는 경향을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든 간에, 바꾸어 말해서 그 대상이 쾌락의 적절한 원
인인 경우는 어느 경우든 간에, 그 대상은 관람자를 소유자와의 민감한 공
감을 통해 만족시키는 것이 틀림없다.(Hume, 1740: T576).37)

위의 구절에 따르면 공감하는 사람 즉, 내가 특정 정념을 일으키는 
원인을 승인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으로부터 쾌를 얻은 타인에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행
위자의 성격에 대한 도덕적 승인과 불승인, 즉 도덕적 구별은 공감자 자
신의 쾌락이나 이득과는 무관하더라도, 행위자의 행위를 통해 얻은 피행
위자의 쾌락이나 이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감
을 통해 발생하는 도덕적 구별의 정서는 도덕적 구별이 그 평가자 개인
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2)를 충족하며, 이 같은 
‘도덕적 구별의 정서’는 공감을 통해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37) 위의 구절은 공감이 도덕적 구별의 원천임을 밝히기 위해 흄이 도덕감과 심미감
을 비유한 예시이다. 물론 심미감이 도덕감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해
당 예시가 특정 정념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의 대상과 그 정념을 느낀 공감 대상
자, 그리고 그 상황을 관찰한 공감자의 관계를 잘 드러낸다고 판단하였다. 나아
가 흄은 동일한 원리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도덕에 대한 정서를 산출한다고 보
았다(Hume, 1740; T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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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감과 도덕적 동기부여
한편 이번에는 제2장 제1절에서 다루었던 도덕적 동기 논변을 상기

해보자. 그에 따르면 흄은 도덕적 동기 논변을 통해 도덕에 관한 합리주
의자들에게 반박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해당 논변에 따르
면 흄이 이성이 도덕의 원천일 수 없다고 본 결정적인 이유는 이성만으
로는 동기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흄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를 
구성하는 이성이 아닌 다른 욕구나 정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필요에 따라 흄이 제시한 욕구 또는 정념으로 ‘자비(benevolence)’를 고
려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 자비라는 정념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자비라는 정념이 인간의 본
성에 놓여 있는 자연적인 정념 중 하나라고 상정한다면, 그 정념의 기원
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자비가 도덕적 동기
를 구성하는 특정한 정념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비가 어떻게 
기원하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비의 기원과 관련하여 비츠(2004; 2016)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비츠는 자비가 어떻게 기원하는지에 대한 흄의 설명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된다고 보고 있다(Vitz, 2004: 265). 먼저 첫 번째 차원은 
감정의 등방향의 원리(a parallel direction of the affections)에 의해 자
비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때 감정의 등방향이란 같은 목
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협력관계에 놓인 동업자들이 공유하는 감정의 방
향을 의미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협력관계에 놓인 동업자 간의 관계
와 경쟁 관계에 놓인 경쟁자 간의 관계가 비교될 수 있는데, 경쟁 관계
에서는 상대의 행복이 곧 나의 고통과 손실로 이어지는 반면, 협력관계
에서는 상대의 행복은 나의 행복과 평행을 이루기 때문이다(Hume, 
1740: T383). 즉 흄은 협력관계에 놓인 두 사람이 상대방의 행복을 기
원한다고 보았으며, 이때 내가 아닌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비로 이해될 수 있다(Hume, 1740: T384). 다음으로 두 번째 차원은 
공감으로부터 자비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Vtiz, 2004: 265).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벌판에 잠들어 있는데 이 사람은 말굽에 짓밟
힐 위기에 처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본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곧 그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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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가 될 것이고, 이때 나는 공감의 원리 때문에 낯선 사람이 직면할 불행
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Hume, 1740: 
T386).

어느 정도의 가난은 경멸을 낳지만, 그 정도를 넘어선 가난은 동정과 선
한 의지(good-will)를 유발한다. 우리는 농부나 하인을 얕볼 수 있지만, 거
지의 불행이 아주 크게 여겨지거나 너무 생생하게 묘사되면 그의 고생을 공
감하고 가슴 속에서 연민과 자비가 꿈틀거리는 것을 뚜렷하게 느낀다
(Hume, 1740: T387).

메마른 황무지는 언제나 을씨년스럽고 거북하며, 대체로 거기 사는 사람
에 대한 우리의 경멸을 자아낸다. 그렇지만 이 못마땅함(deformity)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대개 거기 사는 사람과의 공감을 통해 발생한다. 그러나 이 
공감은 약한 것일 뿐이며, 직접적 감각을 넘어서지도 못하는데, 이 감각은 
거북하다. 퇴락한 도시의 모습은 자비로운 정서를 전한다. 우리는 거기 사
는 불행한 사람들의 역경을 느낄 뿐 아니라, 그들의 번영을 기원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깊이 젖어들기 때문이다(Hume, 1740: T388).

비츠는 흄이 위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공감의 원리가 자비를 발생시
키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공감의 원리가 자
비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간략히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벌판에 
잠들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공감자는 그 사람이 말굽에 짓밟혔을 경우 
느끼게 될 고통에 공감하여 그를 구하고자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거지의 
경우에 공감자는 그 거지가 가난 때문에 겪는 고통에 공감하여 그를 돕
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락한 도시 시민의 경우에 공감자는 그 도
시 때문에 겪는 불행과 고통에 공감하여 그들의 처지가 나아지기를 바랄 
것이다. 즉 공감자는 그 불행한 사람들의 고통을 경험함과 동시에 자비
나 연민, 즉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정념38)을 느끼게 된다
38) 흄은 위의 사례들을 공감을 통해 자비를 느끼게 되는 경우로 제시하지만, 앞서 

서술한 자비(타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와 연민(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
에 놓인 타인의 처지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대한 개념적 규정에 따르면 이
는 자비보다는 연민을 느끼게 되는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
러나 비츠는 이에 대하여, “자비와 연민은 모두 타인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욕구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 구분되지 않는다(Hume, 1740: T382)”는 흄의 말을 
인용한다. 즉 한편으로 자비는 이미 정서적 교류를 가진 타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를 욕구하는 좁은 의미로 서술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적 교류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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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iz, 2004: 266).
이와 같은 공감의 원리가 작용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검토

해보기 위해 흄이 제시한 공감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적용해볼 수 있다. 2
장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공감의 원리는 타인이 느끼는 정념의 관념
이 내게 정념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규정된다(Hume, 1740: T384). 이
를 바탕으로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공감의 원리가 자비를 발생시키는 과
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불행한 
사람들의 고통(misery)은 공감자에게 관념으로 전달된다. 둘째, 공감의 
원리는 상상력을 통해 그 관념에 힘과 생동성(force and liveliness)을 
불어넣어 관념을 인상으로 전환한다. 셋째, 공감자는 그 불행한 사람들
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낀다. 마지막 넷째, 공감자는 그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가 나아지기를 바란다(Vitz, 2016: 320-321). 

위와 같은 단계로 나누어볼 때, 흄이 제시한 공감의 원리가 작용하
는 사례들의 모호한 지점이 드러난다. 즉 공감의 원리가 불행한 사람들
이 느끼는 고통의 정념과 동일한 정념을 느끼도록 하는지(세 번째 단
계), 또는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가 나아지기를 바라도록 하는지(네 번째 
단계)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네 번째 단계에서 공감이 발생시킨 자비의 
정념은 불행한 사람들의 고통과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앞서 공감의 원리와 더불어 제시되었던 인상과 관념의 이중
관계에 관한 설명을 함께 고려하여 위의 사례들을 분석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는 첫 번째 사례인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사
례에 등장하는 벌판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정념이 현재로
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공감 대상인 벌판에 잠든 사람이 느
끼는 고통의 정념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감자는 대체 무엇에 공
감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비츠는 공감자가 공감 대
상이 직면하게 될 미래의 고통을 예상하고 그에게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
하면서, 공감이 단지 타인이 현재 느끼고 있는 정념과 동일한 정념을 느
끼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Vitz, 2004: 2016). 

이러한 비츠의 지적을 고려해볼 때, 양선이(2016)가 공감의 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한 내용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공감은 
먼저 타인의 행동이나 표정 등의 외적 징표로부터 그 사람이 과거에 느

던 타인의 복지를 증진하기를 욕구하는 넓은 의미로 서술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Vitz, 2004: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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꼈거나 현재 느끼는, 또는 미래에 느낄만한 정념이나 동기에 관한 관념
을 인과적으로 추론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와 같은 인과적 추론을 통해 
타인의 정념에 대한 관념은 내게 전달되며, 그 관념은 다시 나의 인상으
로 전환되는 단계를 거친다(양선이, 2016: 313-316). 이처럼 공감이 
타인의 정념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정리해볼 때, 위
의 네 번째 단계에서 공감이 자비를 발생시키는 과정이 설명될 수 있는 
단서가 제시된다. 해당 단계에서 공감자는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가 나아
진 미래를 예상하고 그때 느끼게 될 쾌락에 공감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공감함으로써 자비의 정념이 발생하는 과정을 위
와 같이 이해함으로써, 자비의 기원에 관한 첫 번째 차원의 설명 즉, 감
정의 등방향의 원리에 기초한 자비의 기원도 공감의 원리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감정의 등방향의 원리는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
에 기초한 공감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타인이(또는 동업자가) 행복하거나 
처지가 나아지는 경우를 추론하여 상상하고 그때 타인이(또는 동업자가) 
느끼는 쾌락의 공감함으로써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의 정념을 발
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로써 도덕적 동기를 구성하는 특정한 욕구나 정념인 자비가 공감
의 원리를 통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까지의 설명을 검토할 때 아직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존재하는
데, 그 문제란 자비의 정념이 어떻게 실천적 행위를 산출하는 동기를 부
여하는 ‘힘’을 갖는지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자비에 대한 개념
적 정의를 고려해보면 자비는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일종의 욕구라
고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감을 통해 자비가 발생하는 과정은 내가 
타인의 처지에 신경을 쓰게 되는 과정을 설명할 뿐, 내가 타인을 위해 
특정한 행위를 할 만한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까지 설명한다고 보긴 어렵
다. 앞서 살펴본 스미스(Michael Smith)의 논변을 고려함에 따라, 타인
이 행복하길 바라는 욕구는 단지 현상적인 느낌이어서는 안 되고, 명제
적 내용을 가지면서도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자비의 정념이 행위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난점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해명될 수 있는데,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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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자비의 정념에 동기를 부여하는 추가적인 원천이나 근거를 제시
함으로써 자비의 동기 부여적 힘을 확립하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자비의 정념 자체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내재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다루었던 흄의 도덕적 동기 논변을 고려해볼 때, 
흄이 자비 등의 특정 욕구나 정념 이외에 추가적인 요인을 제시하여 동
기 부여적 힘을 설명하고자 했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자비의 정념에 대한 개념적 규정 자체가 일종의 욕구임을 고려해볼 때, 
두 번째 방식을 통해 자비의 동기 부여적 힘을 설명해내는 것이 더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자비라는 정념 자체가 동기 부여적 힘을 가짐을 설명해내기 위
해 공감의 원리가 작용하는 과정에 주목할 수 있다. 공감의 원리는 타인
의 정념에 관한 관념이 내게 ‘인상(impression)’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즉 공감은 내게 자비라는 정념이자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이
처럼 자비가 정념이기 이전에 인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에버슨
(1988)의 논의는 위의 난점에 관한 해결책을 보여준다.

에버슨(1988)에 따르면 인상은 감각과 정념, 정서를 포함하여 총칭
하는 개념이며, 관념은 인상의 흐릿한 상(image)이다. 흄은 이러한 인상
과 관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힘과 생동성(force and vivacity)’을 제시
하였다(Bennett, 1971; Stroud, 1977; Everson, 1988; Norton, 1993; 
Waxman, 2016). 그런데 이 같은 기준은 인상이 ‘지각(perception)’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아한 측면을 보여준다. 인간의 지식에 관
한 일반적인 이론은 그 지각 경험의 인과적 기원에 해당하는 객관적 대
상에 관한 설명, 그리고 그 지각 경험이 인간 정신에 산출하거나 인간 
정신이 표상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함께 다룬다. 그리고 전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인식체계가 산출하는 결과물을 비교하여 인간의 지식을 설명한
다. 예컨대 표상한 내용이 경험의 원천인 객관적 대상과 부합하는지를 
통해 인간의 지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흄은 인간의 경험적 인식
을 다루면서도, 정신의 외부로는 눈을 돌리지 않고 단지 힘과 생동성이
라는 인간 정신의 산출물만을 인상과 관념의 구분 기준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에버슨은 왜 흄이 인상과 관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힘과 
생동성’을 제시하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에버슨은 이와 같은 흄의 제
안이 외부대상의 실재 여부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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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즉 흄은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외부대상에 대한 설명
보다는, 내성(introspection)을 통해 검증 가능한 기준만으로 인간의 심
리적 상태를 설명해내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흄이 제시한 바와 
같이 힘과 생동성이라는 인상과 관념의 구분 기준이 그 둘을 어떻게 구
분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흄의 인식론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힘과 생동성은 인상과 관념의 구분 기준
으로 적절하지 않다(Everson, 1988: 402). 

예컨대 베넷(Jonathan Bennett)과 스트라우드(Barry Stroud)는 힘
과 생동성을 강렬하고 격렬하 느낌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인상과 관
념을 구분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였다(Bennett, 1971; Stroud, 
1977). 베넷은 힘과 생동성이 인상과 관념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면, 흄이 
객관적 대상에 대한 경험을 강렬한 감각적 상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이라며 비판한다(Bennett, 1971: 225). 한편 스트라우드는 흄이 인상과 
관념을 구분하는 데 있어 ‘느낌(feeling)과 사고(thought)의 차이’를 고
려하라고 말한 바에 주목한다(Hume, 1740: T1). 스트라우드는 이를 바
탕으로 힘과 생동성이 인상과 관념의 구분 기준일 수 없는 반례를 제시
하는데, 그 반례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살인사건 현장의 형사 
하나가 사건 현장의 상을 지각하면서는 별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현장을 떠난 이후, 문득 오른손잡이인 피해자의 탁자 위 카드 배치가 왼
손잡이의 형태임을 깨달으면서 충격적인 느낌을 받는다(Stroud, 1977: 
28-29). 이러한 반례는 형사가 현장에 있을 때 받았던 인상에 비해, 그 
이후 받았던 관념이 더 강한 느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흄의 힘과 생동
성이라는 기준을 반박한다. 그러나 에버슨이 보기에 이와 같은 반례는 
여전히 힘과 생동성을 강렬한 감각적 상태와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에 불
과하며, 따라서 그는 스트라우드 역시 힘과 생동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Everson, 1988: 403).

그러므로 에버슨은 흄의 인상과 관념의 구분 기준인 ‘힘과 생동성’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비판한다. 흄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힘
과 생동성은 상의 내재적 속성(intrinsic properties of image)이다. 즉 
인상과 관념은 지각 그 자체만을 검토하여 충분히 구분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 같은 견해는 지각을 영사된 사진(projected image)에 비유하여 
이해될 수 있는데, 지각이 인상이라면 영사된 사진은 선명하고 밝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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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각이 관념이라면 영사된 사진은 흐릿하고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
로 전통적인 해석은 영사된 사진의 내재적 속성(선명하거나 흐릿함 또는 
밝거나 어두움)만을 기준으로도 인상과 관념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Everson, 1988: 404). 

그러나 이처럼 힘과 생동성이 상의 내재적 속성으로만 해석된다면, 
흄의 이론은 단지 심상적인 관점(imagistic term)에 불과하게 된다. 즉 
인간의 모든 지각은 단지 심적인 이미지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에 에
버슨은 관념을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
만, 그러한 해석이 인상에도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Everson, 1988: 405). 흄은 인상이 우리가 보고 듣거나 느끼고 사랑하
거나 욕구하는 정념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는데(Hume, 1740: 
T8), 이때 사랑이나 욕구 등의 정념들이 단순히 어떠한 상(image)으로 
환원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버슨은 흄의 인상과 관념을 구
분하는 기준인 힘과 생동성이 단지 상의 내재적 속성에 불과한지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러한 검토 과정에서 에버슨은 인상과 관념의 
구분 기준으로서의 힘과 생동성, 그중에서도 특히 ‘힘(force)’을 인과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념에 대한 승인은, 공상만으로 우리에게 현전하는 가상적인 관념과는 
다른 느낌을 제공한다: 그리고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다른 느낌’은 우위
의 힘, 또는 생동성, 또는 견고함, 또는 확실함, 또는 꾸준함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용어는 그리 철학적이진 않지만, 다만 정신의 작용
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정신의 작용은: 역) 
허구들보다 현실들을 더 현전하도록 만들고, 사고과정에서 그 현전하는 것
들에 더 무게를 두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나아가 정념과 상상에 더 강한 
영향을 끼치도록 만든다(Hume, 1740: T629).39)

위의 구절에서 흄은 ‘힘’을 인과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눈앞에 현전하는 대상의 관념에 관한 승인은 그 대상과 관련된 사고
와 정념에 더 강한 영향을 끼치도록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한 
지각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힘과 생동성을 가졌다면, 이는 정신에 
39) 해당 구절은 노튼(David Fate Norton)의 편집본에서 수정된 부분이다. 부록에

서 추가된 내용을 노튼은 그 문맥에 맞춰 제1권 제3부 제7절에 추가하여 수정하
였다(Norton, 200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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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의 설명은 힘과 생동성을 기능적 용어로 활
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Everson, 1988: 406). 

이처럼 힘과 생동성을 인과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흄이 ‘기억’과 
‘상상’을 구분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흄은 ‘기억’이 상당한 정도의 힘
과 생동성을 유지하는 인상과 관념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서술한 
반면, ‘상상’은 힘과 생동성을 잃은 완전한 관념이라고 서술한다(Hume, 
1740: T8-9). 여기서 주목할 점은 흄이 ‘힘과 생동성이 없는’ 관념을 
인정하며, 나아가 이를 완전한 관념이라고 서술하였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힘과 생동성이 상의 내재적인 속성이라면 완
전한 관념이란 영사된 사진의 비유에서 아무것도 영사되지 않은 사진을 
의미한다는 문제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힘과 생동성을 인과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완전한 관념의 의미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즉 흄은 인상과 관념을 느낌과 사고의 차이라는 표현을 통해 구
분하면서(Hume, 1740: T2), 인상이 어떻게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
여주고자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분노에 대해 ‘사고’한 사람과 
달리, 분노를 ‘느낀’ 사람은 행동한다는 것이다. 즉 느낌은 사고와 달리 
누군가를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Everson, 1988: 406-408). 

이처럼 인상의 힘과 생동성을 인과적 개념으로 이해해볼 때, 공감의 
원리가 자비의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에서 그 인상으로서의 정념이 
동기 부여적 힘을 갖는 인과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인상과 관
념에 관한 에버슨의 이러한 지적은 흄의 근원적 인상(original 
impression)과 반성적 인상(reflective impression)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여준다(Rickless, 2017). 그러나 그의 설명을 반성적 인상에 
적용해보면 본 연구의 논의에 더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왜냐하면 
정념인 자비는 근원적 인상이 아니라 특정 인상이나 관념에 대한 반성적 
인상이기 때문이다. 즉 관념이 재현하는 근원적 인상은 전통적인 해석과 
같이 상의 내재적 속성으로서 힘과 생동성을 갖는 반면, 근원적 인상이
나 관념에 관한 반성적 인상은 인상이 지향하는 대상과 내용을 가지면서 
인간 정신에 작용하는 인과적 힘을 갖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감의 원
리는 자비의 정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그 자비의 정념이 내용으로 갖
는 ‘타인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
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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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도덕적 정서로서의 공감적 염려
앞서 살펴본 제1절과 제2절의 내용을 통해 흄이 제시하는 도덕이론

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원리, 즉 도덕적 구별과 도덕적 동기부여가 
모두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덕적 구별은 공감자가 피행위자의 쾌락
이나 고통에 공감함으로써 행위자의 성격이나 동기에 대해 발생하는 긍
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느낌을 느끼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반면
(Sayre-McCord, 2015; Slote, 2010), 도덕적 동기부여는 공감자가 피
행위자가 느끼게 될 쾌락에 공감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타적인 성격의 느
낌을 느끼게 됨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Vitz, 2004; 2016).

위와 같은 설명은 도덕적 구별과 도덕적 동기부여 각각이 공감을 통
해 산출되는 특정 정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흄의 도덕 심리학 
체계에 관한 좋은 설명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2장 제2절에서 
정리한 흄의 공감 개념을 함께 고려해보면 해당 설명이 갖는 난점이 드
러난다. 왜냐하면 흄의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는 ‘공감적 염려
(empathic concern)’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Batson, 2012: 12). 
제2장 제2절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상기해보면, 흄의 공감 개념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나아가 특정 정서를 산출하는 심리
적 기제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정서를 ‘공감적 염려(empathic 
concern)’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해당 정서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보다는, 그 고통을 덜어주고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염려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도덕적 승인 또는 불승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도덕적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설명,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이타
적 성격의 정서에 기반하여 도덕적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설명, 그리
고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가 공감적 염려라는 설명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설명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고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을 종합적
으로 정리하기 위해, 흄의 도덕이론의 두 가지 핵심원리인 도덕적 구별
과 도덕적 동기부여가 모두 공감적 염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
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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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도덕적 구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흄의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를 공감적 

염려로 이해함에 따라 그 정서와 도덕적 구별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공감적 염려가 타인의 쾌를 증진하고자 하는 정서로 
이해될 때, 이러한 정서와 타인의 쾌를 증진하고자 하는 성격이나 동기
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느낌과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앞서 다루었던 ‘도덕적 구별의 정서’에 관
하여 살펴볼 수 있다. 흄에 따르면, 도덕적 구별의 정서는 어떤 성격을 
보고 느끼는 만족감이나 거북함을 지시한다(Hume, 1740: T471). 그런
데 이러한 흄의 규정에서 그가 도덕적 구별의 대상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수 있다. 그는 구별의 대상을 ‘어떤 성격’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도덕적 구별의 대상은 특정 타인이 정서를 느끼고 
있는 상황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개입하여 특정한 행동을 산출
하는 행위자의 동기나 성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40) 즉, 공감자는 특정
한 동기나 성격에 대하여 승인이나 불승인의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슬롯은 도덕을 구별하는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자연적인 
정서적 본성만큼이나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능력에 의존한다고 주장한
다(Slote, 2013: 400).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슬롯(2010)이 도덕적 구별의 
정서를 왜 긍정적인 승인의 정서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Slote, 2010: 46). 그에 따르면 특정 성격이나 
동기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공감자는 행위를 통해 드
러나는 행위자의 성격이나 동기를 도덕적으로 구별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도덕적 구별을 하는 공감자의 관점이 행위자이기보다는 제삼자인 
평가자임을 전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우울증을 겪는 친구 A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 친구 

40) 흄이 제시한 도덕적 구별의 대상이 동기나 성격이라는 점은, “칭찬과 찬동의 궁
극적 대상이 행동이 아닌 동기(Hume, 1740; T477)”이며, “행동 자체는 도덕성
에서 고려될 수 없다(Hume, 1740; T575)”는 그의 말에서 직접 명시된다. 그는 
모든 도덕적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유덕한 동기로부터 유래한다고 선언하는데
(Hume, 1740; T478), 이에 따르면 덕(virtue)의 규정은 특정한 행위 유형
(phenotype)을 지시하기보다, 특정한 동기나 성격을 지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Sayre-McCord, 2016; 43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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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도우려는 다른 친구 B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
자인 공감자는 친구 A가 겪는 우울증에 공감하면서 그 ‘상황’을 평가하
기보다, 친구 A를 돕고자 하는 ‘친구 B’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단, 이
때 그 평가의 근거는 친구 A가 도움을 받아 처지가 나아진 상황에서 느
낄 쾌락에 공감하여 발생하는 긍정적 정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공감자
는 행위자 B에게서 그가 피행위자 A에 공감하여 느끼는 공감적 염려에 
기초하여 피행위자 A를 돕고자 하는 동기가 나타날 때, 친구 B의 친구 
A를 도우려는 동기를 도덕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승
인의 정서는 동시에 타인을 도우려는 이타적 성격의 동기를 산출하는 반
면, 도덕적 불승인의 정서는 동시에 타인을 도우려는 동기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정서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으로 지각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공감적 염려는 공감자가 평가자의 상황에 놓일 경
우에 도덕적 구별의 원천인 도덕적 정서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공감자가 평가자라면, 그는 공감 대상에 공감함으로써 그 대상을 
돕고자 하는 동기가 행위자에게서도 나타난다면 긍정적인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행위자가 공감 대상을 도우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 
대상을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경우에, 평가자로서 
공감자는 부정적인 느낌을 느낀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느
낌과 부정적인 느낌을 흄은 도덕적 승인의 정서와 불승인의 정서로 표현
하였으며, 따라서 공감적 염려는 도덕적 승인 또는 불승인의 정서로도 
기능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구별에 있어 
공감적 염려의 작용에 기초하며 이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
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러한 이해를 고려할 때, 공감이 도덕에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프린츠(Jesse J. Prinz)의 비판적 견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Prinz, 2011a). 특히 공감이 도덕적 판단에 필수적이지 않
다는 프린츠의 주장은(Prinz, 2011a: 213-216), 공감적 염려를 통해 도
덕적 구별의 작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주장과 직접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공감이 도덕적 승인과 불승인의 정서를 
느끼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Prinz, 2011a; 2011b). 

프린츠는 공감이 도덕적 판단에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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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흄의 공감 이론을 제시하면서, 흄의 공감과 도덕적 판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유덕한 성격은 쾌(도덕적 승인의 정서)를 불러일
으키고 부덕한 성격은 불쾌(도덕적 불승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이
때 피행위자가 그 행위로부터 느낀 정서에 대한 공감자의 공감적 반응이 
이 도덕적 승인과 불승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Prinz, 2011: 
214). 이러한 정리 내용은 흄의 공감적 염려가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데 작용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과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흄에 대한 같은 이해로부터 출발한 공감과 도덕의 관계에 관
한 프린츠의 입장은 본 연구와 상반되는데, 프린츠는 그 이유를 공감이 
없어도 다른 정서를 통해 충분히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한다(Prinz, 2011a: 214). 그에 따르면, 불승인의 느낌은 감정
(emotion)이기보다 정서(sentiment)이며 서로 구분될 수 있다(Prinz, 
2011a: 215). 이때 프린츠의 이러한 감정과 정서의 구분을 이해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볼 수 있다(양선이, 2011: 162): 눈앞에
서 사자가 다가온다고 가정할 때, 그 사자를 보고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
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그 사자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
런데 사자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공포를 느끼면서도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위험을 인식한 바에 따라 
나오는 ‘공포’라는 감정에 대하여 ‘두려움’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경향 지
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정서란 감정을 갖고자 하는 경향
(disposi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Prinz, 2007; 양선이, 2011
에서 재인용). 

이처럼 정서를 일종의 경향적 반응으로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설
명이 가능해진다. 만약 내가 절도에 대하여 불승인의 정서를 느낀다면 
나는 절도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하여 불쾌한 느낌을 느끼도록 경향 지
워져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Prinz, 2011a: 215). 정서를 이처럼 일
종의 경향적 태도로 이해할 때, 흄의 공감 이론에 대하여 프린츠가 던지
는 핵심적인 비판은 도덕적 구별의 정서가 작용하는 데 있어 공감의 역
할이 필수적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는 특정한 방식으로 경향 지워진 정
서에 따르면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지 않고도 충분히 특정 행위나 성격 
등의 도덕적 선악을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구별
의 정서가 반드시 공감적 요인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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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z, 2011a: 2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프린츠의 이러한 지적이 도덕적 판단을 도덕

적 승인과 불승인으로 환원하여 이해하고 있기 때문임을 밝히고자 한다. 
앞서 프린츠는 도덕적 선악의 판단이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을 통해 이루
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감의 필요성을 배제하였다. 그런데 이때 
프린츠가 지시하는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이란 특정하게 경향 지워진 정
서적 반응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양선이, 2011: 163), 따라서 
프린츠가 언급하는 도덕적 판단이란 선천적인 도덕적 정서에 기초하기보
다는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도덕적 정서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해되어
야 한다. 즉, 프린츠가 주장하는 공감이 아닌 다른 도덕적 정서에 기초
한 도덕적 판단이란,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도덕적 구별의 정서와
는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해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구별이 구분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흄의 도
덕 이론 내에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구별이 구분되는지에 대하여 검토
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는 흄이 공감이 편파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를 인식함에 따라 도덕적 구별을 도덕적 판단과 구분하고 있다는 점
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흄에 따르면, 앞서 공감이 관념과 인상의 이중관계에 기초하여 도덕
적 구별의 정서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은, 그 관계가 기초하고 있는 관념
과 인상의 연합 원리의 한계를 수반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Hume, 
1740: T580-581). 좀 더 구체적으로, 흄은 2천 년 전의 그리스에 살았
던 인물의 덕에 대한 정서가 가까운 친구나 친지의 덕에 대한 정서보다 
생생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현상이 그리스인의 덕
이 친한 친구나 친지의 덕보다 더 높거나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Hume, 1740; T581). 이 같은 맥락에서 흄의 정서에 기초한 
‘도덕적 구별’과, 그 판단의 일반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도덕적 
판단’이 구분될 수 있다(Slote, 2010; Sayre-McCord, 2015; Ilyes, 
2017).41)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강조하였던 공감적 
41) 특히 슬롯은 현대의 도덕 정서주의가 흄으로부터 계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생

각이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한다(Slote, 2010: 45). 그에 따르면 프라이스
(Richard Price)나 리드(Thomas Reid)는 흄이 제시한 도덕적 구별이 타인의 행
위나 성격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인 도덕적 판단을 이미 전제한다고 비판하였
지만(Price, 1758; Reid, 1788; Slote, 2010에서 재인용), 정서와 공감에 기초한 
도덕적 구별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비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슬롯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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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는 일반적으로 타당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정서보다는, 일반성을 
획득하기 이전에 편파적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구별의 정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프린츠가 제시하는 구성된 도덕적 정서는 편
파적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구별의 정서로 환원하여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프린츠의 정서에 기초한 도덕적 판단에 공감이 필수적이지 않
다는 주장은(Prinz, 2011a: 213-216), 그 판단이 일반적으로도 타당하
게 적용한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프린츠의 비판적 견해(Prinz, 2011a; 2011b)에 대응하여 흄
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이 옹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
에서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이는 공감적 염려
가 편파적으로 발생하며, 따라서 공감과 공감적 염려만으로는 사회 일반
에서도 타당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언어 사용 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족
하다는 것이다. 이에 그 한계를 보완할 개념적 수단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4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도덕적 동기부여
한편, 흄의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를 공감적 염려로 이해함에 

따라 공감적 염려와 도덕적 동기부여의 관계도 설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앞서 흄의 도덕이론에서 살펴보았던 도덕적 동기부
여의 원천은 자비와 같은 이타적 성격의 정서로 설명되었다는 점에서, 
공감적 염려와 자비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감적 
염려와 자비가 발생하는 과정을 함께 검토해보면 이 둘을 구분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공감적 염려가 도덕적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으로 작용한
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염려와 이타적 성격의 
정서로서의 자비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한다. 

앞서 제3장 제2절에서 언급한 공감과 도덕적 동기부여의 관계를 상
기해보자. 비츠는 도덕적 동기를 부여하는 이타적 성격의 정서인 자비가 
공감의 원리를 통해 산출된다고 설명하였다(Vitz, 2004: 216). 이때 공
감의 원리가 자비를 산출하는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

흄의 정서주의가 도덕적 판단에 선행하는 도덕적 구별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가진
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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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불행한 사람들의 고통은 공감자에게 관념으로 전달된다. 둘째, 
공감의 원리는 상상력을 통해 그 관념에 힘과 생동성을 불어넣어 관념을 
인상으로 전환한다. 셋째, 공감자는 그 불행한 사람들의 고통을 생생하
게 느낀다. 마지막 넷째, 공감자는 그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가 나아지기
를 바란다(Vitz, 2016: 320-321).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산출
되는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곧 자비로 이해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자비와 공감적 염려가 서로 다르지 않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공감적 염려는 자비와 동일한 정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으로 이해되는 자비와 마찬가지로 공감적 
염려도 도덕적 동기를 부여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감적 염려 또한 타인이 행복해지는 결과를 또는 타인의 쾌락이 증진되
는 결과를 목적으로 삼고 이를 욕구하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흄
의 저서에서 드러나는 자비란 공감적 염려와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자
비와 마찬가지로 공감적 염려도 도덕적 동기를 부여하도록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서 공감적 염려에 기초하여 도덕
적 선악을 구별하는 동시에, 도덕적 동기가 부여된다는 설명을 종합적으
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공감적 염려를 느낀 공감자가 평가자일 
경우와 행위자일 경우에 각각 나타나는 양상을 구분한 설명이라고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감자가 행위자라면, 그는 공감을 통해 느
끼는 공감적 염려에 기초하여 공감 대상을 돕도록 행동한다. 다른 한편 
만약 공감자가 평가자라면, 그는 공감적 염려에 기초하여 공감 대상을 
돕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고 이러한 동기가 공감 대상에 대해 직접 행
동하는 행위자에게서 나타난다면 이를 도덕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이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정리가 공감적 염려라는 정서가 공감자가 
평가자일 경우와 행위자일 경우에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는 주장을 함축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공감자가 평가자일 경우에 느끼는 도
덕적 구별의 정서는 행위자의 성격이나 동기 그 자체로부터 비롯하기보
다는, 그 성격이나 동기를 드러내는 행위가 공감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하고 나아가 공감 대상이 느끼게 될 쾌락에 공감하여 발생하기 때문
이다. 앞서 제3장 제1절에서 도덕적 구별의 정서가 공감에 기초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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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는 설명을 다시 상기해보면, 도덕적 구별의 정서는 행위자의 특정 
성격이나 동기 그 자체에 관하여 느끼는 정서라기보다는 그 성격이나 동
기의 영향을 받게 될 피행위자의 쾌락 또는 불쾌에 공감하여 느끼는 정
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42) 도덕적 구별의 정서가 나타나는 원리를 이와 
같이 이해할 때, 그 승인과 불승인의 느낌은 공감적 염려와 구분되기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흄의 공감적 염려가, 한편으로는 이타적 성격
의 정서로서 도덕적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도덕적 구별의 정서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과 공감적 염려가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핵심적
인 요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흄의 도덕이론은 앞서 프린츠의 지적을 통해 밝혀
진 바와 같이 공감적 염려의 편파성이라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한계 때문에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도덕의 기원을 설명하고
자 한 흄의 도덕이론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왜
냐하면 도덕적 구별과 동기부여가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다는 앞의 논의
에 따르면, 도덕적 구별과 도덕적 동기부여 모두 편파적으로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제4장에서는 이러한 공감적 
염려의 편파성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흄이 도입한 개념적 수단인 
‘일반적 관점(general point of view)’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흄이 도덕의 기원과 그 특성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해볼 수 있다.

42)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이해하는 흄의 공감적 염려가 ‘피행위자 중심의 공
감적 염려(patient focused empathic concern/sympathy)’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특징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공감적 염려와 슬롯
의 공감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슬롯은 피행위자가 아니
라, ‘행위자 중심의 공감(agent focused empathy)’을 강조하기 때문이다(Slote, 
2010: 46). 슬롯은 공감자가 공감 대상인 피행위자 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자의 
성격이나 동기에 공감하여 도덕적 승인 또는 불승인의 정서를 느낀다고 설명하면
서, 공감이 도덕교육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자에 대한 공감에 초
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lote, 2010: 3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도
덕교육적 활용과 관련한 슬롯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이는 제5장에서 더 
다룰 예정이다. 다만 현재 맥락에서는 도덕적 구별의 대상이 행위자의 성격이나 
동기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대표적인 공감 기반 도덕이론가로서 슬롯의 설명을 참
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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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한계 및 보완
제3장의 내용을 통해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두 가지 핵심 원

리, 즉 도덕적 구별과 도덕적 동기부여가 공감적 염려에 기반하여 이루
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도덕적 구별은 비편파적인 도덕
적 판단과 달리 공감자가 특정 도덕적 상황을 마주할 때 그 상황에 놓인 
피행위자에 공감하여 행위자의 성격이나 동기를 평가하는 정서를 느끼게 
됨을 의미하며, 도덕적 동기부여 또한 특정 상황에 놓인 피행위자에 공
감한 공감자가 행위자로서 이타적 성격의 정서를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공감자가 피행위자에 공감함으로써 ‘행위자에 대해’ 느끼는 정서나 
‘행위자로서’ 느끼는 정서는 모두 공감적 염려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은 공감적 염려라는 도덕적 정서에 기반
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자가 공감적 염려를 느끼는 상황은 특정 피행위자가 존
재하는 구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발
생하는 공감적 염려는 공감자에 따라 또는 특정 상황에 따라 편파적으로 
발생한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만약 이와 같이 공감적 염려가 편파적으
로 발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흄의 도덕이론은 사회 일반에서 
타당하게 적용되는 도덕적 판단이나 언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이론의 타당성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진단할 수 있다. 따라
서 제4장에서는 공감적 염려의 편파적 발생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흄이 고안한 개념적 수단으로서 ‘일반적 관점’이 도입되는 원리와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제 1 절 흄의 일반적 관점의 도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일반에서 타당하게 적용되는 도덕적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서 통용되는 도덕적 언어의 사용이 가능함을 설
명하기 위해서는 편파적으로 발생하는 공감적 염려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흄은 ‘일반적 관점(general point of view)’이라는 개념적 수단을 
도입한다(Hume, 1740: T581). ‘유덕하다’ 또는 ‘부덕하다’ 등의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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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누구에게나 비편파적으로 내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도덕
적 구별의 정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43),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비편파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ayre-McCord, 2015: 233). 즉 
흄의 이론이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구별’과 ‘도덕적 판단’
의 작용 간의 간극을 설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Sayre-McCord, 2016: 
436). 이에 일반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흄은 특정 행위자에 대한 도덕
적 판단이 그 성격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피행위자만을 고려하는 편파적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
다(Sayre-McCord, 2015: 235). 즉 흄은 일반적 관점을 통해 특정 성
격이 사회 일반에 유용한지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
명한다(Hume, 1740: T579; 1751: EM105).

이와 같은 흄의 설명은 사회적 차원의 도덕체계가 따로 존재하며, 
사회 일반에 유용한 성격 등이 사회적 덕목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즉 사회 일반의 차원에서 타당한 도덕적 판단은 사회에 유용하다
고 평가되는 덕목들을 바탕으로 규정된 도덕체계에 의해 내려진다는 것
이다(McCord, 2015; Ilyes, 2017; 양선이, 2011; 양선이, 2016; 이남원, 
2017; 최도빈, 2018).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흄의 도덕 이론은 사회적으
로 일반화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차원과 사회적으로 규정된 인위적 차원
으로 구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Sayre-McCord, 2016). 즉 흄은 덕을 
자연적 덕과 인위적 덕으로 구분하고 있다(Hume, 1740: T484).44) 

이처럼 자연적 차원과 인위적 차원으로 덕을 구분하는 흄의 입장에
서 덕의 의미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흄이 덕에 관하여 
서술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으며, 흄은 덕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43) 만약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구별의 정서만으로 구성되었다면, 우리는 사회생활
에서 느껴지는 정서 간에 모순을 발견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가치관에 
기초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Hume, 1740; T583).

44) “자연(nature)”이라는 단어의 세 가지 의미를 검토하고,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연의 의미를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첫째로 초자연적인 기적과 반대되
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로 자연은 비일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셋째로 자연은 인위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에 흄
은 인간의 행동은 인위적인 의도와 의욕에 따라 수행된다는 점에서, 덕의 의미가 
인간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성향으로부터 기원할 수는 있지만, 덕에 대한 규정 
자체는 인위적이라고 밝힌다(Hume, 1740: T47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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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 사랑이나 긍지를 산출하는 능력이고 부덕은 소심이나 미움을 산출
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경우든 이 능력을 통해 그 성질을 판단
하는 것이 틀림없고, 사랑이나 긍지의 원인인 정신의 성질을 유덕하다고 단
언할 수 있을 것이고, 증오와 소심의 원인인 정신의 성질을 부덕하다고 단
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행동이 유덕하거나 부덕하다면, 그 행동은 단지 
어떤 성질이나 성격의 징표로서만 그렇다. 그 행동이 선하거나 악하다는 것
은 정신의 지속적 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속적 원리는 전체적
인 행동 방식으로 확장되며, 개인적 성격에 스며든다. (중략) 우리가 도덕
의 기원에 관하여 탐구할 때, 행동만 따로 고려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 
행동이 유래된 성질이나 성격만을 고려한다.(Hume, 1740: T575)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흄이 덕으로 규정하는 대상이 결코 
특정한 행동유형이 아니라, 그 행동을 산출하는 정신의 성질이나 성격, 
즉 심리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때 긍지와 사랑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즉 쾌락의 정념으로, 소심과 미움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 즉 불쾌의 정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Hume, 
1740: T331). 그러므로 흄에 따르면 덕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쾌락의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인간 행동의 심리적 요인이며, 부덕이란 불
쾌의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인간 행동의 심리적 요인이다(최도빈, 2018: 
63-64)45).  

이처럼 행동을 산출하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을 통해 덕의 기원을 설
명하고 그 의미를 규정하고자 했던 흄에게 있어, 특히 그 기원을 설명해
내야 하는 덕목은 바로 ‘정의(justice)’46)이다. 왜냐하면 흄이 보기에 정
의라는 덕을 준수하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 즉 정의감은 자연적으로는 설
명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정의라는 덕목에 대하여 내려지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정의감을 승인하는 도덕적 정
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흄은 『논고』제3권 제2부를 
통틀어 정의(justice)라는 덕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정의가 자연
45) 덕의 기원에 관한 흄의 명시적인 규정은 『탐구』의 부록1에서 다음과 같이 드

러난다: “덕은 관찰자(spectator)에게 즐거운 승인의 정서를 일으키는 모든 마음
의 활동이나 성질이다(Hume, 1751: EM160)” 

46) 이때 흄이 설명해내고자 하는 정의란 정의에 대한 고전적 체계들로, 소유권의 
인정, 재산 이전의 인정, 약속 이행의 의무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체계들 가운데 약속 이행의 의무를 중심으로 정의의 인위성을 설명하고자 하였
다. 이는 채무 관계를 통해 정의의 자연성을 검토한 흄의 맥락과 부합하기 때문
이다(Hume, 1740: T47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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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기보다는, 묵계(convention)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규정된 덕이라
고 설명한다(Spector, 2014; 이남원, 2017). 

흄이 정의라는 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 즉 정의
에 대한 존중 또는 정의감을 자연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본 이유는 
앞서 흄에게서 도덕적 동기가 의무감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지적한 맥락
과 부합한다.47) 그는 만약 정의에 대한 동기가 그것이 덕이라는 이유로 
존중하고자 하는 의무감이 아닌 다른 자연적 동기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정의는 인위적으로 규정된 덕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지적한다(Spector, 
2014: 51-53). 

이에 흄은 정의의 자연적 동기로 이해해볼 수 있는 정서들을 고려하
여 검토한다(Hume, 1740: T479). 그 검토 과정에서 고려되는 첫 번째 
후보는 자기애(self-love), 즉 자기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흄은 만약 정의를 준수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애로부터 기원한
다면, 그 이익에 관한 관심이 중단될 경우 더 이상 정의로운 행동과는 
무관하게 되거나, 자기애가 자유롭게 작용할 경우 오히려 모든 불의와 
폭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배제한다(Hume, 1740: T480). 
다음 두 번째로 흄이 검토하는 후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관심과 존중
이다. 그러나 흄은 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은 정의와 자연적으로 결
부되어 있기보다는 인위적인 묵계(convention)에 따라 결부되어 있을 뿐
임을 지적한다(Hume, 1740: T480).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
반적 관점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동기는 자연적으
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동기가 ‘정의’와 결부되는 자연적인 이유를 찾
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이남원, 2017: 146).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해
해볼 수 있다: 채무 관계에 놓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만약 둘의 채무 관계가 비밀스러워서 대중의 관심을 받지 않고 있으며, 
그 관계 내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
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를 정의롭다고 볼 수는 없다. 또는 
채권자가 사악한 인물이어서 오히려 그에게 돈을 갚지 않고 사회에 기부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할 때, 만약 정의가 공공의 이익과 
자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면 정의는 돈을 갚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라고 
요구할 것이다(Harrison, 1981; 이남원, 2017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를 

47) 본 논문의 p.24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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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또한, 일상적인 경험으로도 채권자나 채무
자가 약속의 의무를 이행할 때 공공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Hume, 1740: T481). 그러므로 흄은 정의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
하고자 하는 동기와 인위적으로 결합된 덕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 먼저 묵계(convention)에 관한 흄의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그는 인위적 덕이 묵계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결부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Spector, 2014: 55). 흄의 묵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 ‘약속’ 또는 ‘계약’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 ‘묵계’란 어떠한 명시적
인 약속이나 계약 없이 공통된 이익에 대한 감각(a sense of common 
interest)을 통해 합의된 또는 성립된 체계를 의미한다. 예컨대 배를 탄 
두 사람이 표류한 채 노를 젓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이 둘은 살아남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흄은 정의(justice)도, 사람들
의 공공 이익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성립한 묵계로부터 기
원한다고 설명한다(Hume, 1751: EM172).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 있어, ‘공통된 이익에 대한 감각’이라는 개념
에 관하여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떠한 덕목이 사회적 유용
성을 근거로 규정된다는 설명만으로는 한 개인이 이를 지각할 수 있음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만약 한 개인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에 부합하는 정서(즉 공통 이익에 대한 긍정적 감각)를 함께 느
끼지 못한다면 그 행위자의 판단은 도덕적 정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개인의 주관적 도덕성이 단순히 일반적 관
점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도덕적 판단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문제를 드
러낸다. 그러므로 일반적 관점을 취함에 따라 사회 일반의 유용성을 지
각할 수 있는 확장된 공감(extensive sympathy)의 형태가 제시될 수 있
음을 추론할 수 있다(양선이, 2013).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감각이
란, 다름 아닌 확장된 공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구성원들은 
모두 확장된 공감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정의라
고 부르는 체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Hume, 1740: T490). 
그러므로 흄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일반적 공감이 정의라는 인위적 덕에 
수반되는 도덕적 승인의 원천이라고 설명한다(Hume, 1740: T499). 

이러한 설명에 기초하여 많은 연구자는 흄의 공감이 그의 주관주의
적 도덕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한다(Norton, 1993; Sl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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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Sayre-McCord, 2015; Ilyes, 2017; 박찬구, 1995; 김용환, 
2003; 이경직 외, 2015; 양선이, 2013; 소병일, 2014; 이영재, 2014; 최
도빈, 2018; 김은미, 2019). 특히 슬롯은 공감과 도덕적 구별, 그리고 
도덕적 판단의 관계를 연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공감
을 통해 도덕적 승인과 불승인의 정서가 발생하고, 도덕적 판단이 구성
되는 데 이 도덕적 구별이 기여하므로, 도덕적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에
서도 공감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Slote, 2010: 53). 실제로 흄은 
평가자 자신이나 친구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복리는 공감
을 통해 평가자에게 쾌락을 전달한다고 설명한다(Hume, 1740: T577). 
즉 개인은 공감을 통해 사회적 유용성을 지각하고 그로부터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흄은 만약 인간에게 공감이 없다면 개인은 사회의 공
익을 증진하는 특정 성격이나 성질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공감은 개인이 그 자신을 넘어서도록 만든다고 설명한다(Hume, 
1740: T597).

이처럼 일반적 관점을 도입하여 정의의 기원에 관한 흄의 설명을 고
려함으로써,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구별의 정서가 작용하는 과정의 간극
을 설명해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승인의 
정서에 기초하여 덕을 구분한다는 설명을, 인위적 차원과 자연적 차원으
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인위적 차원에 따르면 정의가 도덕적 
승인의 정서를 일으키는 과정은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
다. 묵계에 따라 정의감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인식하고, 평가
자가 그 공공 이익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정의감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때 공공의 이익 증진에 공
감하여 평가자가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는 ‘확장된 공감적 염려’48)로 이
해할 수 있다. 자기 이익과는 무관하더라도 평가자는 사회 일반에 유용
하다는 점 때문에 덕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
48) 이와 달리, 흄의 정의 체계가 자기 이익(self interest)에 기초한다고 보는 시각

도 존재한다(Sayre-McCord, 1994; Spector, 2014; 이남원, 2017). 이들의 공통
적인 설명은 사회구성원들이 상호 이익으로서의 공공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의의 
체계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 이익과 사적인 자기 이익이 
일치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익을 추구하는 
동기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동기와는 구분된다고 이해한다. 또한, 이는 
사회 일반의 공익을 증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맥락에서 타
인을 위하는 이타적 성격의 정서와는 구분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친사
회적 동기를 부여하는 확장된 공감적 염려 또는 자비로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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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인위적 덕은 사회 일반에 유용함을 근거로 공감을 통해 특정 정
서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곧 도덕적 승인의 정서로서 덕을 규정하는 기
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즉 자연적 차원에 따르면 흄
은 자연적 덕으로 규정되는 온순함, 자비, 자선, 관용 등이 사회의 복리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Hume, 1740: T578),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도덕적 승인의 정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즉 공감적 염려를 통해 도덕적 판단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같은 인위
적 덕뿐만 아니라, 자비와 같은 자연적 덕목의 기원까지도 설명할 수 있
다는 것이다(Sayre-McCord, 2016). 

정리해보면, 공감적 염려는 도덕적 구별의 정서로 작용하면서 나아
가 일반적 관점과 더불어 도덕적 판단에서 사용되는 덕의 기원도 설명할 
수 있다. 자연적 덕으로서의 공감적 염려나 자비와 같은 이타적 성격의 
정서는 공감자에게 있어 피-행위자에게 공감하여 행위자에 대한 긍정적 
승인의 정서로 작용한다. 이 같은 작용은 일반적 관점에 따라 사회 일반
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일반적 차원의 도덕적 승인의 정
서에 기초하여 자비와 같은 자연적 덕은 사회적 덕으로 규정된다. 한편, 
공공 이익에 대한 감각이나 확장적 자비는 그 자체로 정의의 규칙을 준
수할 자연적인 동기가 될 수는 없다(Hume, 1740: T496). 그러므로 정
의감 등은 공공 이익에 대한 감각과 같은 확장된 공감적 염려를 그와 결
부시켜주는 인간의 묵계 따위에서 발생한다(Hume, 1740: T496-497
).49) 이로써 인위적 덕으로서의 정의는 일반적 관점에 기초하여 공공 
이익의 증진에 확장적으로 공감하고, 나아가 ‘친사회적 동기’50)를 부여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흄의 공감과 공감적 염려, 그리고 일반적 관점을 그의 도덕 
이론의 핵심적인 원천들이라고 이해하면서, 흄의 공감과 도덕에 관한 이
해를 정리할 수 있다. 공감은 공감적 염려를 산출하고 그 공감적 염려는 
49) 흄은 만약 정의의 덕이 공공 이익에 대한 감각 등과 자연적으로 결부되어 있었

다면, 사람들이 정의의 규칙을 통해 서로를 규제할 생각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여 이 논변을 강화한다(Hume, 1740: T497).

50) 흄은 앞서 언급한 자연적 덕들이 사회 일반에 유용하며, 사회의 행복에 대한 성
질들의 경향을 나타내기 위해 “사회적 덕”으로 지칭된다고 설명한다(Hume, 
1740; T578). 이는 자비와 같은 이타적 성격의 정서를 통해 동기 부여될 경우 
그 동기는 자연적 차원에서 이타적 성격의 동기인 반면, 사회적 차원에서는 친사
회적 동기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동기”를 
사회 일반의 공공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동기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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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구별을 수행함과 동시에 도덕적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언어가 사회 일반에서 타당하게 통용되고 있다는 현상은 인간의 
관점이 단지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일반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그 일반적 관점에 기초하여 공감과 공감적 염려의 작용 역시 확장됨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공감과 공감적 염려가 도덕의 주요 원천임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은 사회 공공의 복리를 향한 경향을 가진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Hume, 1740: T618).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흄은 실
천적 도덕성을 파악하고, 그 도덕성에 관한 학문을 인간 실천에 더욱 부
합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주장한다(Hume, 1740: T621). 

제 2 절 일반적 관점의 문제
흄은 도덕적 구별과 도덕적 판단을 구분하고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

는 도덕적 판단을 설명해내기 위해 일반적 관점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반적 관점을 도입함에 따라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이 사회적 
차원의 도덕뿐만 아니라 자연적 차원의 도덕을 함께 설명하게 된다는 점
을 고려해보면, 이 일반적 관점의 도입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 관점을 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친사회적 동기부여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적 관점의 성립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
에 먼저 일반적 관점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친사회적 
동기부여의 문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친사회적 동기부여의 문제
먼저 일반적 관점을 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친사회적 동기부여의 

문제란, 일반적 관점에 기초하여 사회 일반에 유용한 덕을 도덕적으로 
승인하는 정서가 친사회적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인과적 힘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만약 사회적 차원의 
공감적 염려가 충분한 인과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개인적 차원의 
공감적 염려를 누르고 사회 내의 도덕체계가 확립된 과정까지도 충분히 
설명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직 이성만이 도덕의 원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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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로 동기 논변을 제시하였던 흄의 도덕 이
론의 특징을 고려할 때, 그것이 확장될 때에는 친사회적 동기를 부여하
지 못하는 공감적 염려가 도덕의 핵심적인 원천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려
워 보인다. 이에 해당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확장된 형태의 공감
적 염려가 동기 부여적 힘을 가질 수는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제시된다. 
그리고 이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흄이 공감의 편파적 발생에 관하여 
설명한 구절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공감은 아주 가변적이므로 도덕에 대한 우리의 정서들이 이 
모든 변이들을 반드시 허용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거리가 먼 인물보다는 거리가 가까운 인물과, 그리고 낯선 사람보다는 잘 
아는 사람과, 또 외국인보다는 동포와 더욱 잘 공감한다(Hume, 1740: 
T581).

우리의 정서가 타인의 정서와 공조하게 되는 유일한 관점은, 어떤 정념을 
소유한 인물이 직접 연관되거나 교류하는 사람의 이득이나 해악에 대해 갖
는 정념의 경향을 우리가 고려하는 경우뿐이다. 이런 이득이나 해악은 우리 
자신과 거리가 멀 때가 많지만, 그래도 때로는 우리와 아주 가깝고, 공감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강하게 끈다. 우리는 이 관심을 쉽사리 유사한 다른 경
우들로 확장한다. 그리고 이 유사한 경우들이 아주 거리가 멀면 우리의 공감
도 비례적으로 약해지고, 칭찬이나 비난도 희미해지며 더욱 모호해진다
(Hume, 1740: T602-603).

위의 구절들은 공감 대상의 유사성과 인접성에 따라 공감을 통해 산
출되는 정서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편파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약화되는 공감의 문제는 흄이 사회적 차원에서 지각되는 사회 일반
의 이익 증진에 대한 공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내용을 함께 고려
할 때(Hume, 1740: T579), 사회 일반의 차원으로 확장된 공감적 염려, 
즉 확장된 자비가 가능한지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즉, 이에 따르
면 자비의 정서가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산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흄이 개인적 차원의 사적 자비
와 일반적 차원의 확장된 자비의 정서를 구분하였는지, 그리고 그 정서
도 동기 부여적 힘을 가졌는지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흄이 확장된 자비를 언급한 사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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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단, 그는 이 확장된 자비의 정서로서 ‘인류애(love of 
mankind)’를 언급하면서도, 이처럼 동류(company)를 사랑하는 정서는 
단지 즐거운 오락거리를 사랑하는 정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Hume, 1740: T481-482). 이 같은 지적은 일반적 관점을 통해 확장된 
자비의 정서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동기 부여적 힘의 정도는 제한되
어 있음을 시사한다(Vitz, 2002: 271). 왜냐하면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자비의 정서 역시 관념과 인상의 연합 원리에 기초하며, 따라서 유사성
과 인접성 원리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흄은 ‘일반적 
자비(general benevolence)’와 ‘특수한 자비(particular benevolence)’를 
구분하는데(Hume, 1751: EM166), 이때 전자의 정서가 아무 연고
(connexion)도 없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공감하여 발생한다는 설명을 
참고하면, 확장된 자비의 동기 부여적 힘은 구체적인 맥락에 비해 현저
히 약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확장된 자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확장된 자
비와 제한된 자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그 정서의 대
상과 목적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흄에 따르면 확장된 자비의 대상은 
인류(mankind)이며 그 목적은 인류의 복리가 증진되는 것인 반면, 제한
된 자비의 대상은 동업자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며 그 목적은 대상의 
복리가 증진되는 것이다(Vitz, 2002: 279-280). 이때 공감을 통해 산출
되는 두 가지 자비의 대상을 고려해보면, 공감자 자신과 더 가까운 관계
에 있는 대상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류의 복리를 증진하고
자 하는 마음에 비해 더 강한 동기 부여적 힘을 가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인류에 대하여 갖는 사랑의 감정이 즐거움을 주는 오락거
리에 대하여 갖는 관심이나 사랑 정도에 불과하다는 흄의 언급은(Hume, 
1740: T481),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이 확장된 자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을 함축하
지는 않는다. 비츠에 따르면 셀비-비그(L. A. Selby-Bigge)와 페넬험
(Terence Penelhum)은 흄이 인류애 또는 확장된 자비의 존재를 부정하
였다고 해석하면서, 자비는 오직 제한된 관계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지적한다(Vitz, 2002: 280). 하지만 본 연구에서 문제삼
고자 하는 내용은, 흄이 확장된 자비의 정서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정도가 제한된 자비에 비해 약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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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흄이 확장된 자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음은 흄이 정의
의 기원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흄은 정의의 덕목으
로서의 정의감, 즉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성격이나 동기가 묵계를 통해 
공공 이익에 대한 공감과 인위적으로 결부되었다고 설명한다(Hume, 
1751: EM172). 그리고 법과 정의의 전반적인 체계가 사회에 유용하므
로 이에 기초하여 사회가 확립되었다고 설명한다(Hume, 1740: T579).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사회가 확립되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장된 
자비의 정서가 존재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사실이 확장된 자비가 제한된 자비와 같은 정
도의 강한 동기 부여적 힘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흄은 확장된 자비의 동기 부여적 힘이 약함을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인
간은 일정한 언어 형식을 고안하고 특정한 행동 수행을 맹세하였다고 설
명한다: 이 일정한 언어 형식이 바로 약속(promise)이며, 따라서 약속은 
인류의 타산적 거래에 대한 제재(sanction)라는 것이다(Hume, 1740: 
T522). 그리고 의무감 또는 정의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Hume, 1740: T523).51)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관심이 일반적 관점을 반성을 통한 교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함
에 따라 주어진다고 보며, 제3절에서 이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2. 일반적 관점의 성립 가능성 문제
한편, 앞서 제시한 친사회적 동기부여의 문제와 달리, 일반적 관점과 

관련한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문제는 애초에 일반적 관점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으로 

51) 이와 관련하여, 흄은 정치가와 교육자에게 개개인의 정서를 교정하는 역할을 부
여하기도 한다(Hume, 1740: T523). 그러나 흄은 이처럼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무감이나 정의감의 내면화를 성변화(transubstantiation)나 서품 성사(holy 
order)에 빗대어 설명한다는 점에서(Hume, 1740; T524), 그 교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성변화란 기독교 신앙의 성체성사에서 떡을 예수의 몸이라고 
지칭하면 그 떡이 곧 성체로 변화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또한 서품 성사란 한 
인간이 그를 통해 사제 즉, 신부로 변화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흄은, ‘A
가 B다’라고 아무리 약속하거나 지정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무감
이 자연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으며, 그 변화과정은 하나의 종교체계 내에서 특정 
개념이 자리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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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 관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말은 무엇
을 의미하는가? 이에 일반적 관점의 성립 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기에 앞
서,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을 문제 삼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사회 일반의 관점을 취할 수 없음을 근거로 일반적 관점이 성립
하기 어렵다는 등의 단순한 지적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해당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일반적 관점을 도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 관점은 편파적으로 발생하는 공감과 이를 따라 
산출되는 정서를 사회 일반에서 타당한 도덕적 판단에 부합하도록 교정
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Sayre-McCord, 2015; 
Ilyes, 2017; 양선이, 2014; 양선이, 2016). 즉 일반적 관점을 도입함으
로써 개인은 사회 일반의 공공 이익을 증진하는 덕목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은 부자에게 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고, 근면한 사람의 노
동의 대가를 방탕한 사람에게 주며, 부덕한 사람의 손에 부덕한 사람들 자
신들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해칠 수 있는 수단을 쥐어준다. 그러나 법과 정
의의 전반적 체계는 사회에 이득이다. 인간은 이 이득을 감안하여 자신들의 
자발적 묵계를 통해 사회를 확립했다(Hume, 1740: T579).

위의 구절은 흄이 일반적 관점에 기초하여 확립된 법과 정의의 체계
가 존재하며, 사회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인간이 
이 체계에 기초하여 사회를 확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
의 상황에서 재판관은 편파적인 공감적 염려보다는 비편파적인 정의의 
체계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자 하는 일반적 관점을 취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
까지 살펴본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 관한 설명이 정부나 공공기관과 
같은 집단적 주체를 상정한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
관이 행위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등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 관점을 취하는 주체는 개인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일반
적 관점을 취하는 목적이 편파적인 도덕적 정서를 도덕적 판단에 부합하
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 일반
적 관점을 취한다는 말은 결국 편파적인 개인이 어떻게 비편파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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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흄과 스미스(Adam Smith)를 비교할 수 있다. 스미스 

또한 흄과 마찬가지로 도덕 감정론을 제시함에 따라 비편파적인 관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Sayre-McCord, 2015; Ilyes, 2017, 양선이, 
2016). 이때 스미스가 개인이 비편파적인 관점을 취하는 방법으로 제시
하는 게 바로 비편파적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다.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동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형성할 수 있건 
간에, 그 판단은 항상, 타인의 판단은 실제로 어떠한가, 타인의 판단은 특정 
상황에서는 어떠할까, 타인의 판단은 상상하건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준거에 관계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
의 행위를 우리가 상상하는 공정한 방관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도록 
노력한다. 만약 우리 자신을 공평무사한 방관자(impartial spectator)52)의 
입장에 놓았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 모든 격정과 동
기에 완전히 공감한다면, 우리는 가상의 공평한 재판관의 승인에 동감함으
로써 우리 자신의 행위를 시인한다(Smith, 1790: 210).

위 구절에 따르면 스미스는 인간이 가상의 비편파적인 관찰자를 상
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위의 도덕적 승인과 불승인을 비편파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편파적 관찰자의 입장을 
상상하고 그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이성 또는 양심이라고 
설명한다(Smith, 1790: 253). 즉, 스미스는 이성의 객관적 판단 가능성
을 인정하고 나아가 비편파적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Ilyes, 2017: 108). 따라서 흄에게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편파
적인 개인이 비편파적 관점을 취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제시될 수 있
어야 하며, 이 같은 맥락에서 흄의 일반적 관점을 일종의 “이상적 관망
자(ideal observer)”로 해석하는 시도에 주목할 수 있다.

실제로 (정념을 산출하는: 역) 원인이 완전할 때, 그리고 훌륭한 성향이 
자신을 사회에 유익하도록 만드는 행운을 수반할 때, 그 원인은 관찰자

52) “impartial”을 본 논문에서는 일관적으로 “비편파적”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스미
스의 『도덕 감정론』을 번역한 책에서는 이를 “공평무사한”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에 혼동을 막기 위해 번역서에는 없는 영어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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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ator)에게 더욱 강한 쾌락을 제공하며 더욱 생생한 공감을 수반한다
(Hume, 1740: T585).

덕은 관찰자(spectator)에게 즐거운 승인의 정서를 일으키는 모든 마음의 
활동이나 성질이다(Hume, 1751: EM160).

일반적 관점을 이상적 관망자로 해석하는 것은 위의 구절들에 등장
하는 일반적 관점을 가진 관찰자(spectator)를 이상적인 존재로 상정함
을 보여주며, 이때 ‘이상적(Ideal)’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양선이, 2011: 157). 예컨대 이상적 존재는 모든 것을 알고 있
거나(fully informed),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거나(free from prejudice), 
또는 모든 인간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다(sympathetic to all humanity)
고도 이해될 수 있다(Sayre-McCord, 1994: 203). 이때 일반적 관점의 
성립 가능성이 개인이 비편파적 관점을 취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는 앞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 관망자를 ‘편견으로
부터 자유로운 비편파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규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상적’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더라도, 여전히 그러한 이상
적 존재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일반적 관점을 이상적 관망자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에 의
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 관점을 가진 관찰자를 이상적 관망자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를, 세이어-맥코드는 그렇지 않을 
경우 흄의 도덕 이론이 상대주의(relativism)를 수용하게 되기 때문이라
고 본다(Sayre-McCord, 1994: 223). 그에 따르면, 상대주의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상이한 도덕
적 반응에 기초하여, 다양하거나 양립 불가능한 규범이 확립될 수 있다
는 것이다(Sayre-McCord, 1994: 225). 이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규범
의 확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흄의 일반적 관점을 이상적 관망자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한 가지 존재
하는데, 그 문제란 이성을 바탕으로 객관적 관점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
하는 스미스와 달리, 흄은 이성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양선이, 2011: 167). 이는 설령 흄의 일반적 관점이 야기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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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의의 문제를 피하려 하더라도, 그러한 비편파적 관점을 취할 수 있
는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나 관점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 이상, 
흄의 일반적 관점이 이상적 관망자로 해석되는 한 그 관점에의 도달 또
는 그 관점의 성립 가능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제 3 절 반성을 통한 교정에 기초한 일반적 관점
제2절에서 다룬 일반적 관점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 관점에 기초한 확장된 공감적 염려, 즉 확장된 자비는 개
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서보다 그 동기 부여적 힘이 약하며, 따라서 이
를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친
사회적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 관점은 개인이 
비편파적 관점을 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해되는데, 상대주의의 문제
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이상적 관망자로 해석하더라도, 이성의 능력을 
제한한 흄의 체계 안에서는 그에 도달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흄의 일
반적 관점의 성립이 ‘반성을 통한 교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앞서 제시된 두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이 제시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론에서 다루었던 흄의 공감에 관한 비일관적 서
술의 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먼저 서론에서 제시되었던 흄의 공감에 관한 비일관적 서술의 문제
를 상기해보자. 셀비-비그(L.A.Selby-Bigge)는『논고』에서 드러나는 
흄의 도덕 심리학과『탐구』에서 드러나는 도덕 심리학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으며(Selby-Bigge, 1975; Vitz, 2004에서 재인용), 
그 주 내용은 『논고』에서와 달리,『탐구』에서는 공감의 의미가 확장
된 자비나 인간애와 같은 정서로 서술되었다는 점에 기초한다. 실제로 
인간애와 자비, 나아가 공감(sympathy)의 정서가 크게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서술되는 구절들은 『탐구』 전반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
다(Hume, 1751: EM98; EM109; EM114; EM117; EM120; EM147). 
그리고 이에 따라, 두 저서 간에 공감이 비일관적으로 서술되었다고 지
적하는 문제는 『탐구』에서 서술되는 공감을 일반적 관점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비편파적인 정서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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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탐구』에서 공감을 통해 편파적으로 발생하는 정서의 존재를 부
정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뎁스(Remy Debes)는 흄이 인상과 관념의 연합 원리
에 기초한『논고』에서의 공감에 대한 설명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Debes, 2007b: 314),『논고』와『탐구』 모두에서 흄의 공감에 대한 
견해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Debes, 2007a; 2007b).53) 특히 뎁스
는 인간애의 정서가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을 
향해 갖는 특정 정념이나 동기가 나타나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흄의 설명
을 바탕으로(Hume, 1751: EM108-118) 인간애와 자비가 여전히『논
고』의 공감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석한다(Debes, 2007a: 52). 
인간애와 자비가 여전히 공감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해석은 그 원리
가 인상과 관념의 연합 원리에 여전히 기초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되
며(Debes, 2007b: 316), 따라서『탐구』에서 공감을 통해 편파적으로 
발생하는 정서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흄이 공감의 원리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구절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인류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욱 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수록, 우리
는 이러한 일반적인 선호와 구별에 대해 익숙해질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
다면 우리의 대화와 담론들은 서로 이해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용을 위해 형성된 일반적인 언어는, 그보다 좀 더 일반적인 관
점에 의해 영향을 받고, 공동체의 일반적인 이익에서 비롯하는 정서들에 부
합하도록 칭찬이나 비난의 어구에 고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대부
분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정서들이 사적인 좋음(private good)을 
향하는 것만큼이나 강하지 않다면; 설령 가장 타락하고 이기적인 사람일지
라도, 그들은 (칭찬과 비난을) 구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용한 대상과 
좋음의 개념을, 반대의 경우에는 악함의 개념을 결합할 수밖에 없다. 공감
(sympathy)은 우리 자신을 향하는 염려보다는 훨씬 약하며, 거리가 먼 사
람에 대한 공감은 더 가깝고 근접한 사람에 대한 공감보다 훨씬 약하다. 그
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의 성격에 관한 차분한 판
단과 담론에서, 이 모든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의 정서를 더 공적이고 사회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상황에 놓여 있고, 
만약 우리 스스로의 개별 입장과 관점만을 유지한다면 결코 대화하기 어려

53) 뎁스 뿐만 아니라, 비츠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흄의 공감에 대한 서술이 『논
고』와 『탐구』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Vitz,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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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상대와도 매일 만나면서 그에 따라 우리의 상황을 종종 바꾸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와 대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의 교류는, 우리로 하
여금 어떠한 일반적이고 확고한 기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우리는 
성격과 예절에 관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하게 될 것이다(Hume, 1751: 
EM115-116).

위 구절은 흄이『탐구』에서도 공감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적이고 편
파적인 공감과 그에 따른 정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언어와 정서의 
교정 과정’을 통해 정서가 일반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곧 흄의 공감에 관한 서술이 『논고』와 『탐구』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유지된다는 뎁스(2007a; 2007b)나 비츠(2004)의 견해가 타당함을 보여
주기도 한다. 

한편, 이처럼 언어와 정서의 교정 과정을 통해 정서가 일반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 구절은 본 연구에서 일반적 관점의 성립이 반성을 
통한 교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즉 앞서 제2절에서 
다루었던 두 번째 문제, 즉 개인이 비편파적 관점으로서의 일반적 관점
에 도달하는 방안으로서 이성이 아닌 반성 능력을 통한 교정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선이(2014)의 연구에 주목해 볼 때, 흄에게 반성 
능력이란 마음을 들여다보고 반추하는 능력으로서 그가 제한적으로 규정
한 논증적 이성 또는 개연적 이성과는 구분된다(양선이, 2014; 58). 흄
은 반성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소감이나 언어를 일반적 관점에 부합하도
록 교정한다고 설명하는데(Hume, 1740: T582-583), 이 교정의 과정이 
개인으로 하여금 비편파적 관점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라
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스미스와 달리 흄이 반성을 통한 정서 및 언어의 교정을 제
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
하면, 만약 정서가 단지 특정 현상이나 대상에 대하여 비자발적으로 나
타나는 반응에 불과하다면, 이를 교정의 대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
문이다. 그러나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가 반성적 인상이라는 점은 
이들이 ‘반성’이라는 일종의 사유 능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정
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Baier, 1991: 179-180). 그렇다면 흄
의 이러한 방법이 스미스의 비편파적 관찰자와 구분되는 지점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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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성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반성을 통한 교정의 
방법은 흄의 일반적 관점이 이상적인 관망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스미스의 설명을 고려해볼 때, 개인이 이성을 통해 비편파적 
관찰자의 관점에서 도덕적 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은 이상적인 관망자를 
요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변영진, 2017: 179). 즉 한 개인이 특정한 
시점에서 내리는 도덕적 판단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이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망자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흄의 반성을 통
한 교정은 그러한 이상적인 관망자를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Sayre-McCord, 1994). 오히려 흄의 일반적 관점의 성립은 개인의 편
파적인 공감적 염려가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사회 일반에 부합하도록 교
정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존재로
서의 개인은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기초하여 
반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고하고 일반적인 관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다(양선이, 2014: 65). 

나아가 이 같은 해석에 따르면 일반적 관점이 야기할 수 있는 상대
주의도 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흄은 
다양한 개인들의 정서적 반응에 기초하여 성립되는 다양한 규범들의 존
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Sayre-McCord, 1994: 226), 위의 
해석에 따르면 설령 상반되는 규범들이 존재하더라도 반성을 통해 교정
될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적 관점의 성립이 이처럼 다양한 개인들의 정서적ㆍ언어
적 교류와 반성을 통해 교정되는 과정에 기초한다는 해석은,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동기부여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논문의 제4장 제1절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흄
이 묵계(convention)를 통해 공공 이익에 대한 감각, 즉 확장된 공감적 
염려가 정의의 체계와 인위적으로 결부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
였음에 주목할 수 있다.54) 왜냐하면 이는 개인의 사회 일반의 공공 이
익에 대한 관심이 개인에게서 강화되는 과정이 존재함을 보여주기 때문
이다. 즉, 사회 전반에 유익한 덕목이 개개인들의 공통된 인식과 감각에 
오랜 시간 동안 묵계로서 자리 잡음에 따라 그 덕목의 실천을 종용하는 

54) 본 논문의 p.67-69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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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부여적 힘이 개인들의 심리적 체계로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묵계에 관한 흄의 설명과 관련하여 최도빈(2018)이 흄의 덕의 
기준을 세 층위로 구분한 점에도 주목할 수 있다. 최도빈은 흄의 덕이 
공감자의 도덕적 구별의 정서를 일으키는 대상이 지닌 개별마음 성질로
서의 층위, 그 성질들의 일관적 또는 반복적 경험에 따라 일반화되는 덕
의 개념으로서의 층위, 그리고 그 성질과 개념들이 사회적ㆍ언어적으로 
일반화되면서 개인 안에 통합되어 나타나는 총체적 성품으로서의 층위, 
이렇게 세 층위로 구분된다고 해석한다(최도빈, 2018: 65). 즉 최도빈에 
따르면, 개인에게서 편파적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정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회화된 형태로 개인에게 내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으로 미루어 볼 때, 흄의 일반적 관점 도입에 따른 친사회적 동기부여의 
문제는 개인이 지속적인 반성과 교정의 과정을 통해 일반적 관점으로 귀
결됨에 따라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은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적 기준에 따라 도덕적 체계를 확립하려는 시도라
기보다는 지속적인 반성과 교정의 경험적 과정을 통해 일반적 관점으로 
귀결되는 도덕체계의 확립과정을 보여주고자 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로부터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이 갖는 중요한 도덕 철학적 의의가 
드러나는데, 이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규범이나 기준을 통해 도덕적 선
악을 규정하기보다는 그 선악을 규정해나가는 과정에 속한 평가자이자 
행위자로서의 개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그 규정을 변화시켜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도덕에 관한 흄의 인식에 기초할 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다양
한 개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을 인식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Baier, 1991: 28-29).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은 공감적 염려를 느끼고 
이에 기초하여 타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배려함에 따라, 협력적이고 
호의적인 사회를 꾸려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흄의 공감 기반 도
덕이론은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사회 일반적 규범의 확립을 위한 교육적 
관심을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마지막 제5장에서는 흄의 공
감 기반 도덕이론이 갖는 도덕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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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도덕교육적 의의
지금까지 정리한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살아가

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통해 공감적 염려를 느끼고 이에 기초하여 도
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맺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 도덕의 원천이 되는 정서를 교정하고, 이를 통
해 일반적 관점을 획득하는 과정에 놓인 존재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즉 
흄은 인간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존
재라고 본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이 가진 도
덕교육적 관심은 언제나 타인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흄은 비록 도덕의 원천이 개인의 주관성이라는 한계를 내포하는 정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개인이 타인의 존재가 전제된 사회적 관계 속
에서 경험하는 교정의 과정, 즉 도덕교육적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관성
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처럼 타인의 
존재를 전제한 흄의 도덕교육적 관심을 ‘공감적 염려’와 ‘일반적 관점’이
라는 두 가지 측면과 관련지어 정리하고 그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공감적 염려’의 측면에서,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은 언어 및 
정서를 교정하기 이전의 개인이 자연적으로 공감적 염려의 정서를 편파
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전제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감
적 염려의 정서를 느껴보는 경험이 개인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고자 한다. 물론 이 공감적 염려의 정서는 교정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산출하는 데에 필
수적인 경험적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적 요인이 제공되
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조건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에 제5장 제1
절에서는 이를 흄이 공감 기반 도덕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타인의 존재’
와 관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해당 조건의 핵심을 간략히 제시해
보면, 학습자에게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
당 상황이 ‘행위자(agent)’와 ‘피행위자(patient)’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의 존재가 모두 포함된 도덕적 상황을 학
습자에게 제공하기에 적절한 교수ㆍ학습 모형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역할놀이 수업모형’을 고려하였으며, 위의 조건이 해당 수업모형을 구체
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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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일반적 관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일반적 관점을 한 개인의 도덕성이 반성을 통해 교정되는 과
정을 거쳐 획득하게 되는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즉 편파적인 공감적 염
려에 기반하여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고 행동하던 한 개인은 자신의 주관
적인 관점을 벗어나 사회 일반에 유용한 규범을 확립하는 일반적 관점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흄의 이론이 한 개인을 타인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독립적이고 원자적인 존재로 상정한다면, 그 개
인이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벗어나 일반적 관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흄의 일반적 관점이 이상적 관망자를 전제하
지 않는다고 해석한 본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관점을 확립한 개인이 스
스로 자신의 관점과 생각, 나아가 감정을 교정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상당
히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흄은 개인을 독립적이고 원자적인 존재로 상
정하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보고 있다. 
이는 흄의 이론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을 수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관점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
계 속에 놓인 사회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타인의 입장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특정한 대인관계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제5장 제2절에서는 흄의 이론이 특정한 대인관계 역량을 
함양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도덕교육적 의의를 갖추고 있음을 제시하고
자 한다. 즉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두 번째 특징인 일반적 관점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 중 하나로서 타
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대인관계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
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흄의 이론을 통해 
드러나는 대인관계 역량의 중요성을, 그것이 개인에게 사회 일반의 규범
과 관점을 획득하는 데 필요하다는 측면과 더불어, 동시에 내면화된 규
범이나 획득한 관점을 반성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 위의 두 
측면에서의 대인관계 역량의 중요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정리한 것처럼, 제5장에서는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의 도덕교육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를 제시하면서, 본 연구는 그 두 가지 의의가 초등교육과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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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개인의 도덕적 정서를 
교정해나가는 과정을 제시하는 흄의 이론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과 정
서적 경향이 삶 속에서 계속 변화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즉 본 연구에
서 언급하는 도덕교육이란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시행되어야 할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계속 제공되는 반성과 교정의 기회
를 모두 포괄한다. 

제 1 절 공감적 염려의 도덕교육적 의의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공감적 염려가 도덕적 구별과 동기부여의 역

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 따르면, 
공감에 관한 도덕교육적 관심은 그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교육은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요인들을 가르치고,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개
인이 그 요인들을 활성화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창우, 2020: 93). 그리고 본 연구는 이를 위해서는 공감에 관한 도덕교
육적 관심이 단지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공감적 염려라는 정서적 요인에
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감적 염려가 발생하는 원리에도 함께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때 공감적 염려가 발생하는 원리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말은, 공감자가 공감적 염려를 느끼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여 공감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도덕교육에서는 공감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박성희(2003)에 따르면, 90년대 이전 공감 교육 연구는 공감을 
의사소통의 한 기능으로 이해하여 그 기능적 발달에 주목하였던 반면, 
90년대 이후에는 공감을 타인을 이해하는 삶의 태도로 이해하는 경향으
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구체화 되었으며, 공감에 관한 현
대의 도덕교육적 관심은 특히 공감과 도덕적 동기의 관계에 주목한다(이
진희, 2008; 이범웅, 2018). 이와 더불어, 도덕적 동기를 부여하는 필수
적인 요인으로서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들에 관한 연구도 주목할 만
하다(Zaki, 2018). 

예컨대 호프만(Martin L.Hoffman)은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공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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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 도덕적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Hoffman, 2000: 
29). 호프만은 공감이 단순히 공감자와 공감 대상의 정서적 일치라기보
다는, 대상에 관한 적절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요소와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공감 대상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동기 부여적으로 작용
하는 정서적 요인까지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공감적 고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김홍일, 2006: 99-10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뱃슨(Daniel 
C.Batson)은 공감-이타주의 가설(empathy-altruism hypothesis)을 제
시하면서, ‘공감적 염려’가 이타적 동기를 부여하는 작용에 주목한다
(Batson, 2011: 20-22). 그는 공감 대상의 고통에 공감하여 나타나는 
개인적 고통은 이기적인 동기를 부여할 뿐, 이를 통해서는 타인의 복지
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가 부여되기 어렵다는 점을 바탕으로 개
인적 고통과 공감적 염려를 구분하고, 도덕적 동기부여에 있어 공감적 
염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박성희, 2004: 71-73). 따라서 뱃슨은 개인
적 고통이 아니라 공감적 염려가 발생하기 위한 선행적인 과정이 필요하
며, 그 과정이 타인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목적으로 삼는 인지적 요소
를 포괄하고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Batson, 2011: 59-62). 

이와 더불어 호우(David Hoew)와 자키(Jamil Zaki)의 연구도 공감
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Howe, 
2013; Zaki, 2018). 호우는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공감의 중요성을
(Howe, 2013: 239-241), 자키는 정서를 산출하는 정서적 공감이 도덕
적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졌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Zaki, 2018). 특
히 자키는 공감에 관한 두 가지 비판에 재반박함으로써 공감의 힘을 강
조한다(Zaki, 2018: 50). 이에 따르면 자키는 공감이 편파적으로 발생하
기 때문에 안정적인(stable) 판단을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맥락
상의 개인에게 더 강한 동기 부여적 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
의 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Zaki, 2018: 51-53). 이러한 자키의 
주장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공감과 그에 따른 정서의 편파성 때문에 
안정적인 도덕적 판단이 어려우므로 정서적 요소가 유용하지는 않다는 
비판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한다는 점이다(Zaki, 2018: 50). 자키는 해당 
비판이, 공감의 발생 원리가 인지적 요소를 포괄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정서가 교정될 수 있다는 것까지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Zaki, 2018: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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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감을 통해 산출되는 정서에 관한 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공감에 관한 도덕교육적 관심은 단지 학습자가 타인을 이해하거나 타인
의 정서와 같은 정서를 느끼도록 만드는 부분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공감을 통해 산출된 정서가 도덕적 동기를 부여하거나 해당 정
서가 교정될 수 있는 심리적 과정 전반에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흄의 도덕이론이 기반하는 공감의 핵심원리를 공
감적 염려로 이해한 본 연구의 이해와도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흄의 공감적 염려는 공감 대상의 정서와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관념들을 추론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산출된 정서이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구별과 동기부여라는 두 가지 작용을 모두 수행하는 통
합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첫 번째 특징인 공감적 염려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함께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습자는 공감적 염려라는 정서를 경험해보는 기
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둘째, 그 기회는 단지 그 정서를 느끼는 것이 아
니라 그 정서가 발생하는 원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서 학습자에게 공감적 
염려를 경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교수ㆍ학습 모형을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두 번째 조건에 따라 공감적 염려가 발생하는 원리를 통합적으
로 고려하기 위해 해당 정서가 산출되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은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타인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감적 염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는 공감하는 공감자와 공감을 받는 공감 대상,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에 따라 학습자가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포
함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에게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는 기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행위자(agent)’와 
‘피행위자(patient)’를 포함하도록 구성된 도덕적 상황이 제공되어야 함
을 밝히고자 한다. 즉 학습자가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는 상황에는 학습
자 자신을 포함하여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며, 추가로 필요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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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행위자와 피행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공감
적 염려를 경험하는 기회로 제공되는 도덕적 상황에 행위자와 피행위자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각각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공감자가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는 기회로 제공되는 도덕적 상
황에 ‘행위자(agent)’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슬롯
(2010)의 주장을 참고할 수 있다. 슬롯은 공감에 대한 도덕교육적 관심
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행위자에 대한 공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Slote, 2010: 33-34). 이와 같은 주장은 도덕적 구별과 공감의 
관계에 관한 슬롯의 이해에 기초하는데, 이를 위해 앞서 제3장 제3절55)
의 내용을 상기해보자. 그에 따르면, 도덕적 구별의 대상은 행위자의 성
격이나 동기이며, 평가자는 행위자가 타인을 돕고자 하는 동기를 드러낼 
때 이에 대하여 승인의 정서를 느낀다. 이는 곧 평가자가 도덕적 선악의 
구별에 있어, 이타적 성격의 동기를 가진 행위자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슬롯은 공감에 관한 도덕교육적 관심이 행위자
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피행위자에 대하여 ‘공감적 염려를 느끼고 
있는 행위자(empathically concerned agent)’에게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Slote, 2010: 3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슬롯의 주장에 담긴 아이디어를 부분
적으로는 수용하되, 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슬롯이 제시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한 공감’ 개념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감’과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 따르면, 행위자의 성격이나 동기에 대하여 긍정적인 승인의 정서를 
느끼는 이유는 행위자의 성격이나 동기에 공감하기 때문보다는, 그 행위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처지가 나아질 피행위자의 쾌락에 공감하기 때문
이다. 즉,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서 공감은 행위자보다는 피행위자
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Prinz, 2011b: 217).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슬롯의 아이디어를 부분적
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가 공감자가 공감하는 상황에서 행위자
에 대한 도덕적 구별의 작용을 강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있다. 공감은 
단지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성격의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제

55) 본 논문의 p.60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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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적인 평가자의 입장에서 특정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공감자가 단지 행위
자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평가자로서의 입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덕적 
상황이 행위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다음으로, 공감자가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는 기회로 제공되는 
도덕적 상황에 ‘피행위자(patient)’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에서, 특정 상황에 놓인 피행위자의 존재는 공감
자로 하여금 행위자의 행위 동기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도덕적 구별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감자는 공감을 통해 
도덕적 구별을 하기도 하며, 따라서 그 구별이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비
롯하는지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공감자가 특정 상황에서 행위자
에 대한 긍정적인 승인의 정서를 느꼈다면, 그러한 정서를 느끼게 된 원
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행위자라는 존재가 놓인 상황을 선행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즉 흄의 공감적 염려가 피행위자가 느낄 쾌락이나 고통 
때문에 발생한다는 앞의 설명을 고려해보면, 공감자가 공감하는 대상으
로서 피행위자는,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는 기회로 제공되는 도덕적 상황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측면에서, 피행위자의 존재는 공감자에게 공감적 
염려라는 이타적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으로 작용하는데 필요하다. 첫 번
째 측면과 같은 맥락에서, 공감자가 공감적 염려를 느끼는 중심적인 원
인은 특정 상황에서 놓인 피행위자의 존재와 그때 느끼는 정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감자에게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그 정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의 피행위자는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측면에서 피행위자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는, 앞
의 두 측면과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특정 상황에 놓인 피행위자의 존재
가, 공감자가 느끼는 정서의 편파성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
도 한다는 점에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행위
자의 존재가 공감자의 편파적인 정서를 교정하도록 작용하는 이유를 설
명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발생하는 원리에 포함된 인지적 요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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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흄의 공감 개념이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다
는 제2장 제2절의 설명56)을 상기해보자.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역할 채택’과 ‘귀납적 추론에 근거한 공통적
인 심리 법칙’으로 구분하고, 흄의 공감 개념이 후자의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정리한 본 연구에 따르면, 피행위자의 정서적 반응은 공감자
가 귀납적으로 추론한 공통적인 심리 법칙에 대하여 반성할 계기를 제공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감자가 공감 대상이 느끼는 정서와 관련된 관념
들을 인지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은, 공감자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
하기 때문이다. 인상이나 관념의 인과관계에 놓인 대상들에 대한 추론이 
경험에 기초하여 귀납적으로 수행된다는 흄의 설명에 따르면(Hume, 
1740: T89-94), 공감자가 공통적인 심리 법칙을 바탕으로 공감 대상의 
정서와 관련된 관념들을 추론하는 과정 또한 공감자 개인의 주관적 경험
에 기초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관적 경험에 기초한 추론과 부합하지 않
는 피행위자의 외적 징표와 정서적 반응을 공감자가 경험한다면, 그 공
감자가 편파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교정될 수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컨대 피에로를 보고 두려움을 느
꼈던 경험을 가진 공감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나아가 이 공감자가 공
감 대상이 피에로를 마주한 상황을 보고 있으며, 공감 대상은 피에로를  
보고 즐거워하며 웃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공감자는 자신의 주관적
인 경험에 비추어 공감 대상이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
다고 추론할 것이다(정서의 원인 추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공감 대
상의 즐거워하고 웃는 표정은, 공감 대상이 두려움보다는 즐거움이라는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다고 추론할 근거를 제공해준다(정서의 결과 
추론). 이처럼 상반되는 정서 관련 관념들을 추론하게 되는 공감자는, 
피행위자가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에 기초하여 정서의 원인에 관한 자신
의 추론이 교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피행위
자의 정서적 반응이 공감자의 편파적인 공감 발생이 교정되는 계기로 작
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공감자는 특정 상황에 놓인 공감 대상에게 
공감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인식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에게 확립된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정서까지 
교정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56) 본 논문의 p.30-33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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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위의 세 가지 측면의 이유를 고려해보면, 공감적 염려를 경
험하는 기회로 제공되는 도덕적 상황에 ‘피행위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앞서 제시한 ‘행위자’가 포함되어야 하
는 이유와 함께 고려해보면, 피행위자와 행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감자가 공감적 염려에 기초하여 도덕적 구별과 동기부여를 모
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는 기회로 제
공되는 도덕적 상황에는 행위자와 피행위자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고려해볼 때, 본 연구는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첫 번째 특징인 공
감적 염려가, 공감의 도덕교육적 활용방안 중 하나인 ‘역할놀이 수업모
형’에 있어 중요한 도덕교육적 의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역할놀이 수업모형의 핵심은 하나 이상의 참가자와 관찰자가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참여함으로써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Joyce, 2017: 336), 이는 피행위자와 행위
자라는 타인의 존재를 전제하며 공감자가 특정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위의 조건에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역할놀이 수업모형이란 학습자들이 특정한 도덕적 상황에서 부여받
은 역할에 따라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직접 연습해
보는 수업방식을 의미한다(정창우, 2020: 92). 이를 통해 학습자는 특정
한 도덕적 상황에 놓인 다양한 역할을 채택해봄으로써 해당 상황에서 요
구되는 규범이나 타인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경험해볼 수 있다. 
즉 역할놀이란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해보는 사회적인 연극과 같다는 것
이다(서강식, 1995: 239). 이처럼 학습자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하고 실
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대처해보도록 연습하는 역할놀이 모형은 학습자의 
공감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에 기초하여 유아교육이나 의료
ㆍ간호윤리교육 등 다양한 도덕교육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곽승주, 
2016; 서동희 외, 2019; 이은지 외, 2017; 정석희 외, 2015).57)

57) 단, 서동희(2019)와 정석희(2015)의 연구는 역할놀이 수업모형보다는 ‘역할극’
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구분될 수 있다. 이때 역할극은 학습자
에게 특정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공연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생각
에 기초하여 행동해보는 역할놀이 수업모형과 구분된다(서강식, 1995: 238).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역할극에서도 학습자가 행위자와 피행위자로 구성된 상황을 
마주하는 공감자의 입장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동희(2019)와 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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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역할놀이의 절차를 구조화한 모형으로는 대표적으로 샤프
텔 부부(Fannie R. Shaftel & George Shaftel)의 8단계 모형과 뱅크
(Adian Bank)의 6단계 모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정창우, 2020: 95). 이
때 두 모형은 비록 단계의 개수는 구분되지만 그 내용은 거의 같으며(서
강식, 1995: 254), 그 공통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역할놀이 수업모형 단계 내용 및 방법

1. 역할놀이 준비 문제 상황 제시 
역할놀이 분위기 조성

2. 참가자 선정 등장인물 검토
참가자 선정

3. 청중 준비 관찰자로서 주위집중 및 경청 강조
관찰자로서의 과제 부여

4. 역할놀이 실연 역할에 관한 학습자의 이해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언어적ㆍ비언어적 표현 격려 

5. 논의 및 평가 참가자들의 소감 발표 및 역할 수행 평가
관찰자들의 문제 상황 해결 정도 평가

6. 역할놀이 재연 학습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반복적인
재연

표 1 역할놀이 수업모형의 구조화 단계

위의 표는 역할놀이 수업모형을 구성하는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으
며, 이때 본 연구는 그 중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주
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공감적 염려를 경험할 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즉 피행위자와 행위자로 구성된 도덕적 상황이 필요하다는 
조건은 위의 세 단계에 각각 적용함으로써 해당 단계를 구체적으로 구조
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역할놀이 준비하기’에서, 학습자는 문제 상황을 
직접 제시하거나 교수자에 의해 제시된 문제 상황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

(2015)의 연구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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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위의 조건은 해당 문제 상황을 좀 더 구체적
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문제 상황은 피행위자와 행위자로 구성된 도덕적 상황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해당 문제 상황이 학습자
에게 생생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영화나 텔레비전 쇼 등에 나타난 특정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다(Joyce, 2017: 339). 예컨대 교수자는 두 명의 
환자 중 누구에게 특정 장기를 이식해야 하는지 갈등하는 외과의사의 사
례를 제시할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장래희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의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처럼 특정 문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나면, 두 번째 단계
인 ‘참가자 선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해당 상황에 필요한 다양한 배
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58) 즉 그들은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할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Joyce, 2017: 341). 이
는 역할놀이에 직접 참여하는 참가자가 특정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
찰하는 평가자이기보다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자’로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즉 학습자가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기 위해 
행위자와 피행위자가 포함된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조건에 기초해볼 때, 두 번째 단계인 참가자 선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
는 학습효과는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도덕적 동기부여’로 이해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이러한 학습효과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여 
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참가자를 관찰하거나 평가하는 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다.59) 
예컨대 교수자는 행위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 행위자가 피행위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학습자가 실제로 
그 역할에 참여하여 해당 동기를 갖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는 교
수자는 행위자가 피행위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학습자가 그 역할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
58) 단 이때 역할을 배정할 때에 주의할 점은, 문제 상황에 관한 토론과 탐색의 기

회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의 해결책을 어른의 관점이나 사회 일반
의 관점에서만 수용하려는 학습자에게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Shaftel, 
1970: 9-10).

59) 이러한 학습효과에 대한 기대는 곧 다섯 번째 단계인 ‘논의 및 평가’에 있어서
도 중요한 의의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란 참가자가 소감을 발표하거나 그의 역할 
수행을 평가할 때에 도덕적 동기부여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평가 요소 중 하나
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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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청중 준비’에서 교수자는 관찰자로 참여

하는 학습자 또한 역할놀이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Joyce, 2017: 342). 이때 교수자는 관찰자가 역할극의 현실성을 평가
하거나 참가자의 행동이나 감정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과제를 부여
함으로써 학습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데, 이는 관찰자로 참여하는 학습자
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행위자이기보다는 특정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
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즉 학습자
가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기 위해 행위자와 피행위자가 포함된 문제 상황
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조건에 기초해볼 때, 세 번째 단계인 
청중 준비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학습효과는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도덕적 구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해당 학습효
과를 바탕으로 관찰자인 청중에게 부여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예컨대 교수자는 관찰자에게 문제 상황에 놓인 피행위자가 느
끼는 정서가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또는 교수자는 관찰자에게 피행위자의 정서를 고려해볼 때 행위자
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인지 파악하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습자가 공감적 염려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피행위자와 행위자로 구성된 도덕적 상황이 필요하다는 조건은, 역할놀
이 수업모형의 앞의 세 단계를 구체화함으로써 각 단계에서 교수자가 고
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를 본 연구에서는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첫 번째 특
징인 공감적 염려의 도덕교육적 의의 중 하나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즉 
공감적 염려라는 정서가 산출되는 원리를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교
수자는 학습자가 행위자 그리고 피행위자로 구성된 문제 상황을 마주하
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
토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특히 공감을 활용하는 교수ㆍ학습 모형 중 하나인 ‘역할놀이 수업
모형’에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흄의 공감적 염려는 해당 수
업에 참여하는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본 연구는 이처럼 특정 교수ㆍ학습 모형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는 흄의 
이론의 도덕교육적 의의에 주목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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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반적 관점의 도덕교육적 의의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일반적 관점’은, 

개인적 차원에서 편파적으로 발생하는 공감적 염려를 교정함으로써 사회 
일반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범과 관점을 개인이 획득할 가능
성을 열어주는 비편파적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반적 관점은, 다양한 가치관과 선호체계를 소유한 개인들이 자신의 주
관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사회 일반에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규범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의의를 보여준다. 
이러한 의의를 고려해볼 때,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두 번째 특징인 
일반적 관점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필요한 대인관
계 역량60)에 주목해야 한다는 도덕교육적 의의를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는 개인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성을 벗어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때 그 상호
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대인관계 역량이 필요하다
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견해를 가진 개인들
로 구성된 다원주의 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현대 사회는 급속
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문명으로 말미암아 빠르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들은 더 다양한 가치
관을 가진 개인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환경에 놓이기
도 한다. 그러나 사회 일반의 시각에 기초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개
인들의 가치관이나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은 사회 일반에서 통
용되는 도덕적 규범을 확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21세기 도덕과에 필요한 교육적 인간상은 자신을 변화시킬 

60) 본 연구에서는 흄의 이론으로부터 대인관계 ‘역량’의 필요성이 제시된다고 해석
하면서, 이때 ‘역량’의 의미를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행 관련 능력’
으로 이해하고자 한다(손경원, 2015: 109). 즉 흄의 이론에서 개인이 타인과 원
만한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능력을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역
량’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단, 이때 해당 능력은 현재의 수행 능력만을 기술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김국현, 2017: 98), 따라서 해당 역
량의 함양을 통해 본 연구는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이라는 현재의 과제 수행
뿐만 아니라, 흄의 이론에서 기대하는 두 가지 잠재적인 효과, 즉 사회 일반의 
관점과 규범의 획득, 그리고 그 관점과 규범의 교정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
까지 대인관계 역량의 함양을 통해 추가로 기대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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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
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인간상이어야 할 것이다(정창우, 2019). 그리
고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관점은 이러한 인간상
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제공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
감과 반성 능력에 기반하는 일반적 관점은 개인이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
함으로써 교정되는 과정을 거쳐 일반화된 규범을 내면화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은미는 흄의 공감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공감이 우리가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목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은미, 2019: 302). 즉 공감은 개인의 주관성
을 벗어나 자기와 다른 타인과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
다는 것이다. 특히 공감이 개인의 주관성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하는 이유를 이해함에 있어, 앞서 제1절에서 다루었던 ‘피행위자가 포함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참고할 수 있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다른 경험을 소유한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공감적 경험은 개인의 
경험적 인식체계를 교정하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공감적 경
험을 통해 자신의 언어와 정서, 나아가 인식체계를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작용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이해해볼 때 개인은 다양한 
가치관이 퍼져 있는 사회 속에서도 그 구성원으로서 일반적인 도덕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개인의 공감적 경험이 일반적인 도덕성을 확립하기 위
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
다. 왜냐하면 개인의 공감적 경험은 타인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공감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는 이상, 
그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마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개인의 주관성
을 벗어날 충분한 계기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정
서적 반응을 마주한 개인에게 그 타인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중시하는 자
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다면, 공감적 경험이 그 개인에게 반성을 촉발하는 기제로 작용하리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주
관성을 벗어나 사회 일반의 관점과 그에 기반한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서는, 단지 자신과 다른 가치관이나 관점을 가진 타인을 마주하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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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된다기보다는 그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 하는 염려의 태도
를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서 제시되는 공
감자의 공감 대상에 관한 공감적 염려가, 단지 그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공유하는 경험을 넘어서서 그 타인에 대한 염려 및 자비의 정서를 느끼
도록 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
냐하면 공감적 염려는 공감자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촉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공감자가 느
끼는 공감적 염려는 공감 대상에 대한 이타적 성격을 띠는데, 이는 공감 
대상이 만족감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원인에 대한 공감자의 인식을 교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흄에게 있어 정서는 특정 행위를 산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
으로 이해된다. 이는 행위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실천적 힘의 원
천이 정서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은 만족을 일으키는 원
인을 추구하고자 하며, 불쾌를 일으키는 원인을 거부하고자 한다. 그런
데 개인적 차원에서 공감자가 느끼는 정서가 편파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은 곧 개인마다 만족이나 불쾌를 느끼는 원인이 다르다는 전제 위에 성
립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만족이나 불쾌의 원인을 
마주할 때, 그 원인이 서로 일치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감
적 염려는 공감자 자신의 만족보다는 공감 대상인 타인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원인을 인식하고 이를 추구함으로써 타인이 행복하길 바라는 이
타적 성격의 정서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감자는 공감 대상의 만족이나 
불쾌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공감 대상의 가치관이나 정서적 경향
을 수용할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흄의 이론을 바탕으로 볼 때, 사회 일반적인 관점을 획득하
고 그에 부합하는 규범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특
정한 대인관계 역량이란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즉 공감자인 개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타인에게 공감하
고 그의 만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염려하는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그 타
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인들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증진하는 특정 덕목들에 대한 일반적 관점
을 수용할 수 있으며 좀 더 확장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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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관한 관심 또한 내면화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즉 개인들은 
단지 구체적인 맥락 속에 놓인 타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공공 이
익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적인 태도를 갖추게 될 것이라 기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대인관계 역량의 
함양을 통해 사회 일반적 관점과 규범을 획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음을 보여주며, 본 연구는 이를 흄의 이론이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하여 
가지는 첫 번째 도덕 교육적 의의로 이해하고자 한다.61)

나아가 본 연구는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이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
하여 갖는 두 번째 도덕교육적 의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의의란 일반
적 관점을 회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의 대인관계 역량이 단지 사회 
일반의 관점과 규범을 획득하는 데 기여할뿐만 아니라, 그 관점과 규범
을 교정할 가능성을 함께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반성을 통한 교정
의 과정을 함축하는 흄의 일반적 관점을 바탕으로 볼 때, 공감적 염려에 
기초하여 자신과 다른 타인의 가치관이나 정서적 경향을 수용하고 나아
가 자신의 언어 및 정서 등을 교정하도록 작용한다는 일반적 관점에 관
한 설명은, 앞서 언급한 공동의 도덕적ㆍ사회적 규범의 확립 가능성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도덕교육적 의의를 보여준다. 그 의의란 반
성을 통한 교정의 과정을 수반한 일반적 관점이 그 관점과 이에 기초한 
규범까지 교정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해당 관점과 
규범을 교정할 가능성이 어째서 도덕교육적 의의로 이해될 수 있는지 의
문이 제시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ㆍ사회적 규범은 그것이 규범이라는 점에서 그 규
범 체계 아래에 놓인 개인들에게 특정한 행위나 태도 등을 지시한다고 
이해된다. 즉 규범은 그 규범 체계 아래에 놓인 개인에게 그 규범을 따
르도록 하는 일종의 강제적 특성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도덕적ㆍ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어긴 개인은 다른 타인들에 의해 비난받
거나, 응보의 원리나 공공 이익의 침해 등과 같은 근거에 기초하여 처벌

61)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홍종관(2016)은 효과적인 대인관계 역량의 함양을 위해 
공감적 이해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홍종관이 제시하는 ‘공감적 이해’란 
대인관계 상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사
대방에게 이해한 내용을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홍종관, 2016: 565). 
이때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공감적 염려’는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
정은 생략되었지만, 그 전반적인 주장은 홍종관(2016)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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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 관점이 반성을 통한 교정
의 과정을 거쳐 확립된다고 설명하는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서도, 
그 관점에 기초하여 확립되는 사회 일반의 관점과 규범이 이러한 규범의 
강제적 특성을 포함하는지 고려해볼 수 있다. 사실적인 현상으로 드러난 
정의의 체계나 도덕적 평가 등에 기초하여 도덕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흄
의 이론에서, 규범은 사회 일반의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규정된 인위
적인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규범에 관한 이러한 이해가 그 규
범의 강제적 적용이라는 특성을 배제한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즉 도덕
의 기원을 설명하려 한 흄에게 있어서도 규범의 강제적 적용은 분명한 
하나의 사실적 현상으로 주어지며, 따라서 그도 이러한 규범의 강제적 
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규범의 
강제적 특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흄이 개인들의 관점이 일반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들이 그에 기초하여 사회적 덕목들에 관한 긍정적
인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을 주장했다고 이해한다면, 흄의 
일반적 관점은 단지 개별적인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규범의 강제적인 지
시를 정당화하는 근거일 뿐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만약 일반적 
관점을 단지 이상적인 관망자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그 시각에 기
초하여 확립된 규범의 절대성을 정당화한다면,62) 그 규범은 사회 일반
에서는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라도 그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에 놓인 
다른 개인들에게는 부당한 처사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흄
은 개인이 사회 일반의 관점과 규범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
에, 그 관점과 규범을 반성하고 교정할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대인관
계 역량의 함양이 그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관점이 서로 다른 개인의 가치관과 정서적 경
향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의 과정을 거쳐 성립한다고 해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은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대인관계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
과 다른 타인의 성향이나 견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이는 특정
한 시점에서 일반적 관점을 획득하고 그에 기초한 규범을 내면화한 개인

62) 세이어-맥코드는 이러한 논점을 바탕으로 일반적 관점이 이상적 관망자로 이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로서, 그 관점에 기초한 규범이 개인들에게 내면
화된다면 이는 곧 쇼비니즘(chauvinism)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을 제시한다
(Sayre-McCord, 1994: 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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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개인은 여전히 다른 언어적ㆍ정서적 교류를 
통해 자신에게 확립된 일반적 관점과 이에 기초한 규범들을 교정해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 일반에서 확립되는 규범을 교육하고자 
하는 도덕교육적 시각이 그 규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의 두 번째 특징
인 반성적 교정에 기초한 일반적 관점은 그에 부합하는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흄의 일반적 관점이 요구하는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대인관계 역량은, 한 개인이 사회 일반의 관점과 규범을 획득함
과 동시에 그 관점과 규범을 교정할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그 수
단에 부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도
덕교육적 시각이 해당 역량을 통해 학습자가 사회 규범을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규범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교정할 수 있다는 효과를 
함께 기대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도덕
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대인관계 역량 관련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포
함되도록 수정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행 도덕과 교육과
정은 대인관계 역량의 효과에 관한 그러한 기대를 온전히 포함하여 구성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과목 영역 일반화된 지식

공통 
교육과정 

도덕
타인과의 

관계

가정ㆍ이웃ㆍ학교 및 온라인 공간에서 바
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
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
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의사소
통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인간과 

윤리 사상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의 준수
를 통해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
회적 존재이다.

표 2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된 교육과정 영역과 일반화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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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는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된 영
역과 일반화된 지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각 영역에서 대인관계 역량을 통해 기대하는 교수ㆍ학습 효과는 특
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데에 초점
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초점은 나아가 다음의 표에 나타나는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한 내용 요소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과목 영역 내용 요소

공통 
교육과정 

도덕
타인과의 

관계

- 가정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 (가정윤리)

- 참된 우정이란 무엇인가? (우정)
- 성(性)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성

윤리)
- 이웃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이웃생활)
-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정보통신윤리)
- 평화적 갈등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평화적 갈등 해결)

선택 중심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인간과 

윤리 사상

- 인간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은 
왜 필요한가?
①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
② 인간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

의 중요성
표 3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된 교육과정 영역과 내용 요소

위의 표 3은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대인관계 역량을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타인과 원만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공통 교육과정인 ‘도덕’에서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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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특히 표 3에 따르면 가정이나 이
웃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윤리와 사상’에서는 인
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명시하면서도, 그 
내용 요소에서는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
려 표 3에 따르면, ‘윤리와 사상’에서는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표 2와 표 3의 내용을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공통 교육과정인 ‘도덕’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 중 하나로서 대인관계 역량을 제
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윤리와 사
상’에서는 대인관계 역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도덕
의 필요성과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인간의 사회적 특
성에 주목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된 
도덕과 교육과정의 일반화된 지식과 내용 요소에 관한 이러한 종합적인 
해석은 해당 과목들의 영역에서 제시되는 ‘성취기준’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1)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도덕적으로 해결하려
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교육부, 2015: 
11, 19). 

2)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가지는 중요성과 특징들을 이해한다(교육부, 
2015: 54).

위의 1)은 공통 교육과정인 ‘도덕’ 과목의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서 
제시되는 성취기준이며, 2)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윤리와 사상’ 과목
의 ‘인간과 윤리사상’ 영역에서 제시되는 성취기준이다. 이때 각 구절은 
해당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과 내용 요소를 통해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의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기대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본 연구의 이해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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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손경원도 역량기반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정리하면서, 대인관계 윤리적 역량의 요소가 갈등을 조정하
고 문제를 해결하며, 타인을 존중ㆍ배려하고 그와 도덕적으로 원만한 관
계를 유지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손경원, 2015: 122).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현행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되는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이해가 수정되어야 함을 제안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모두에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은 대인관계 역량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만 인식하
기 때문이다. 앞서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본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대인관계 역량의 효과에 따르면, 해당 역량의 필요성은 
사회 일반의 관점과 규범의 획득이라는 첫 번째 측면과 그 관점과 규범
의 교정 가능성이라는 두 번째 측면에서 모두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식하는 대인관계 역량의 필요성은 첫 번째 
측면은 포괄하는 반면, 두 번째 측면은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이 대인관계 역량이 필요한 두 번째 측면의 
이유, 즉 해당 역량이 개인이 획득한 관점과 규범을 교정할 가능성을 함
축한다는 점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때 먼저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이 흄의 이론에서 제시되는 대인관
계 역량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를 포함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통 교육
과정인 ‘도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윤리와 사상’을 각각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로 ‘도덕’의 경우, 해당 과목의 영역은 ‘자신과의 관계’, ‘타
인과의 관계’, ‘사회ㆍ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자연ㆍ초월과의 관계’ 순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도덕성이 발휘되는 영역을 확장하
는 방식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역 확장의 순차적 
과정을 고려해 볼 때, ‘도덕’에서 대인관계 역량의 함양은 다음으로 이어
지는 ‘사회ㆍ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
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탐구하고 성찰하여 성숙한 도덕적 시민으로 
성장(교육부, 2015: 13, 21)하는데 필요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고 이
해할 수 있다. 한편 ‘윤리와 사상’의 경우 대인관계 역량의 함양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간과 윤리사상’ 영역이 인간의 사회적 특성에 기반하
여 사회ㆍ윤리 규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을 고려해볼 때, 학습자가 
사회 일반의 관점과 규범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역량 중 하나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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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해볼 때, 공통 교육
과정인 ‘도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윤리와 사상’ 모두에서, 현행 도
덕과 교육과정은 대인관계 역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는 타인과의 갈등
을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포괄적
으로는 학습자의 사회 일반의 관점과 규범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인식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은 흄의 공감 기반 도덕
이론에서 제시될 수 있는 대인관계 역량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를 포괄
하도록 구성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이 대인관계 역량의 필요성을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서 제시되는 두 번째 측면, 즉 학습자가 획득한 사회 일
반의 관점과 규범을 교정할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측면까지 포괄하여 인
식한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인관계 역량 관련 영역에서 명
시하는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그리고 ‘성취기준’ 그 어느 것에서도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학습자 자신의 관점을 교정
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임을 함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각 영역에서 제시하는 도덕적 기능이 ‘타인의 입장 이해하기’, ‘공
감능력 기르기’, ‘다양성 수용하기’, ‘다른 사람의 관점 채택하기’ 등을 포
괄하고 있다(교육부, 2015: 6-7)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반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대인관
계 역량의 도덕적 기능이 흄의 일반적 관점에서 요구하는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대인관계 역량과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기능의 함양을 통해 기대되는 교수ㆍ학습 효과에 ‘학습한 
관점과 규범을 반성적으로 교정할 수 있음’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하여 명시하는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또는 성취기준이 해당 내용을 포괄하도록 수정되어야 함을 제안하
고자 한다. 

흄에게 도덕이란 계속 변화하는 사회 속에 적응해 나가는 개인들이 
모여 확립한 일반화된 규범적 체계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를 수정해나가
는 연속적인 과정이자 사회 현상이다. 그리고 흄은 “실천적 도덕성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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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그 도덕성에 관한 학문을 인간 실천에 더욱 부합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Hume, 1740: T621)”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 
놓인 개인은 사회 일반의 관점과 규범을 학습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그 
관점과 규범을 교정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도덕교육은 이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흄의 생각을 보여준다. 

만약 도덕교육 체계가 사회 일반의 관점과 규범을 ‘학습’에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그 ‘교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63) 일반화된 관점에 기초한 도덕적ㆍ사회적 규범이 학습
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관점과 
규범으로부터 소외될 처지에 놓인 이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덕교육에 관한 이러한 흄의 생각과 지적을 바
탕으로 볼 때,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대인관계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사회 일
반의 관점과 규범을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63) 본 논문의 p.97-98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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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와『도덕 원리들에 관한 탐구』 모두에

서, 흄은 공감이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라고 서술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도덕적 동기의 원천이라고도 서술한다. 그러나 하나의 원리가 다른 두 
가지 작용의 원천일 수 있는지에 관한 필자의 물음은, 흄의 도덕 이론체
계 내에서 공감과 도덕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
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연구 과정을 통해 살펴본 흄의 공감 기반 도
덕이론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흄이 말하는 공감의 원리란, 단순히 타인의 정서에 동화되는 정서 
감염이 아니라, 타인이 느끼는 특정한 정서와 인과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위 상황들까지 추론하여 타인의 심리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공감적 염려를 산출하는 통합적인 심리적 기제로 이해된다. 그런데 공감
의 원리를 통해 산출되는 공감적 염려는 타인과 동일한 정서가 아니라 
타인의 처지가 나아지거나 행복하길 바라는 이타적 성격을 띤다는 특징
을 갖는다. 이로부터 이타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고 설
명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이타적 성격의 공감적 염려는 단순히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공감자가 평가자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평가 대상
인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승인 또는 불승인의 구별로도 작용한다. 즉 행
위자와 피행위자로 구성된 상황에 관하여, 공감자는 피행위자에 대하여 
느낀 공감적 염려를 바탕으로 행위자의 동기나 성격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감적 염려의 작용은 편파적으로 발생하며, 따라
서 비편파적인 관점에 기초하지 않는 한,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과 
그 판단에 사용되는 언어들을 설명하기란 적절하지 않다. 이에 흄은 일
반적 관점을 도입하였으나, 바로 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일반적 관점에 기초하여 확장적으로 발생하는 공감적 염려가 충분한 동
기 부여적 힘을 갖는지, 또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일반적 관점이 단지 
이상적인 관점에 지나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문이 일반적 관점의 성립 과정이 
반성을 통한 교정의 과정을 포함함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일반적 관점은 교정의 과정을 거쳐 성립한다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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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해보면,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은 
도덕 규범의 확립 과정과 개인들의 변화에 필요한 교육적 관심을 함축하
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
론이 갖는 도덕교육적 의의를 그 이론의 두 가지 특징, 즉 ‘공감적 염려’
와 ‘일반적 관점’에 기초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감적 염려’의 도덕교육적 의의와 관련하여,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은 공감의 도덕교육적 활용방안에 특정한 조건을 제안한다. 그 
조건이란, 공감자는 행위자와 피행위자로 구성된 도덕적 상황에서 공감
적 염려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존재는 
공감적 염려에 기초한 도덕적 구별의 작용을 촉진하며, 피행위자의 존재
는 위의 촉진작용과 더불어 공감자 개인의 주관성을 벗어날 계기로도 작
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역할놀이 수업모형에 적용함으로
써, 해당 조건이 교수자가 해당 모형을 구체적으로 구조화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반적 관점’의 도덕교육적 
의의와 관련하여,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은 도덕교육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드러내는 방안으로써 대인관계 역량에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사회구성원들은 일반적 관점에 기초하여 규범을 확립하
고 이를 내면화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그 관점과 규범을 교정해나
가는 연속적인 과정에 놓여 있다. 즉 흄에게 있어, 도덕은 특정한 한 가
지 시점에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규정되는 진리로서의 성
격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
동의 규범을 확립하고 또 수정해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이자 사회 현상으
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덕교육이 한 개인이 이러
한 연속적인 과정에서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야 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흄의 공감에 관한 비일관적인 서술로부터 출발한 흄의 공감 
기반 도덕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의의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에 마지막으로 필자는 도덕 규범의 형성과 교정이라는 연속
적인 과정에 놓여 있는 개인들에게 부여되는 도덕교육에 관한 관심이 흄
의 이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인적ㆍ사회적 차
원의 도덕성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교육적 관심을 보여주는 흄의 이론은 
앞으로도 검토되어야 하는 도덕 이론 중 하나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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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David Hume’s

Sympathy-based Mor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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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David Hume’s

moral theory for moral education based on a review of his

sympathy-based moral theory. In the 18th century, British moral

philosopher David Hume argued that the source of morality is

sentiment, not reason. Hume proposed this argument because reason

alone cannot distinguish between moral good and evil and motivate

morality, but such moral distinction and motivation is only possible

through sentiment. As such, Hum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oral sentiment in that the two functions of moral distinction and

moral motivation originate from sentiment. However, Hume's

explanation that the moral sentiments related to those two functions

are all derived from sympathy requires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is sympathy-based moral theory. Therefore, in this

study, Hume's sympathy is understood as an integrated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encompasses the sentimental element of empa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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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 as well as the cognitive element that infers the ideas placed

in causal relations with the sentiments of others.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at the empathic concern, through which both

moral distinction and moral motivation are explained, can be

understood as a moral sentiment. However, empathic concern shows

its limit of being partial, and the general point of view is required for

the compensation. This study aims to interpret the establishment of

this general point of view to be based on correction through

reflection, and conceive morality not as an absolute and universal

truth, but as an empirical object which human as social being

encounters and cultivates in various relationships in Hume’s

sympathy-based moral theory.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presents the implications of Hume's sympathy-based moral

theory for moral education as follows. First, Hume's empathic

concern shows the conditions for specifying the preparatory stage of

the role-playing class model. Second, Hume's general point of view

shows that the current moral educational perspective on interpersonal

competency does not encompass the possibility of correction through

the learner's reflection.

keywords : moral distinction, moral motivation, sympathy,

empathic concern, gener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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