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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칸트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제시하는 ‘윤리적 공동체’는 국

가의 시민들이 자신 스스로 뿐만 아니라 모든 타인들을 도덕적 실천의 대상으

로 삼는 공동체적 유대감이 공유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윤리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칸트는 현실세계에서 정치를 수단으로 사용하며, 도덕적인 정치의 실현

으로 윤리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칸트는 인간이 현실세

계에서 지속적인 도덕의 진보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도덕

의 최상의 상태인 ‘최고선’에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본질적 최고

선은, 정치로서 이룰 수 있는 현세적 기준의 최고선을 초월하는 단계이다. 본질

적 최고선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정치와 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수단으로 하여 덕 그 자체에 대한 존중으로 법을 최고선에 부합

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목적이 가장 존중되는 국

가의 형태를 공화주의 정부의 형태라고 보았다. 공화주의 국가에서는 불평등한 

여러 자연적, 사회적 원인들이 아닌 인간 그 자체로서의 도덕을 최상의 가치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특성이나 세습된 사회적 권위로부터 독립적인 인간 

평등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인간에게 인격에 대한 

본질적인 존중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그 외의 경험적 요소들인 성별, 종교, 정

치성향 등은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갖

는다. 

 본 연구는 칸트가 주장한 종교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들을 살펴보고, 그 

현대적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했다. 칸트적 의미의 이상적 국가인‘윤리공동체’

에서 종교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며, 시민들의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칸트는 시민들 모두의 정치참여 기회가 허락되어

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즉 종교의 유무나 종파를 이유로 공정한 정치참여의 기

회가 박탈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

의 참여를 통해 취합된 의견들은 시민들 간의 정치적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기

존의 법을 더욱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법들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이는 시민

들이 평등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상호 



 

합의를 통한 것이어야 도덕적인 국가로서 진보한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부 종교나 종파의 정치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는 국민 전체가 합의한 내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모든 종교 및 비

종교인의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일부 종교사 동의하지 못할 만한 법칙을 강제하

는 국가는 윤리적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칸트가 제시한 정치의 도덕성과 종교에 대한 문제제기는 21세

기 정치종교적 문제에서도 현대적 유용성을 갖는다. 특히 세속주의 사상은 국가

가 종교의 영역에서 중립을 유지하여 종교에 대해 국가적인 특권을 주지 않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탄생하였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은 정부

와 시민이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특정 종교의 상대적 우수성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시점에서 발현되고 있는 세속주의는 

중립이 아닌 분리의 개념을 강조한 사상으로서,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

는 것이 정의로운 정치의 방식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 그 

자체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인간의 종교적 영

역만을 배제하여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현대적 세속주의의 발현 방식이 도덕적

인 국가 형성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님을 주장한다. 종교의 영역을 배제한 채 이

루어진 사회적 합의는 국가 전체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종교에 대

한 불평등이며 억압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는 개인의 출신지

나 경제수준과도 연관되는 사회적 지표이기에,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적 배제는 

특정 시민계층의 과소대표 또는 과대대표를 야기하는 구조적 불평등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더욱이 현대적 세속주의가 전제하는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의 배제는 

종교가 도덕성과 인간성의 발현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세속주의 개념 하에,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를 분리

해내는 것이 더욱 공정한 정치의 방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도덕적

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종교의 진보가능성을 묵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칸트는 부도덕한 종교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아니며, 종교의 울타리안

에 숨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는 인간들은 그릇된 신앙심을 가진 이들로서 

인간이성의 미성숙 때문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

적 실천을 극대화하는 것은 인간이성의 사용을 촉진과 계몽의 과정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지, 종교를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본 논문은 현대적 세속주의의 보완안으로서 칸트적 세속주의(Kantian 

Secularism)개념을 제안한다. 현대적 세속주의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

으로 칸트적 세속주의는 세속주의가 본래 의도한 ‘중립’의 의미를 되찾고, 다

원주의적 가치들이 존중되는 형태의 세속주의를 말한다.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

가 분리되지 않고 인간의 다양성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하는 방식의 

세속주의야 만이 정치와 종교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를 위해서는 종교가 시민들에게 도덕적 논쟁의 재료로서 가치를 지님을 인정하

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종교인들을 한 국가의 동일한 시민으로서 인

정하고, 그들의 정치참여를 보호하여야 한다.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 때문에 그

들의 시민적 정체성을 억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도, 도덕적 정치의 모습도 아

니기 때문이다. 다원주의적 가치가 존중되는 세속주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는 종교 또한 그 다원주의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종교에 대한 공론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시민들의 이성 발현을 돕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종

교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종교인들이 자신의 성서와 관습 등을 맹목적으로 따르

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대상으로서 탐구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대상으로 자리잡

게 한다. 또한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각각의 종교집단 사이의 이해와 충돌

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집단간 맹목적 화해를 추구한 것이 아니다. 오히

려 칸트는 각 영역의 독자적 특징이 존중되면서도, 영역 간의 갈등을 보존하고

자 했다. 이러한 갈등은 각 영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타 영역과의 상호작용

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러한 영역들이 공존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

존의 상태에서 상호간의 단절이 아닌 지속적 교류가 중요함 주장했다. 현대적 

세속주의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통해 제시하는 평화는 현상세계에서의 평화

를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이고 영원한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제한한다. 따

라서 칸트적 세속주의는 가치의 단일화 보다는 다양한 가치들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공존가능성을 확보하는 본질적 평화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주요어 : 엠마뉴엘 칸트, 현대적 세속주의, 칸트적 세속주의, 도덕적 진보, 윤리

적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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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질문 

종교가 국내외적 갈등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의 화해는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 과제이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관찰되는 여러 정치적 어려움들은 종교가 단지 사적 신념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신념 또한 형성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더욱이 

동성결혼 허용의 문제, 여성의 낙태권 문제, LGBTQ+사회의 인권 문제, 

타국난민 유입 등의 사회적 문제에서 종교는 끊임없이 논쟁의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들은 현대적 세속주의와 같은 분리의 

원칙으로서 종교와 정치를 해결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류는 보다 근본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이상적 관계의 모습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즉, 현대의 세속주의가 발현되는 모습이 종교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본래의 세속주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더 

나은상태로의 진보된 정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민의 종교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시민들은 공동체안에서 그들의 개인적 종교 

신념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아닌 도덕적 진보의 수단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시민은 단순히 정치적 시민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자아로서의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갖는 존재이다. 즉 공동체 안의 

개인은 공적 시민과 사적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영유한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정치와 종교의 이상적 관계는 무엇인가?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칸트의 종교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칸트를 통하여 정치와 

종교는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칸트는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국가에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의 모습에 대한 여러 분석들을 제시하였다. 종교개혁 이후 

세속주의는 국가와 종교의 바람직한 관계상으로 자리잡았다. 본래 18세기 

유럽을 기반으로 등장한 세속주의(Secularism)는 정치와 종교를 각각의 

독립적 영역으로 분리함으로서 각 영역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는 

세속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종교를 사적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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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고 정치를 공적 영역으로 분리함으로서 각 영역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준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전 영역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작동하고자 

했다. 이는 국가의 중립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세속주의는 국가의 정치종교적 중립을 옹호하는 개념에서 변모하여,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상정하는 개념으로 거듭났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적 세속주의가 발현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의 종교론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상정한 도덕적 국가에서 정치와 

종교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도덕적 진보에 대해 쌍무적 의무를 지님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가치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동하는 종교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는 정치는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칸트는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적 고려를 

반영함으로써 인간의 이성발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윤리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현대적 세속주의는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를 분리함으로서, 자신의 

내면에 분명히 존재하는 종교적 정체성을 제한하게 만들고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더욱이 이상적이며 도덕적인 정치란 모두를 포용하는 

정치여야 하는데, 종교는 따라서 칸트의 종교론을 통하여 종교가 도덕적 정치를 

촉진하는 요소로서 작동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칸트는 1795년 쓰여진 그의 

저작 <영구평화론>에서, 종교가 전쟁과 분쟁의 원인으로서 작동하는 것은 

인간이 종교를 악의 수단으로 남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1 이는 종교 그 

자체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종교의 

참모습을 간과하는 이성적 판단의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칸트에게 도덕적이지 않은 종교는 본질적 의미의 종교, 즉 참종교로서 납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참종교는 분쟁이 아닌 평화와 이해를 도모해야 하는데 

인간이 이를 남용하여 전쟁과 갈등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종교와 정치의 합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협동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칸트는 바로 이 공동 목표를 윤리적 공동체의 건설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이 제시된 지 2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1 Kant,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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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갈등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정치와 종교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종교의 본질인 참종교의 

의미와 역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칸트는 도덕적이지 않은 신은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종교 또한 도덕적이지 않은 종교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도덕적이지 않은 종교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아니며, 종교는 

인간이 도덕성을 인간의 의무로서 받아들이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2  이와같은 

칸트의 주장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현대적 세속주의가 최선의 

방법의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다. 칸트의 종교론을 통해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아닌 화합의 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면, 이는 현대적 세속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타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치와 종교는 도덕적 국가 설립이라는 공통된 목표 하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대에 

세속주의가 발현되는 분리의 방식은 종교와 정치의 갈등을 유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나 이는 단기적이고 표면적 화해일 뿐, 본질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화해는 

각 영역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도덕적 진보의 차원에서 현대적 세속주의의 정교분리의 

방식이 지니는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칸트가 주장한 ‘윤리적 

공동체’개념을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의 도덕적 진보와 정치의 도덕적 진보는 

정치와 종교의 상호보완적 관계하에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국가가 

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정치와 종교의 화해를 이룰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만이 이상적 국가, 또는 윤리적 국가로서 진보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칸트가 <학부논쟁>에서 제시한 공중성 개념은 정치적 공론화와 

종교교육이 인민계몽을 도모하여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유용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3  국가가 종교를 정당한 토론의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시민들의 

시민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국가의 모습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칸트의 종교론이 국가가 공동체적 도덕성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칸트의 종교론은 종교가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공동체와 개인 모두에게 도덕적 진보의 수단으로서 작동한다는 점을 

 
2 Kant. R. B130. 
3 Kant,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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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며, 칸트가 종교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현대의 세속 국가가 도덕적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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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문헌 검토 및 분석 

1) 칸트의 사상의 이해 

 칸트의 전체 기획의 출발점은 과학의 보편적 결정론과 도덕의 자유의

지 사이의 긴장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칸트는 급진화(근본화)의 방법으

로 해결하고자 한다. 칸트는 이 둘 사이의 맹목적 화해를 추구하지 않았다. 오

히려 칸트는 각 영역의 특징이 존중되면서도, 영역간의 갈등을 보존하고자 했다. 

이러한 갈등은 각 영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타 영역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

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러한 두 영역이 공존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존의 상태

에서 상호간의 단절이 아닌 지속적 교류가 중요함 주장했다. 즉 칸트는 가치의 

단일화가 아닌 다양한 가치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속에서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

한 공동체의 모습이라 믿었다. 

 칸트는 현상의 세계는 과학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지만, 본질의 세계는 

도덕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믿었다. 만약 인간이 과학 또는 자연의 섭리대

로 본능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인간은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 없이 자연의 일부

분으로서 수동적인 삶만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적 본능이 

아닌 인간이성을 활용함으로서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즉, 인간은 도덕의 

영역에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영역의 구분은 칸트가 제시하는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의 문제를 대답하는데도 중요한 생각의 틀로서 작동한다. 칸트는 현

상의 세계, 즉 현실에서 희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본질의 세계에서 인간

이 궁극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했다. 현

실의 세계에서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현실세계의 한계 안에서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본질의 세계에서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현실세계의 한계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이 희망할 수 있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가 제안하는 ‘최고선’

은, 현실적 최고선 개념과 본질적 최고선 개념으로 구분하여 생각될 수 있는 것

이다. (백종현)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사회가 어떠한 방향

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질문이다. 우리

가 희망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파악함으로서 그에 다다르기 위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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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들을 정립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 과정에서 법, 역사 그리고 정

치를 활용하고자 했다. 

그의 도덕철학과 정치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칸트는 국가가 국가정치를 

통하여 인간의 도덕성과 자유이성의 실천이 촉진되기를 바랐다. 특히 칸트가 제

시하는 공화주의 정부 개념은, 정치가 도덕적 실현의 수단이 됨을 전제한다. 칸

트는 바람직한 국가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공화주의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촉진되는 국가이다. 현실세계의 시민 개인은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하

여 법을 개정하며 법의 공정성을 진보시키며, 이러한 시민통합적 공론화와 토론

의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본질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의 다양성이 반영된 연합

체를 이루고자 했다. 따라서 칸트는 인간 삶의 모습이 국가의 법에 반영되는 것

을 중요시했고, 특히 그 과정에서 단지 주어진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간의 합의와 동의를 기반으로한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는것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즉, 시민 개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통하여 인간 이성으로서 합의되는 삶의 규칙들을 만들어 지키는 모습이 국가의 

바랍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즉, 도덕적 정치란 시민들의 청치참여가 

촉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도덕적 국가를 이루고자 희망한 것이다. 도덕적 정치

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시민들의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기를 희망하는 지

는 칸트에게 중요한 사안이었다. 

  칸트의 저작들은 종교와 정치의 이상적인 공존의 모습들을 

그려내었다. 특히 그가 구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란 최고선을 향해 가는 

국가로서 종교와 정치가 도덕법칙 동행하는 모습으로 설명된다. 칸트는 국가의 

최고선의 상태인 ‘윤리적 공동체’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그의 

저작들에 제시하였다. 특히 칸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로 보장하며,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공존할 수 있도록 자유를 모든 법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이는 자유의지가 아닌 강제에 의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기에 도덕적 국가란 그 시민들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도덕적 

실천을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4 Kant, R.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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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더욱 도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자유로운 공론의 

과정을 통해 함께 입법에 참여해야 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법들은 인간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는 법들이어야 한다.  법은 국가의 기본 단위와도 같으며, 

법은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도덕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이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인간의 도덕성을 촉진하는 것은 법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의무를 갖는데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칸트는 법전이 이성의 명망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외적인 한 입법자의 

명령에 근거한다는 점을 비판한다.5  법(법칙)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법의 부재의 상태에서 인간이 윤리적 자연상태로 회기하지 않기 

위에서는 덕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덕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은 법의 부재의 상황에서도 인간이 자율적으로 덕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오바니(Giovanni)는 법에 대한 존중을 가진 

인간이라도, 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인간은 윤리적 

자연상태(ethical state of nature)로 돌아가 개인주의적 경향성을 추구하게 

됨을 지적했다. 6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율에 의해 행해진 도덕적 

행위는, 강제에 의한 도덕적 행위보다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진보하는 국가의 시민들은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법이 아닌 도덕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간 합의된 도덕적 기준을 

필요로 한다. 개인들은 현실세계에서 각기 다른 삶을 경험한다. 이는 문화, 

종교, 사회적 지위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인간이 후험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은 인간이 도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게 만든다. 하지만 절대적 의미의 도덕은 이러한 경험의 차이들의 

교집합으로서 보편성을 갖는다. 우연적으로 발생된 후험적 사건들을 토대로 

절대적 의미의 도덕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지만, 타인과의 경험을 

공유하며 모두가 동의할 만한 보편성을 찾아내는 것은 도덕의 조건들을 

유추해내는 합당한 방법론이다. 즉, 보편성을 갖는 도덕법칙은 각 시민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가 동의할 만한 보편적 법칙을 탐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도덕적 합의는 종교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그 보편성이 

 
5 CF (오진석 번역) p.33 
6 Giovanni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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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함을 확인해야 한다. 이로서 국가의 시민들은 종교를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오바니(Giovanni)는 법의 부재의 상황에서도 국가와 그 시민들이 

도덕적 실천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도덕적 심성의 향상으로서 완성됨을 

주장한 것이다.  

 도덕적 진보의 과정에서 이러한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케이트 

모란(Kate Moran)은 칸트가 제시한 윤리적 공동체 개념에 주목한다.“윤리적 

공동체”는 윤리적 자연상태를 극복한, 덕에 기반한 공동체로서 법적 

공동체보다 높은 도덕적 진보를 이룬 공동체로서 정의된다. 7  따라서 윤리적 

공동체에서 도덕적 의무는 공동체적 함의를 갖는다. 윤리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덕성 또한 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공동체는 지오바니(Giovanni)가 지적한 법-시민적 

공동체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Moran은 공동체적 

유대감 형성을 통해 이상적인 윤리적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했다. 

Moran은 윤리적 공동체가 타인의 도덕성 진보를 자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동의한 인간들의 연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국가의 도덕적 

의무는 시민들이 그들의 도덕성을 진보 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8  국가가 도덕적 국가로서 진보하기 위해서는 그 주권자인 시민들의 

도덕성 또한 함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소속된 시민들의 도덕적 

진보를 촉진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시민들 또한 자신 스스로 도덕성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들의 도덕성을 함양 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 

의미의 도덕적 의무 수행에 힘써야 함을 주장했다. 모란(Moran)은 도덕적 

진보의 수단으로서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칸트는 강제에 의한 

도덕적 행위는 자유의지에 의거한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모란은 칸트의 사상 안에서 시민 교육은 시민들이 

자신의 계몽과 이성의 발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자유로운 

방법으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모란의 교육개념은 시민의 

계몽을 촉진하는 일반 교육 뿐 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한 종교교육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는 법의 강제성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와 계몽에 의하여 도덕적 국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7 Kant. R BIX 
8 Moran (2019)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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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또한 모란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서 

국가는 종교적 도덕성을 별개의 것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종교적 도덕 또한 

포용하는 하나의 통일된 도덕성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칸트의 사상에 입각하여 현대적 세속주의의를 분석한 연구 

 칸트의 사상에 입각하여 세속주의 국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초기 학자는 대표적으로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와 리차드 

번스타인(Richard Bernstein)이다. 이들은 칸트의 저작들을 활용하면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특히 현대의 시점에서 추구되는 

이상적인 국가상이 여전히 칸트의 사상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칸트의 사상의 현대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을 진행했다. 그들은 

18세기부터 시작된 세속주의가 현대에 이르기 사회안에서 발현되는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세속주의가 발현되는 방식이 변화한다는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시대에 따라 변동하는 종교의 위상과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하여 

종교집단이 대응을 함으로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찰스 테일러와 리차드 번스타인 등은 현대적 세속주의의 

역사적 필연성을 설명하고, 이러한 현대적 세속주의의 특성은 은 인간이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를 필두로 하여 그 후대 학자들은 현대의 시점에서 추구되는 

이상적인 국가는 다원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여야 함을 주장하며, 칸트의 

종교론, 도덕철학, 정치학이 종교적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개념인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칸트의 사상이 정치와 종교의 화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단순히 종교의 유용성만을 주장하고 다른 가치들의 유용성을 

거부한다면 칸트의 사상의 현대적 유용성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트 모란, 안나 토마즈브스카 (Anna Tomaszewska), 

조셀린 매클루어(Jocelyn Maclure)로 대표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칸트가 

상정한 ‘윤리적 공동체’가 현대의 다원주의적 사회를 설명하는데 적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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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칸트의 윤리적 공동체가 

다원주의 사회를 포용하는 이론적 틀은 갖추었다면, 그러한 사회의 도덕적 

진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세속주의와 현대적 세속주의의 특징에 대한 연구  

 찰스 테일러는 <세속화 시대 (Secular Age) > 에서 세속주의는 역사의 

흐름안에서 그 시기마다 다른 특징들을 가지며 변화했음을 주장하였다. 

18세기부터 20세기 서구에서는 공적인 삶에서 종교의 쇠퇴를 경험하고, 신앙적 

실천이 쇠퇴하였으며, 인본주의적 사상의 확산되었다. 9  특히 1960년대 

문화혁명을 기점으로 종교적 삶이 집단적 정체성의 핵심 기제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 고유하게 자리한 표출 양식으로서 받아들여 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적 세속주의는 공적인 공간들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함으로서 종교가 

선택의 영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찰스테일러는 이러한 현대적 세속주의의 

특징들을 단순히 종교의 쇠퇴하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관습과 같은 표면적인 종교적 실천이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백년간 

지속되어온 종교적 사상과 상징들은 우리의 정치와 문화의 밑거름으로 

지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스러운 것 또는 영적인 것이 

개인적인, 사회적인 인간의 삶에 새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0  

 이에 대하며 리차드 번스타인(Richard J. Bernstein)은 세속주의의 

현대적 특징들은 철학이 세속주의의 변천의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기여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The Secular-Religious Divide: Kant’s 

Legacy 11에서 여러 정치철학자들 중에서도 칸트의 정치, 종교 사상을 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18세기 독일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간의 갈등에 

 
9 Taylor, 2007 p.423 
10 Taylor, 2007. P.43. 찰스테일러가 제시한 현대적 세속주의 비판의 내용은 본 논문 

제 2장, 2절. 현대적 세속주의의 특성과 한계점 부분에 더욱 자세히 서술하였다 
11 Bernstein. p. 103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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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가적 대응의 방법이 고민되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이센 왕국의 

확장으로 인하여 초래된 외부 종교의 유입과, 이로서 직면하게 된 종교의 

다양성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적 수용을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특히 칸트가 18세기 

종교개혁과 계몽주의의 역사적 흐름에서 종교의 부패를 고발하였다는 점은, 

후대 학자들이 칸트를 활용하여 세속주의를 옹호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칸트의 저작에서 발견되는 단서들은 단순히 세속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칸트가 ‘윤리적 국가’ 또는 ‘신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세속 

국가를 구상하였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칸트가 세속 

국가의 형태를 옹호하였다는 전제에 동의하더라도, 세속주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상이한 방식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발현되고 구체화 되었다. 이 

때문에, 칸트가 옹호한 세속주의가 현대의 세속주의와 일치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특히 21세기에 관찰되는 현대적 세속 국가들은 앞서 토마즈브스카가 

주장한 공화주의적 세속 국가의 모습을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에서 여러 국가들이 공적 영역의 중립성을 위해 종교적 믿음을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는 모순된 전제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서 종교는 정치적 포용과 공존의 대상으로서 자리잡기 보다는 배제, 예외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칸트가 구상한 이상적인 국가와 

종교의 관계상과는 제법 거리가 있다. 칸트는 종교를 이상적 국가 건설의 

필수적 요소로 상정하였고, 인간과 국가의 도덕적 진보에 종교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현대의 시점에서 관찰되는 세속주의의 모습은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를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종교와 정치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물론 이는 칸트가 이상적인 국가의 조건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칸트의 조건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적 

국가의 정의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Richard Rorty(리차드 로티)와 같은 



12 

학자들은 과연 종교가 이상적 국가 건설에 필수적 전제조건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12  특히 리차드 로티는 종교 없이도 도덕적인 정치가 구축 

가능함을 주장한다. 그는 사상과 언어는 현실을 설명(explain), (represent), 

투영(mirror)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추론, 실행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서 이해하였으며, 사상의 기능이 관점을 부정한다. 이러한 

프래그머티즘 (pragmatism)적인 관점은 지식, 언어, 개념, 의미, 신념, 과학 

등의 철학적 주제들을 실용적 use 와 success로서 바라보고자 한다. 리차드 

로티는 이러한 이념 하에 효율적이고 자생적인(self-sufficient) 휴머니즘을 

주장하였다. 칸트가 신에 대한 인간의 동경을 전제로 도덕과 정치를 정의한 

반면, 리차드 로티는 칸트주의자들을 비판하며 선험적인 것 (또는 주어진 것)과 

인간이 스스로 이룩한 것(what is added)을 구분함으로서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러한 로티의 반칸트적 세속적 휴머니즘(Anti-Kantian Secular 

humanism)은 종교의 도움 없이도 인간 스스로 자생가능한 인간주의(self-

sufficient humanism)를 이룩하고자 하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러한 로티적 

전제들은 현대에 발현되는 세속주의의 특성과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13 하지만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것 만을 희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번영(human flourishing) 넘어서의 것들을 인간의 목표에서 제외함으로서 인간 

진보의 한계를 상정한다. 즉, 리차드 로티의 휴머니즘 개념은 인간이 

종교로부터 독립되어 인간 스스로 인간적인 것 또는 도덕적인 것을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종교적인 것은 인간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칸트는 종교적 신념이 오히려 인간성의 발현을 돕는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주목했던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이라는 사실은 

실천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종교나 신앙이 인간의 이성 

발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종교는 현실의 인간을 더욱 

인간 되게 만드는 아주 “실용적인” 것임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칸트는 

 
12 Rorty, 1991. 
13 Taylo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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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순수하게 인간이 자생적으로 이룩한 것만이 인간적인 것이라는 로티의 

주장과는 상반된 관점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진행된 찰스 테일러, 리차드 

번스타인, 리차드 로티 등의 학자들이 주를 이루어 제시한 세속주의의 현주소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세속주의 국가들의 정당성에 대한 재평가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그 후대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현대적 세속주의의 

국가적 발현의 형태를 공화주의적 세속 국가(republic secular state)와 자유-

다원주의적 세속 국가(pluralist-liberal secular state)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했다.14 공화주의적 세속 국가는 국가가 정치, 즉 공적 영역의 중립성을 위해 종교적 

믿음을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강등시켜버린 형태로서 자유로운 종교 행사(free 

exercise of religion)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는 세속국가의 형태를 말한다.15 반면에 

후자는 자유와 자각/의식(conscious)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의 영역에서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교분리가 필수조건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16  이는 정치의 중립성이 존중되는 국가는 여러 종교들의 

공존하에 국가가 중립을 지키는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지, 종교를 배제함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인의 종교성향이 본인의 양심을 해야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차별적 사상을 내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17  따라서 이들은 개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그들의 종교적 

신념(commitment)를 명백히 하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렇다면 현대의 

세속주의는 어떠한 특징을 갖으며, 칸트가 구상한 이상적 국가는 어떠한 형태의 

세속주의 국가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14 Tomaszewska, p.125-148. 
15 Malcure. 2010 
16 Charles Taylor, Nicholas Tampio, Andrew Flala 등의 학자들은 칸트가 다원주의적 

세속 국가 형태를 옹호하였음을 주장하였다. 
17  2012년 미국의 스미스 판례에서는 2012년 종교교육기관에서 한 선생님이 세속주의

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보복해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법정공방 끝에 종교단체

의 고용차별임을 판결받았다. 종교교육기관은 세속주의적 가르침이 개인의 종교적 양심

을 홰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였지만, 판결문은 타인의 종교성향이 본인의 양심을 

해야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차별임을 밝혔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Cohen p.1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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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종교론의 현대적 유용성에 관한 연구 

 안나 토마즈브스카와 조슬린 매클루어에 의하면 세속주의는 현대적 

세속주의 국가의 모습인 자유-다원주의적 세속 국가(pluralist-liberal secular 

state)와 칸트적 세속주의 국가인 공화주의적 세속 국가(republic secular state)로 

분류한다. 안나 토마즈브스카는 칸트가 1784년 발간한 <계몽>에서 이성의 

사적사용과 공적 사용(Public use of reason)의 구분에 주목하여 칸트가 구상한 

세속주의 국가의 모습을 공화주의적 세속 국가(republic secular state)로서 

정의하였다. 칸트는 인간이성이 공익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생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의 자유는, 타인의 생각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정당한지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오로지 그 생각 자체만을 근거로 

검증해야 하며, 개인적 사상이나 사회적 역할을 연계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학자가 그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고자 그의 생각을 

공론화한다면, 그 신학자가 주장한 내용은, 그의 신학자로서의 정체성이나 

개인적 신념과는 별개로 그 생각의 이성적 수준과 타당성 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마즈브스카는 이러한 칸트의 논리에 근거하여 이성의 공적 

활용은 이성 그 자체에 의한 것이어야만 하므로, 종교를 포함한 다른 그 어떤 

믿음들도 이성의 공적 사용의 근거로서 작동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18 또한 

그는 칸트가 종교를 도덕의 범주에 녹여내었기 때문에 도덕개념 만으로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가능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칸트의 

이성개념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다. 토마즈브스카는 칸트의 

이성을 선험적인 인간의 영역으로서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이성(reason)이 인간이 태초부터 갖은 고유한 

능력임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성을 진보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이성발현의 

진보가 가능한 것으로 상정하였다. 토마즈브스카가 종교, 교육 등 외부적 조건을 

 
18 Tomaszewska p.132  

“For Kant, freedom of thought entails, however, a possibility to rationally scrutinize 

all belief, including those that may have been transmitted in the course of education, 

as part of national or family heritag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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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개념으로부터 배제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종교 및 교육 등의 외부적 

요소들은 인간의 이성 발현에 도움을 주는 재료로서 이성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9  칸트는 그의 저작 <학부논쟁>에서 이성을 수단으로 하는 

철학부가 경험적인 것과 선험적인것 모두를 이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철학부의 두가지 분과로서 역사적 인식의 분과와 순수한 

이성인식의 분과를 제시하는데, 역사적 인식의 분과는 역사, 언어 등의 

경험적이고 자연적인 지식들을 대상으로 하며, 순수한 이성인식의 분과는 

순수철학과 형이상학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이로서 칸트는 종교와 

교육 또한 이성발현의 재료로서 이성을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밝힌 것이다. 칸트가 종교, 문화 등의 후험적 요소도 인간의 이성자체의 

대상이 밝힘으로서, 칸트의 사상적 틀 안에서 찰스 테일러가 주장한 자유-

다원주의적 세속 국가(pluralist-liberal secular state)의 실현을 가능하게 했다. 

칸트는 서로 다른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밖에 없고, 

다양한 인간의 삶의 모습들은 그만큼 이성의 도덕적 사용의 재료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인간의 이성발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다원주의적 국가에서 

시민들이 타인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대립하게 되면서 그 속에 공유되는 도덕의 

보편적 법칙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절대적 ‘최고선’의 존재를 

긍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다원주의를 옹호함으로서 다원주의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의 상충을 통해 그 중 어떤 것이 ‘최고선’에 가장 가까운 가치인지를 

찾아내는 발전적인 국가의 형태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9 CF (오진석 번역)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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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세속주의의 발전과 한계 

 

 제 2장에서는 세속주의 개념의 등장과 그 발전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

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인간이 세속주의 개념을 통하여 애초에 이루

고자 한 목적이 무엇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17세기 세속주의의 등장 

이래에 4세기동안 이어져온 세속주의의 확산 과정에서 세속주의가 인간 개인과 

국가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서술 할 것이다. 그동안 인간이 세속주의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필자는 현대적 세속주의의 특

징과 현대사회에서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세속주의의 등장과 발전 

 

1 세대 세속주의 :  17, 18 세기 유럽과 세속주의의 등장  

 종교개혁 이후 1648년의 베스트팔렌 평화회의 때까지의 심각한 종교 

전쟁은 유럽을 지배하던 하나의 보편적 교회로서의 기독교를 여러 종파로 

분열시켰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교회 생활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을 

지배하던 사회에서 교회의 분열을 경험하였다. 종교 및 종파간 싸움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하고 다양한 종교 및 종파에 대해 관용으로서 통치해야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교리와 사회적 제도가 동일시되었던 사회가 비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세속주의는 분열된 여러 종파들 및 

비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시행된 조치였다. 당시는 새롭게 형성된 

정치적 세속주의와 전통적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종교적 질서가 대립적으로 

공존하던 과도기였다. 강압적인 권위를 갖았던 기독교 신앙이 국가를 

통치하면서, 이러한 기독교의 독재는 반그리스도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17, 18세기 유럽전역을 지배했던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빌헬름2세와 그 측근들은 정통 기독교 교리 수호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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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운동을 뿌리뽑고자 했고 강력한 종교정책과 검열을 실시하였다. 20  그러나 

이와 같은 개신교 정통주의를 비판하며 경건주의 또는 티에티무스(Pietism, 

German Pietismus)적 사회상을 옹호하던 자들은 기독교인 다운 경건생활과 

실천주의 정신이 더욱 근본적인 기독교의 가치임을 확신하였다. 

 세속주의는 17세기부터 시작된 이성(理性)의 시대를 경험한 18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프랑스의 사상계에 확산되고 있던 계몽주의, 영국에 있어서의 

흄이나 스미스의 도덕(道德) 사상, 독일에 있어서 칸트의 사상 등과 같이 

당시에 발전된 사상적 전환들은 현대의 모태가 되었다. 특히 18세기 

계몽주의시대에 등장한 이신론(deist)은 세속주의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서 국가와 개인의 삶에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왔다. 이신론은 세계를 

창조한 하나의 절대적 존재자로서의 신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을 창조한 후에 

신은 현실 세계와 별도로 존재하는 비인격적 존재자로 이해될 것을 주장했다. 

신이 현실세계의 물리법칙을 바꾸거나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접촉하지 않으며 

인간의 이상으로서 존재하는 신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함으로서 신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이루었다. 이로서 신의 구원만을 통하여 구원될 수 있는 무력한 

인간상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이성을 활용하여 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간상이 주목받게 되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들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니고, 인간 스스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신이나 교회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도덕적 

삶을 추구하며 신의 뜻에 다가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0 프로이센 왕국의 검열의 대상이 되었던 칸트는 종교철학적 내용이 담긴 그의 논문들

을 <베를린 월간지에 싣고자 했으나 종교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출간에서 배제되었다. 후

에 칸트는 이전에 출판 금지 되었던 논문들을 묶어 <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를 출판하며 베를린 기독교신앙의 독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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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세속주의 : 19세기 유럽 발 세속주의의 확산과 20세기 미국의 

세속주의 

 종교운동과 경건주의 사상은 유럽을 떠나온 순례자들에 의하여 

미국에도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세속주의는 정부가 종교를 장려하거나 

억압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다는 이념 하에 국가가 국민의 세속적, 

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하고, 국민의 내면적, 신앙적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반한다. 미국헌법이 제정될 당시 정교결합제도와 국교를 

부인함으로서 미국은 정교분리의 원칙하에 건국되었다. 영국 국교회를 공식 

종교로 삼았던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살던 침례교인(Baptist)들이 그들에 대한 

종교적 관용을 요청하면서 ‘정교분리’의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고, 1802 년 

토마스 제퍼슨은 정교분리를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벽 (wall of separation 

between the church and state)이라고도 정의했다. 하지만 토마스 제퍼슨이 

주장했던 정치와 종교 사이의 ‘벽’ 은 단순한 분리의 수단을 넘어서 정치와 

종교의 단절까지 야기하게 되었다. 

 미국 헌법의 수정조항 제 1 조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미연방의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교를 수립하거나(Establishment 

Clause) 또는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과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Free 

Exercise Clause)을 제정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종교적 삶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자유롭게 선택한 개인의 종교를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 및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필수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때만 허용되며,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수단일 경우에만 그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세속 

국가로서의 미국은 종교를 제한함에 있어 개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였기에 

종교는 많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더욱이 2001 년 9 월 11 일 

뉴욕에서 벌어진 9/11 사태는 미국 사회가 종교의 자유를 더욱 보수적으로 



19 

바라보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하여 개인의 영역을 타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개인의 종교의 자유 또한 

제한의 대상으로서 이해되었다.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고자 받아들여졌던 

세속주의는 현대에 이르러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정치적 풍토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갈등을 시민에 

대한 오도와 선동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의 명성을 희생시켰다. 따라서 세속 

국가로서의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의로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공동체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양립된 입장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극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주도권을 획득함에 따라 

미국의 세속주의적 가치들 또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구상된 세속주의 개념은 국제적 정치 규범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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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현대적 세속주의의 특성과 한계점 

  

 현대에서 관찰되는 세속국가의 모습은, 세속주의의 본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종교개혁과 계몽주의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한 

세속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세속주의 개념은 현대 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필자는 

국가공동체의 당연한 가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속주의의 현대적 발현이, 

이 시대의 주요 가치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대적 세속주의가 특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한계점들을 수정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들을 

재평가해봄으로서 도덕적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대적 세속주의가 개인의 차원과 국가의 차원에서 갖는 

한계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현대적 세속주의의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적 세속주의는 종교와 정치의 합체를 

분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둘 사이의 단절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둘째, 현대적 세속주의는 정치영역과 종교영역의 이익집단화를 

야기하여 종교지도자와 정치지도자 간의 권력타툼을 촉진했다는 점을 비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적 세속주의는 종교와 정치의 근본적 화해보다는 

정교갈등의 단기적 해결책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며 영원하고 세계주의적인 

관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인가 단절인가 

 먼저 현대적 세속주의는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각각을 분리시키는 작업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동의된 하나의 도덕적 기준을 확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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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각 시민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상호이해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분리하는 것은 하나의 통일된 도덕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치적 도덕성과 

종교적 도덕성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를 만든다. 종교적 도덕과 정치적 

도덕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어야 하는데, 현대적 세속주의는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정치와 종교의 화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인간 진보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공동체정신에 의거하여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도덕적 

기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보다는, ‘종교적 도덕’을 ‘정치적 

도덕’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함으로서 서로 다른 두개의 도덕적 합의의 

기준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도덕이란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아예 도덕적인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현대적 세속주의는 종교와 정치의 합체를 분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둘 사이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종교와 정치는 서로로부터의 단절이 아닌 교류를 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다니엘 필폿(Daniel Philpott)은 역사적 관점에서 종교와 국가가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종교공동체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가 

일치되었을 때 국가적 화합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폿은 

기독교사회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해오는 과정에서 국가의 민주화를 

촉진하는데도 기여함을 주장했다. 21  이와 같이 종교와 정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즉, 현대적 세속주의는 종교가 정치의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정치의 순수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세속주의의 모습을 

희망해야 할 것이다.  

 

  

 
21 Philpott p.31-37. 



22 

현대적 세속주의와 이익집단화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정치세력과 종교세력의 분리 또한 초래하고, 각 

세력 간의 대립구도를 양상하였다. 현대적 세속주의는 종교지도자들의 권력이 

막강하던 시기를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정치지도자들의 권력만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시민종교가 하락하고, 

기독교중심의 사회에 타 종교들과 공존하는 사회로 변모함으로서 종교인들간의 

충돌 뿐만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은 필연적으로 견해의 차이를 마주하게 

되었다. 정치는 이러한 사회의 혼란을 중재하며 그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와 정치의 상호간 균형(check and balance)을 

야기하기 보다 정치적 권위를 그 모든 다른 것에 대하여 우위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자유의지, 평등을 옹호해야 할 세속주의는 

오히려 정치인들을 새로운 특권층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종교의 

정당성을 박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와 종교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종교를 정치의 세계로부터 배제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킨 것이다.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두 집단을 공식적으로 양분화하는 것은 각 

세력의 이익집단화를 야기하게 된다. 이들은 각자 공적 영역(public sphere)과 

사적 영역을 자신의 기반으로 삼으며 더 정당한 권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 국가내부의 ‘이익집단화’ 현상으로 인하여 정치집단과 

종교집단의 분리가 일어나면, 국가의 개인들은 가치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 

개인의 자신의 사적 삶과 공적 삶의 끊임없는 개인은 국가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시민 개인은 시민은 국가란 시민의 공적 영역과 사정 영역을 모두 

도덕적인 행동과 소속집단에 이익이 되는 행동 사이에서 가치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본인이 속한 이익집단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과, 순수하게 도덕적인 

행동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을 시험 받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다. 공동체 내부의 분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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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화 된 이익집단의 생성은, 끊임없이 인간이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생성해낸다.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들을 위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한다. 그런데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순수한 도덕성 그 자체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제 3 의 목적을 위한 

선행이었다면, 이 또한 도덕성 만을 목표로 하는 도덕적행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비순수성은 순수하게 도덕적 목적이 

아닌 돈이나 명예 등 부가적인 목적을 수반하는 경우에 발현되는 현상이다. 

인간의 도덕적 의무자체를 비도덕적 보상물으로 확장하는 것은 인간을 악의 

방향으로 기울게 만드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도덕적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순수하게 도덕만을 위한 행동이 부가적인 경제나 관심을 목적으로 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을 인간성의 비순수성 (Impurity of human nature) 22  이라고 

지칭하는것인데 공동체적 이익이 아닌, 종교적 이익집단, 정치적 이익집단의 

구분은 인간의 비순수성을 상승시킴으로서 공동체의 분리와 갈등의 원인이 

된다.23 따라서 현대적 세속주의는 국가공동체를 이분화 또는 양분화 함으로서 

‘인간성의 비순수성’을 촉진하는 원인으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적 세속주의는 시민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이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도덕성과 행동양식에도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한다. 특히 탈랄 아사드와 같이 종교의 역사문화적 

 
22 We do not always undertake the moral action for its own sake, but because the 

moral action also happens to save us money, or win us attention, or benefit us in 

some unseemly way. This tendency to augment a sense of duty with immoral 

incentives is the second variety of our inclination to evil, which Kant calls the 

impurity of human nature. 
23 Kant, R 6:46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predisposition to good in us is not therefore the 

acquisition of a lost incentive for the good, since we were never able to lose the 

incentive that consists in respect for the moral law … The restoration is therefore 

only the recovery of the purity of the law, as the supreme ground of all our maxims, 

according to which the law itself i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power of choice, not 

merely bound to other incentives, nor indeed subordinated to them as conditions, but 

rather in its full purity, as the self-sufficient incentive of tha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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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종교가 깊게 관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현대 사회에 통용되는 여러 가치들이 종교적 기반 하에 

규범화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인간의 가지는 가치규범들과 

정체성은 종교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으로 단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대적 세속주의의 단기적 유용성 

 마지막으로, 현대적 세속주의는 영원하고 세계주의적인(cosmopolitan) 

관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국내적 차원에서 현대적 세속주의는 종교와 정치가 대

립하며 발생하는 가치충돌의 문제들을 대면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모

습을 취한다. 종교를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주하게 될 문제들과 

대면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서 현재의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이

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종교는 갈등의 원

인으로서 작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종교 본질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

이 종교를 선의 수단이 아닌 악행의 핑계로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인간이 종교를 선의 수단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단지 현재의 시점에 

정치 와 종교를 분리하여 법과 규범들을 제정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의 화해를 

이루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어려움들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즉, 

현대적 세속주의는 궁극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단지 현재의 분쟁만을 잠

재우는 임시방편 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대적 세속주의는 국가적 차원의 정교분리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

에서의 종교문제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현실 세계의 많은 국가

들은 종교적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종교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하에 살아가고 있다. 현대의 국가들은 문화, 정치, 종교, 경제의 다방면

적인 영역에서 교류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국가들은 다른 국가와의 

종교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외교정치적 방법으로 풀어나

간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정치의 영역에서 타 문화권과 



25 

타 종교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요구된다. 

 위에서 제기된 현대적 세속주의의 한계는 세속주의가 본래 목표했던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세속주의의 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세속주의의 실천방식이 요구된다. 필자는 현대적 세속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칸트의 종교론을 조명하고자 한다. 칸트는 세속주의적 사

상이 등장했던 18세기에 활약했던 사상가로서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도

구로서 정치와 종교를 활용하고자 했다. 칸트는 인간 자유의 확장하고 도덕적인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쌍무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필자는 이러한 칸트의 관점이 종교와 정치의 분단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

험하고 있는 현대의 우리에게 현대적 유용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다

음의 제 3장에서 세속주의의 본래의 목표였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장시키

기 위해 칸트가 종교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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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도덕적 진보를 위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  

 칸트에게 도덕은 인간 개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보편적 법칙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는 나의 준칙이 보

편적 법칙이 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보았을때 그것이 모두에게 납득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3장에서는 칸트의 도덕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그가 추구한 도덕적 개인과 도덕적 국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절 칸트의 도덕론과 세속주의 

 

칸트의 도덕론과 세속주의 

 칸트는 도덕 개념에서 가장 최상의 선을 최고선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는 순수이성 비판을 통하여 신을 최고선의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최고선 개념은 인간이 무한한 도덕적 진보의 과정을 거쳐 신의 경지에 이르는 

도덕성을 성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미지의 영역이다. 따라서 백종현은 이러한 칸트의 최고선 

개념을 인간적 최고선과 신적 최고선의 두가지로 계층으로 구분하여 

재정의하였다. 전자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최고선으로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최고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고선 개념은 이성적 

존재자(인간)가 그의 윤리성에 정비례하는 만큼의 행복을 요소로 갖는 

최고선이다. 따라서 인간적 최고선은 개인의 이성 발현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경험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최고선은 신의 현존과 함께 영혼의 불사성을 

전제하고서 예지세계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최고선의 `이상(理想)`을 

말한다. 24  최고선과 신적 최고선이 일치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신적 최고선에 다다르기를 희망해야 한다. 더욱이 칸트는 

인간이 최고선을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선의 실현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즉 그는 인간이 윤리적 자연상태를 벗어나 공동체적 선으로서 

 
24 백종현 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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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선을‘촉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인간의 이성 발현을 극대화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인간은 도덕명령 아래, 도덕 의지를 가지고 최고선에 

부합하도록 도덕적 진보를 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칸트가 제시한 도덕성과 도덕적 진보는 무엇인가? 이며,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 칸트의 윤리학에서 도덕의 

최상원리는 정언명령이다. 정언명령은 도덕 그 자체를 따라야 할 필연성 행위의 

형식, 목적, 결과에는 관계없이 그 자체가 선(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할 

도덕적 명령이다. 도덕성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한다면 경험이라는 우연적 

근거를 배제하고 인간의 이성만으로 순수한 도덕성의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가언명령은 정언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식이나 

조건들을 말하는, 현생에서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 주어질 때 까지는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25 특히 칸트는“경험적인 

작용인이나 법칙 가운데서 원리를 찾아내려는 태만함이나 아주 저급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그리고 자주 경고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6  고 경고할 정도로 인간이 경험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가언명령들을 

도덕이라는 그 근본 가치와 혼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따라서 인간은 정언명령에 

대한 존중 하에 가언명령적 실천 방식들을 계속해서 수정해나가야 한다. 

가언명령들이 더 도덕적인 방향으로 수정, 변경, 삭제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인간의 도덕적 진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세속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이자 가언명령이다. 따라서 세속주의는 도덕 의지의 대상이 

되며, 인간은 세속주의를 더욱 도덕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할 의무를 갖는다. 

앞서 2장에서 현대적 세속주의의 한계를 설명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세속주의를 더욱 진보시키기 위한 현상 진단의 목적을 갖는다. 인간이 세속주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 

또한 함께 초래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세속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25 Kant, G 4:420, A51 
26 Kant, G 4: 426. A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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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부작용을 줄이고 세속주의가 현대에서 초래하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의 모든 개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서로를 윤리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윤리적 공동체를 

구성해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도덕론과 자유 

 칸트의 도덕론은 자율성, 이성, 실천의 세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칸트는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개인의 

자율성(autonomy)이 전제되어야만 하며, 이성적 사고에 의한 판단으로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도덕적 행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자율성, 이성, 실천은 도덕성의 필수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세가지 

요소가 도덕적 진보의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현대적 

세속주의가 어떻게 최고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자율성에 근거한 행동만이 도덕적 행동이 될 수 있다면, 

도덕적 진보는 인간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가 

자율성을 도덕성의 기준으로 삶은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와 

도덕적 의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칸트는 인간의 자율의지를 

강조함으로서, 인간이 악을 의지로서 극복하고, 선을 선택할 의지와 책임이 

자신 스스로에게 있음을 상기시킨다. 27  칸트에게 자유란 자율(autonomy)를 

말하며, 자신의 이성을 단련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칸트의 

종교론은 종교가 강제성이 아닌 자율의지로 도덕성을 추구하도록 돕는 의지의 

자율성(Autonomie des Willens)”을 강조하는 것이다.28 제임스 디센조(James 

DiCenso)와 조지오 디 지오바니(Georgio di Giovanni)는 종교가 자율적으로 

도덕을 실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적가치를 가지며, 김정민의 경우 이러한 

 
27 Kant, R 5: 37  
28 Giovanni (2005); DiCens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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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의지에 도덕적 가치 또한 있음을 주장한다. DiCenso 와 Giovanni 는 칸트가 

Wille(의지, 결심, 의도, 계획) 와 Willkür (자유, 의지, 재량, 독단)의 사용에 

구분을 둔다는 점에 주목한다. 29  이는 어떠한 대상이 구체화될 떄 그 결과가 

쾌일지 불쾌일지는, 경험적으로만 알수있는 것이다. 반면 칸트에게 도덕의 

기반이 되는 인간의 자유는 “Wille”의 자유의 의미이며, 인간이 악을 

선택하는 것은 Willkür, 즉, 독단으로서의 자유라는 것이다. 개인이 자유 의지로 

악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독단으로서의 자유의지가 사용된 것이며, 인간은 

이성을 활용하여 선으로서의 자유인 Wille 을 추구해야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종교는 도덕적 진보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Moran 과 

Tampio는 도덕적 진보를 위하여 칸트는 왜 종교라는 수단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먼저 Tampio는 신의 의지(will of god)와 악의 

의지(will of evil)를 대치되는 개념으로 상정한다. 그는 칸트의 자유개념이 

“악의 의지”를 극복하는 이성적 희망을 이끌어 낸다고 주장한다. 윤리적 

공동체는 인류 전체가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및 이상향을 

제시한다. 윤리적 공동체, 즉 신의 나라의 형성은 인간이 악의 지배(dominion 

of evil)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간들 사이의 윤리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앞서 Giovanni가 주장한 법의 강제성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동체적 유대감의 필요성에 대한 해답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 칸트는 윤리적 

공동체에서 도덕법에 따르는 것은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 형성을 통해 나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도덕적으로 변화시킨다. 

 

  

 
29 Wilkür는 power of choice의 의미로서, 어떠한 대상에 대한 표상과 그 대상이 주체와 

맺는 연관이 있기 떄문에 이 연관으로 인하여 욕구 능력이 ‘그 대상의 실현’을 바라는 

쪽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어떠한 대상의 현실화에서 느끼는 쾌락이나 기쁨

이 바로 Wilkür인 것이다. 요컨데, ‘쾌/불쾌’ 라는 이런 성분이 선택결정의 판단기준으로

서 작동하려면, 그 대상을 행했을때 쾌/불쾌를 느낄 것인지가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만

이, 선택지들의 비교를 통하여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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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선을 위한 정치와 종교 간 화해 필요성 

 도덕과 종교의 관계를 해명하려는 노력 속에서 어떠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신이 그것을 명령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신이 명령하는 것인지를 고민하였다. 즉,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도덕 그 자체의 본질과 가치 때문인가, 아니면 신이 어떤 행위의 

도덕성을 승인하고 명령하기 때문인지의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칸트는 종교가 무엇인지부터 재정의할 필요성을 느꼈다. 신의 존재에서 

도덕법칙을 도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역으로 도덕법칙에 근거해 

세상과 종교를 바라보고자 했다. 전통적인 종교적 주제들을 도덕으로서 

해석하고자 했던 인간 이성이야 말고 도덕적인 것을 분별해내는 힘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신에 의한 도덕이 아닌 도덕 그 자체에 대한 고찰에 

주목함으로써 칸트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각 종교인들이 도덕이란 

무엇인지에 그 자체에 대해 토론과 합의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칸트의 

사상적 배경은 그가 인식론에서 주목한 현상(Phenomena) 와 

본체(Noumena)의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칸트가 종교를 도덕적으로 해석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물체의 본질과 그 본질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그는 신 자체(본체, Noumena)와 

신을 인간이 믿음으로서 인간세상에 생겨나는 현상(Phenomena)인 종교를 

구분하고자 했다. 이렇게 신과 종교를 분리하는 것은 인간은 신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신의 의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를 탐구하고자 한 현실적인 노력이었다. 즉, 종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일, 또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나 가르침으로 정의된다. 칸트는 종교적 의미의 

신(Jesus)을 완벽한 역사적 인물로 보기보다는 완벽한 도덕성을 지닌 이상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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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만으로는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 하기에, 그에 대한 탐구 보다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되기를 우리는 희망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로서 칸트는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 그 자체와 

인간이 신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종교는 구분되어져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종교라는 이름아래 행해지는 악행들은 종교의 본질, 또는 물자체가 

아니며 인간이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이성적 능력의 

한계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종교는 도덕적이어야하며, 

그렇지 못한 종교는 진정한 의미의 참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칸트는 주장한 

것이다. 

 

제 2 절 종교의 도덕적 진보 가능성  

1. 참종교와 참교회 

 칸트의 종교론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종교론에서 규정되

는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한다. 종교의 근본 명제를 선택하는 것을 

신앙(fides sacra)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인간은 기독교 신앙을 한편으로는 순

수한 이성 신앙으로서, 또 한편으로서는 계시신앙으로서 보아야한다. 그런데 이

성신앙은 각자에 의해 자유롭게 채용된 신앙(자유신앙)이다. 후자의 계시신앙은 

명령된 신앙이다. 만일 기독교의 신앙이 순수한 이성 신앙이라 한다면, 도덕법

칙에 의해 명령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단지 이성 개념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떄문에, 그것을 단지 기독교적 종교

(Religion)라고 부르지 않고, 기독교 신앙(Glaube)라고 부르는데, 이 신앙이 교

회의 기초이다. 칸트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예배를 위한 기구인 교회기관”과 

“전적으로 시민적 권력의 작용권 밖에 있는 내적 마음씨인 종교”를 구분하였

다. 국가의 법적 권한은 전자의 “국민을 위한 공적인 예배를 위한 기구인 교회

기관”에만 작용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적인 교사들(성직자들)이 시민들의 단

결을 해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칸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종

교의 수행기관인 교회가 시민들의 단결을 해하는 단적 경우에만 국가의 개입을 

허용할 수 있으면,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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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속주의는 교회가 시민들의 단결을 해하지 않는 상황에

서 조차 교회를 정치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므로, 칸트의 입장에서 이는 교회에 

대한 불공정한 탄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30 

 참종교 개념은 칸트의 종교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 칸트에게 

참 종교란 도덕적인 종교이다. 칸트에게 참된 종교는 이성에 기반을 두는 도덕종

교인데,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가 지닐 수 있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가능한 최

고선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이성과 종교의 일치가 아니라, 종교가 이

성의 검증을 견뎌낼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적 이성 신앙을 

지향한다. 칸트는 종교를 도덕에로 환원시켰다는 오해를 받는다.31 참교회는 국

민을 위한 공적인 예배기구로서 국가 토지 일부의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받는 

교회기관이다.32 그런데 교회가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적인 의

견에 의한 것이므로, 만약 교회가 민의를 잃을 경우에 교회는 국가 내부의 독립

적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칸트는 순수한 종교 신앙과 교회신앙을 구

분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토대로 성서를 해석하여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교회신앙이란 믿음의 방식이나 수단을 의미한다.33 그런데 만약 

교회신앙이 순수한 종교신앙에 우선하게 될 경우 우리는 교회의 비도덕적 의례

들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의 모순을 마주하게 된다. 

 

2. 성서의 도덕적 해석에 관하여 

 성서해석의 문제는 종교적 분쟁의 논점으로서 끊임없이 등장한다. 

종교적 분쟁의 논점으로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성서를 제시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과 상반된 성서해석을 하는 이들, 또는 

종교를 거부하는 이들과의 이념적 분쟁을 경험한다. 특히, 성서의 특정 구절을 

 
30 Kant, MM. 6:327-328 

31 Tomaszewska, p135 
32 Religion 제 3권, 섹션4, 문단3-섹션4끝까지 (신옥희 번역본 p117-118) ; MM 

6:323-325) 
33 Religion, 제 3권, 섹션5, 문단 5-6 (신옥희 번역본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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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문자주의자들과 

해석주의자들의 대립은 현재에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성서는 종교인들에게 

마치 종교적 법전과 같이 여기며 세상의 이치와 개인의 도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며, 성서를 

사회 전반에서, 특히 정치의 분야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논하는 것은 

중요하다. 칸트는 이에 대하여 세상의 법전들은 경험이 더 많거나 더 나은 

통찰들을 가져다 주는 경우 변화를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에 반해 성서는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영원히 종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34  즉, 법전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입법의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법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면, 성서는 그러한 변화 없이 본래의 상태 그대로 

보전되어 인류의 진보에 대한 통찰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가 

여전히 현대적 유용성을 갖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성서를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성서에 대한 문자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도덕성이 성서의 탄생 

이후 진보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서라는 역사적 산물이 제시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종교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동시에, 성서에 나타난 사건과 사례 그 자체들은 각 크리스챤 

개인들의 성격으로 환원하여 생각하는 일반화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종교적 믿음이 존중되고, 그 종교적 믿음이 사회에서 차별의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는 단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종교 그 자체의 신성성과 고귀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 신성하고 고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종교의 도덕적 퇴보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서와 같은 성서 및 종교적 관습, 전통등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주체적으로 검증해 보아야한다. 종교의 자유는, 도덕적 종교에 

 
34 CF (오진석 변역)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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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이지, 종교라는 명분 하에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정당화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 

추종자(follower)는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그 후 타인에게 

그것이 왜 도덕적인지 충분한 사유를 제공하고 사회내부의 공통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35  이 과정을 통해 초월적 신앙(religious faith) 과 더불어 

실천적 종교(religious behavior)도덕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성서로부터의 무조건적인 복종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성서는 

위대한 존경을 얻지만, 오직 성서에 의거한 믿음이 오히려 순수한 도덕적 

종교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성서의 본질을 위반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각성할 것을 주장한다. 성서라는 책을 매개로 인간은 이를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단순한 문자주의적 해석은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성서를 비도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성을 

단련하는 과정에서, 실천이성의 근거가 도덕이 아닌 “성서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라면 이는 이성의 활용이 아닌 단지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것이다. 

“성서에 근거하는 신앙은 가장 파괴적인 국가적 혁명을 통해서조차도 근절될 

수 없다.”고 말한다.36 

 종교 근본주의자(Religious fundamentalists)들은 계시로서의 성경은 

그 자체로 해석되어야만 하고, 이성을 통해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종교의 원천은 이성이 아닌 신적 계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신적 계시에 의한 종교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성의 사용이 

중요하다. 신적 계시를 따르는 것이 성경과 같은 역사교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과 일치될 수 없다.37성경은 신 그 자체가 아니라 신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35 이는 본 논문 후반부에 정치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 더욱 심도있게 다루

고자 한다. 
36 Kant, R  3: (3권 섹션5) 
37 Kant, CF. (오진석 번역)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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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 낸 책이다. 그런데 인간의 해석은 경험적이고 오류의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적 계시를 온전히 이룩해 내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이성으로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역사교설이다. 역사교설인 

성경 안에 담긴 참된 의미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성은 계시로서의 성경과 인간경험으로서의 성경을 구분하여, 

종교 근본주의자들에게 진실된 신의 뜻이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므로 모든 성서해석은 그 해석들이 윤리성(Sittlichkeit)의 원리에 따라 

이우러져야 하며, 윤리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해석들은 신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종교적 관습과 전통의 발전에 관하여 

 칸트의 종교론이 여전히 현대적 유용성을 지니는 이유는, 여전히 그가 

인간의 도덕성의 원천은 인간 이성에 있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판단이 

종교이라는 이유는 그 판단을 도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

지 못한다. 어떠한 판단의 도덕적 가치는 인간 이성으로서 판단했을 때 어떤 것

이 도덕적인지를 판단한 후에, 종교적 믿음을 도덕성과 조화시키는 방법을 택해

야 함을 칸트는 주장하는 것이다. 전자와 같이 도덕적 판단이 나의 종교적 신념

에 기반할 경우의 문제점은 도덕적으로 도태 된 종교적 의식이나 관습에서 벗

어나기 어려워 진다. 칸트는 사람들이 종교적 의식이 마치 종교자체인양 오해하

여 관습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고유의 문

화 및 신념체계를 보유하며 관습을 이어나가던 사회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과 동시에,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기도 하다. 

특히 도덕적 진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이 옳지 않음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

되는데 종교와 같이 오랜 시간 다져진 관습들은 행위의 굴레에 가쳐 본질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기에 더욱 더 그 변화가 어렵다. 하지만 참종교, 

즉 도덕적 신념을 기반으로 한 종교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진보함에 따라 종교 

또한 함께 진보하고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윤리의 보편성이 종

교의 영역에서도 유효함을 확인함으로서 국가의 다른 시민들은 종교를 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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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칸트의 종교에 대한 이해는 진정으로 분리되

어야 할 것은 정치와 종교가 아니라, 종교의 본질(참종교)과 종교의 수단이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칸트는 변화되어야 할 종교적 관습 중 하나로 고해성사를 제시하고, 아

담과 이브의 죄를 인간의 원죄(original sin)로 해석하는 교회의 방식을 비판한

다. 칸트는 인간이 종종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

만 이러한 비도덕적 행동으로서 얻게되는 죄(sin)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독

교적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행하였을 경우에

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치부해버리거나, 고해성사를 함으로서 신이 자신의 

죄를 사면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도덕적 발전을 도모하기 못

하고 거짓된 자기만족만을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신이 은혜

로서 인간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 것이라는 기대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도

덕성과 이성을 단련하는 것을 안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지속적

으로 이성을 사용하여 도덕적 행동을 실천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어떠

한 행동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하여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후적인 처방에 불가한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선

험적 판단에 대한 믿음은 부도덕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닌다.  

 종교적 관습에 대한 비판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협이 있다고 주

장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종교적 관습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사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

서는, 자신의 종교에서 행해지는 관습이나 전통들이 도덕적인지 살펴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신성성과 고

귀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 신성하고 고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는, 도덕적 종교에 한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이지, 종교라는 명분 하에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정당화 수단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추종자(follower)는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 비도덕적이라

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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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타인에게 그것이 왜 도덕적인지 충분한 사유를 제공하고 사회내부의 공

통적 기준을 확립해야한다. 이 과정을 통해 초월적 신앙(religious faith) 과 더

불어 실천적 종교(religious behavior)도덕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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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치의 도덕적 진보 가능성 

 

1. 철학적 시각의 필요성 

 필자는 앞서 국가의 법이 모두에게 공감될 만한 것일 때 진정으로 

정치적 순수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공동체 내부의 

시민들을 다스리는 법을 제정하고, 통용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정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이상적인 국가는 국가의 시민들을 모두 

평등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이때 

시민들에게 철학적 시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정치참여가 단지 

참여만의 목적이 아닌, 시민들간의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토론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기르고, 이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참여의 결과 또는 합의되어진 도덕적 기준은 시민 모두가 동의할 

만한 것으로서 보편성을 가져야 하며, 일부 시민들의 일방적 희생이나 타협을 

통해 확립되어서는 안된다. 

 좋은 정치란 국가의 존속과 부강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의 도덕적 진보 까지도 이루어내어 이상적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가 공감할만한 도덕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체의 도덕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도덕적 합의와 진보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 또한 

칸트의 실천철학의 원칙은 지금 현재 가장 도덕적이라고 믿어지는 법칙을 

따르는 것과,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객관적 

실천법칙들을 받아들이는 두가지 방법을 모두 포괄한다. 공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 칸트는 시민들이 공적 이성을 활용하여 현 법칙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공론화 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 공론은 무차별적 비판이 

아닌, 철학적 시각에 근거해야 함을 주장했다. 철학적 시각이란, 무당파성과 

보편성을 의미한다. 38  따라서 시민들은 종교 그 자체, 또는 종교적 관습 들에 

 
38 칸트는 학부논쟁에서 철학부가 의학부나 법학부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짐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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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그것이 보편적으로 도덕적인 것인지를 논하는 공론의 과정을 통해 도덕적 

진보를 성취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능력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도덕적 판단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적 

진보를 위해서 시민들은 세상을 철학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철학적 

시각은 변화와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2. 정치적 공론화의 중요성 

정치적 공론화 

 정치적 공론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기에 앞서, 공(共, public)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공의 영역인 공적 장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이러한 공적 장소의 사회적 유용성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공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론화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종교를 공적 장소에서 공론화의 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식과 

범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공적 공간은 사회 집단들의 힘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투쟁과 배제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왔다. 공적 공간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폭로하고,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과 같은 범주의 진출과 

쇠퇴가 이루어지는 각축장이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회 전체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실체를 

알리고자 했다. 따라서 공적 장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는 

공간이며 다양성이 전체되는 곳에서 합리적 이성을 토대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는 공간은 사회적 연대와 발전을 위한 공간이다. 하버마스와 찰스 

테일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공적 장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였다. 하버마스는 공적 장소는 

민주시민들에게 이성의 발현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무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진보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장소(public sphere)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그는 칸트의 계몽주의 전통 안에서 이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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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실현하여 민주사회의 진보를 이루고자 하였다. 하버마스는 공적 

장소에서 인간은 이성적인 관심사를 쫓고, 타인과 이성적이고 수용적으로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비평적인 소통을 통하여 현대 사회의 진보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적 장소의 중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공적 장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성과 타인의 이성 간의 충돌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버마스는 이러한 충돌을 사회 전반의 진보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서 이해한다. 타인과 견해의 충돌을 통해 이성의 확장을 이루어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은 공론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를 이는 사회 전반의 

진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공적 장소란 인간의 공적 이성이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39  칸트는 물리적인 기준으로서의 공적 장소를 규정하기 보다는, 개인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 이성에 근거한 자신의 생각을 공표하는 공간이다. 개인은 

글이나 출판의 방식으로 국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적 장소에 발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 공간에서 특정 집단이나 사상의 등장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공적 이성의 활용 또한 제한하는 것이 된다.  

 공적 장에서의 공론화가 효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공적 장에서 

모든이들은 발언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발언이 동료시민들에 의하여 

진중한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받음이 전제되는 장소여야 한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소유한 기득권자들은 여성, 경제적 소외계층 40 , 종교적 

소수자들을 동등한 공적 토론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거나,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문제들을 야기했다. 공적 장에서의 발언권 획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일부 시민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버마스는 공적 

공간에서 모든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는 칸트적 공화주의의 모습을 갖춘 

현대사회를 꿈꾸었다. 41  칸트적 공화주의란 모든 시민들의 타인의 강제없이 

자유롭게 입법에 참여하고 사회문제를 공론화 하는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공적 

 
39 Laursen. 1986 p.585 
40 특히 참정권 획득의 기준으로 사유재산이 전제되었던 시기에는, 경제적 소외계층은 

정치참여와 공적 장소에서의 발언권을 획득하는 것에 대하여 지대한 사회적 제한을 경

험하였다. 
41 하버마스 1989b, 136 ; 민병태 p.116.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공론장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적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대화의 형태 속에 공론장의 한 부분이 발생하여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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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모든 개인들의 이성이 반영되는 장소로서 존재해야 하며, 모든 개인들의 

출입이 허가되는 장소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공적 장소에서의 ‘공론화’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도덕적 진보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었다. 정치적 공론화는 공적인 장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말한다. 칸트에게 

‘공론’ 이란 국가의 도덕적 진보를 위한 나의 이성적 생각에 대한 타인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시민들 간의 공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공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생각할 생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2  이러한 생각의 자유는, 개인적 사상이나 

직업과 같은 사회적 역할로서의 ‘나’가 아닌 인간 자체로서 나의 이성을 

활용할 자유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이성적 생각의 자유는 다른 인간들과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성적 생각으로 고려될 

자유를 말한다.  

 

공적 공간에서의 종교 

  공적 이성에 의거한 생각이 공적인 장에 제시되었을 때 ‘나’의 

생각은 그 자체로서의 타성과 보편성을 검토 받을 자유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즉, ‘나’의 정체나, 사회적 역할, 또는 지위와는 상관 없이 이성적 생각의 

도덕적 가치 그 자체를 평가받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인 것은 누구나 

동의할 만한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임에 동의한다면, 도덕적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 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며, 종교 또한 그 공론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정치가는 국가의 도덕적 발전을 목적으로 취하는 

정당한 수단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2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공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freedom to publicize one’s 

writing in print, freedom of conscience, reason’s self-legislation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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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공간에서 특정 집단이나 사상의 등장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을 

공적 이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만약 종교를 사적 

공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적 영역에서의 공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 속에서 종교가 진보와 발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종교의 진보와 발전을 저해하 에 대한 공적 이성의 활용 또한 

제한하는 것이 된다. 사회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사회를 통치하는 국가는 공적 공간에서의 개인 뿐만 아니라 사적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안의 공적타인들과 

끊임없는 상호유대적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간 내부에서 온전히 

공적인 부분과 온전히 사적인 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 내부의 시민이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종교 또한 국가의 정치적 고려에 포함되어야 한다. 

칸트와 같이 universal historical 한 관점에서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인류전체의 도덕적 진보라고 보았을 때, 국가의 도덕적 진보를 위해서는 국가 

내부 모든 영역에서의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진보에는 종교의 

도덕적 진보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종교의 도덕적 진보를 위해서는 종교 또한 

시민들의 공론의 재료로 사용되어, 종교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계몽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고자 하는 세속주의의 

현대적 발현은 종교를 공적 장소에서 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서 종교의 도덕적 

진보를 방해한다.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종교가 시민들의 

공론 과정에서 그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모두가 종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종교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타인의 영향력이 닿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개인의 종교를 사회에 들어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종교의 주변화이며 종교 탄압이다. 따라서 종교도 철학의 재료이자 공론의 

재료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로서 필자는 현대적 세속주의는 종교의 자유나 

평등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로부터 종교의 단절을 야기하는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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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공론의 대상으로 허용되어야만 종교 또한 사회의 도덕성의 

범주 안에 포용되는 개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종교가 공론의 대상으로 

들어옴으로서 종교의 도덕적 진보를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 철학은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반성적인 활동이다. 비판적 사고는 당연하게 받아들였 

것들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를 제시함을 통하여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 종교를 

철학적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종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가능하게 되며, 이로서 종교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는 것이다.. 

비 종교인들 또한 종교적 식견을 넓혀, 어떤 것이 도덕종교이고 어떤 것이 

종교를 악용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며, 각 종교 

내부에서도 그 신도들에게 신의 가르침을 도덕적으로 실현할 것인지를 

교육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 국가 안에서 비 종교인과 비종교인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덕적 합의를 위한 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 공론의 

과정에서 종교적 고려 또한 배제되지 않아야 종교의 도덕적 진보 또한 

가능해진다. 물론, 시민 전체에게 동의 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모두에게 동의 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칸트는 만약 일부 시민들이 지금에는 어떠한 법에 동의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들을 이성적이고 보편적 원리에 따라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이 

다른 시민들에 의해 제시된다면, 이는 정의로운 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일부 시민들의 철학적(non-partial) 능력의 부족이나 개인적 

편견(personal bias)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떠한 법의 정당성을 당장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나, 시민들 중 그 누군가가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제시한다면, 이는 해당 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43 즉, 입법은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하되, 더 나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은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정의로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집단 지성을 ‘공적이성’으로 

 
43 Reiss.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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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며 정치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집단간의 문화나 종교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러한 차이점들이, 갈등으로 발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역할을 가짐을 강조했다. 특히 종교를 공론화 과정에서는 시민들 간의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한다. 탈랄 아사드(Talal Asad)는 종교가 정치의 영역에서 

발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종교신앙들이 공적 공간의 현대적 규율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44  특히 현대사회의 건설을 촉진하고, 

공적토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 신앙의 관습들을 조정할 수 있는 

종교신앙들의 공적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며,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종교신앙들은 도덕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점점 공중의 지지를 잃고, 그 정치적 영향력 또한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종교신앙이 정치의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교 

내부의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기준 또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신앙들만이 그 

도덕성을 인정받고, 정치적 영역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45 

 이성의 공론적 활용은 계몽의 수단으로서 시민들의 토론을 통하여 

서로의 이성적 능력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성을 사용할 능력과 용기는 바로 이 

계몽의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다. 칸트가 주장하듯 개인적 인간들이 거이 

자신의 천성이 되어버린 미성년성에서 스스로 탈피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그 국가의 시민들이 공중의 무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들의 

계몽의 도모해야 한다. 만약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는 시민, 

즉 공중의 오류나 편견은 공중의 무지가 아니라, 그릇된 지도자의 오도와 

선동의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윌리엄 캐버너는 종교가 

 

44 Asad. p.183 

45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 가치들을 반영하는 종교신앙들이 그 도덕성과 공중성을 인정받

을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 할 것이다. 특히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은 신도들의 예배를 위한 종교만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

역과 사회의 공간으로서 그 공적 가치를 지님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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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이라는 주장은 현대의 미신(modern myth)이며, 현대의 정치와 종교에 

대한 오해에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서 제시된 미국의 9/11 사태는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하기 보다는, 종교는 폭력적인 것이라는 편견이 

국제적으로 퍼져나가게 했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의 명성을 희생시켰다. 이는 칸트가 그토록 강조한 참종교와, 

종교신앙의 차이에 대해 인간은 아직도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론의 언어와 종교교육 

 종교와 정치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들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집단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야한다. 공적인 장에서 종교에 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은 언어와 교육으로 대표된다. 특히 여러 종교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에서 모두의 종교적 가름침과 배경에 대한 

상호적 이해를 이루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이는 종교인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공동체적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비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서로에 종교적 

배경/기반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는 공통된 도덕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 교육은 시민들에게 종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의 문제에 대하여 전국민적 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종교교육이 필수적이다. 현대 세속주의는 공적 

장소에서 종교를 배제하려는 시회를 하는데, 칸트는 종교 교육이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됨을 보여줌으로서, 다원주의적 세속주의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칸트적 세속주의는 종교 또한 도덕적 논의의 주제로서 수용하는 새로운 

세속주의의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논리를 정치가 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입해볼 수 

있다. 정의로운 국가의 법은 정의로워야 한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시민에게 

동의될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는다. 즉, 종교적 관점에서 법은 종교적 

고려를 포함한 법이며, 종교적 시민들 또한 동의할 만한 법이어야 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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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세속주의는 종교적 고려까지 포함한 입법을 행하기 보다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촉진하면서 종교적 고려를 배제하고자 한다. 칸트는 ‘목적의 

왕국 46 ’이라는 관념을 통하여 입법의 관점에서 구성원(시민)들은 

‘목적자체’이며 각 구성원은 법칙을 입법하는 자(군주)이며, 법칙을 지켜야 

할 신하이라고 설명했다. 세속주의의 이념 하에 정치적 참여가 제한되는 

종교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도, 법칙을 지켜야 하는 신하로서 충실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 고려가 부족한 법을 무조건적으로 따를 것을 시민들에게 강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칙들에 대한 진보를 꾀하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이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법은 

종교적 고려까지도 포함한 포용적인 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적 세속주의는 

법칙들의 진보를 방해함으로서, 인간이 이상적인 국가를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한다.  

 더욱이, 종교가 정치적 공론화의 대상으로서 인정되어야 종교적 고려가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법을 제정이 가능해진다. 종교인들 간의, 그리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견해차이에 대한 상호이해가 도모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실 라보드(Cecile Laborde)는 이러한 ‘공론’의 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들의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적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치적 공론화의 언어는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용어로서 가장 보편적인 언어가 사용 되어야함을 강조한다. 

종교신앙공동체 내부의 구성원만이 공유하는 용어들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라보드의 ‘공적 언어’는 종교적 언어를 

공적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는다. 이는 번역과정에서의 오역의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이러한 전제는 사회안에서 종교를 수용하는 방법으로서 

고려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종교적 특징을 갖는 개념들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46 Immanuel Kant, Grung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1968), Akademie-Textausgabe, Bd. IV, S. 432 (G.M.S. S.432,421-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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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해야만 공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정치의 대상으로서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와 정치의 화해로서 이해될 수 없다. 정치와 

종교의 화해는 종교의 사회적 발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지 

종교를 보편적인 것으로 위장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모순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종교적 견해를 배제하고자 하는 정신적 배제의 방식 뿐만 

아니라 공중장소에서 히잡과 같은 종교적 의류착용 금지와 같은 물리적 배제의 

방식 또한 정치와 종교의 화해의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공적 언어의 사용은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인정하더라도, 종교적 갈등의 정도와 빈도를 근본적으로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공적 언어의 사용이 

갈등의 순간을 직면했을 때 상호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종교가 갈등의 원인으로 

비추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예방책이다. 필자는 정치적 종교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이 갖는 함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정부는 대학이라는 공적 기관을 창설한다. 정부는 주체적으로 시민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교설들이 그 학부의 공적인 

강론(Vortrag)속에 채택되어야 할지를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정부는 

교육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침을 인지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들이‘공직’의 위치에서 시민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적절한지는 

판단하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칸트는 정부가 인민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주는 학문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밝히면서 대학의 

상위 학부인 의학부, 신학부, 정치부의 학부들에서 제공되는 교육은 공중의 

발전에 기여함을 주장했다.  

 그가 신학부를 언급한 부분들에서 사회안에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한 

칸트의 이해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신학교육과 신학자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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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47  대학에서 신학부를 상위학부 중 하나로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자 한 것은, 그 가르침이 공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먼저 종교교육은 인간의 자유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학문으로서의 

종교는 교학적 신앙으로서 역사신앙에 기초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사신앙적인 학식을 교육받음으로 인하여, 개인이 신앙을 

선택하는 데 있어 단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성을 활용한 탐구로서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하게 된다. 48  칸트는 종교의 근본 명제를 선택하는 것을 

신앙(fides sacra)라고 불렀다. 종교 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종교의 근본 명제를 

채택함에 있어 맹목적인 태도를 취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신앙이 참으로 신의 명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찰해볼 수 있는 생각의 

재료들을 제공한다.  칸트는 이를 자유롭게 채용된 신앙(fides elicita)이라고 

일컽는다.49  

 이는 대학이라는 기관의 공적 역할로서 시민들에게 신학교육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갖는다. 대학의 교수들은 공적 교사들로 학문의 

보유자들이며, 이들은 대학 내부에서 학자공동체를 형성한다.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공적인 지침이나 규칙 없이 학식의 확장에 몰두하던 학자들은 

학자공동체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학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50  정부는 

학부들의 교설이 시민에게 닿게 되는 것을 승인해주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승인된 교설들이 교육되어 사회 구성원들인 시민(신민)들의 내적인 생각들과 

의지규정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51  공적 교설들 중 특히 신학부의 종교 

교육은 시민들의 내적 생각들과 의지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필자는 

종교 교육은 시민들의 도덕성 진보에 유효한 요소로서 작동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47 CF (오진석 번역) p.37 
48 R, 신옥희 번역 P.189 
49 R, 신옥희 번역 P.188 
50 CF(오진석 번역) p.26 
51 CF (오진석번역)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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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학, 법학, 신학의 교설들을 시민들에게 교육함으로서 이 

교설들이 시민들의 이성 활용의 재료가 되도록 한다. 52  그런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여러 교설들을 도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 누구의 강제없이 진리 그 자체만을 탐구하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정부의 명령을 받는 학자공동체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학문적 관심을 사유하는 학부가 필요하게 되고, 칸트는 

철학부야 말로 그 역할에 부합하는 학부라고 주장한다. 칸트는 철학부는 각 

학부의 학식의 도덕성을 판단해주는 역할의 학부로서, 각각의 학부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였다. 철학부는 상위학부들을 검사하는 일을 

통해, 그 상위 학부들의 유용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철학부는 순전히 모든 

학부의 유익을 위하는데, 이러한 학부들은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철학부는 상위학부들의 교설들을 재료삼아 시민들의 내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교육(moralische Bildung)은 

집단생활에서 태도와 행동을 규제하는 준거의 향상이 아니라, 내적 태도의 

변화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3  특히 철학부는 

순수신학자가 제시한 성서 및 교회신앙적 학식들을 토대로, 성서 구절 등에 

대해 도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한 학식은 철학적 학식임을 주장했다.  

 종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교설은 현실세계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종교교육의 유용성이 들어난다. 칸트의 실천철학의 원칙은 지금 

현재 가장 도덕적이라고 믿어지는 법칙을 따르는 것과,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객관적 실천법칙들을 받아들이는 두가지 방법을 모두 

포괄한다.54  이러한 칸트의 실천철학의 원칙을 종교에 적용할 수 있다. 종교의 

법칙들 중 현재 가장 도덕적이라고 믿어지는 법칙들을 가려내어 신민들이 이를 

더욱 따르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신앙인 성서라는 기록물에 직접적으로 

 
52 Tomaszewska, Kant’s Reconception of Religion and Contemporary Secularism. 

p128 
53 Kant, R 6:48; DiCenso p.234 
54 Kant, G A427/ A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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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혀있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신의 명령에 부합하고 신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걸맞는 실천법칙이라면 신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더욱이 

종교교육은, 종교적 선동을 주도하는 자들로부터의 해방을 가능하게 하며, 

참종교를 취하고자 하는 자와 부패한 신앙의 굴레에 갇힌 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을 키워준다. 이는 곧 종교의 진보와도 직결된다. 더 도덕적인 

신앙의 실천법칙이 있는데도 그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신민이 신의 나라를 

건립할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현존하는 신앙의 방식 이외에 

더 나은 실천법칙이 발견되었을 때, 인간이 더 나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종교에 봉사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안정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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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칸트적 세속주의의 현대적 적용 

 

제 1 절. 국가의 도덕적 진보 : 정치공동체, 윤리공동체, 윤리적 

국가 

 칸트는 국가가 법의 지배를 받는 정치공동체로부터 시작해 윤리적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을 세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는 정치적 공동체는 

법의 지배로서 통치되는 국가를 의미했으며, 정치공동체의 일원들이 법이 아닌 

윤리적 유대관계를 이룸으로서 윤리공동체로 진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칸트에게 윤리적 국가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윤리적 상태로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이 모든 동료 시민들에 대하여 윤리적 유대관계를 맺는것에 성공한 

형태를 말한다. 55  윤리적 국가는 국가의 이상적 형태로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희망해야 하는 국가의 형태이다. 아래는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윤리적인 것은 반드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므로, 

칸트는 1 단계에서 시작하여 3 단계의 윤리적 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전 과정은 

반드시 타의 강제 없이 자유의지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전제하였다. 

 

1 단계. 정치적 공동체 형성 

법률적시민적(정치적) 상태는 공적인 법률 하에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인간 간의 상호관계로서, 정치적 공동체는 법률에 의거하여 정권을 그의 

통솔자로서 받아들인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 국가의 기반이 되는 공공의 

법칙들은 단지 가시적인 적법성만을 목표로 하며, 법의 강제성을 기반으로 

한다. 때문에 도덕성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단계이며 모든 인간은 

윤리적 자연상태에 놓여있다. 

 

  

 
55 Kant, R (신옥희 번역) 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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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정치적 공동체와 윤리적 공동체의 공존  

정치적 공동체 내부에 윤리적 공동체가 형성되는 단계로서, 개인은 그가 

다른 시민들과 함께 정치적 공동체를 넘어선 윤리적 단체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윤리적 자연상태에 머무를것인가의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윤리적 자연상태에 놓여있던 인간들의 일부가 타인을 윤리적 

대상으로 받아들인 형태이지만, 타인 또한 자신을 윤리적 대성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할 수 없는 이유는, 윤리적인 것은 반드시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단계. 윤리적 국가 

정치적 공동체와 윤리적 공동체의 일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정치공동체의 

모든 인간이 윤리공동체에 포함되기를 자유의지로서 받아들여야만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문제를 덕에 의해 

판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된 상태로서 무악(無惡)의 상태이기 

보다는 무악을 희망하는 상태로서 설명되어야 한다. 인간은 언제까지나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욕망을 가질 것이지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진압한다면 도덕적 행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56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내제된 선의지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원인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57 

 
56 Kant, R 6:46.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predisposition to good in us is not therefore the 

acquisition of a lost incentive for the good, since we were never able to lose the 

incentive that consists in respect for the moral law … The restoration is therefore 

only the recovery of the purity of the law, as the supreme ground of all our maxims, 

according to which the law itself i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power of choice, not 

merely bound to other incentives, nor indeed subordinated to them as conditions, but 

rather in its full purity, as the self-sufficient incentive of that power.” 
57 Kant, R 6:57 ; R 6:83.  

“To become a morally good human being it is not enough simply to let the germ of 

the good which lies in our species develop unhindered; there is an active and 

opposing cause of evil which is also to be comb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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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는 윤리적 국가의 형성 과정을 위와 같은 세 단계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현대적 세속주의는 국가가 윤리적 국가로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필자는 현대의 사회가 정치공동체에서 

윤리공동체로 진보하기를 희망하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제 2 장에서 서술 한 

현대적 세속주의 한계는 인간이 윤리적 공동체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공동체가 온전한 윤리공동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대적 세속주의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칸트적 세속주의를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는 칸트적 세속주의 

개념을 현대사회에 적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현대적 유용성을 현실적 

예시들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제 2 절. 종교인의 정치참여 독려 

 이상적인 국가란 도덕적이며 정의로운 국가라고 정의될 수 있다. 칸트 

또한 도덕과 정의를 이상적인 국가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첫번째로, 칸트에게 

정의로운 국가란 공화정의 형태를 갖춘 국가로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동으로 입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이다.58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입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간섭이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 즉, 도덕적이며 정의로운 국가형성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입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시민들의 정치참여의지가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의 시민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대의 

세속주의는 종교를 정치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나머지 종교인들이 

국가의 공동입법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종교인들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들이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여 제시하는 입법안을 특정 종교적 

 
58 Kant, Mds 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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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가진 사람이 제안하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에, 타 시민들은 이 

입법안의 순수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과 

합리성을 불합리하게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한 현실 세계의 예시로서 미국의 법학자 필립 햄버거(Philip 

Hamburger)는 성직자에 대한 현실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그는 현대적 세속주의가 종교의 영향력 자체를 제한시켰으며,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온 세속주의는 종교적 이유를 근거로 개인의 정치적 

권리까지 불합리하게 제한해왔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150년 동안 

미국정부가 미국 총기협회 ARA(American Rifles Association)나 Business 

Roundtable 와 같은 사적 동기를 가진 단체의 선거자금 기부와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 교회나 성직자가 선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탄압임을 주장했다.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들 정당한 기회를 빼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지양되어야 하며, 세속주의의 본질인 정치적 순수성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적 세속주의는 시민들의 

자유를 도모하기 보다는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용도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종교에 대한 정치가들의 기득권 확보의 수단으로 세속주의가 활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교인의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에게 보장된 “rights of political speech and association“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59 이러한 현대 세속주의의 모습은 

자유를 추구해온 인류의 역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3절.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두번째로, 이상적 국가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는 

것을 도모해야하며,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들 

개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포함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킬 것 뿐만 

 
59 Hamberger,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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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국가가 

종교적 고려(Religious consideration) 없이 만든 법을 따르게 강제한다면 이는 

시민이 법을 따를 의무를 강제하면서 종교의자유를 누릴 권리는 보호해 주지 

않는 모순적인 행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종교적 고려 없이 만든 법은 

부패한 법칙이며, 이러한 부패한 법칙을 개선하지 않고 유지하는것은 부패한 

법칙을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of corrupt principle)하고 고착화 시키므로 

이상적 국가로의 발전에 방해요소로 작동한다. 이러한 불공적한 사회적 구도가 

제도화되는 것은 이상적 국가보다는 전제적 국가(despotic state)의 특성들과 

더 유사하다. 국가와 시민 모두의 덕성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적 특성을 갖는 법칙들을 제거하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포용하는 

법칙들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종교에 대한 포용을 통해, 종교 

또한 국가와 정치에 “중요한 것”중 하나로서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종교적 고려 없는 법들을 입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세속주의의 본래 목적이 이상적 국가형성에 

있음에 동의한다면, 세속주의는 국가공동체 내부의 시민 그 누구의 권리도 

무시해서는 안되며, 종교적 고려를 배제한 입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60  

 이에 대한 현실정치의 예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들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신앙적 교리 및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종교와 양심에 어긋나는 의무가 국가로부터 

부여되었을 때 종교는 더 이상 사적 영역만이 아닌 시민과 국가 관계의 갈등의 

씨앗으로 피어오르게 된다. 특히 한국, 이스라엘, 핀란드와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는 시민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군대가 상징하는 

폭력과 살생을 허락하지 않는 종교적 신념을 갖은 이들에게는 이러한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져버리게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병역의 의무는 개인으로 하여금 시민적 

 
60 Laborde 2017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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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종교의 자유 중 하나를 타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던 

2002년 1월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박시환 판사)은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이ㅇㅇ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규정만 두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그 후 16년 뒤인 2018년 11월 

1일 11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9, 불인정 4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오씨의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사법처리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의무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대체복무나 비전투 임무를 부여하는 등의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와 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의 

영역에서 종교적 고려가 반드시 동반되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종교를 법적 

예외의 영역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종교적 고려가 필요한 법들을 

검토함으로서 국가의 일방적인 강제 보다는 국가와 종교가 상호이해를 통하여 

정교갈등의 해결책을 찾고자 해야 한다.  

 세번째로, 칸트가 정부와 시민의 이상적인 관계란 모든 시민들은 국가 

안에서 평등한 개체로 인식되는 국가의 형태였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서로를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칸트가 

부계정부와 애국정부를 구분하여 설명한 내용은 이러한 칸트의 주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칸트는 이상적인 국가는 부계정부(paternal government; 

imperium paternale)가 아닌 애국정부(patriotic government; imperium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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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rnale, sed patrioticum)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1 부계정부는 

정부와 시민의 위계적 관계로서 정부가 시민성의 최종결정자의 역할을 갖는다. 

부계정부의 시민들은 자신의 자유에 의거하여 행동하지 않고 정부의 허락과 

통치하에 행동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계는 시민의 자율성을 제한받기 

때문에 자유를 최대한으로 확장하는 국가의 형태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애국정부는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서 시민들의 합을 정부 그 자체로 인정한다.62 

이러한, 시민들 중 그 누구도 타인을 강제할 수 없다.63 국가의 대상, 즉 특히, 

칸트는 물리적 평등 뿐만 아니라 정신적 평등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64 

  

  

 
61 Reiss p.74 
62 “A patriotic attitude is one where everyone in a state, not excepting its head, 

regards the common wealth as a maternal womb, or the land as the paternal ground 

from which he himself sprang and which he must leave to his descendants as a 

treasure pledge. Each regards himself as authorize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ommonwealth by laws od the general will.” 
63 단, 군주(head of state)는 commonwealth의 일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내부

에서 타인에 대한 정당한 강제를 행할 수 있는 이는 군주 뿐이다.  
64 Kant, On the Relationship of Theory to Practice in Political Theory (Kant Political 

Writing-by. H.S. Rei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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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현대국제정치적 함의 

 

제1장. 도덕의 범국가성 (borderless morality) 

 이와 같이 인간의 도덕에 대한 존중은 국경이라는 물리적 경계선을 

초월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만이 아닌 인류의 공동 된 목표로서 존재해야 한다. 

특정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동의될 수 있는 

도덕을 희망함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인간세상의 현상(phenomena)들을 

근거로 도덕이라는 본질(nomea)를 판단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본질에 

해당하는 ‘절대적 도덕’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하여 특정 문명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범국가적인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특히 칸트는 ‘보이지 않는 교회(invisible church)’ 개념을 

제시함으로서 도덕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 종교적 가르침을 교회 내부에서만 

훈련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교회 외부에서도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65 칸트의 ‘보이지 않는 교회’개념은 

공간적 제약에 국한되지 않는 국경 없는 도덕의 개념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편적이며 세계적인 것으로 강압적인 정치권력이 존재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스스로 윤리법(ethical law)를 따라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따르고자 하는 윤리법은 종교적의식이나 전통을 넘어서는 순수한 

도덕적 믿음(pure moral faith)이다. 이는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으며, 도덕 

그 자체를 섬기는 것으로서 삶 자체를 도덕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덕의 범 국가성에 근거하여 칸트가 주장하는 국제도덕공동체(Cosmopolitan 

moral community) 또는 공유된 도덕 공동체(Shared moral community)는 

범국가적 개념으로서 인간이라는 유대감을 기반으로 생성된 인간적 도덕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인식이다. 이는 시민들간의 도덕적 합의는 인간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개인의 종교, 정치성향, 인종을 불문하고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65 Kant, Mds 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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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에 의거한다. 따라서 도덕적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시민들을 도덕적 실천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금 스스로가 따르고 있는 

도덕법칙들이 타인이 보았을 때도 보편적이도 타당한 것인지 검증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국가 형성을 넘어, 다른 국가들 또한 도덕적 실천의 

대상으로 대하는 더 나은 상태로의 희망을 가지고 진보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인간종의 진보에 대한 희망을 

터무니없는 두뇌의 몽상이라고 간주하고 싶어하는 정치가의 조롱에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종교와 정치의 화해를 통해서 만이 국가의 

도덕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서 정치의 독단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정치의 독단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속주의 개념을 왜곡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정치는 종교적 편견과 적대감을 국제적 보복으로서 구체화 하는 

비윤리적 모습을 보인다. 종교에 대한 그릇된 신앙으로 분쟁을 야기하는 자는 

참 종교를 숭배하는 도덕적 종교의 수호자를 구분함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종교가 마치 악의 수단인양 오판해서는 안된다. 정치가 

종교의 공적 능력을 undermine하는 것이야 말로 진보에 역행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칸트는 더 나은 상태로의 진보를 위해 인간들은 도덕적인 것의 최대의 

장애물인 전쟁을 처음에는 점점 더 인간적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더 

드물어지게 하며, 결국에는 침략전쟁으로서의 그 전쟁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국가 주체가 종교적 편견과 적대감을 국제적 

보복으로서 구체화 하는 행동은 참종교에 대한 무지에 의한 것이며, 참종교와 

종교신앙의 구분에 실패한 결과이다. 즉, 이는 도덕적 진보에 역행하는 

행동이다.  

 칸트는 종교가 현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만약 어떠한 종교적 

가르침이 교회 내부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종교적 신앙일 뿐, 

도덕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만약 어떠한 종교적 가르침이 

교회 외부에서도 도덕적 보편성을 갖는 가르침이라면, 이러한 가르침은 

도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덕적 가르침이 종교적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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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배척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현대의 시점에 누리고 

있는 인권과 같은 인본적 개념들은 종교적 맥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집단과 종교인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종교적 이념들이 정치의 영역에 적용될 때, 이러한 

이념들이 다른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지녔는가를 

판단되어야 한다.  

 

제 2절. 국제적 교류의 필요성과 도덕 

 칸트 국제관계의 구조적 목표는 단일한 세계국가의 형성을 꿈꾸었다. 

만약 세계가 단일한 세계국가로 연합된다면, 인간은 전세계를 공론의 장으로 

삼을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보편적 도덕의 탐구를 함께할 수 있게 

된다. 칸트는 이상적으로서는 단일한 세계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세계국가와 같은 이상적 최고선의 국제상태가 

성취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성취 가능한 

최고선의 차선책으로 국제기구와 세계시민법을 만들고자 하였다. 세계시민적 

상태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는 국가들 사이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시민법을 구축하고‘방문권’을 보장함으로서 

외국인이 타국에서 평화롭게 행동하는 한에서, 적대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인간은 같은 법 아래에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도덕적으로 행동 할 것이며, 만약 같은 시민에게는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외국인에게는 도덕적이지 않다면, 그 인간은 법적 인간일 뿐 도덕적 

인간이 아니다. 따라서 도덕적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공동체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칸트가 이렇게 방문권을 

주장함으로서 외국인의 유입을 옹호한 것은,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유입되는 

새로운 생각들이 국가의 도덕적 진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양 측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이성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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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종교의 윤리적 대상화 

  칸트는 “하나의 참된 종교가 있으나, 다양한 신앙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현존하는 여러 신앙의 형태 중 참된 종교를 가장 지향하고 

있는 신앙을 선별하고자 했다. 66  예를 들어 칸트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교를 

통해 도덕적 종교에 가장 적합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고자 했다. 67  그 

과정에서 칸트는 신앙의 계명들, 그리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는데 따른 

처벌이나 보상이 단지 외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개념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더욱이 칸트가 유대교를 비판하며 유대교가 

종교로서의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은, 유대교가 그들 자신만을 여호와 

하느님에 의하여 선택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민족들을 

배제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유대교가 스스로를 ‘선택된 민족’으로 여기고 

다른 민족을 적대시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도덕과 이성의 발현수단으로 

생각하는 칸트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이다. 칸트가 기독교를 최상의 

방법론으로 고려한 것은 가장 도덕적인 종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칸트는 다른 신앙들에 대한 상호존중과 이해를 추구하였고, 다른 

종교들의 도덕성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그는 자신의 작업의 목표는 

“가장 순수한 도덕적 이성신앙과 기독교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 주장했다. 68  즉, 칸트는 기독교의 발전가능성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실천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칸트는 타 종교집단과의 적극적 교류와 토론을 옹호했다. 

이는 칸트가 타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조하고 종교 교육과 공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욱이 칸트는 기독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 또한 도덕적 신앙(moral faith)으로서 도덕적 가치가 있음을 

 
66 Kant, R. A146 / B154 
67 Kant, R. A179 / B189 
68 이성신앙은 경험적 신앙으로서, 계시신앙을 인간의 이성으로서 풀어낸 신앙을 말한다. 

따라서 가장 순수한 도덕적 이성신앙이란, 인간이 순수하게 도덕만에 의거해 계시신앙을 

해석한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도덕적 개선을 위하여 인간은 계시종교를 이성 종교

의 원리로서 해석하여 도덕종교를 완성하는 것이다. 



62 

인정했다. 이는 칸트가 타 종교를 윤리적 관계형성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교류하는 것을 통하여 도덕적 진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4절. 서구와 비서구의 세속주의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세속주의를 국가의 정치의 합당한 원리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각각의 국가들에서 

세속주의는 다양한 형태로서 발현되어 왔다. 다니엘 필폿은 베스트팔렌 체계와 

이슬람 부흥주의(Islam revivalism)라는 상충하는 두개의 국제체제를 제시한다. 

다니엘 필폿은 특히 이슬람 부흥주의자들은 종교적, 사회적, 사적 영역을 

주도적으로 공유함으로서 종교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유대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더욱이 20세기 이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만이 

정당한 폭력사용의 행위자로서 인정되었으며, 국제 전쟁은 한 국가와 타 국가 

간의 갈등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일부 공동체들은 국가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당한 폭력사용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69  따라서 현대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세속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나 종교 공동체를 정당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서 인식해야 한다. 

이슬람 부흥주의자들은 국가 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brotherhood) 또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행위자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체계는 

베스트팔렌 체계안의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 하는 공적 장에서 이들이 옹호하는 비서구적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정당한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세속주의를 

강요하고, 영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을 강제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탈랄 아사드는 현대의 “종교적 테러범”들이 자행하는 

폭력이 과거 서방국가가 폭력으로 착취한 이득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종교적 테러범” 들이 종교를 그들의 폭력 자행의 이유로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편적으로 종교의 비도덕성 때문이라고 판단내릴 

 
69 Philpott. Daniel, p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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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역사적으로 축적된 사회문화적 어려움이 종교라는 표면적인 명목 하에 

표출된 결과물 일 수 있기 떄문이다. 이에 대해 왈저와 같은 자유주자들은 

역사문화적인 맥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인은 개인 스스로가 

감당해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주의적 국가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선택지를 모든 국가에서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그 소속 시민들이 그들의 이성과 

도덕적 실천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기반조차 확보해 주지 않은 채,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특정 개인,집단, 또는 특정 문화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일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아사드는 

“문명간의 충돌” 개념 자체를 거부한다. 70  문화권이나 문명을 특정지역으로 

갈라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에 동감하는 바이다. 특히 이러한 국가 

간의 외교관계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와 문화교류, 국제결혼 등의 사례도 

늘어나는 현대 국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편가르기식 생각을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해결책 보다는 적대감만 극대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독교권의 역사와 이슬람권의 역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각보다는, 기독교적 역사와 이슬람역사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며 근본적 원인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70 A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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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종교와 정치의 관계의 이상적 형태에 대한 칸

트와 그 후대 학자들 간의 적극적 대화를 이루어 내고자 시도하였다. 본 논문은 

칸트가 구상한 이상적 국가 즉, 윤리적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세속

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칸트가 자유주의 시대의 문을 열며 

주장한 종교와 정치의 새로운 관계상이 국가의 도덕적 진보를 이루어 내는 과

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칸트에게 종교란 도덕성 과 인간 이성의 발현을 도와주는 수단이다. 인

간의 도덕적 합의는 인간내면의 인간성에 근거하여 이미 합의되어져 있으며, 현

실세계에서 인간이 도덕적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은 인

간의 미성숙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도덕적 실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성의 사용을 촉진과 계몽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종교를 정치로

부터 분리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71  본 논문에서 필자는 현대에 

정치와 종교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속주의 개념은 충

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칸트의 사상이 현대의 종교 갈등 해소에 주

는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미숙한 인간들에 의해 종교가 악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은 사간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특히 9/11 테러와 같은 

사건들은 종교에 대한 개인의 잘못된 신념이 국제적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과 편견으로 이어

져 종교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야기하였다. 이는 세속주의 라는 이름 하에 종교

의 진보 가능성을 묵살한 채, 정치와 종교의 분단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

만 칸트는 종교자체와, 인간의 미성숙에 의거한 현상을 구분하고자 했다. 종교

적 갈등의 사건들은 인간이 이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발생한 현상인 것이

지, 종교 본체의 부도덕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 행한 

일에 대하여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종교 자체를 비난하는 것보다, 인간이 스스로

 
71 Kant, R 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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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성숙한 이성으로 종교를 수단 삼아 악을 행하였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이

성 발현을 할 수 없었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종교와 정

치가 화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칸트적 세속주의(Kantian Secularism) 개념을 제

안하고 칸트의 종교론은 종교가 시민들에게 도덕적 논쟁의 재료로서 가치를 지

님을 주장한다. 종교적 가치들을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를 개인적 영역으로 밀어내지 않고, 국가라는 공론의 장에서 

종교적 가치들을 도덕적 논의의 정당한 대상으로서 자리잡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시민들의 활발한 공론의 장에 종교를 가지고 옴으로서, 종교인의 내면

에 존재하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모두가 온전히 받

아들여 지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이로서 깊은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형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은 종교에 

대한 공론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시민들의 이성 발현을 돕는다. 종교교육은 종

교인들이 자신의 성서와 관습 등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대

상으로서 탐구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한다. 종교를 탐구와 비

판으로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서 도덕적 종교신앙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된

다. 또한 종교교육은 사회 전반에 종교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킴으로, 종교에 대

한 무지가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불평등 또한 예방할 수 있게 돕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칸트적 세속주의(Kantian Secularism)는 종교가 정치의 장에 적극적

으로 반영됨을 전제하며, 이를 통해 정치와 종교의 화해를 꾀함으로서 시민들의 

도덕적 발전 뿐 만 아니라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 즉 윤리적 국가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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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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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larism has been accepted as a political foundation of the 

modern state and it has been used as an ideology that justifie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owever, secularism was originally 

created to ensure the state's neutrality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and it was projected to secure freedom of politics and religion. This 

study criticizes the limitations of modern secularism through Kant’s 

idea of religious freedom in a public sphere. Kant believes that the 

state with the highest level of morality, an Ethical State, can only be 

achieved if religious ideologies are accepted in a public sphere. This 

is because, in an Ethical State, active public debate works as catalysts 

for the moral development of people. Therefore, Kant argues that all 

citizen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public debate 

regardless of their social, political, or religious background. This 

study offers Kantian Secularism as a morally improved form of 

modern secularism which aims to further protect individual freedom. 

Keywords : Immanuel Kant, Secularism, Modern Secularism, Kantian 

Secularism, Ethic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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