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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칸트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이하 종교)라는 저서는, 그것이 

담고 있는 악에 대한 주장으로 인해 많은 칸트 연구자들에게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개괄해 볼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상의 논란은 이 저서에 앞부분에 서술된 칸트의 핵

심 주장인 “모든 사람은 악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논란

이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전통적인 해석가들에게서는 결코 칸트가 그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를 댈 수 없는 너무 강한 주장으로 여겨져 왔다. 비교

적 이 주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현대의 해석가들조차 이 기묘한 주장

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

고 있는지, 심지어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정확히 해당 저서의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대해서까지 다양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또 하

나의 주요한 논쟁은,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칸트의 초험적 대상

들과 관련된다. 종교에서 칸트는 칸트의 종교철학적 대상들, 곧 신과 영

혼 불멸, 그리고 신의 조력 등에 대한 논의를 펼치면서도, 동시에 칸트의 

후기 저서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자발적인 도덕적 노력 

역시 강조한다. 그리하여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 각각

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초험적 요소들이 어떻게 인식의 한계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배제하고자 하였던 칸트의 인식론과 양립 가능한지, 그

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최고선” 개념이 이 책에서 혹은 칸트 

철학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까지도 다루어야 한

다. 본 논문은 앞으로 보편악 주장이라고 불릴, “모든 사람은 악하다”는 

칸트의 문제적인 주장에 얽힌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일견 기이

해 보였던 칸트의 악에 대한 이 주장과, 이와 연관되어 다루어지는 신, 영

혼불멸과 같은 초험적 개념들이 칸트의 철학에서 그의 핵심적인 논의의 

귀결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되는 본문의 논의를 통해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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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본문 첫 번째 장은 칸트가 이 책에서 어떠한 근거에서 보편악 

주장을 제시하였는지를 탐구하여,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결코 윤리학자가 

주장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러한 주장이 정확히 어떠한 근거를 갖는지, 그

에 따라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석한다. 이 장은 크게 두 개의 논의로 구성

된다. 먼저 전반부의 논의는 보편악 주장이 어떠한 근거로 보편타당한지

를 밝히는 데에 집중한다. 우리는 이 탐구의 결과로 보편악 주장은 다음

의 두 가지 전제 위에 세워진 주장임을 밝힌다: 곧 1) 사람의 선악을 판단

하는 기준은 최상의 준칙이라는 전제와 2) 그러한 준칙은 행위자가 놓일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는 두 전제에 기반한 입장으로 말이다. 이 

두 전제가 참이라면, 어떤 행위자가 선한 사람이기 위해서는, 그의 행위 

원리가 그 행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중 최악의 경우가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가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무한한 의지

력을 가져야 한다는 귀결이 따라나온다. 이러한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사람은 현실에 없을 것이라는 근거를 통해 보편악 주장은 참이 된다.

첫 번째 장의 후반부 논의는 이러한 보편악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예외가 무엇이고, 칸트가 그러한 예외를 직접 언

급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이 악을 벗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음을 문헌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후반부에서 악에 대한 세 가지 

예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즉, 1)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유혹을 느끼지도 않고, 도덕적인 의지력이 무한하여 결코 도덕

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적인 존재, 2) 평범한 인간과 같이, 불리한 상황에

서부터 막대한 유혹을 느끼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의지력이 무한하여 그

러한 유혹들을 언제나 이겨내는 존재, 3) 대체로 평범한 인간이지만, 유혹

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건설하여, 그에게 실제

로 주어질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세 유형의 존재가 악의 예외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세 예외들 중, 첫 번째 예외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 조차도 불가능한 존재로 여긴다. 그리고 두 번째 예

외와 세 번째 예외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 여기는데, 이것

들이 이어지는 두 장의 논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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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장은 위 세 이상향들 중 두 번째 이상향을 다룬다. 여기에서 

우리는 칸트가 어떻게 유한한 존재자인 인간이 무한한 도덕적 의지력을 

가지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고 논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이 장의 핵심적

인 내용은 크게 개인적 맥락에서의 인간의 노력을 지칭하는 칸트적 표현

인 “회심”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맥락에서의 신의 조력을 뜻하는 칸트적 

표현인 “은총”에 대한 해명하고, 나아가 이 둘이 합쳐 이루어지는 악의 극

복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 두 번째 장의 전반부의 주

제는 “회심”이다. 이 논의는 위에서 살펴본 보편악 주장이 참이라면, 이에 

대한 극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어떠한 가능한 상황에 처하더라

도 도덕적으로 행해야 하는 무한한 의지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데에서 시

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력을 갖기 위한 칸트의 논의는, 유한에서 무한

으로 향하는 함수, 곧 우리의 도덕적 의지력과 y=ax(a>0)과 같은 1차함수

에 대한 유비를 통해서 설명된다. 즉, 우리는 저러한 함수가 우리에게 관

찰 가능한 지면에 유한한 영역만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수학적 

지식을 통해 저 함수가 무한히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함수가 무한으로 발산한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와 같은 수학

과 인간의 의지 간의 유비가 성립한다면, 우리의 의지력의 양 역시 수학

적 무한과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력은, 

수명의 제한과, 마음의 불투명성, 곧 각자가 특정한 순간에 어느 정도 크

기의 의지력을 가지는지를 (혹은, 각자가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외부 상황

과 마주하게 될 때, 그가 유혹에 패배할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무한으로 발산하는 함수와의 수학적 유비가 성립되지 못한다. 

즉, y=ax(a>0)에서는 x축이 무한히 뻗어 있지만, 수명의 유한성은 인간의 

의지력이 이처럼 영원한 기간에 걸쳐 변화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각각

의 x값에 상응하는 y값을 그릴 수 있는 y=ax(a>0)과 같은 함수와는 달리, 

우리는 우리 삶의 특정한 순간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력을 갖는지를 모르

기에, 의지력 곡선의 기울기를 확정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영혼 불멸, 그리고 전지한 신은 수학과의 유비를 가로막는 이러한 난점

으로 인해서 요청된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수명의 한계와 의지력의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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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라는 두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 칸트의 두 유명한 초험적 요소에 대

한 가정, 곧 영혼 불멸과 전지한 신에 대한 요청이다. 나아가, 이러한 초

험적 대상이 참으로 가정될 때, 회심은 무한으로 발산하는 1차함수의 기

울기 조건인 a>0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영혼이 불멸한

다는 초험적 명제를 참으로 요청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력의 우상향이 유한

한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는 x축의 유한성 문제를 해소한다. 다음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있는 존재, 곧 전지한 신의 존재를 요청하여, 

y값의 불확정 문제 역시 풀어낸다. 그리고 x축과 y값에 대한 장애를 해결

하는 이러한 영혼 불멸과 전지한 신이라는 두 대상을 참으로 가정하고 나

서, 우리의 의지력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만드는 노력, 곧 a>0이란 기

본 조건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 회심이라는 점이 설명된다. 

그런데 회심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무는, 우리가 회심을 하지 않았음을 

자각하는 경우를 회피하라는, 소극적인 의무일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서 

회심은 그 자체로 추구될 수 없고 오직 희망의 대상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칸트가 참으로 받아들이는 다른 전제인 마음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이 입장은 인간이 결코 타인이나 자기 스스로의 행위 원리를 투명하게 알 

수 없다는 관점이고, 이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지력을 점차 상

승시켜 나가는지를 결코 완벽히는 알 수는 없다. 그리하여 회심이 우리에

게 주는 의무는 적극적 의무가 아닌 소극적 의무이며, 이는 달리 말해 우

리가 회심하지 않았음을 자각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라는 명령이다. 즉, 우

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의식적으로 악행을 하는, 그리하여 자신이 악한임

을 자각하는 빈도가 삶 속에서 점차 많아져 갔다면, 그러한 행위자는 자

신의 의지력이 우하향하다고 정당하게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삶 내내 스스로의 악행

을 최소화시켜 나감으로써,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자각하지 않게

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회심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무가 된다.

회심에 이어지는, 본문의 두 번째 장의 후반부 주제는 은총이다. 칸트에

게서 은총은, 위에서 살펴본 수학적 유비가 성립하지 않는 지점에 대한 

보충이며, 보다 자세히는 전지한 신과 영혼 불멸이라는 가정과 회심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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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성취될 수 있는 무한으로 발산하는 의지력을, 단적으로 큰 무한으로 

여기게 해 주는 신의 자비로운 판정이다. 이러한 신의 판정이 필요한 이

유는, 칸트에게서 무한한 의지력을 가진 존재, 곧 1장에서 논의된 두 번째 

인간적 이상향의 특징 때문이다. 이러한 존재는,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지

는 모든 가능한 유혹을 언제나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수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무한수에 상응하는 의지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논의하였고 칸트가 받아들인 수학적 입장에 

따르면, 수학에서의 무한은 이러한 방식으로 반드시 모든 수보다 큰 어떤 

수나 단위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 불멸과 전지한 

신의 존재를 가정하더라도, 회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학적 무

한의 양과 같은, 영원한 기간에 걸친 의지력의 전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무한수라 할 수 있는, 모든 유혹보다 큰 단적인 의지력의 양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칸트는 무한수에 상응하는 의지력을 성취하는 사태가 가

능한 것으로 표상되기 위해서 은총을 베푸는 신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논

한다. 그리하여 은총은 무한히 전진할 수 있을 뿐인 우리의 의지력을 마

치 무한수와 같은 양으로 판정해 주는 개인적 맥락에서의 신의 조력이며,

악의 극복은 은총과 회심의 조합을 통해 가능하다.

논문의 세 번째 장은, 첫 번째 장에서 다룬 세 예외들 중 세 번째 이상

향의 가능성, 달리 말해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이상 사회와 거기에서의 신

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의 의미를 다룬다. 이러한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회심이 부과하는 악행을 최소화하라는 의무가 어떻게 가장 잘 

만족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칸트의 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의

무, 곧 악행의 최소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한 칸트의 답은 유

혹이 최소화되는 사회의 건설, 그의 표현으로는 정치적 공동체의 건설이

다. 이러한 사회는, 행위자가 보인 외적 행위에서 드러나는 그의 도덕적 

선함에 따라서 행복을 분배하는 사회, 혹은 각자가 각자의 자유를 결코 

침해하지 않는 사회이다. 따라서 이 사회는 가장 이기적인 사람조차도 행

복을 얻기 위해서는 선하게 행위할, 혹은 결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사회이므로 도덕에 반하는 유혹이 최소화되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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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사회조차도 충분히 이상적이지 않다는 점이 칸트로 하여

금 전능한 신의 조력을 요청하게 만든다. 인간의 힘으로 건설 가능한 최

선의 사회인 정치적 공동체는 충분히 훌륭한 사회이지만, 인간의 인식능

력의 한계인 마음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사람의 외적 행위에 따라서만 

행복을 분배하게 되어, 각 사람의 도덕적 의지력이 최대화되는 사회라는 

이념에 들어맞을 수가 없다. 도덕적 의지력의 증진은 인간의 내적 원리의 

함양을 추구하고, 이에 각 사람의 내적 원리에 따른 행복의 분배를 요구

하지만, 정치적 공동체는 순전히 외적 행위에 따라서 행복을 분배할 수 

밖에 없고, 순전히 행복만을 추구하는 악마적 동기에 따라 선행을 한 행

위자들에 대한 행복의 분배를 막을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점으로 인해 의지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이 되는 사

회는,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전지한 존재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 사회에서 요청되는 신은 전지할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기도 

해야 한다. 이는 이 존재자가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

가 판단한 각자의 행복할 수 있는 자격에 맞게 현실에서 초험적 개입을 

통해 행복을 분배하는 조력을 베풀 능력, 곧 전능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

이다. 이같은 전능한 신의 조력이 있으리라는 집합적 믿음 하에서 건설되

는 이상적 공동체에서는 행복의 분배가 어쩌면 각 개인의 선한 정도를 반

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유지된다. 이러한 이상사회를 세워야 하

는 인간의 노력 및 신의 조력 간의 관계는 앞 장에서의 회심 및 은총 간

의 관계와 대칭적이다.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노력이 

성취할 수 있는, 발산 중에 있는 무한한 의지력은 단적으로 큰 무한한 의

지력을 가진 존재자의 의지력과 결코 같을 수 없듯이, 인간이 세울 수 있

는 최선의 사회인 정치적 공동체는 결코 최선의 윤리적 이상 사회로 묘사

되는 윤리적 공동체와 같을 수 없다. 그래서 이상 사회 건설에서도 개인

적 이상향과 같이 조력을 베푸는 신이 요청된다. 즉, 회심의 부족함을 보

충하는 것이 개인적인 맥락에서의 전지한 신의 조력인 은총이었던 것과 

같이, 정치적 공동체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전능

한 신의 조력인 윤리적 공동체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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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는 종교의 보편악 주장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일관된 윤리적 사고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즉 칸트의 보편악 주

장은, 행위자에 대한 판단은 그의 최상의 준칙에 달려 있으며, 또한 이 준

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가능한 모든 상황까지 포함한다는 칸트의 두 전제

의 귀결이다. 그러한 악을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결코 흔들리지 않

는 의지력이 실현될 희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도

덕적 의지력이 무한으로 발산하게끔 만드는 인간의 노력인 회심과, 그러

한 노력으로 성취될 수도 있는 무한으로 발산중인 도덕적 의지력을 단적

으로 큰 무한으로 판정하여 주는 전지한 신의 자비인 은총이 동시에 필요

하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의 요구 사항이 가장 잘 만족되는 이상 사회인 

윤리적 공동체가 건설되는 것으로 우리의 사회적 노력이 표상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각자의 선한 정도에 비례하여 행복을 분배하여 주

는 전능한 신의 통치가 이상사회의 건설에 대한 희망을 지키기 위하여 요

청된다.

주요어: 칸트,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보편악, 근본악, 도덕적 책임, 

요청 이론, 도덕적 이상, 영혼 불멸, 최고선, 윤리적 공동체

학  번: 201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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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강의록이 인용되는 경우의 약호는 Lec로 표기한다.

2. 본 글에서 인용된 칸트의 인용 형식은 일반적인 방식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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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이성비판을 제외한 저서들에서는 “(약호 학술원판 권수 및 페이지

수)”의 형식을 따르고, 순수이성비판의 경우에는 “(A판 페이지수/B판 

페이지수)”의 형식을 따른다. 국문 번역은 대부분 아카넷에서 출간한 백

종현의 판본을 주로 사용하되, 논문의 내용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혹은 

논변을 도출하기 보다 용이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표현

을 일부 수정하였다. 또한 번역본의 특징상 칸트가 사용한 라틴어 문구

가 한문으로 바뀌어 병기되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 라틴어로 바꾸거

나 생략하였다. 

3. 번역의 수정 및 검토를 위해 참조한 영어 번역본은 Cambridge판 칸

트 전집과 베르너 플루하(Werner Pluhar)가 번역한 Hackett판이다.

4.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덧붙이거나 수정한 표현은 []로 표시하

였다. 번역본에서도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어느 쪽이 덧붙인 설명

인지를 각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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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칸트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이하 종교)는 칸트의 저서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별난 점들을 가지고 있다. 제목부터 시작해 보자

면, 칸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서 근대 후기의 계몽철학자이며, 기존의 형이상학에 있어서 대체로 적대

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그가 어떻게 이러한 종교철학적인 논의를 담고 있

을 법한 저서를 서술하였는지는 쉽게 이해되는 일은 아니겠다. 내용을 

보면, 일단 이 저서는 칸트의 작업 중 비판적 작업인지 혹은 교설적 작

업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칸트의 저서가 대체로 3대 비판서의 출간 시점

까지는 경험에서부터 독립적인, 토대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는 “비판적 과업”을 수행하고자 의도하지만, 이후의 저서에서는 

그러한 토대 위에 경험을 포함한 응용적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교설적 

과업”을 수행하고자 의도하였다는 점은 그 스스로가 판단력비판의 서

문에서 1790년에 밝힌 바 있다(KU 5: 170). 또한 대체로 종교가 속하

는, 칸트의 실천철학 체계를 고려해 보면, 이 저서를 제외한 다른 저서들

은 이러한 두 작업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지가 비교적 명확하다. 이를테

면 그의 주저서들인 실천이성비판(1788년) 혹은 윤리 형이상학 정

초(1785년)(이하 정초)와 같은 저서와 윤리 형이상학(1797년)이란 

후기 저서를 보자면, 각 저서의 내용상, 정초와 실천이성비판은 가장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윤리 형이상학은 이러한 

추상적 논의에 기반하여 전개된, 법, 소유권, 현실에서의 도덕적으로 살

아가는 방법들과 같은 응용적인 논의라는 점에서 전자는 비판적, 후자는 

교설적 논의에 속한다. 

그런데 종교의 1논고가 논문의 형식으로 세상에 가장 처음 나온 것

은 1792년이고, 아마도 칸트가 논문으로 출간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이

는 4개의 논고들이 묶여 책으로 출간된 것은 1793년이므로, 명백히 이 

저서는 그가 교설적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이후에 출간된 저서이다. 

그렇다면 출간 시점을 고려할 때 이 저서가 대체로 교설적 과업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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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그럼에도 내용상 이 책은 다른 작품들

과는 달리 어떠한 논의에 속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해석

가들 사이에서는 이 저서가 칸트 스스로의 입장을 담은 저서로 정당하게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저서의 내용은 보편

적인 주장을 담고 있지만, 그러한 논의의 근거로 칸트는 전혀 그답지 않

게 심리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내용상 이 저서의 논의는 그의 유명한 세 비판

서들과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체 이 논의가 실천이성비

판 혹은 정초와 같은 비판기 저서와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

는지 명백하지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이 문제 많

은 저서를 칸트의 주저서의 목록에서 제외하기에는 이 저작에 대한 다름

아닌 칸트 본인의 평가가 큰 장애가 된다. 칸트가 1793년에 Carl 

Friedrich Stäudlin에게 쓴 편지에서 논한 바에 따르면 바로 이 저서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라는, 순수이성비판의 유명한 세 질문

들 중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다룬 저서이기 때문이다(Br 11: 429; A 

805/B 833).

그런데 종교는 이러한 내용상의 불확실함에 더하여, 이 저서를 둘러

싼 일련의 철학 외적인 복잡한 사건들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일단 전체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이 저서의 논의들 중 앞의 1논고와 2논고는1) 다

른 칸트의 저서들과는 달리 베를린 월보에 먼저 논문의 형식으로 게재

되었다. 물론 칸트는 당대의 교양인들을 그 주된 독자층으로 보았던 이 

잡지에 글을 내는 것을 선호하여 해당 저서 말고도 몇 가지 짧은 글을 

투고하였고, 그 중 유명한 저술로는 1784년에 발표된 계몽이란 무엇인

가와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출간하였던 여타 소논

문과는 달리 유독 종교만큼은 여기에 투고되었던 두 원고가 그대로 4

개의 논고로 구성된 이 저서의 1, 2논고가 되었다. 그렇다면 칸트는 아마

도 하나의 저서로 묶일 수 있는 이러한 내용 전체를 아마도 출간 이전에 

1) 종교의 출간을 둘러싼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판된 원본의 독일어표기를 반영하
여 번역어에 차이를 둔 국역본을 따라, 본 논문에서 역시 종교를 구성하는 4개의
부분을 일반적인 “장(Theil)”이 아니라 “논고(Stück)”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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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잡지에 투고하고자 하였거나, 혹은 이러한 논고들을 저서가 

아닌 논문의 형식으로 출간하고자 의도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총 4개로 

기획된 이 논고들 중 두 번째 부분을 잡지에 싣고자 하였을 때 프로이센 

당국은 해당 논고의 내용이 검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칸트는 

이어지는 논의를 더 이상 잡지로 출간하지 못하고 유관한 4개의 논고를 

하나로 묶어서 한권의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 저서 역시 재차 검

열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검열은 매우 엄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신

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 칸트는 연금 박탈 및 추방형을 받으리라는 경

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칸트는 이미 1793년에 초판을, 나아가 1794

년에 수정판을 내었던 종교에 대한 국가의 검열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저서의 출간마저 철회하였으며, 또한 향후 종교적 논의에 대한 출간 금

지 명령마저도 받아들이기에 이른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련의 헤프닝 이후에도 칸트는 자신의 종교

철학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이로부터 우리는 종교의 논의는 

그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논

의를 보여주는 그의 주저서로는 이후에 출간된 윤리 형이상학이 있다. 

거기에서 칸트는 “신에 대한 의무들의 이론으로서 종교론은 순수 도덕철

학의 한계들 밖에 있다”는 제목으로 쓰여진 마지막 절에서 “순전한 이성

의 한계들 안에서의 종교”라는 것이 소극적으로, 곧 순수 실천이성과 철

학적 종교론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MS 6: 486-8). 칸트가 자신의 종교철학적 논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

다 잘 보여주는 문헌적 근거는, 후세 사람들에게 위에서 논한 프로이센

의 잔혹한 검열을 알게 해준 그의 저서인 학부들의 다툼(1798년)의 머

리말에 있다. 이 저서는 칸트에게 가혹한 검열을 가한 빌헬름 프리드리

히 2세(1786-1797년 재위)의 사망 직후에 출간되었는데, 거기에서 칸트는 

편지로 몇몇 지인들에게만 알렸던, 자신에 대한 국가의 잔혹한 검열과정

을 낱낱이 드러낸다. 칸트는 머리말의 본문에서는 자신이 검열을 받게 

되었을 때 받게 된 검열관의 칙서와 검열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신의 답안

을 공개하고, 각주에서는 자신이 황제에게 보낸 답서에서 자신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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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사실은 종교철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을 오직 잠정적으로만 

유예하겠다는 의도를 담아 서술되었다는 점까지도 밝힌다. 곧 “국왕 전

하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민”으로서 검열을 받아들이겠다는 자구가 사실

은 자신의 이 약속이 “국왕 전하의 생전에만”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입장

이었다는 것이다(SF 8: 110). 이러한 머리말 이후에 칸트는 해당 저서의 

1장이라 할 수 있는 ｢철학부와 신학부와의 투쟁｣에서 종교철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 비록 어느 정도 순화된 내용이긴 하지만 -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개진한다. 자신의 종교철학적 논의를 재출판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음이 명백한 이러한 칸트의 행적은, 이 논의를 담고 있는 종교의 

논의가 그 자신에게는 상당히 중요하였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서가 담고 있는 철학적 입장을 볼 때 도대체 칸트

가 이를 어떤 이유로 선호할만한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일단 

지금까지 살펴본 종교의 출판과 관련된 사건들과, 그에 대한 칸트의 

반응을 볼 때, 이 저서에 담긴 생각이 칸트에게 실질적으로 부과하였던 

현실에서의 곤궁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계몽철학자는 종교에 대한 자

신의 입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비교적 확실하다. 위의 논

의를 짧게 정리 해보면, 아마도 그는 그 자신이 느낀 종교적 논의의 어

떤 중요성으로 인하여 이 논의를 비교적 지식인들에게는 공개적인 방식, 

곧 베를린 월보에 이를 투고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검열에

도 불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자신의 입장이 널리 알려지길 바랬으며, 검

열의 영향력이 약해지자마자 이러한 검열의 부당함을 담은 저서를 출판

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칸트 본인의 생각이 어떠하였든지간에 이 저서

의 핵심 내용은 매우 악명이 높고, 그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칸트 연구가들에게 있어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다. 이러한 

악명의 가장 큰 원인은, 칸트가 이 저서의 첫 번째 논고에서 제시한 주

장에, 곧 모든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가장 선한 인간”조차도 악하다는, 

매우 칸트적이지 않아 보이는 주장에 있다(R 6: 32). 윤리학자의 입장이

라기보다는 차라리 기독교의 원죄론을 떠올리게 하는 이 주장은 한편으

로는 선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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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덕철학의 일반적인 논리와 불협화음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불협화음은 도덕적 책임의 기본 조건을 생각해 보면 더 선명해진

다. 일단 인간이 모두가 악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방안이 정말로 없는 사

태를 악하다고 누군가가 부른다면, 우리는 그가 도덕의 책임의 근본 조

건인 “달리 할 수 있어야 함(Could Have Done Otherwise)”조건을 고려하

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즉, 인류에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시간을 

역행시켜 어떤 끔찍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행위는, 시간여행의 불가

능함으로 인하여 인류 중 그 누구에게도 의무가 될 수 없듯이,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태는 악하다고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윤리학

적 이론이 따라야 할 조건이다. 따라서 윤리학 이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류 모두가 악하다는 입장을 합당하게 펼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Ought Implies Can)”는 표현으로, 스스로도 이 

윤리학에서의 책임의 근거를 중요하게 제시하는 칸트가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는 점은 더욱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다.

또한 악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은, 칸트에 해박한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문제인 칸트의 책임의 문제와 그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에서도 쉽게 이해

가 되지 않는다. 칸트에 대해서 유서 깊게 제기되어 온 책임의 문제는 

그의 입장을 채택하게 된다면 악한 행위가 어떻게 자유롭게 선택되는지

를 해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방식으로 제기되어 왔다. 쉽게 말하면 이 고

전적 문제는, 칸트의 입장을 따른다면 모두가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혹은 악을 설명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는 문제이다. 라인홀트가 

1792년에 칸트 철학에 대한 편지들에서 처음 제기하였고 현대까지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론되어 온 이 문제는, 대체로 칸트가 의지(Wille)-

의사(Willkür)간의2) 구분을 제시하게 만든 핵심적인 이유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고전적 문제이다.3) 그런데 종교에서 제시되는, 인간이 모두 악

하다는 주장은, 이 유명한 문제와는 반대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라인홀트

2) 독일어 “Willkür”라는 표현은 때로는 “선택의지,” “자의”로도 번역되고, 영어에서는
“choice,” “power of choice”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사용된
국역본을 따라 의사로 표기한다.

3) 칸트와 라인홀트간의 논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정환(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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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기한 문제는, 자유를 선함과 동일시하는 칸트의 입장에서는 악의 

선택이 자유로이 이루어질수가 없고, 그리하여 악에 대한 책임 귀속 역

시 어려워진다는 문제인 반면, 종교에서 논란이 되어 온 주장은, 모든 

인간은 이미 스스로 악을 선택한 존재라는 입장이면서, 거기에 더하여 

그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편악 주장이 칸

트가 받아들인 입장이라면, 칸트의 입장은 그에게 일반적으로 제기되었

던 이러한 비판과는 달리 행위자를 악하다고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입장이어야 하고, 나아가 이 악할 근거는 심지어 보편적이

라고 여겨질 정도로 굳건하기까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라는 저서 안에서는 이러한 근거가 주어질 수 없다는 점

이 대체로 참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칸트 스스로는 근본악(Radical Evil) 

주장이라고 부르고, 이 논문에서는 보편악 주장이라고 불릴 이 문제 많

은 철학적 주장은, 이미 칸트의 생전부터, 정확히 말하면 1792년에 그가 

첫 번째 논문을 베를린 월보에 발표하면서부터 많은 비판과 논란의 대

상이 되었다.4) 대표적으로 독일의 유명한 문인인 실러는 종교 1논고에 

해당하는 논문의 출간 바로 이듬해인 1793년에 “은총과 신성성에 대하여

(Über Anmut und Würde)”라는, 근본악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저술

을 발표하였다. 근본악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사조에는 또 다른 독일 최

고의 문사 중 한명인 괴테와 같은 사람들도 동참하였는데, 그는 칸트가 

근본악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그의 철학의 외투를 망쳐 버렸다고 헤르더

에게 쓴 편지에서 말한 바 있다(Cassirer 1981 391에서 재인용).

근본악 주장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부터 주어진 이러한 비판적 기조는, 

4) 본 논문에서 근본악(Radical Evil)이 아니라 보편악(Universal Evil)이라는 표현을 선호
하는 이유는 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의 특성인,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그의 입장의 특
징에 주목하여, 그의 입장을 일반적인 윤리학적 함의를 가지는 주장으로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근본악이라는 표현은 어떤 돌이킬 수 없거나 혹은 결코 완전히 해소
할 수 없는 악을 지칭하는 칸트의 기술용어이다. 그리고 악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의
거하여 칸트는 우리 모두가 악하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어떤 해석가들은 칸트가 이렇
게 명시적으로 칸트가 원문에 서술한 입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지는 않는
다. 본 논문에서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칸트의 주장의 독특한 귀결에 주목한다는 점, 
그리고 악에 대한 그의 관점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여기에서는 그가 보편악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해석한다는 점을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보편악이라는 표현을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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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줄기가 되어 왔고, 20세기 중

반까지 많은 해석자들은 이러한 해석에 공감하였다. 19세기 말부터 활동

하였고, 독일에서 칸트 전집을 간행하였던 인물인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에 따르면, 종교라는 저작은 그 주제가 되는 종교철학이 칸트

에게 있어서 독립적인 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칸트의 여타 주요 저작

이라 할 수 있는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에 미치

지 못할 수 밖에 없다고 논평한 바 있다(Cassirer 1981 381).5) 카시러는 

칸트의 종교철학을 대체로 칸트가 이해하고 경험한 방식의 당대 프로이

센의 신교도 교리 중에서 그의 윤리적 입장과 유사한 부분을 불명료하게 

서술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 칸트의 악에 대한 논의, 곧 근본악 역시 

칸트가 그의 경건주의적 배경에서 자명한 사실로 여겼을 법한 원죄론에 

대한 그의 이해를 서술한 것이라 본다(Cassirer 1981 389).

칸트의 악에 대해서 짧게라도 다룬 20세기의 철학자들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한나 아렌트일 것인데, 그녀 역시 보편악 주장을 긍정적

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녀의 악(Evil)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개념으로 나

타난 저서인 전체주의의 기원의 마지막 부분에서 칸트의 악이 현대사

회의 악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개념이라고 논한다. 거기에서의 논의

에 따르면, 악이라는 중대한 현상은 현대에 있어서 철학의 주된 주제가 

아니었으며, 철학자들 중 중 유일하게 “근본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칸트의 개념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칸트가 사용한 

악 개념은 어떤 엇나간 의지(perverted will)를 악의 기원으로 본다. 반면  

아우슈비츠에서의 인종 청소와 같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서는 그와 같이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서도,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주의적인 시스템의 위험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Arrendt 

1966 459).

이처럼 칸트의 악 개념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사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전통적 비판은, 다른 방향에서 영미권의 고전

적인 칸트 해석자인 존 실버(John Silber)와, 실버의 입장을 이어받은 리

5) 카시러의 원저는 1918년에 독일어로 출간되었으며, 여기에서 인용된 판본은 영어로
출간된 1981년의 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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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드 번스타인(Richard Bernstein) 역시 받아들인다. 실버는 먼저 악이란 

사태를 자기-사랑에 도덕 법칙을 종속시키는 경우로 보고, 인간은 결코 

악을 그 자체로 선택하지 않으며 도덕 법칙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이란 없다는 칸트의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이러한 

칸트의 철학적인 입장은 아우슈비츠와 같은 명백한 거악에 대한 인류의 

경험과 배치되기에, 칸트의 악 개념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기에는 너무 

좁다고 비판한다(Silber 1991 198-99). 또 다른 해석가인 번스타인은, 2001

년에 저술한 “Radical Evil: Kant at War with Himself”에서, 실버의 이러

한 문제 제기에 대체로 동의하는 한편, 칸트가 드는 보편악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부 경험적이라는 난점을 지적하면서 칸트가 이 주장을 펼칠 때

에는 그 자신의 핵심적인 원칙, 곧 경험적 원리로는 무엇인가가 보편적

임을 보일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논평한다(Bernstein 2001 

85).

종교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전통적 흐름과 다른 한 축에는 

칸트가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 기반하여 보편악 주장을 제시하였다는, 비

교적 최근에 주어진 해석을 받아들이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이 논변이 구체적

으로 어떠한 주장인지, 그리고 어떤 근거를 가지는지, 그리고 성공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대

체로 이러한 학자들 간에 칸트가 종교에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악한 

준칙을 선택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은 합의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논변을 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하였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러한 논변이 어떠한 함축을 가지는지에 대해, 혹은 그 논변이 성공적일 

수 있는 논변인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아직 없다. 이처럼 여러 연구자

들 사이에서 보편악 주장에 대한 평가와 그 성격에 대한 독해가 불일치

히는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칸트가 직접 제시한 보편악 주장의 근거가 그 

자신이 제기할 법한 철학적 비판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점에 있다. 거기

에 더하여 원문에 등장하는 칸트의 언급이 이러한 혼란을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칸트는 보편악 주장에 대한 순전히 경험적인 근거만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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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와 같이 철학적으로는 불완전한 논변보다 더 나은, 대안적인 논

변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는 않기 때문

이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칸트가 숨겨 두었다고 한 보다 나은 보편악 주

장의 진정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지, 그리고 그러한 근거가 종교의, 

혹은 칸트의 어떤 다른 논의에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

시하여 왔다.

칸트의 악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다양한 흐름은 헨리 앨리슨(Henry 

Allison)과 앨런 우드(Allen Wood)라는 두 영미권 해석자들에 의해서 시

작되었다. 이 둘 모두 1990년대에 자신의 고유하고 특징적이면서 많은 

후속 논의를 야기한 해석을 내놓았다. 흥미롭게도 이 둘은 대체로 칸트

의 보편악 주장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접근하였지만, 칸트가 어떠한 근

거를 가지고 보편악 주장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칸트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논의를 제시한 영미권의 학

자인 앨리슨은, 1990년에 저술한 Kant’s Theory of Freedom의 후반부에서 

칸트가 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의 해석을 처음으로 개진하였

다. 또한 그의 해석은 칸트에서의 자유의 제문제를 다룬, 2021년에 출간

된 Kant’s Conception of Freedom에까지 여러 번에 걸쳐 재론되었다. 앨리

슨에 따르면, 종교에서 칸트가 제시하는 보편악 주장은 우리가 보편적

으로 가지는 특성인, 인간의 역량의 유한성으로 인하여 자기 행복을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그 근거로 가진다. 대체로 어떤 선

험적이거나 보편적인 인간적 특성을 근거로 보편악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은 보편악 주장을 다룰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큰 틀에서 이와 유사한 특징을 악의 근거로 삼는 

연구들로는 Anne Margaret Baxley(2010), Stephan R Palmquist(2008), Juila 

Peters(2018), 김화성(2009), 김수배(2017) 등이 있다.

이와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우드는 사회적 근거로부터 보편악 주장

이 뒷받침된다고 보았다. 그는 1970년에 쓴 저서인 Kant’s moral religion

에서부터 칸트의 보편악 주장에 주목하였으나, 그가 보다 고유한, 그리고 

영향력있는 자신의 해석을 제시한 것은 1999년에 저술한 Kant’s Et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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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이고, 이러한 그의 입장은 여타의 논문 및 2020년에 출간한 Kant 

and Religion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의 입장을 짧게 정리하자면, 우드가 

해석한 칸트에서 개인은 홀로 존재할 때에는, 혹은 모두가 평등한 상황

에 놓일 때에는 어떤 큰 격정에 부딪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들이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서로가 서로의 위에 

서겠다는 시기심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 속에 살아가는 개인들

은 타락하여 악한 준칙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악의 원인이라는 것

이다. 대체로 경험으로부터 보편악 주장을 근거짓는 이러한 입장에 속하

는 또 다른 연구로는 영미권에는 Gordon Michalson(1990), Robert 

Louden(2000)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강은아(2019)에서 우드의 논의를 보

완하는 논의가 제시된 바 있다.

그 밖의 입장으로는 칸트가 보편악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성공적으로 제

시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는 입장, 칸트가 제시한 보편악 주장이 증명 

가능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인간을 바라볼 때 필요한 가정이라고 보는 규

제적 입장, 그리고 보편악 주장에서의 악성을 개인이 가지는 성질과는 

다른, 인류 전체가 집단적으로 가지는 성질로 보는 입장 등이 있다. 각각

을 제시한 논의를 보자면 칸트가 실패하였다는 입장은 Philip 

Quinn(1988), Paul Formosa(2007),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진오(2017)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 인간의 악이 규제적이라는 입장은 Kemp 

Ryan(2011), 그리고 Markus Kohl(2017)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칸트의 악이 적용되는 대상이 각 개인의 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은 Pablo Muchnik(2010), Laura 

Papish(2018) 등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보편악 주장에 관한 불일치는, 이처럼 그 주장이 어떠

한 성격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는지 혹은 성공할 수 있

는 논변인지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들이 칸트의 어

떠한 텍스트에 주로 주목하는지에 대한 불일치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위

에서 제시한 다양한 논의들은, 각기 그에 상응하는 논거를 각자의 입장

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앨리슨은 실천이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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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과 같은 칸트의 개인윤리적인 논의에서, 우드는 악의 사회적인 측면

을 강조하는 종교 3논고의 저서나 “보편사의 이념”과 같은 논문들을 

주된 문헌적 전거로 삼는다. 그 밖에, 악을 규제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은 규제적 원리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는 판단력비판을 논거로 꼽고, 

머치닉과 같이 악을 집단적 성격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종교의 1논고 

머리말을 주된 논거로 꼽기도 한다. 이처럼 칸트의 보편악 주장은, 그 주

장이 유의미한지, 어떤 논변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이 주장에 대한 

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를 탐구하는 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해

석을 제시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종교라는 저서에 대한 독해에 있어 이 저서에 대

한 학자들의 저평가 내지는 불일치를 낳은 그 핵심 주장인 칸트의 보편

악 주장과 그 극복 방안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그 

문헌을 확인하며, 그 함축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종교라는 저서는 칸트의 다른 실천철학 저서들에서는 많은 논의가 진

행되지 못하였던 “형식적 덕 의무”를 논한 저서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

다. 또한 이 형식적 덕 의무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보다 잘 알려진 윤리

학적 용어로 치환한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유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는 어느 정도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믿음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곧 도덕적 동기 내지는 의지력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

다.6) 이러한 문제는 이와 쌍을 이루고 보다 자주 논의되어 온,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구분되는, 칸트 윤

6) 덕을 의지의 도덕적 강함으로 보는, 형식적 덕 의무와 관련된 이러한 규정은 덕에 대
한 칸트의 최종적 정의이기는 하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덕 혹은 의지가 사
용되는 경우를 “신성한 의지”와 같이 칸트의 원문에 등장하는 표현을 따온 경우, 혹
은 “의지 나약”과 같은 관용구로 표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일관되게 “의지
력”이라는 표현을 통해 표기한다. 이는 각주 2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칸
트가 사용하는 표현과 본문의 표현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칸트에게서 “덕”이라는 용어에 대한 칸트의 규정, 혹은 “의지”라는
자주 반복되는 표현의 의미가 반드시 윤리 형이상학에 나타난 의지력의 의미로 사
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실천이성비판에서 “덕”이라는 용어는 무
한한 전진을 함축하는 사태이고, 또한 칸트에게서 “의지”라는 표현은 결코 틀릴 수
없는 도덕의 본질과 관계된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감성의
유혹에 반하여 도덕 법칙의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형식적 덕 의무를 잘 따르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력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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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아 온 문제이다. 또한 형식적 덕 의무의 내용

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의무에서 신의 개인적 

및 사회적 조력이 어떠한 의미에서 요청되는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

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의 해석상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맥락과 독립적으로 참인 보편도덕이 있다

는 칸트적 입장에서 의지력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기

에 이를 것이다.

칸트의 형식적 덕 의무가 어떠한 입장인지, 그리고 그 귀결이 무엇인

지에 대한 해명을 시작하는 2장은 문헌상으로는 주로 종교의 1논고를 

그 대상으로 하며, 내용상으로는 과연 칸트의 보편악 주장이 어떻게 악

의 보편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선할 가능성을 남겨두는지에 대한 탐

구이다. 이 탐구는 보편악 주장이 정당한 주장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 

주장이 악의 보편성을 그럴듯하게 보여야 한다는 조건과 그러면서도 선

할 가능성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먼저 제시하고, 나아가 칸트의 잘 알려진 입장들로부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논변을 찾아내는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보편악 주장은 한편으

로 칸트가 말하는 바와 같이 현실에서 악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탄

탄한 근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논리적으로는 칸트가 명백히 받

아들이는 두 전제, 곧 행위자의 선악은 준칙에 따라 결정되고, 이 준칙은 

가상적인 상황까지 포함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는 두 전제로부터 제

시된다. 또한 문헌적으로는 보편악 주장의 칸트적 근거가, 주로 칸트가 

제시하였던 세 가지 악의 근거인 세 번째 성벽[Hang]인7) 전도성에 기인

한다는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두 번째 성벽인 불순성으로부터 주어진다

는 점에 기인한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주장이 규범적 함의를 

정당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이 주장이 참이면서도 동시에 이와 달리 할 

수 있는 가능성, 곧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또한 만

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적어도 칸트 스스로가 보기에는 악에 대한 자신

7) 이 용어는 때로 “성향”으로 번역되나, 여기에서는 사용된 번역본을 따라 성벽으로 번
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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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가 인간이 선할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칸트가 제시하는 도덕적 이상향들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교에 국한되지 않은 칸트의 잘 알려진 입

장들로부터 그 스스로는 우리 모두가 현실의 인간 모두가 악하면서도 또 

그들 각자가 선한 존재로 여겨질 여지를 남겨두는 주장으로 보편악 주장

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다만 2장에서는 보편악 주장이 타당하

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곧 칸트에게서 악의 보편성이 어떠한 근거에서 

논리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에 집중하며, 이 주장이 실천적으로도 타당

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에 대한 논의, 곧 선할 가능성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칸트가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보이는 문헌

적 근거에서 논의를 멈춘다. 이 가능성이 어떤 논변을 통해 주어질 수 

있는지는 길고 독립적인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는 다음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논문의 3장은, 문헌상으로는 종교의 2논고를 주로 다루며, 내용상으

로는 앞 장에서 보류된 악의 극복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봐 깊게 다룬

다. 그리하여 3장의 핵심 과제는 악의 극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양립 불

가능성을 해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 양립 불가능성은 보편악과 악의 극

복 간의 양립 불가능성이다. 즉 악의 극복은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의지

력을 가지길 요구하는데, 칸트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태를 인간의 개

인적 노력인 “회심”과 전지한 신의 개인적 조력인 “은총”의 조합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논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의 극복은 논문의 앞 장에

서 논한 악의 보편성과 어떠한 방식으로 동시에 참일 수 있는지가 먼저 

탐구되어야 한다. 또한 3장에서 다루는 두 번째 양립 불가능성은 악의 

극복 방안을 구성하는, 방금 언급한 두 요소인 회심과 은총 간의 긴장에

서 주어지며, 이러한 긴장은 각각에 대한 칸트의 규정에서부터 주어진다. 

일단 종교의 2논고에서 칸트는 기이하게도 우리가 인간의 노력인 회심

을 통하여 각자를 선하게 만드는 데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말하면서

도, 거기에 신의 조력인 은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실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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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의 입장과, 신의 조력이 선해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어떤 사태가 우리에게 전적

으로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외부의 조력은 불필요해야 할 것으

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의문점은, 칸트의 악의 극복의 구성 요소인 회심과 은총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된다. 나는 먼저 칸트

의 악의 극복방안을 논함에 있어서 먼저 수학에서의 1차함수의 무한으로

의 발산 조건과의 유비를 통해 칸트에게서 인간의 개인적 노력인 회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칸트의 악명높은 

두 초험적 요청, 즉 영혼의 불멸과 신의 존재에 대한 요청이 회심을 성

립시키는 데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개인적 이상

향에 대한 칸트의 논의가 수학에서의 무한과는 다른 지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회심이 부족한 지점을 메워 주는, 신의 조력인 은

총 역시 전제되어야만 악의 극복에 대한 희망이 가능함을 보인다. 이러

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은총과 회심, 그리고 보편악 주장과 그 극복 가능

성이라는 일견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요소들이, 단지 양립 가능할 뿐

만이 아니라 그것들 모두가 칸트의 악에 대한 주장에서 반드시 필요했다

는 점을 알게 된다. 또한 3장의 후반부에서는 일종의 소결론으로, 칸트의 

입장에서 보편악 주장이 가지는 의의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것이다. 

여기에서 보편악 주장은, 그 극복 방안과 함께 적절하게 고려된다면, 이 

두 논의로부터 인간을 순전하게 물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칸트적인 

철두철미한 보편적 도덕은 불가능해지므로, 예지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그러한 도덕에 필수적이라는 논변으로 정리된다.

논문의 4장은 종교의 3논고를 다루며,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이상에 

다다르는 칸트의 현실적 방안이 되는 이상 사회 건설에 있어서 인간의 

사회적 노력과 전능한 신의 사회적 조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해명한다. 

내용상으로,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다룬, 개인적 이상향이 되기 위한 방

안을 구성하는 인간의 노력인 회심과 신의 조력인 은총이, 각각 정치적 

공동체 건설과 윤리적 공동체 건설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적인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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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 됨을 보인다. 또한 해석상으로는, 우리는 비로소 종교라는 저서

에서 등장하는 악의 극복에 대한 논의가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의 후반

부에서 너무 긴급하게 다루었던 최상선과 최고선에 대한 논의를 보다 다

듬어서 전개하였던 논의임을 이해하게 된다. 칸트의 표현을 빌자면, 3장

에서 살펴본 개인적 이상향에 대한 내용은 그의 최상선에 대한 논의이

고, 4장에서 다루어지는 이상사회 건설에 대한 논의가 최고선에 대한 논

의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으로 칸트가 

언급만 하고 전혀 해명하지 않았던, 이성종교에서의 신의 세 측면에 대

한 짧은 언급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우리

는 이론적으로는 결코 신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지만, 실천적 필

요에 따르면 신은 전선, 전지, 그리고 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다고 논한 바 있지만, 이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 장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의 2논고와 3논고의 논의를 

실천이성비판에서의 너무나 짧게 윤곽만 제시하였던 최상선과 최고선

에 대한 논의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칸트의 신의 세 

성질이 어떠한 의미로 요청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칸트에

게서 매우 기이한 것으로 여겨지곤 하였던 최고선과 거기에서 요청되어

야 하는 전능한 신에 대한 논의가 악의 극복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그에게서는 포기할 수 없었던, 실천철학을 가능하게 하는 공준이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는 악에 대한 칸트의 입장에 대한 문헌적, 철

학적 귀결을 제시하게 된다. 문헌적 논의는, 종교라는 저서는, 칸트의 

질료적 덕 의무, 곧 도덕적 믿음에 대한 관점을 다룬 것이 아니라 형식

적 덕 의무에 대한 그의 입장과 함축을 다룬 저서임이 밝혀질 것이다. 

달리 말해, 이 저서는 칸트가 보기에는 각기 다른 도덕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도 받아들일 법한 논의를, 종교적 저휘를 빌려 서술한 저

서이며, 이 점에서 일종의 대중을 향한 칸트의 설교였음이 밝혀진다. 또

한 철학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펴본 신과 영혼 불멸에 대해 보다 명확

해진 관점을 통하여 이러한 초험적 대상들이 칸트의 윤리학, 혹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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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상들을 어떻게 생각

해야 하는지를 따져 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과 영혼 불멸

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 칸트적인 도덕적 믿음을 가지는 데에는 의미가 

없다는 칸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대

상을 요청함으로써 지키고자 하였던 칸트의 근본 직관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도덕적 이상

향, 그러니까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는 행위자라

는 표상이 사실은 철학적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에 매우 지켜나가

기 어려웠다는 것, 그리고 실천철학에서 그러한 표상을 받아들인다는 방

안에 대해서 칸트는 진지하게 좁은 길을 나아갔다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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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칸트에서의 악의 보편성과 자유의 문제

1. 들어가며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이하 종교)의 1논고에서 칸트는 “인간

은 자연본성적으로 악하다”는 표현으로 보편악 주장을 제시한다(R 6: 

32).8) 때로는 칸트가 논한 악의 특성에 대한 묘사에 따라 “근본악(Radical 

Evil) 주장”라고도 불리는 이 문제적 입장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악

하다는, 혹은 칸트의 표현을 빌자면 전 인류가 그른 준칙을 차용하고 있

다는 강한 주장이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은 종교에서 칸트가 직접 

제시한 논거는 이처럼 강한 주장을 지탱할 수 없다는, 해당 저서 안에서 

생기는 문제를 종종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보편악 주장은 비

교적 약한 다른 주장으로 해석되곤 하였고, 이 주장에 보다 온정적인 해

석가는 칸트의 다른 저서에서 이에 대한 보다 나은 논거를 찾고자 노력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에 더하여 보편악 주장은 논리적으로 칸

트의 실천철학의 주요 근거인 자유와 충돌하기까지 한다. 즉, 칸트의 주

장이 참이라면, 우리 모두는 그른 준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는 다시 보편악과 칸트의 실천철학의 대전제인 준칙 선택의 자

유, 풀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행위 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과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낳는 것이다. 

보편악 주장이 야기하는 이러한 난점들을 피할 수 없다면, 종교라는 

저서는 칸트의 실천철학의 전제와 양립할 수 없는 철학적으로 무가치한 

저술이며, 많은 논자가 주장했듯이 칸트에게서 일종의 “스캔들” 혹은 

“실패”로 여겨져야 할지도 모른다(Pasternack 2017a 127). 그러나, 칸트 스

스로 그의 초월철학의 세 번째 질문, 즉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답을 다루었다고 밝힌 바 있는 이 저술에 그의 실천철학의 

근본적 전제와 모순되는 주장이 있다는 결론 또한 기이하기는 마찬가지

8) 본 논문에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윤리 형이상학 정초, 실용적 관점에서
의 인간학의 세 저서는 종교, 정초, 인간학으로 줄여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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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Br 11: 429). 이 주장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시작이 되는 이 장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칸트의 악에 대한 주장의 

성격과 근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장의 함축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따져 나가도록 하겠다.

보편악 주장의 의미를 밝히는 이 장의 논의는 보편악 주장 및 그와 관

련된 칸트의 원문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로부터 칸트가 생각하는 악

의 보편성이 정확히 어떠한 근거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칸

트가 악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준칙선택의 자유 역시 보존될 수 있다

고 여겼음을 보이는 문헌상의 근거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먼저 악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

이고 어째서 그로 인해서 악과 자유 간의 충돌이 생기는가를 설명한 다

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충돌을 피하게 해 주는 가능성이 충분

히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다음으로는 칸트의 실천철학 

체계에서 악이란 정확히 무엇일지를 그의 다른 저서에서의 논의, 특히 

윤리 형이상학의 논의를 중점으로 명확하게 제시한다. 주로 문헌적 논

의를 진행하는 이 두 번째 부분은 보편악 주장을 지지하는 소극적 논의

와 적극적 논의로 나뉜다. 보편악 주장을 지지하는 소극적 논의는, 칸트

의 보편악 주장을, 엄밀하게, 그리고 원문에 적혀 있는 바 그대로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주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게끔 만들었던 칸트 

본인의 비교적 혼란스러운 원문을 재해석하여 그러한 해석을 차단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칸트의 혼란스러운 서술의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면 이러한 서술로부터 다른 방식의 보편악 주장, 곧 악이 어떤 가능성으

로 해석되는 입장이나 악을 가정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해석이 반드시 따

라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다음으로 제시되는 보편악 주장에 대한 

적극적 입장은 보편악 주장을 지지하는 칸트의 논의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는지를 짚어내는 과정이다. 이 논의는 크게 세 단계

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보편악 주장의 두 전제를 드

러내는 과정이다. 이 전제 중 첫 번째 전제는, 칸트에게서 인간은 준칙에 

따라 행위하며, 이러한 준칙들 중에는 “최상의 준칙”이 있고, 그러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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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첫 번째 전제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문헌상으로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윤리 형이상학의 2부인 덕 이론의 논의를 참고하여 진행된다. 여기

에 이 준칙이 고려해야 하는 영역은 행위자가 놓일 수 있는, 가상적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문자 그대로의 모든 경우로 여겨져야 한다는 두 번

째 전제를 칸트의 다양한 저서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직관으로부터 

제시한다. 이러한 두 전제가 확실해진다면, 이로부터 우리는 칸트에게서 

인간이 악할 충분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그의 보편악 

주장을 보다 형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악의 

보편성에 대한 문헌적, 논리적 정리를 제시한 다음으로는 칸트가 이러한 

악을 극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주는 문헌적 근거를 살펴본

다. 이러한 과정은, 위에서 제시한 악의 논리적인 예외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예외를 살펴보고, 각각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칸트의 언급이 

실제 문헌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이면서 진행된다. 그리하여 보편악 

주장이 어째서 보편적인지, 그리고 그러한 악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선한 

존재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게 된다.

2. 보편악 주장과 선할 자유 간의 긴장

이 절에서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보편악 주장이 원문에 어떻

게 서술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칸트의 명시적 근거가 얼마나 취약

한지를 살펴본다. 먼저 문제가 되는 보편악 주장은 종교 1논고 3절 서

두의 다음 두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인간이 악하다.’는 명제는 이상 논의한 바에 따르면 다름 아

니라 ‘인간은 도덕법칙을 의식하고 있으되, 법칙으로부터의 (때

때로의) 이탈을 자기의 준칙 안에 채용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본성적으로 악하다.’ 함

은 이 사실이 인류의 관점에서 본 인간에게 타당하다는 것을 



- 20 -

말하는 것이다.”

(R 6: 32, 칸트의 강조)

칸트는 위의 인용구를 구성하는 두 문장 중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한 인

간이 악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논한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러한 악

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의 논의의 초점은 

두 번째 문장에 서술되어 있는 보편악 주장에 맞춰지겠만,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이 첫 번째 문장은 한 인간이 악할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칸트에 호의적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논의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개인이 악할 조건은 그가 도덕법칙을 의

식하고 있되, 그가 채용하는 준칙이 그 법칙에서 어긋나는 경우로 설명

된다. 그런데 칸트는 개별 행위에 대한 선악 여부 판단과는 다른 방식으

로 행위자의 선악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여기며, 이러한 선악 판단의 

기준이 준칙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여기에서 준칙이 올바른

지 여부는 도덕 법칙과의 합치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당연하게도 그러

한 합치가 일어난 경우에 행위자는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

에는 악하다고 규정되는데, 이 역시 칸트의 잘 알려진 입장과 일치한다.

이러한 입장의 함축은, 그렇다면 각 행위자는 선하거나 악할 수 밖에 

없고 그 중간 내지는 어떤 가능성으로서의 선악은9) 불가능하다는 것이

며, 칸트는 이를 엄격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한 인간에 대한 판

단은 양가적으로만 주어진다는 이러한 귀결은 종교 1논고 서문에서 칸

트가 “인간은 어떤 점에서는 윤리적으로 선하고, 다른 점들에서는 동시

에 악한 것일수 없”다는 말을 통해 서술한 바와 동일하다(R 6: 24). 그리

고 인용구에 나타나 있는 “그가 이미 도덕법칙을 의식하고 있다”는 서술

로부터, 여기에서의 악인은 이미 칸트적인 도덕관, 즉 어떤 법칙적인 도

9) 이는 어떠한 사람이 선하거나 악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 특정한 순간에 행위
자의 선악 여부를 판단해 보면, 그 행위자는 선하거나(즉, 그 순간 그가 채택한 준칙
이 도덕 법칙과 일치하거나) 혹은 악하다고(즉, 그 순간에 그가 채택한 준칙이 도덕
법칙과 일치하지 않거나) 여겨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칸트적 기준 하에서는 어떤
행위자의 준칙을 볼 수 있다면, 그 행위자의 선악 여부는 곧바로 법칙과의 합치 여부
에 따라 가능성의 형태가 아니라 사실로서 판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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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믿음으로부

터 벗어나는 준칙을 선택한 자이므로 악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첫 번째 문장의 주장과 함축은 준칙 중심적인 칸트의 윤리학의 귀

결이자 보편악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라 할 수 있다. 위 인용구의 

첫 문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입장들, 곧 한 개인이 악할 조건을 준칙

에 두어야 한다는 칸트의 주장 및 엄격주의라는 그 주장의 함축은 칸트

의 해석을 탐구하는 본 논문에서는 참으로 가정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제에서부터 따라나와야 할 두 번째 문장의 입장, 곧 

보편악 주장이 너무 강해 보인다는 데에 있다. 일단 여기에서 칸트는 이

러한 악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을, 다시 말해 모든 인류가 법칙에서 벗어

난 준칙을 채용하였다는 기이한 주장을 악이 “자연본성”이라는 표현 혹

은 “인류의 관점에서 본 인간에게 타당하다”는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

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여기에서 악이 ‘자연본성적’이라고 소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악설적인 악,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로부터의 악

은 아니며, 이는 문헌에서의 논의 맥락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칸트는 자

신이 논하는 악이 그러한 종류의 악이 아니라는 점을, 종교에서 반복

적으로 논하기 때문이다. 원문을 보자면 종교의 1논고 서문에서 칸트

는 “인간 안에 있는 선 또는 악이 선천적이라 함은... 출생이 바로 선·악

의 원인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고 나서는 “준칙들을 채택

하는 제일의 주관적 근거는 오직 유일한 마음씨”이고 이 마음씨는 “그 

마음씨 자신 또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채택된 것”이라고 말한다(R 6: 

22, 25). 위의 인용구에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성벽은 그 자신 도덕

적으로 악한 것으로, 그러니까 자연소질로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귀책적

인 어떤 것으로 보여야 하고, 따라서 의사의 반법칙적인 준칙들 안에서 

존립하는 것”이라는 서술을 통해서 성악설적인 악의 거부가 다시 나타나

기도 한다(R 6: 32, 필자의 강조). 따라서 우리는 지금 칸트가 지금 제시

하는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악은 위에서 서술된, 준칙의 자발적인 선택

에 근거한 악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칸트는 두 번째 문장의 후반부에서는 “인간은 자연본성적으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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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함은 이 사실이 인류의 관점에서 본 인간에게 타당하”게 본 것이라

고 주장한다. 위 문단에서 논한 악의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칸트는 지금 

방금 말한 어떤 선택에 따른 귀책 가능한 악의 경우가 보편적이라는 보

편악 주장, 곧 모든 인류의 구성원 각자가 잘못된 준칙을 채용하였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겠다. 여기에 더하여 이 악의 보편성은 필연

적인 보편성은 아니면서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강한 보편성이라는 점

이 위 인용구에서 이어지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그러나 마치 그러한 질이[보편악] 인간의 유개념(즉 인간 일반

의 개념)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 왜냐하

면 이럴 경우에는 그 질은 필연적인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 –

인간은 경험을 통해 그를 아는 바에 따르면 그렇게 판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는 사람들은 인간이 그러함을 모든 인간 안

에서, 가장 선한 인간 안에서조차도,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것

으로 전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R 6: 32)

위 인용구에서 칸트는 악의 보편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에 관

한 두 조건을 들고 있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칸트의 악에 대한 관점이 모

든 현실의 인간 각각에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먼저 

칸트는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것은 “인간의 유개념”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악하다는 그의 판결은 어

떤 추상된 집합체로서의 인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간들에 대

한 판단을 합하여 내려졌다는 말이겠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한편으로

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그러함[악함]을 모든 인간 안에서, 가장 선한 인간 안에서조차

도,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전제할 수 있”다는 논의를 통해 다시금 

부연된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보편악 주장에 대한 두 번째 

인식 방법이다. 가장 선한 인간조차도 악하게 여길 수 있다는 이러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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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다시금 인간의 유개념 내지는 인간 일반의 개념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이 판결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 알맞게, 이 악은 단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필

연적이지는 않지만,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전제 가능”한 사태로 

서술된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악으로부터의 예외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선한 준칙을 채용한 경우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태는 아니더라도 현실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예외가 

없는 어떤 경우로 칸트에게서 서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0)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맥락상 칸트가 악한 준칙의 채용을 자발적인 

행위자의 준칙 선택의 결과로 제시한다는 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점은 직전의 절에서 전개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다. 칸트는 

직전의 절, 그러니까 종교의 1논고 2절의 마지막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악이 어떠한 영역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논하는데, 거기에서 회피 불가능

한 악은 우리의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맥락에서 나타나게 되는 개별 행위

에서가 아니라, 예지적인 준칙 선택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설명되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보여주는 직전 문단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행실이라는 표현 일반은 최상의 준칙을 (법칙에 맞든 어긋

나든) 의사 안에 채용하는 자유의 사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한 행위들 자신을... 저 준칙에 준거해서 행하는 때의 자유의 

사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제 악으로의 성벽은 첫째 

의미에서의 행실(즉 원죄[peccatum originarium])로, 그리고 동시

에 둘째 의미에서의 모든 반법칙적인 행실의 형식적 근거로 

이해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죄책은 다양하게 피할 수 있다 해

도 첫 번째 죄책은 그대로 남는다. 첫째의 죄책은 예지적인 행

10)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칸트에게서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그 예외가 생각
조차 될 수 없는 종류의 필연성이고,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그 예외가 생각될
수 있는 종류의 필연성이기 때문이다. 필연성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순수이성비판 
및 실천이성비판과 같은 그의 저서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며, 이 두 필연성의
구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각주 16에 정리된 Kohl(2017)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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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서, 순전히 이성을 통해 일체의 시간조건을 떠나서도 인식 

가능한 것이고, 둘째의 죄책은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서, 

시간상에 주어지는 것이다. 무릇 전자를 특히 후자와 비교해서 

순전한 성벽이라고, 그리고 선천적인 것이라고 일컫는다. 왜냐

하면 이 성벽은 근절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R 6: 31)

여기에서 칸트는 행실을 행위 원리를 선택하는 행실과 개별 행위를 이

끌어내는 행실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한다. 전자의 행실은 우리가 우리

의 주관적인 행위 원리 일반, 곧 칸트의 용어로는 어떠한 준칙을 인간이 

채용하는지에 관련되며, 이는 개별적인 행위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

다. 이 첫 번째 행실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의 준칙을 채택하게 된 행위

자는 다시 특정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그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판

단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위 원리를 조합하여 실천적 추론 과정을 거

쳐 개별 행위를 수행하게 될 텐데,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수행되는 개별 

행위에 관한 행실이 두 번째 행실이겠다.11)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기에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첫 번째 행실, 곧 예지적 

행실에서의 악이라는 것이다. 칸트의 서술을 보면 그는 (법칙에 맞을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최상의 준칙을 의사 안에 채용하는 자유의 사

용”에서 악을 피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악은 개별적인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서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의

미가 아니라 – 오히려 이러한 두 번째 행실에서의 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다고 제시된다 – 모든 행위들을 아우르는 준칙, 곧 인용구에 등장하

는 “최상의 준칙”에 관한 것이고, 그렇다면 보편악 주장은 최상의 준칙

의 선택이 보편적으로 잘못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겠다. 이처럼 직전 문단

과 보편악 주장의 첫 번째 문장을 같이 고려한다면, 우리는 칸트의 보편

11) 이 두 번째 행실은 개별적인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저 준칙에 준
거해서 행하는 때의 자유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개별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행위
자가 선택한 준칙으로부터 주어진 상황에 맞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정하는
실천적 추론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여기에서 핵심적
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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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주장이란 전 인류가, 혹은 인류 중 가장 선한 인간조차도, 각자의 최

상의 준칙을 그릇되게 (즉, 도덕 법칙과 합치하지 않는 행위를 수행할 

법한 준칙을) 선택하였다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선한 인간조차도 악한 최상의 준칙을 이미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보편악 주장이, 정말로 위에 서술된 바 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강한 보편성을 가진다면, 인류에게서 선할 준칙을 

선택할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게 된다는 문제를 만든다. 우리가 보았

듯이 칸트는 가장 선한 사람마저도 잘못된 준칙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야만 한다고 논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들 중 누구도 올바

른 준칙을 채택할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또한 

이처럼 강한 악의 보편성과 칸트의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실천철

학의 전제는 양립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 전제에 따르면 우리에게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은 의무가 될 수 없기에, 보편악이 너무 강한 개념이어

서 우리가 예외 없이 악한 준칙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면 선한 존재가 

되는 것 또한 의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선해지는 것이 의무가 아니게 

되는 귀결을 가지는 의무론적 체계라는 것은 불합리하겠다. 

게다가 의무가 이처럼 불가능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칸트 역시 자명하

게 받아들인다. 칸트 또한 도덕은 우리에게 선해지는 것, 혹은 적어도 

실천이성비판에 나오듯 “신성성에 무한히 접근해 나가는 것”을 요구한

다고 서술한 바 있는데, 이 요구가 정당하려면 그의 체계에서 선할 가능

성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어질 수 있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KpV 

5: 32). 칸트의 다른 문헌들에서도 이러한 준칙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기에,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을 저술한 이후에 준칙 

선택의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테면 종교보다 늦게 쓰여진 윤리 형이상학에서도 칸트는 우리가 

의사의 대상을 도덕 법칙이나 혹은 행복을 주는 것들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서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준칙 선택의 자유를 오히려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이다(MS 6: 213). 

그렇다면 인간이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준칙을 채택할 실천적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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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칸트 철학의 대전제와 종교의 보편악 주장이 충돌하지 않게 만

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아주 미묘한 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찾

아낼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즉 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은, 정확히 이해

된다면 1) 그로부터 현실의 개인들을 모두 악하다고 여길 충분한 근거를 

주면서도 동시에 2) 그로부터 그 동일한 사람들 각자가 선할 준칙을 채

택할 가능성도 보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칸트를 해석하는 데

에 있어서 정당한 악에 대한 관점은, 아마도 우리에게 선할 가능성은 원

칙적으로 남겨 두지만, 실제로 그 가능성을 실현시킨 선한 사람이 현실

에 존재하는 경우는 거짓이라고 합당하게 믿게 만드는 악 개념이겠다.

그런데 칸트 스스로가 종교에서 직접 제시한 보편악 주장의 근거들

로부터는, 이러한 미묘한 보편악 주장의 조건이 만족되기는 커녕, 그 첫 

단계여야 할 악의 보편성조차 보일 수가 없다는 점이 해석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되어 있다. 일단 칸트가 처음으로 악이 보편적이라는 자

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언급하는 부분은, 그가 보편악 논제를 제시하

는 종교 1논고 3절의 두 번째 문단이다. 앞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1

논고 3절의 첫 번째 문단에서 칸트는 먼저 인간이 악하다는 것이 무엇인

지,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문단의 서두에서, 그는 놀랍게도 보편악 주장에 대한 

첫 번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 “무릇 그러한 부패한 성벽이 인간 

안에 뿌리박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인간들의 행실에서의 

경험이 우리 눈앞에 제시하는 다량의 뚜렷할 실례들이 있으므로 그에 관

한 형식을 갖춘 증명을 우리는 생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R 6: 

33). 이렇게 종교에서 칸트는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모든 인간이 악하다는 매우 강력한 주장을 제시한 다음, 

그 근거는 단지 경험에 말한 뒤, 거기에 혼란스럽게도 자신은 사실 보다 

나은, 그에 대한 어떤 숨겨진 논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칸트는 이 다음 논의에서 보편악 주장에 대한 두 근거를 제시

하는데, 이 중 첫 번째 논거는 비문명인들이 보여주는 악행, 문명인들의 

행위에서 목격되는 악행, 그리고 국가 간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악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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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악의 보편성을 보이기는 부족한, 경험적인 논거들로만 구성되어 있

다(R 6: 33-9). 더 자세히 보자면, 칸트는 먼저 첫 번째 증명에서는 인간

의 여러 가지 경험적 악행을 근거로 든다. 그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인간

들은 끔찍한 살인 관습과 같은 야만적인 패악을 보여주고, 개명된 인간

들조차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교양

과 예의로 점철된 그들의 겉모습 안에 그 마각을 숨기고 있는 숨겨진 패

악들을 감추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서로가 마치 영원한 것

처럼 가정되는 야만적인 자연 상태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논의는 인간사에 만연한 사악함을 지적하는 울림이 있기는 하지

만, 이로부터 모든 개인이 악하다는 주장이 참임을 보이기엔 너무나 부

족하다는 것은 길게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경험적 논의의 특성

에 따라, 단 하나의 반례만으로도 이러한 경험에 근거한 보편성을 기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악이 경험적으로 아무리 만연한다고 하더라도 경

험에서부터 악의 보편성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칸트가 두 번째로 주장하는 보편악 주장에 대한 근거는 모두가 특정한 

심리적 자기 기만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논변이다. 일단 칸트는 어떤 행

위가, 행위상으로만 법칙에 맞되, 사실은 그러한 동기를 수행하고자 하는 

근거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경향성의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

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사람의 경험적 성격은 선할지라도, 예지적 성격은 

악한 존재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진실성은, 만약 사람들이 그것을 원칙

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거짓말들이 서로 일치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까 그리고 거짓말들의 꾸불꾸불한 길에 스스로 얽혀 들어가지 않을까 하

는 불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이지만, 칸트는 이러한 고려를 통해

서 거짓말을 거부하는 것은 그르다고 판정한다(R 6: 36-7). 이미 정
초에서도 등장한 바 있는,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일어난 

행위 간의 유명한 구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둘의 혼동은 악의 근원이라

는 이러한 언급은 놀라운 것은 아니겠다(GMS 4: 397).

그러나 문제는, 칸트가 모든 사람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리라

고 주장한다는 데에 있다. 즉, 그는 먼저 이와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도



- 28 -

덕 법칙의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경우는 도덕 법칙 간의 선후관계를 착

각한 경우로 보고, 이를 “전도성”의 성벽이 드러나서 악하게 되는 경우

라고 명명한다(R 6: 36).12) 다음으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사람

들이 이와 같은 착각에 달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그러므로 인간 자연본성의 악의성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악성

이 아니며... 오히려 심정의 전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심정이 그 결과로 인해서 악한 심정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런 악한 심정은 일반적으로 선한 의지와 양립할 수 있으며, 

채택한 원칙을 준수하기에 충분하게 강하지 못한 인간 자연본

성의 허약성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동기들을 (선한 의도를 가

진 행위들의 동기들이라도) 도덕적 먹줄에 따라서 서로 떼어내

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껏해야 동기들이 법칙에 맞는가에

만 주의하고, 법칙으로부터 도출, 다시 말해 유일한 동기로서

의 법칙에는 주의하지 않는 불순성과 결합되어 생긴다. 이제 

이로부터 언제나 반법칙적인 행위와 그것으로의 성벽, 다시 말

해 패악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해도, 패악의 부재를 이미 마음

씨가 의무의 법칙에 알맞은 것으로(즉 덕으로) 해석하는 사유

방식은... 그 자체로 이미 인간 심정 안에 있는 근본적 전도성

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

(R 6: 36, 칸트의 강조)

이 사뭇 웅변적인 칸트의 논설은, 칸트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의무에 

맞는 행위를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는 행위자는 악한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칸트의 설명으로부

터 이러한 혼동을 저지른 사람이 어째서 악한인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류 모두가 이러한 행위자라는 것은 읽어낼 수 없다는 데에 있

다. 게다가 칸트의 이어지는 논의 또한 이러한 전도성이 정말로 보편적

12) 때로는 부패성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 번째 성벽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칸트에게서 성벽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는 이 장의 3.1에서 보다 자세히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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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는 전혀 말해 주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전도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의 행위들이 그 준칙들에 따라서 초래할 수도 있었던 악을 결과로 갖

지만 않으면... 법칙 앞에서 자신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간악성”이란 성격

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진정한 도덕적 마음씨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을 가로막고, 또한 밖으로는 타인에 대한 허위와 기만”을 

가지게 된다고 논한 다음, 별다른 논의 없이 이러한 성질이 “인간 자연

본성의 근본적 악 안에 놓여 있”다고 급작스럽게 결론짓는다. 

악에 대한 심리적 설명, 내지는 전도성에 근거한 보편악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설명 역시 악의 보편성을 보일 수는 없다. 이러

한 칸트의 설명은 분명 악한 준칙을 선택한 행위자가 보여줄 법한 사유 

양상을 다루고 있다. 단지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러한 행

위가 단지 우연적으로 주어진 상황 하에서 행복의 충고에 합치하기 때문

에 선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행

위자를 선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하자. 칸트가 보기에 그는 잘못된 도덕

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악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겠다. 그러나 칸트는 여기서 인간 모두가 이러한 행동 방식을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판단이 참이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적

어도 준칙과 행위의 선악 판단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자신의 행위가 순

전히 의무에 맞는다는 것으로부터 자신이라는 행위자가 선한 사람이 되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칸트적 윤리학에 익숙한 행위자는, 이

러한 자기 기만에 따른 사고를 피할테니 말이다. 즉 적어도 칸트 스스로

는 자신의 행위의 선함에 대한 믿음, 곧 “패악의 부재를 이미 마음씨가 

의무의 법칙에 알맞은 것으로(즉 덕으로) 해석하는 사유방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행위의 선함과 행위자의 선함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가 

이러한 기만적 추론을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칸트의 입

장을 받아들인 행위자들은 전도성에 다다르는 이러한 첫 걸음을 떼지 않

을 것이므로, 이러한 심리적 논변은 보편성을 획득하기가 어렵게 된다.

칸트 스스로가 제시한 보편악 주장의 두 근거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커다란 난점으로 인해서, 보편악 주장에 비교적 호의적인 해석가들은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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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다른 논의들로부터 대안적인 보편악 주장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해 

왔거나, 혹은 칸트의 악에 대한 주장을 보다 약화시켜서 독해하기를 선

택하였다. 다만 칸트의 주장을 보편악 주장으로, 즉 명시적으로 칸트가 

논한 바 그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입장에서 이들은 일차적인 

고려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악 주장을 비교적 온전히 받아

들이는 앨리슨과 우드의 해석이나, 그와 유사한 입장들 또한, 앞에서 제

시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즉, 이 둘의 입장 역시 선

할 자유를 거의 남기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남겨 악의 보편성을 잘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기존의 해석을 이러한 난점들에 주목하여 빠르게 살펴볼 것이고, 이 과

정을 통해 칸트의 원문으로부터 보편악 주장에 대한 보다 새롭고 명확한 

근거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악 주장을 긍정하는 해석가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

의 특성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뉠 수 있다. 이 두 집단은 악의 기원을 

어떤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는 개인적 특성으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앨

리슨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해석가들과, 악이 경험 혹은 사회에 근거한

다는 우드적인 입장을 받아들이는 해석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해

석은 악의 기원에 대해 일면 양립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너무나 다른 설

명들이라는 점에서 종교라는 저서의 독해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만 지금의 논의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두 독해의 귀결에서

부터 따라나오는 악 개념이 대부분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한다는 데에 있다. 첫 번째 집단의 대표적인 해석가는 앨리슨인데, 그의 

해석은 Kant’s theory of freedom(1990)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이후 “On the 

Very Idea of a Propensity of Evil”(2002)에서 보다 명확히 재론되었다. 그

가 재정리한 칸트의 보편악 논증은 문헌적으로는 칸트의 성벽(Propensity, 

Hang) 개념에 의존한다. 일단 칸트에게서 성벽 일반은 “그 가능성이 인

간성 일반에 대해서 우연적인, 그런 경향성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근

거”로 정의되며(R 6: 29), 앨리슨은 특히 악의 성벽을 다시 다른 준칙들

을 그 하위에 두는 최상위 준칙이 악한 경우로 이해한다(Allison 2002 



- 31 -

340). 나아가 앨리슨은 다시 칸트에게서 악한, 혹은 선한 성벽이란 개인

의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최상의 준칙이 법칙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에 각 개인은 선한 성벽이나 악한 성벽 둘 중 하나밖에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칸트의 성벽 개념을 해석한다. 다음으로 그는 칸트

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선한 성벽을 가질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악한 성

벽, 그러니까 행복의 준칙을 행위자의 최상의 준칙으로 차용하는 것이 

인류에게서 보편적임을 증명하고자 하며 이는 칸트의 일반적인 실천적 

논의 혹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관점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된

다. 이 정리에 따르면 어떤 행위자가 선한 성벽, 즉 선한 최상의 준칙을 

지닌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도덕적 동기에 자기 

사랑의 동기를 자동적으로 굴복시키는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다(Allison 

2002 342).

여기에서 앨리슨은, 우리가 선한 성벽을 가지는 경우가 논리적으로 불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칸트

의 언급으로부터 선한 성벽의 소유가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사태가 

된다고 논증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앨리슨은 도덕 법칙이 언제나 

인간에게는 단지 의무나 명령일 수 밖에 없다는 실천이성비판의 도덕

적 광신에 대한 논의에 주목한다. 칸트의 원문을 인용하자면 “실천적 순

수 이성이 인간성에게 지정해 준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이성은 의

무에 맞는 행위들의 주관적 규정 근거를, 다시 말해 그런 행위들의 도덕

적 동기를 법칙 자체 외에 다른 어디에 두는 것을 금지하고, 법칙에 의

해 준칙들 안에 집어넣어지는 마음씨를 이 법칙에 대한 존경 외의 다른 

것에 두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는 것이다(KpV 5: 85-6). 이러한 논의는,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는 명령이고, 결코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되지

는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칸트에게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칸트의 입장의 근거는 우리가 결코 자족적이지 않고, 어떤 욕

구와 경향성을 반드시 가진다는 데에 있다. 인간은 이러한 행복 내지는 

자기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욕구를 가지는데, 이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결코 도덕의 욕구를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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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의 위에 올려두는 존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식욕, 수

면욕과 같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진다는, 자명하다고 할 법한 보편적인 

개인적 특징에 기반하여 주어지는 이러한 논변은,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

면 각 개인이 모두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특징에 기인한

다. 그리하여 앨리슨의 이러한 주장은 어떤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여 보

편악 주장을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 논의의 효시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 이와 대척점에 있는 입장인, 인간의 경험적, 혹은 사회적인 특성

에서부터 보편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해석을 살펴보자. 이러한 방향

의 해석을 제시한 사람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해석가는 우드인데, 그

의 입장은 그의 저서인 Kant’s ethical thought(1999)에서 처음 논의되었고 

“Kant and the Intelligibility of Evil”(2010)과 같은 논문에서 재론되었다. 

그는 칸트가 도덕적 소질(Predisposition, Anlage)을 다룰 때 제시한 인간

의 사회적 특징들로부터 악에 대한 논변을 이끌어낸다.13) 우드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 칸트에게서 소질 일반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지는 특성 

내지는 가능성으로 정의되고, 또한 우리는 세 가지 선한 소질을 반드시 

가지는데, 이 세 소질들 중에서도 인간성의 소질로 인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위에 서는 우월성을 허락하지 않”으며 “타인들이 그

러한 우월성을 얻으려 애쓸 것이라는 끊임없는 걱정”을 하게 되고 이 걱

정은 때로 “자기가 타인 위에 서는 우월성을 획득하려는 부당한 욕구”를 

13) 칸트에게서 성벽은 어떤 행위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우연적인 사태에 대한 근거로, 
소질은 “인간 자연본성의 가능성에 속하는 것[인간 자연본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
로 제시된다(R 6: 28). 보다 상식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성벽은 행위자가 가지는 어
떤 우연적인 특성의 근거로, 소질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는 특성에
대한 근거로 이해되겠다. 선과 악에 대해서 논하자면, 칸트가 논하는 악에 대한 세 성
벽들은 악이라는 우연적인 사태가 인간에게 생겨날 수 있는 이유들이며, 선에 대한
세 소질들이란 인간에게 반드시 있는, 선을 택할 능력의 이유들이다. 다만 성벽 개념
에 의존하여 자신의 논변을 전개하는 앨리슨과는 달리, 우드의 경우에는 소질에 대한
칸트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인간관 내지는 사회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성벽과
소질에 대한 차이가 이 둘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야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둘은 단지 각자가 고유한 해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둘이 근거로 하였던 논의와 대체로 유사한 점에서부터 다른 해석자들이 다양한 해석
들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해석자들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우드와 앨
리슨의 입장에서 소질과 성벽에 주목하기보단, 각각을 인간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에 기반한 독해로 정리한다. 소질과 성벽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이 장의 3.1
에서 제시된다.



- 33 -

낳는다(R 6: 27). 우드는 이러한 종교 1논고의 소질에 대한 논의를 종
교 3논고에 등장하는 논의와 연결시켜 보편악을 설명한다. 즉 그에 따

르면 3논고에 나오는 “질투, 지배욕, 소유욕”과 같은 경향성으로 말미암

아 “인간이 다른 인간들 가운데에 있을 때, 그 자체로는 충족한 그의 자

연본성을 이내 몰아붙”이게 된다는 칸트의 언급은 도덕적 소질 중 하나

인 인간성의 타락의 결과를 표현한 것이며, 우리의 자연본성을 몰아붙이

기에 이르는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 악한 준칙을 차용하게 

된다(R 6: 94, 칸트의 강조). 즉 우드에 따르면 인간이 사회에 사는 한 

서로를 비교하고 타인 위에 올라서려 하는 경향성, 다시 말해 반사회적 

사회성의(unsocial sociability)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홀로 있다면 

각자의 처지에 만족할 수도 있었을 각 개인은 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다(Wood 1999 289). 

이와 같이 악에 대한 전혀 다른 근거를 내어 놓는 두 방향의 해석중 

어느 해석이 칸트의 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논의를 전부 살펴보기

보다는, 보편악 주장에 초점을 맞춘 본 논문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두 해

석에서는 현재 논의에서 필요로 하는 악 개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로 살펴보겠다. 일단 보다 앞서 살펴본 앨리슨의 해석은 악의 보편성

은 잘 설명하지만 선할 가능성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에 따르면 인류가 악한 이유는 우리의 유한함으로 인하여 주어질 수 있

는 유혹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언제나 있고, 이 악에서부터 벗어나

기 위해서는, 현실의 인간은 갖출 수 없는 의지력, 곧 어떠한 유혹에 대

해서도 흔들릴 수조차 없는 신성한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신만이 가질 법한 이러

한 의지력을 가지리라고는 생각되기 어렵기에 이 선할 가능성은 너무 좁

아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신성한 의지”라는 것은 정확히 어떠한 사태

인지가 아직 불명확하다. 즉 칸트의 악 개념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주어

지기 위해서는, 칸트에게서 도대체 어떠한 이상향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이상향인지가 설명되어야 하지만, 앨리슨의 입장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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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앨리슨이 제시한 설명에서는 이처럼 악을 극복한 이상향이 정확히 어

떠한 행위자인지가 불명확하기에 인간이 선할 여지를 남겨 두기 어렵다. 

그리하여 그의 해석은 어째서 악이 보편적인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악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보편악 주장의 실천적 함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악을 극복할 가능성 역시 참으로 여겨져야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

능성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여겨질 방안까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악을 극복하는 이러한 실제적 가능성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지

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한 준칙을 채택할 가능성을 위해서 무엇을 시도

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될 것이니 말이다. 이러한 난점을 가지는 

앨리슨의 입장에서는 곧 어떠한 노력으로 악을 극복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게 되는데, 이는 실천적으

로 부당하다. 그리하여 앨리슨의 입장은 칸트의 철학의 또 다른 유명한 

전제로 강조되는 책임 조건, 곧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조건을 만

족시키지 못하게 되거나, 어떻게 만족시킬지를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악의 원인을 서로 비교하는 인간의 현실적인 특성에 귀

속시키는 우드의 경험적인 해석의 경우는 정확히 반대의 문제가 생긴다. 

그의 해석은 앨리슨과는 반대로 선할 가능성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여 악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드의 입장은 동시에 악하지 않은 사람, 곧 

선한 사람의 존재를 너무 손쉽게 허용해 버린다. 우드의 독해에서처럼 

악의 원인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호 간의 비교하려는 습성에 둔다면 

서로 비교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구성원들 혹은 무인

도에 사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악할 원인이 없다고 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칸트가 

제시한 보편악에 대한 두 가지 인식 조건은 보편악은 “인간은 경험을 통

해 그를 아는 바에 따르면 그렇게 판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인간이 그러함[악함]을 모든 인간 안에서, 가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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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 안에서조차도,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전제할 수 있”기에 

알려진다는 것이었다(R 6: 32). 그렇다면 악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명백

히 현실에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악을 사회성으로부

터 설명하는 우드의 입장은 고립된 개인을 악하지 않다고 여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마도 우드의 입장에 호의적인 사람은 칸트의 입장이 

각 개인 모두가 악하다는 것을 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집단적 

존재, 곧 인간은 대부분 사회에서 살아가고 그러한 한에서 인간의 성격

은 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 반론도 악의 보편성에 대한 칸트의 두 번째 언급, 곧 칸트

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한 사람도 악한 준칙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만든다는 서술을 만족시키긴 힘들다. 앞에서 이미 다루엇듯이 

이러한 설명은 우리들 중 누구도 선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것이

기 때문이다. 

악의 보편성과 선할 가능성을 양립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해석이 명확

히 주어지기 어렵다는 이 문제는 다른 해석가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

다. 보편악 논의를 다룬 다른 저자들은 방금 다룬 해석에 동조하되 다른 

문헌적 전거를 대거나 혹은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두 해석에 동조하는 입장들은 자연스럽게 자유와 보편

악 간의 충돌 문제를 여전히 안고 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4)15) 이와 

14) 앨리슨의 입장에 유사한 논의는 가장 많은 사람이 취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된 주요 논자들을 꼽자면 Palmquist(2015)와, 국내에는 김화성(2009), 김수배(2017)
의 논의가 있다. 팜퀴스트의 경우에는 특정한 보편적 경험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의
근거가 칸트의 초월적 증명의 일반적인 형식이라는 데에서 주목하고, 보편악 주장 역
시 유사한 방식의 논변이라고 본다. 즉, 그에 따르면 인류가 악을 경험하는 것은 (우
리의 인식이 감성의 형식과 지성의 범주를 통과함이 보편적인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편적 현상이므로 그러한 보편적 현상의 근거가 되는 악 역시 인류의 보편적 성질에
의거하는 어떤 사태라는 해석이다(Palmquist 2015 104). 그러나 칸트에게 있어서 인식
이 일어난다면, 특정한 틀을 거쳐야만 인식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순수이성비판에
서의 보편성과, 애초에 그것이 일어나는지 여부가 우연적 사태로 지정된 악을 경험하
는 것에 있어서의 보편성은 같은 의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의심스럽
다. 김화성의 경우에는 인간은 의사를 통해서 자기 사랑의 준칙과 도덕 법칙 중 아무
것이든지 자신의 최상의 준칙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서부터 보편악
주장의 근거를 찾는다. 악이 개인의 최상의 준칙이 될 어떤 가능성은 결코 없앨 수
없으므로, 악은 보편적이라는 것이다(김화성 2009 136-7). 그러나 그의 입장은, 칸트가
거부하는 입장, 곧 어떤 사람의 특정 시점에서의 선악은 결코 가능성으로서의 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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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장을 취하는 다양한 논문들은 다시 대체로 1) 칸트가 보편악 주

장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입장,16) 보편악을 달리 해석하여 2) 인간이 악하다는 대한 칸트의 입장

준칙이 아니라 이미 그가 실제로 선택한 최상의 준칙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양가적으
로 주어진다는 논의와 충돌한다. 칸트의 보편악 주장은, 원문에 따르면 가장 선한 인
간조차도 악한 최상의 준칙을 이미 선택하였다는 보다 강한 입장이다. 김수배의 경우
에는, 칸트의 악에 대한 두 논변 중에서 자기 기만의 특징, 곧 전도성으로부터의 악을
다룬 부분에 집중하여 그것이 보편악 주장의 근거라고 여긴다(김수배 2017 18-9). 그
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자기기만에서부터의 보편악 논변은 칸트적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악의 보편성을 보이기는 어렵다.

15) 인간이 가지는 어떤 경험적 특징으로부터 보편악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Wood의
입장과 같은 선상에 있거나 그를 보완하는 논의로는 Louden(2000), Grimm(2002), 강은
아(2019) 등의 논의가 있다. 라우든의 경우에는 칸트에서의 보편악 주장은 경험의 일
반화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을 필수적인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마음씨에
대한 (불확실한) 상정(posit)의 결과라고 논한다(Louden 137 2000). 그림의 경우에는 순
전히 경험적인 근거로부터는 악의 보편성이 따라나올 수 없고, 우드의 입장으로부터
는 홀로 있는 사람을 악하다고 논할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논의, 곧 인간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이 감성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겨질 때에는 그러한 감성에 따른 행위는 악한
것이 아니나, 어느 정도 성장하여 이성과 도덕 법칙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 상황에서
그에 때로 반하는 감성이 지시하는 바를 따르는 경우가 악한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임을 칸트가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Grimm 2002 169-71). 강은아의 경우에는
인간의 악성 자체는 잘못된 준칙의 채용이라는 선험적인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만, 그러한 선택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근거는,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사회에 있다는 방식으로 경험적 악을 해석한다(강은아 2019 34-6). 
이와 유사한 입장 중에서 특기할 것은 Frierson(2003)이다. 프라이어슨은 칸트에게서
인간의 악함이란 사태의 확인은 악한 행위로부터 악한 준칙을 추론하는 방식으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선한 행위로부터 선한 준칙으로의 추론은 불가
능하다) 한 행위자의 악은 악에 대한 자각이라는 1인칭적 경험 혹은 악한 행위로부터
만 증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Frierson 2003 104-7). 그런데 그는 동시에 인간의 악을
보여주는 행위, 곧 악행은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심각한 상
황 하에서 현실화되리라는 의미에서 주어져도 된다고 해당 부분에 대한 각주에서 논
한다(Frierson 2003 109; 189). 본 논문의 입장과 매우 유사한 이런 입장은, 가상적 경
험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험적 일반화와는 다른 입장이며, 아래에서 마음
의 반투명성이라고 부를 만한 칸트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마음의 반투명성
에 대한 논의는 이번 장의 3.1 및 다음 장의 4.3장 참조.

16) Quinn(1988)과 Formorsa(2007), 이진오(2017)의 논의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칸트에 대한 이들의 해석은 각각 다르다. 퀸의 경우는 칸트가 시간과 무관
계한(atemporal) 준칙 선택의 관점에서 행위를 설명할때는 자유를, 반면 우리를 우리에
게 주어지는 경험적 증거를 통해서 판단할 때에는 악의 보편성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입장으로 설명한다(Quinn 1988 111). 경험의 일반화로부터 악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이
러한 해석은, 칸트의 보편악 주장을 틀린 것으로 여기게끔 하는 표준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포모사의 경우는 준칙 간의 위계에 주목하여, 칸트에게서 행위자의 악이란
무엇이든지 경향성을 도덕 법칙보다 우선시하는 최상의 준칙을 어떤 행위자가 받아들
인 경우이며, 칸트가 설득력 있게 논하였다고 본다. 다만 그는 이러한 경우가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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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치 신과 영혼 불멸에 대한 요청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

는 입장, 달리 말해 칸트가 그것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류를 바라볼 때에 그러한 방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보

다 좋은 효용을 가지기에 마치 사실인 것으로 서술하였다는, 말하자면 

규제적인 실천적 전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 입장과17) 3) 보편악 주장이 

각 개인의 합으로서의 인류가 아니라 집합체로서의 인류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입장 등이 있다.18) 그런데 1)의 입장은 

임은 칸트가 보일 방안이 없었다고 평한다(Formorsa 2007 237). 이진오의 경우는 각주
13의 김화성의 입장에서 언급된 해석, 곧 악의 근원을 경향성의 요구를 도덕 법칙의
요구보다 앞에 둘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찾는 해석을 받아들인 후, 이러한 입장 곧
가능성으로부터의 보편악 주장은 결함이 있는 주장이라고 받아들인다(이진오 2017 
87). 

17) Kemp(2011), Kohl(2017)의 논의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이 둘은 모두 칸트가 받아
들이는 마음의 불투명성이라는 입장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결코 인간이 악한
지 혹은 선한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이를 알면서도 칸트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악한 존재로 상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캠프의 입장은 문헌적으로
판단력비판 2부에 나오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사물에 목적이 있다고 여기게끔 만드
는 규제적 판단과, 보편사의 이념에 등장하는, 사회에서의 개인들 간의 어떤 적대감
을 통한 인류의 특정 목적을 향한 무한한 발전에 대한 묘사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로
부터 캠프는 우리로 하여금 인류의 최종 목적으로 나아가게 만들게끔 하는 목적을 위
해, 보편악을 상정하게 하는 유사-초월적(quasi-transcendental) 증명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고 본다(Kemp 2011 116-8). 보편악 주장의 성격 자체는 콜 역시도 유사하게 보지만, 
그가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드는 근거는 다소 다르다. 그는 먼저 기존의 해석들(선험
적(앨리슨), 경험적(프라이어슨), 혹은 사회-목적론적(우드))해석들이 보편악 주장을 사
실의 문제에서 참으로 여길 만한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Kohl 2017 
656). 그의 보가 적극적인 해석은, 한편으로는 악이 가장 선한 사람에게도 “주관적으
로 필연적”으로 참인 것으로 전제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주관적으로 필연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칸트의 사용이 1) (흄의 인과판단에서처럼) 원칙적으로는 경험적으로 참
인 것으로 생각되는 사태이거나 2) 이러한 해석에서 받아들이는 규제적으로 참인 경
우로 나뉘는데, 이 중 자유와 관련된 악이라는 사태는 1)일 수 없으므로 2)가 참이라
는 것이다. (이와 관하여, 본고의 해석은 해당 표현의 1)로의 사용을 지지한다.) 이러
한 해석에 대해서 그가 드는 철학적 근거는, 우리가 인간을 이러한 식으로 바라볼 때
에 칸트가 강조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인격의 고취가 1) 인간을 선하게 볼 때 혹
은 2) 인간의 선악에 대해 불가지론을 취할때보다 더 잘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Kohl 2017 662-3).

18) Muchinik(2010), Papish(2018)의 논의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머치닉의 경우에는 악
에의 성벽[Hang]은 인류라는 종족이 가지는 것으로, 그리고 개인의 준칙이 어떠한가
에 대해서는 각자가 마음씨[Gesinnung]를 선택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칸트가
말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그 보편성을 알려주는 것은 인류라는 종족의 악함이라는 것
이고, 이 점에서 최선의 인간조차 (인류라는 종족에 속한다는 점에서) 악하다고 말하
였던 것으로 그를 재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Mucknik 2010 141). 이러한 해석 하에서, 
그는 각 개인의 준칙의 선택은 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파피쉬의 경우에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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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입장이기에 애초에 보편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며, 2), 3)의 입장은 보편악 주장을 다루는 칸트의 명시적 언

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다 약한 입장으로 해석한 입장이

다. 보편악을 달리 해석하는 이 입장들은 공통적으로 종교에 등장하는 

보편악에 대한 칸트의 본래 증명이 다소 불완전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

가 열려 있다는 서술상의 문제에서부터 문헌적 근거를 확보하며, 이들은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칸트가 악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곧 “가장 선한 인간”조차도 악하다는 논의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종
교에서의 칸트의 언급를 선택적으로만 승인한다는, 공통적인 해석상의 

문제와 마주한다는 난점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들과는 달리, 종교의 논의를 대체로 맞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명시적으로 우리가 논한 난점을 직접적으로 갖지 않는, 주

목해 볼 만한 입장이 있다. 이는 줄리아 피터스(Julia Peters)가 2018년에 

저술한 “Kant’s Gesinnung”에 제시된 독해에서부터 나온다. 칸트에게서 

종교라는 문헌에서 의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마음씨[Gesinnung]의 역할

을 다루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논문은, 크게 보자면 칸트에게서 

마음씨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어떤 인과적인 원인이 되는 것 혹은 어떤 

심리적 설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 대한 칸트의 입장과 일관적일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터스의 입장은 마음씨를, 행위자가 마주할지도 모를 다양한 입장에서 

그 행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행위하기를 선택하는지를 통해서 알게 된

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체로 도덕적으로 살아온 행위자가 아직 마주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된 조지(George)의 경우를 통해서 설명된다. 이 사람은 

의 성격과 개인의 성격은 다른 것으로 칸트에게서 주어진다는 입장으로 거의 유사한
논의를 받아들인다(Papish 2018 139). 이러한 입장은, 각자의 노력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개인의 성격과는 종의 성격을 다른 것으로 보고, 종의 성격은 인류의 발달의
최종 목적으로 설정되는 최고선으로의 전진이이루어져야만 선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
는데, 이는 이상사회에 대한 칸트의 전체 그림과 맞지 않는다. 우리는 칸트의 이상사
회의 의미에 대한 논의를 개인적 이상향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논문의 4
장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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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요일마다 매우 신실하게 자선단체를 위해서 일해 온 사람이고, 이 

행위자는 그러한 도덕적 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수요일에 열리는 친한 

친구와의 생일 초대나 혹은 보트 여행과 같은 것을 거부해 왔다는 점에

서 해당 자선행위에 대한 그의 도덕적 신념을 굳건하게 지켜 온 행위자

이다. 그는 아직 젊어서 무자녀이고 또 그의 직업적인 커리어를 시작하

는 단계인 것으로 서술되는데, 그가 미래에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선

택의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 이를테면, 아이를 급하게 돌봐

야 한다거나, 혹은 그의 직업이 반드시 요구하는 행위를 수요일에 하게 

되는 경우 –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하게 될지는 미정적이며, 이러

한 경우에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행위하게 될지는 그 순간에 그의 선택

에 달린 문제가 되는 것이다(Peters 2018 508-9). 이러한 그림에서 행위자

의 마음씨는, 이러한 가능한 경우들에서 그 행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행위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이어지는 피터스의 설명에 따르면 각자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위할 지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사람의 마음씨가 정확히 어떠한지는 대체로 모르

게 되지만,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악행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으리라는 

점에서 각자의 악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중 대부분이most of 

us” 이러한 자각을 하리라는 것이 바로 칸트의 근본악 주장의 본질이라

는 것이다(Peters 2018 512). 

행위자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환경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행위자의 선악 여부가 결정되며, 또한 이는 

자각 가능하다는 피터스의 이러한 칸트 독해는, 준칙의 적용 범위에는 

가상적인 상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칸트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심리적 결정론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유일한 설명 방식이 되지 않게 만

들어 어떻게 칸트에게서 인간에게는 항상 선택의 여지가 남는지를 해명

한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하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많은 사람들을 악하

다고 판단하게 만들기 충분한 이유를 준다는 점에서 보편악 주장에 우호

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 피터스의 논의는 각 행위자는 그

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위하게 되는지에 따라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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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칙을 선택하게 되는 그림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에

게 준칙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이

러한 설명에서는 준칙을 선택할 자유와 보편악 주장과 유사한 입장이 양

립 가능하게 주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피터스의 설명은 보편악 주장과 선할 가능성 모두 불명확하게 

확보한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앞에서 보편악 주장이 참이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악의 보편성을 보여야 하면서도 동시에 선할 가능성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일단 피터스의 해

석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주장은 우리들 중 대부분이 악할 것이라는 

주장이지, 보편악 주장은 아니다. 위에서 다룬 바와 같이, 피터스는 칸트

의 보편악 입장을 각자의 악성에 대한 자각 가능성으로부터 이끌어내고

는 있지만 이러한 자각 가능성이 보편적 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중 대부분”이 이를 자각하리라고만 논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조건, 

곧 선할 가능성이 주어져야만 한다는 조건 역시 피터스의 입장에서는 명

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피터스는 이 조건에 대해서는 보편악에서부

터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칸트가 제시하는 “회심” 혹은 도덕적 “혁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이러한 악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R 

6: 47-8), 이는 다시 칸트가 제시하는 의지력의 무한한 전진과, 각 개인의 

마음씨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전진을 바라보는 신의 존재

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서술하는데, 이는 대체로 칸트의 논의를 거의 그

대로 다시 반복한 것이다(Peters 2018 511-2). 그런데 이러한 정리만을 통

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실의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극복을 한 행위자가 현실에 존재하는가

에 대한 물음에 명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터스의 입장으

로부터 우리는 악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설명하는 주요한 설명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설명은 악의 보편성과 선할 여지를 정확히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지점을 남긴다. 이로 인해 피터스의 논

의는 보편악 주장이 타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현재의 맥락에서 충분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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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는 악에 대한 종교 1논고에서의 

칸트의 여러 가지 언급을 문헌적으로 주의 깊게 고찰하면서, 칸트의 입

장을 명확한 보편악 주장으로 보는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칸트에게서 가상적 상황에서의 행위자의 행

위 역시 준칙이 관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대체로 피터스가 제

시한 독해, 곧 칸트에게서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각자가 어떻게 행위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는 입장을 칸트의 입장에 맞추어 엄격하게 전개해 보았을 때 우리가 얻

게 되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

는 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보편악 주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

고자 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무엇인지 역시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

러한 고려를 반영하여, 이어지는 절의 논의는 칸트의 원문을 보편악 주

장이 아닌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에 대처하는 소극적 문헌적 논의와, 칸

트의 입장을 보다 굳건한 보편악 주장으로 재구성하는 적극적 문헌적 논

의로 나뉘게 된다.

3. 악에 대한 칸트의 논의에서 재구성되는 보편악 주장

이 절에서는 보편악과 자유의 충돌 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 칸트의 악 

개념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칸트의 악 개념을 정확하게 분

석해낸 후 이 악 개념이 어떠한 근거들로부터 어떻게 보편성을 확보하는

지를 두 단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악에 대한 칸트의 관

점을 보편악 주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가능한 한 최

소화하기 위하여, 악에 대한 종교 1논고 원문의 다양한 논의를 포괄적

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절에서는 종종 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보편악 주장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

는 저자들이 주목하는 종교의 논의가 칸트의 어떠한 논의로부터 제시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지가 논의된다. 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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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논의는, 보편악 주장에 대한 소극적 문헌적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의 다음 부분에서는, 칸트의 서술로부터 그가 실제로 모든 사람

이 악하다고 여겼으리라는 점을 보여주는 논의가 어떻게 뒷받침될 수 있

을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적극적인 문헌적 논

의라고 불릴 이러한 논의는, 앞서 서술한 바 있는 종교라는 저술에서 

칸트가 실제로 제시한 보편악 주장이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칸트의 입

장에서 보편악 주장이 어떠한 논의와 연관되는지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

을 해결하는 논의이다. 이를 위하여 이 절에서는 칸트의 다른 문헌들을 

고려하여, 보편악 주장이 칸트의 실천철학 체계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그

리고 정확하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전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이 절에서는 종교의 악에 대한 논의가, 윤리 형이상학의 

2부인 덕 이론의 2부에서 다루어지는 형식적인 덕 의무와 연관된다는 

점, 이에 따라서 보편악 주장에 대한 입장을 형식적 의무와 연결시켜 보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형식적 의무에 의거한 보편

악 주장이 제시될 수 있는 두 칸트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한 근거가 실

제로 종교 및 칸트의 다른 실천철학 저서들에서 제시된다는 점, 나아

가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소극적인 문헌적 논의의 필요와도 상응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렇게 밝혀지는 보편악 주장의 두 근거는, 1) 칸트에게서 

행위자의 선악 판단의 준거는 단순한 준칙이 아니라 모든 준칙들을 아우

르는 최상의 준칙이며 2) 그러한 준칙은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는 

것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소극적 논의와 적극적 논의를 마무리한 뒤에는, 

칸트의 악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절이 뒤따른다. 여기에서 

우리는 형식적 덕 의무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엄격하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행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로부터 칸트 스스로는 보

편악 주장을 손쉽게 참으로 여겼으리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3.1. 보편악 주장에 대한 소극적 문헌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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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우리는, 보편악 주장에 대한 해석가들의 논의를 다룰 때, 앨리

슨과 우드가 주장한, 보편악 주장을 그 자체로 지지하는 입장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보편악 주장을 받아들이는 논자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종교에서의 악에 

대한 칸트의 서술로부터 반드시 엄밀한 의미에서 악의 보편성이 귀결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이라

면 악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보편악 주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의 해석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또한 문헌적으로는, 보편악 주

장을 거부하는 해석의 흐름의 논거들은, 많은 경우 종교 1논고의 논의

들 중 보편악 주장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거기에

서 나타난 칸트의 명시적 언급을 살펴보았던 1논고 3절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기초한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엄밀한 보편악 주장

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의 해석이 자신의 유리한 전거만

을 사용하여 도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절은 이러한 다른 해석의 여지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의문을 방지

하는 문헌적 논의를 전개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앞에서 다룬 종교 
1논고의 3절과 2절 마지막의 논의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문헌적으로 검

토한다. 우리가 다룬 구절들에서 칸트는, 모든 인간이, 보다 구체적으로

는 가장 선한 인간마저 악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비교적 명백하게 악에 대한 그의 관점이 보편악 주장임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종교 1논고의 다른 부분의 논의로부터, 상당수의 주석가

들은 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이 보편악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해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보편악 주

장이 아닌 다른 귀결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였던 칸트의 논의는 반드시 

보편악 주장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여기에서 칸트의 논의를 꼼꼼히 독해하며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해석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리는 먼저 종교 1논고의 서문의 논의를 

다루면서 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불가지론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입

장을 살펴본다. 앞 절에서 언급한 해석가들 중에서는 캠프 라이언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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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였고, 우리가 4장 2.2에서 살펴볼 해석가인 페스터넥이 받아들이기도 

한 이러한 입장은 대체로 마음의 불투명성에 대한 칸트의 입장으로부터 

자신의 근거를 찾으며, 대체로 마음을 아주 강하게 불투명한 것으로, 즉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곤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해석가들은, 

대체로 보편악 주장은 사실은 아님에도, 우리가 인간을 볼 때에 그러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 도덕적 발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가정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칸트를 해석할 때에 마음의 반투명성, 곧 악한 

준칙에 대해서는 악행으로부터 추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응한다. 다음으로는 종교 1논고 1절까지의 

논의를 다루면서 칸트에게서 준칙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여, 현실에 존재

하는 행위자가 선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해석을 지지하는 것으

로 보이는 구절을 다룬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보편악 주장을 긍정하는 여기에서의 논의 역시 

인간이 선할 가능성 자체를 칸트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

한 인간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칸트를 해석한다는 점

을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종교 1논고의 2절의 논의에 담겨 있는 칸트

의 미심쩍은 서술을 다루면서 문헌적인 과제를 보다 확실히 지정한다. 

이러한 서술은 종종 인간을 악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가정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로 여겨져 왔

으나, 여기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시되는 구절로부터 불순성

으로부터의 보편악 주장을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보편악에 대한 소극적인 문헌적 탐구는 종교의 1논고 서문부터 시작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물론 칸트는 1논고 앞에 서술되어 있는 종
교의 전체 논고의 서문에서부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지만, 대체로 거

기에서의 내용은 실천이성비판의 연장선이기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부분에서의 논의를 강조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19) 일단 

19) 예외적인 연구로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Muchnik(2010)이 있다. 다만 그가 여기에서 주
목하는 것은 종교 서문에서 나오는, 행위의 목적이 생각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이성
은 도저히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이상 사회에 이른다는 칸트
의 언급니다(R 6: 5). 그의 핵심적인 문헌적 근거는 역시 칸트가 개인의 악의 성격과
인류의 악의 성격을 구분하는 악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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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1논고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의 논의는, 본문과 주해로 나뉘는

데, 대체로 본문의 주장은 준칙에 따라서 행위자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칸트의 입장과, 인간은 선하거나 혹은 악할 수만 있다는 입장을 담고 있

으며, 주해의 부분은 후자의 입장을 부연설명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논고 서문의 서두의 논의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탄식에서부

터 표상되는 성악설과, 역사적으로 목격된 인류의 진보에서 표상되는 성

선설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칸트는, 이 두 입장 중 어느 하

나를 곧바로 택하지는 않고, 인간을 바라보는 이러한 두 관점으로부터 

절충설이 참일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에 따르면, “그래서 생기는 의문

은... 인간은 곧 그 유에 있어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일 수 있지 

않은가, 또는 어쩌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여, 부분적으로는 선하고 

부분적으로는 악하기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R 6: 

20). 그리고 나서 칸트는, 같이 고려될 경우 보편악 주장과 양립 불가능

해 보이는 두 입장을 연달아 제시한다. 즉, 인간의 선악은 한편으로 행위

가 아니라 준칙에 따라서 판정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그 준칙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방법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위에서 본 인용구에 바로 이

어지는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인간을 악하다고 부르는 것은, 그가 악한(즉 법

칙에 반하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들의 그의 

안에 악한 준칙들이 있음을 추론하게 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

이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들은 법칙에 반하는 행위들을 경험을 

통해 인지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행위들이 의식적으로 법칙에 반한[반대되는] 것임을 인지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준칙들을 관찰할 수 있지 않고, 자

기 자신 안의 준칙마저도 언제나 관찰할 수 있지 않다. 그러니

까 어떤 범행자가 악한 인간이라는 판단을 확실하게 경험에 

기초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을 악하다고 부르

본문에서 성벽과 마음씨의 적용 대상의 구분에서부터 제시된다(Mucknik 201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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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몇몇의, 아니 단 하나의 의식적인 악한 행위로부터 그 

행위의 기초에 놓여 있는 악한 준칙을 선험적으로 추론해내야

만 한다. 그리고 이 준칙으로부터, 그 주관 안에 보편적으로 

놓여 있는, 모든 특수한 도덕적으로 악한 준칙들의 근거 – 이 

근거 자신이 다시금 준칙인바 - 를 선험적으로 추론해내야만 

한다.

(R 6: 20)

이 인용구에서 나타나듯, 칸트는 준칙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는 그의 관점과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태도, 곧 준칙 인식 가능성에 

대한 회의주의를 취하는 것 같다. 즉, 인용구의 앞 부분에서 칸트는 행위

자의 선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의 원

리인 준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한다. 이러한 논의는 도덕을 크

게 개별 행위에 대해 다루는 법 이론과 행위를 아우르는 행위자의 준

칙에 대해 다루는 덕 이론으로 구분하여 다루는 윤리 형이상학의 논

의와도 일치하며, 준칙을 기반으로 실천철학을 논의하였던 당대의 논의

와도 잘 상응하는 입장이다.20) 또 이러한 입장은 칸트가 여러 곳에서 반

복하는 입장이고, 악에 대한 칸트의 규정을 다루는 앞 절의 논의에서도 

이미 제시된 바 있었다.

문제는 칸트가 위 인용구에서 이러한 논의 직후에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어야 할 준칙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그것을 명확히는 알 수 없다

는 회의주의를 이어서 논한다는 데에 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자기 자신 안의 준칙마저도 언제나 관찰할 수 있지 않”으니 말이다(R 

6: 20). 흔히들 칸트에게서 마음의 불투명성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논제

는,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근거로 충분히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한 개인의 선악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 절대적 기준

은 준칙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이와 동시에 그 준칙을 

20) 근대 독일의 논의가 준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논의는 McCarty(2009) 참조. 거기
에서 맥카티는 근대 독일에서 준칙이 곧 실천적 삼단논변(Syllogism)의 대전제로 사용
하는 입장이 일반적이었다고 설명한다(McCarty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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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결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이러한 입장도 받아들인다고 하자. 

이 두 입장이 모두 참이라면, 이로부터 우리는 어떤 개인의, 혹은 나아가 

인류 전체의 선악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을 택해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즉, 마음의 불투명성이란 전제는 한 사람의 준칙이 어떠

한지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참이라면 인류의 준

칙이 어떠한지 역시 정당하게 추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에서는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반투명성이라 불릴 입

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일단은 악의 판단 기준은 준칙

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의 불투명성이라는 두 입장을 칸트가 받아들인다

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 첫 번째 입장, 그러니까 행위자의 선악은 준칙

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입장은 칸트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입장이다. 마음

의 불투명성 역시, 마찬가지로 칸트가 여러 저서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기도 하기에, 이를 손쉽게 무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

다. 이 둘을 모두 참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보편악 주장을 정당하게 주장

할 근거를 찾고자 하는 본 논문에서 채택하는 입장은 칸트가 마음의 불

투명성을 약화시켜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서 이

러한 준칙에 대한 직접적 인식의 불가능성, 혹은 마음의 불투명성이라고 

하는 입장은, 마음을 완벽하게 불투명한 것으로 여기게끔 하는 그러한 

강한 불투명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각자의 행위 원리를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행위자가 저지른 의식적인 악행으로부터 그 행위자

의 준칙이 악한 것임은 추론할 수 있고, 반대로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수

행한 선행으로부터 행위자의 준칙이 선한 것임은 추론할 수 없게 만드

는, 마음의 반투명성이라 불릴 만한 입장을 칸트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전제한다. 일단 잘 알려진 칸트의 사례로부터, 적어도 몇몇 악한 행위로

부터 악한 준칙에로의 추론은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이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살과 같은 특정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수행한 사

람은 단지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자로 판정될 것

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칸트는 특정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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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짓말을 거리낌없이 수행하고서, 자신의 행위를 공리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따라 정당화하는 사람을, 단지 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법칙적인 도덕이 아닌 잘못된 도덕적 믿음을 받아들인 

그릇된 행위자로 볼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보편악 주장

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행위자의 선한 행위에서 선한 준칙으

로의 추론은 인정하지 않지만, 악한 행위에서 악한 준칙으로의 추론은 

인정하였다는, 마음의 불투명성을 참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다만 칸트가 이러한 방식으로 준칙에 대한 추론 가능성을 선한 준칙과 

악한 준칙에 대해서 비대칭적으로 인정하였으리라는 논의를 보다 잘 보

여주는 문헌적 근거는, 본 논문의 다음 장에서 다루어지는 종교의 2논

고에 잘 드러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증명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러한 입장을 잠정적으로 참으로 두

자.21) 

이제부터는 선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칸트의 언급들을 살펴보자.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칸트는 1논고 서문의 주해에서 준칙과 법칙의 

합치 여부에 따라 행위자를 판단하게 될 때의 귀결로 엄격주의를 제시한

다. 이는 인간이 선한지 악한지를 따져 본다면, 한 인간은 선하거나 악한 

것 둘 중 하나만 가능하며, 달리 말하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인간이 존재한다거나,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선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악하다고 불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용어를 엄격주의와 

관용주의라는 표현으로 부를 수 있다고 정리한다. 즉, “위에서 제시된 두 

가설[성선설, 성악설] 간의 기초에는 하나의 선언적 명제, 즉 인간은 (본

성상) 윤리적으로 선하거나 윤리적으로 악하다는 명제가 놓여 있다... 사

람들은 보통 이러한 엄정한 사유방식의 편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엄격

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을 관용

주의자라고 부른다”는 것이다(R 6: 23, 칸트의 강조). 

앞에서 보편악 주장을 다루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두 입장 중

에서 칸트는 엄격주의가 맞다고 논한다. 이는 모든 행위의 근간이 되는 

21) 종교 2논고의 문헌적 근거를 기반으로 마음의 반투명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논의는 다음 장의 4.3.1부터 4.3.3까지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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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주관적 행위 원리, 곧 준칙의 법칙과의 합치 여부에 따라서 결정

된다는,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의사의 자유에 대한 칸트적 논의를 통해

서 제시된다:

“의사의 자유는 매우 특유한 성질의 것이어서, 그것은 오직 인

간이 자기의 준칙 안에 채용한 (즉 인간이 그에 따라 처신하고

자 스스로 보편적 규칙으로 삼는) 동기 이외의 어떤 다른 동기

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으며, 그럴 경우에만 하나의 동기는 

그것이 어떤 것인든 간에 (자유) 의사의 절대적 자발성과 공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법칙은 그 자체만으로, 이성의 

판단에서, 동기가 되며, 도덕법칙을 자기의 준칙으로 삼는 이

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무릇 법칙이 그 법칙과 관련되는 행위

와 관련하여 누군가의 의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칙과 

대립하는 어떤 동기가 그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앞서의 전제에 의하면 인간이 

이러한 동기를 (그러니까 또한 도덕법칙에서 이탈함을) 자기의 

준칙으로 채용함 – 이런 경우 이 자는 악한이다 – 으로써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인간의 마음씨는 도덕법칙에 관해서 결코 

무차별적이지 않다. (즉 결코 양쪽 중 어느 것도 아닌 것, 즉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또한 인간은 어떤 점들에서는 윤리적으로 선하고, 다른 

점들에서는 동시에 악한 것일 수 없다. 인간이 어떤 점에서 선

하다 하는 것은, 그가 도덕법칙을 자기의 준칙 안에 채용했다

는 것이다. 또한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어떤 점에서는 동시에 

악하다고 한다는 것은 – 의무 일반 준수의 도덕법칙은 오직 

유일한 법칙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 그 법칙과 관련된 준칙

은 보편적이되, 그러나 동시에 단지 하나의 특수한 준칙인 경

우가 되는데, 이것은 모순이다.”22)

22) 마지막 문단의 두 번째 문장 및 세 번째 문장의 번역은 칸트의 논증이 선명하게 드
러나도록 영역본을 참조하여 번역본의 문장의 순서를 바꾸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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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6: 24, 칸트의 강조)

이 다소 길게 인용된 논의에서, 칸트는 준칙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서 

의사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입장의 귀결로 인간

의 선악은 언제나 엄격주의적으로, 곧 선하거나 악한 경우만이 가능하다

는 주장을 제시하여 관용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칸트가 의사의 자

유를 설명하는 첫 번째 문장은, 앨리슨이 그의 칸트의 준칙에 대한 해석

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문장이기도 한데, 인간이 자기의 준칙 안에 

어떠한 동기를 채택(채용, Incorporate)하는지는 그 스스로가 정하는 것으

로 설명된다.23) 다음 두 문장에서, 칸트는 그 동기의 성격이 도덕 법칙인

지, 혹은 그에 대립하는 다른 동기인지에 의해서 인간의 선악이 결정된

다고 논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관용주의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부정된다. 이는 곧 인간의 마음씨가 도덕법칙에 관해서 무

차별한 경우와, 또 아마도 앞에서 절충주의라고 불렀을 법한 입장인, 인

간의 준칙이 한편으로는 선하고 한편으로는 악한 두 경우 역시 부정된다

는 것이다. 대체로 무차별주의를 거부하는 짧은 논변은 준칙의 동기가 

도덕 법칙과 그에 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칸트의 근본적인 전제에서 

나오는 것이고, 절충주의를 거부하는 논변은 도덕 법칙의 보편성에 의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종류의 절충주의를 거부하는 이 논변은, 일반적

인 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칸트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단 우리는, 종교 

다,
23) 채택 혹은 채용이란 표현에 있어서 영어를 강조하여 서술하는 이유는, 칸트의 준칙
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잘 알려져 있는 앨리슨의 입장이 “Incorporation Thesis(채택
테제)”라고도 불리기 때문이다. 이 입장이 처음 이러한 이름 하에 제시된 논의는 앨
리슨이 1990년에 출간한 Kant’s Theory of Freedom이다. 해당 저서에서는 이러한 입장
을, 종교의 1논고 서문에 서술되어 있는, “의사의 자유는 매우 특유한 성질의 것이
어서, 그것은 오직 인간이 자신의 준칙 안에 채용한 (즉 인간이 그에 따라 처신하고
자 스스로 보편적 규칙으로 삼는) 동기 이외의 어떤 다른 동기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다는 칸트의 서술과 같은 것으로 제시하였고(R 6: 24), 이후 이러한 앨리슨의
해석은 준칙과 의사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자리잡았다(Allison 1990 39). 해당 표현
은 때로 “통합 테제”로도 번역되는데, “채택 테제”라는 번역은 선행 연구인 강지영
(2021)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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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논고 서문의 논의를 통해 칸트가 한 사람의 선악에 대한 판단은 선하거

나 혹은 악할 수만 있다는, 선언적(disjunctive) 판단만이 가능하고, 그의 

선악 여부가 어떤 순간에 가능성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렇게 존재적으로는 둘 중 하나로만 주어질 수 있

는 인간의 성질을 인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마음의 불투명성에 의해 불명확한 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논의에서 칸트는 인간이 선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

한 서술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1논고 1절에 제시되는 선에 대한 도덕

적 소질(Predisposition, Anlage)과 2절에서 다루어지는 악에 대한 성벽(혹

은 성향, Propensity, Hang)에 대한 칸트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

한 논의는 보편악 주장에 대한 소극적 문헌적 독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할 뿐 만이 아니라, 칸트에게서 선과 악이 어떠한 사태로 여겨지고 있는

지를 잘 보여 주는 핵심적인 논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볼 여지가 있다. 일단 1논고의 1절과 2절은, 각각 “인간 자연본성 안에 

있는 선의 근원적 소질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 자연본성 안에 있는 악

으로의 성벽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내용상으로는 각각 우리

가 선할 수 있는 이유와 악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칸트가, 한 개인의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선언적인 판단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으로서의 선

과 악에 대한 관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혹은 보편악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어떤 다른 성질을 가지는 주장이 아닌가 하는 하는 의심을 각각 

가지게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절에 나오는 논의로부터 먼저 소질과 성벽이

란 어떠한 개념인지를 살펴보자. 일단 소질과 성벽이란 표현은, 칸트가 

종교의 내용과는 비교적 무관한, 인간의 어떤 특징들을 설명할 때에도 

사용하는 그의 기술적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소질에 대한 정의는 1

논고 1절의 후반부에서, 선한 소질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후에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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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질들은[선의 소질들] 근원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인간 

자연본성의 가능성에 속하기[인간 자연본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자의 소질들이란 그 존재자에게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존재자이

기 위한 그 구성요소들의 결합의 형식들을 뜻한다. 소질들이 

어떤 그러한 존재자의 가능성에 필연적으로 속한다면[어떤 그

러한 존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연적인 것이라면]24) 그것

들은 근원적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존재자가 그러한 소질 

없이도 자체로 가능할 것이라면, 그 소질들은 우연적인 것이

다.”

(R 6: 28, 칸트의 강조)

선한 소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칸트의 입

장, 곧 선한 소질은 근원적 소질이라는 말로부터 우리는 그의 입장을 보

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근원적 소질이란 어떤 존재자가 그러한 

가능성을 가져야만 그 존재자라고 불릴 수 있는 성질이라고 여기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칸트에 따르면, 이 근원적 소질의 대상은 선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논의를 붙여서 길게 서술해 본다면, 우

리는 칸트가 인간이라는 존재자를 이해함에 있어서 선할 가능성을 가져

야만 인간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자로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반드시 선할 가능성을 지니는 존재인 것이다. 또한 칸트

에게 있어서 소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대상에 대한 용례는 인간의 

(악과는 무관한) 자연소질, 혹은 선을 비롯한 도덕적 소질 등 비교적 긍

정적인 맥락 혹은 중립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Päd 9: 

441-8).25)

24) 이 인용문에서 대괄호 부분은 앞 문장의 논의를 표시한 첫 번째 대괄호를 제외하면
번역을 수정하여 추가된 것이 아니라, 논문에서 참고한 백종현의 번역본에 동일하게
서술된 바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25) 종교에 대한 강의록에서도 소질이라는 표현은 몇 차례 제시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소질만이 언급되는 것 같다(Lec 28: 1077, 1078,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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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이러한 근원적인 소질인 선한 소질은 동물성, 인간성, 인격성의 

세 가지로 주어진다고 논하는데, 이 세 가지 소질은 다음과 같은 압축적 

설명을 통해서 주어지고, 각각의 소질은 다시 이어지는 문단을 통해 보

다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우리는 소질을 그 목적과 관련하여, 인간 규정의 요소들로서, 적절하

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동물성의 소질;

2) 생명체이면서 동시에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성의 소질;

3)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귀책 능력이 있는 존재자로서의 인격성의 소

질.”

(R 6: 26, 칸트의 강조)

이 짧은 논의에서 압축적으로 제시되는 소질에 대한 규정과, 이 규정 

직후에 이어지는 각각의 소질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방금 살펴본 소

질에 대한 설명과 상응하는 칸트의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다. 먼저 칸트

는 소질 일반을 “그 목적과 관련하여, 인간 규정의 요소들”이라고 설명

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소질이 인간이 누구나 가질 법한 세 가지 성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다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인간의 소질을, 어떤 대상을 성취할 가능성이면서 또 인

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성질로 본 앞의 설명과 상응

한다.26) 즉, 칸트의 동물성, 인간성, 인격성의 세 소질은, 풀어서 설명하

자면 이성과 무관계한 동물적 부분로부터 주어지는 선할 수 있는 가능

성, 이성적인 동물적 부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할 수 있는 가능성, 마지

26) 다만, 여기에서는 칸트가 이러한 세 소질을, 생물학적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지리라고
여겼다는 입장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칸트가 논의한 바가 그가 흔히 사
고하는 방식으로, 어떤 추상된 존재자로서의 인간인지 아니면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하
는 속성 내지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논하는 것인지가 확정적이지 않은데, 칸트가 전
자와 같이 생각했다면 모든 현실의 인간이 이러한 세 소질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
다. 다시 말해 칸트가 소질을 이처럼 논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반드시 지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 인간의 영역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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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인간만이 가지는, 도덕 법칙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 세 근거는 대체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될 성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선할 가능성들은 근원적이

다.

이제는 이러한 규정에 뒤따르는 칸트의 설명을 살펴보자. 칸트가 제시

하는 세 소질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살펴본 소질에 일반적인 설명과 

일치한다. 먼저 칸트는 동물성의 소질과 인간성의 소질은 각각 이성이 

필요하지 않은 자기사랑과 이성이 필요한 자기사랑이라는 일반적 명칭으

로 부를 수 있고,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면 도덕의 근원이 아니라 패악으

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일단 동물성의 소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자기 생명의 보존, 번식을 통한 종의 보존, 그리고 공동생활의 소질이 된

다. 반면 이것이 잘못 사용된다면 폭음폭식, 환락, 야만적 무법성과 같은 

패악의 원인이기도 하다. 인간성의 소질은, 기본적으로는 “타인과의 비교

에서만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판정하는 것”이고, 적절하게 사용된

다면 평등의 가치가 되지만,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타

인 위에 서는 우월성을 획득하려는 부당한 욕구”로 작용하여, “시기, 배

은망덕, 남의 불행을 기뻐함” 등의 “악마적 패악”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서술된다(R 6: 27). 일단 이러한 칸트의 사례 및 심리적 묘사에는 

매우 경험적인 부분이, 칸트 본인의 표현으로는 인간학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칸트의 논의의 근거는 인간이 

반드시 가진다고 할 법한, 이성과 무관계한 본능적인 욕구와, 이성을 가

지고 있기에 생겨나는 욕구 일반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것은 칸트가 말

하는 소질의 근원성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종류의 욕구는, 적어

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위자로 하여금 도덕 법칙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

게 하는 욕구이기에 선한 소질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용이 될 여지가 있는 두 소질과는 달리, 인격성의 

소질은 오용될 여지가 없으며, 또한 도덕에 대한 칸트적 입장을 어느 정

도 전제해야 이것이 근원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특수한 소질로 묘사된

다. 칸트에 따르면 인격성의 소질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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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사[Willkür]의 그 자체만으로써 충분한 동기의 감수성”으로 제시되

는데, 이를 칸트적 표현을 최대한 적게 사용해서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그 자체만으로도 선택능력, 곧 의사에 있어서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을 수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R 6: 27).27) 즉, 이 

세 번째 소질은 도덕 법칙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동기를 얻고, 그

리고 이러한 동기를 각자의 주관적인 행위 원리 안에까지 어떠한 정도로 

채용할 수 있는 우리의 도덕적 수용능력이다. 칸트 또한 이러한 점을, 

“도덕법칙의 이념은, 이것과 분리될 수 없는 존경과 함께, 그것만으로는 

인격성의 소질이라고 부른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우리가 이 존경을 

동기로서 우리 준칙 안에 채용”하는 근거가 바로 인격성의 소질이라는, 

바로 이어지는 서술을 통해서 부연한다. 또한 그는, “첫 번째 소질은 이

성을 그 뿌리로 갖지 않으며, 두 번째 소질은 실천적이되, 단지 다른 동

기들에 봉사하는 이성을 그 뿌리로 갖고, 세 번째 소질만이 그 자체로 

실천적인, 다시 말해 무조건적으로 법칙수립적인 이성을 그 뿌리”로 가

진다고 논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소질의 특수성을 재차 강조한다(R 6: 28).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선한 준칙을 각자의 행위 원리인 준칙 안에 채용

할 수 있는 의사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므로, 인간이 선할 수 있는 가능

성은 선한 소질을 가진다는 칸트의 표현으로부터 당연히 따라나와야만 

하는 것이겠다. 따라서 칸트에게서 인간은 이 세 소질들로 인해 선할 가

능성을 반드시 가지는 존재로 다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칸트의 악을 보편악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아

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인간의 선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해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문헌적 논의는, 악할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 성벽(Hang, Propensity)에 대

한 정의에서도 나타난다. 칸트는 1부 1절에서는 위에서처럼 소질을 다루

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성벽을 다룬다. 거기에서 제시되는 성벽에 대한 

27) 가독성을 위하여 추가한 이러한 설명은, 해당 문장의 캠브리지 영역본을 직역한 바
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영역본들에서는 원어의 Willkür를 많은 경우 선택(choice) 혹
은 선택능력(power of choice)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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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정의는, 우리가 우연적으로 가지는 어떤 강렬한 (부정적 대상에 

대한) 욕구인데, 이러한 정의는 악할 가능성보다는 선할 가능성을 더 크

게 인정하는 것 같다. 원문상 성벽의 정의는 이 절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그에 따르면 성벽은 “그 가능성이 인간성 일반에 대해 

우연적인, 그러한 경향성(습성적 욕구, concuposcentia)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근거”이다(R 6: 28). 또한 칸트는 성벽에 대한 이같은 단순한 정

의를 제시하고 나서, 종교의 B판에서 추가한 각주에서 이를 부연하는

데, 거기에서 재론되는 성벽 개념은 다시 “성벽은 본래 당지 향락 욕구

의 성향[Prädisposition] 인바, 주관이 향락을 경험하고 나면 그 향락이 그

에 대한 경향성[Neigung]을 만들어낸다”고 다루어진다. 또한 칸트에 따르

면 인간이 성벽을 갖게 되는 대상은, 종교에서는 인간이 추구하는 악, 

야만인이 추구하는 술로 표현되고 그 밖에 교육학에서는 어린아이가 

추구하는 (일종의 무분별한) 자유 등으로 제시된다(Päd 9: 442). 따라서 

소질보다는 비교적 많은 대상을 가지는 이러한 인간의 성벽이라는 표현

의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지는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우연한 대상에 

대한 강하고 지속적인 욕구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개인이 선하거나 악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모든 사람이 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가 있다. 일단 앞에서 살펴본 성벽과 소질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칸트에게서 선한 (근원적) 소질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

는 어떤 성질로 설명되고 있는 반면, 악한 성벽은 그것을 인간이 가지는 

것이 반드시 참은 아닌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렇다면 칸트에게서 성벽의 

대상인 악함은, 술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모든 인간이 가지지는 않듯이, 

우리가 반드시 가지지는 않을 어떤 성질이다. 반면 선을 성취할 가능성

인 소질은 필연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성질로 다루어졌다. 또한 우리는 

앞에서 인간의 준칙은 선하거나 악할 수만 있는 어떤 것이지만, 그러한 

준칙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다 따져 본다면 성벽과 소질에 대한 논의와 마음

의 불투명성으로부터, 각자의 준칙이 실제로는 선하거나 악한 것 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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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것은 인정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준칙을 판단 내

지는 인식할 때에 있어서는, 마음의 불투명성 원칙에 따라서 현실의 어

떠한 사람이 선한 소질 혹은 악한 성벽 중 어떠한 쪽에 기울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란 선할 가능성도 있고 악할 가능성도 가지는 존

재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

워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편악 주장은 칸트의 정통적인 입장이 아

니며, 인간을 선하거나 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존재이고,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결코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

여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이 칸트의 선한 소질에 대한 서술과 악한 성벽의 정의

에 대한 논의에서 주어지는 보편악 주장과의 긴장은, 이 장의 서문에 제

시되었던 두 번째 목표, 곧 칸트에게서 준칙선택의 자유의 보존가능성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자체로 본 논문의 보편악 주

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우리는 이 장의 서론에서 칸

트의 악에 대한 관점이 실천적으로 정당하게 보편악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조건은 보

편악 주장의 보편성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

런데 현재의 맥락에서는 이 조건이 아니라 두 번째 조건, 즉 칸트가 이

러한 악을 우리의 준칙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극복할 방안을 염두에 두

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보편악 조

건이 단순한 참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적으로 유의미한 참이기 위해서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악이라는 도덕적 개념

은, 그것을 행위자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생

각될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만약에 현실에 어

떠한 의미로든지 가능하기만 하다면 일단은 악은 성립 가능한 개념이라

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선할 가능성은, 설사 그러한 경지

에 다다른 행위자가 현실에 단 한명도 없다고 하더라도 칸트에게서 완전

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겠다. 따라서 선할 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언급은 

적어도 그 자체로는, 현실의 모든 인간들이 악하다는 방식으로 칸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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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해석하고자 하는 여기에서의 논의와 어긋나지는 않는다. 정확히 말

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참이어야 할 선할 가능성이 아니라 보편

악 주장의 근거이다. 만약에 칸트가 악을 보편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근

거만을 제시하였다면, 그로부터 우리는 선할 가능성을 만족시킨 행위자

가 현실에 존재하는 경우를 받아들여야 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행위자는, 선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겠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칸트에게서 선할 가능성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완전한 해명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칸트가 선할 가능성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확보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 

장의 주제가 아니라, 해당 문제를 칸트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종교 2논

고를 대상으로 하여, 선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확보하는 칸트의 입장

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보편악 주장의 두 번째 조건을 온전히 확보하는 

논문의 다음 장의 주제이다. 따라서 일단 여기에서는 선할 가능성과 관

련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명은 다음 장의 과제로 남겨 두고, 여기에

서는 보편악 주장에 대해 또 다른 벽을 만들어내는 칸트의 서술로 논의

의 초점을 옮겨 보도록 하자.

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보편악 주장으로 해석하는 데에 있어 보다 

큰 긴장을 만들어 내는 입장은, 성벽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

명하는 부분에 들어 있다. 이러한 서술로부터 우리는 칸트가 악을 증명

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앞서 살펴

본 마커스 콜이나 캠프 라이언이 채택한 규제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근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여기에서는 일단 이러한 논의를 본

격적으로 다루기 앞서, 문헌상의 흐름을 따라, 그리고 이후의 논의를 보

다 용이하게 이해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성벽에 대한 정의 이후에 칸

트가 서술하는 세 가지 성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살펴

보자. 일단 원문에서 세 가지 성벽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사람들은 이것[인간의 악으로의 자연본성적 성벽]의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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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첫째로는, 취한 준칙 일반을 준

수함에 있어서 인간 심정의 연약함, 또는 인간 자연본성의 허

약성 ; 둘째로, (설령 좋은 의도에서, 그리고 선의 준칙 아래에

서 일어나는 일이더라도) 비도덕적인 동기들과 도덕적 동기들

을 뒤섞으려는 성벽, 다시 말해 불순성 ; 셋째로, 악한 준칙들

을 채택하려는 성벽, 다시 말해 인간 자연본성의 또는 인간 심

정의 악의성이 있다.”

(R 6: 29, 칸트의 강조)

이처럼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세 성벽에 대한 짧은 논의 이후에, 칸

트는 각각의 성벽을 조금 더 설명한다. 이어지는 논의를 참조해 본다면, 

대체로 허약성의 성벽은 의지 나약(Weakness of Will), 곧 선한 준칙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에 따라서 행위하기에 충분한 의지력을28) 가지지 못

하는 경우로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선(즉 법칙)을 나

의 의사의 준칙 안에 채용하되, 객관적으로 이념 중에서는... 무적의 동기

인 이것이 주관적으로는... 즉 준칙이 준수되어야만 하는 때에는, (경향성

에 비해) 더 허약한 동기”인 경우로 설명된다. 다음으로, 불순성은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동기가, 결코 그 자체로 온전하지는 않다

는 점인데, 이는 세 번에 거쳐서 설명된다. 우선 칸트는 이를 “준칙이 그 

객관의 면에서는 (법칙의 의도적인 준수의 면에서는) 선하기도 하고 어

쩌면 그 실행을 위해서 충분히 힘이 있기도 하나, 순수하게 도덕적이지

는 않다”고 불순성을 설명한 다음, 이어서 우리가 “다시 말해... 법칙 그

것만을 충분한 동기로서 그 안에 채용”하지 않고 “의무가 요구하는 바로 

의사를 규정하기 위해 또 다른 동기들을 필요로 한다”는 경우라고 재차 

논하고, 마지막으로는 “바꿔 말하자면, 의무에 맞는 행위들이 순수하게 

의무로부터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한다. 

28) 여기에서 “의지”는 칸트가 사용하는 의지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논한 아크라시
아과 같은 것이다. 논문에서 해당 표현이 칸트의 고유한 기술용어임을 고려하여 칸트
적인 논의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의지력”이라고
구분하여 표기하나, “의지 나약”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해당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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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벽의 마지막 단계는 악의성, 부패성, 혹은 다른 맥락에서의 

논의를 반영하여 전도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도덕법칙으로부터의 

동기를 다른 (도덕적이지 않은) 동기들 뒤에 놓는 준칙들을 세우려는 의

사의 성벽”으로 설명된다(R 6: 29-30). 이러한 세 번째 성벽은, 때로 자기

-기만(self-conceit), 곧 행위자가 사실은 그르다고 판단해야만 하는 준칙

을, 옳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또한 대표적으로 

앨리슨과 같은 해석자들이 이러한 세 번째 성벽만이 악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보편악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그런데 이

러한 해석이 주어지는 이유가 성벽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위의 인용구에

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근거는 칸트 1논고 3절에서 이러

한 성벽에 대해서 재차 언급할 때의 논의에서 주어지는데, 이 성벽을 보

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잠시 해당 부분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칸트는 3절에서 이 세 번째 성벽인 전도성이란, 고의적 악행을 수반하지

는 않는 다른 두 성벽과는 달리 “고의적인 죄과(dolus)”로 판정될 수 있

으며, 이는 인간의 간악성이라는 성격을 보이는 것이라고 부연한다. 다시 

이 간악성은 다시 자신의 행위가 운 좋게도 악한 결과를 산출하지만 않

았다면,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법칙이 최우선이 된 준칙에 의해서 행해

졌는지에 대해서는 따져 보지 않고 만족하도록 스스로를 속이는, 곧 “자

기 자신을 푸른 연기로 싸는 불성실성”을 보이는 것에 있다고 설명된다. 

이러한 칸트의 서술로부터, 이 세 번째 성벽이란 자신의 일반적인 도덕

적 믿음에 비추어 볼 때에 그른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 행위를 옳다고 여

기게 만드는 잘못된 준칙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스스로를 속이는 성벽이

라는 점이 많은 해석가들에게 받아들여져 왔다.29)

29) 이러한 해석은, 칸트에게서 이 세 번째 성벽이 드러나는 경우만이 진정한 악행이 된
다는 함축을 가지게 되며, 헨리 앨리슨, 마크 티몬스, 마커스 콜, 로라 파피쉬 등의 해
석가들이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의상 성벽이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인간이 가
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갈망이다. 따라서 악의 성벽이 셋이라면, 이 세
성벽 중 어느 것이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는 악한 행위자가 된다는 해석 역
시 가능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다. 또한 세 번째 성벽만이 악이
된다는 입장에서는 칸트에게서 허약성, 곧 의지 나약이라 할 수 있는 경우를 전도성
이 드러나는 경우로 보게 된다는, 반직관적인 상황과 마주한다는 난점이 있다. 앨리슨
의 입장에 대한 반론들 및 그의 응답에 대해서는 Allison(1996) 참조. 현대에는
Vujošević(2019)과 같은 경우가 세 성벽 모두가 행위자의 악한 준칙의 선택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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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종교 1논고 2절에서, 칸트는 세 성벽을 이처럼 설명한 다음 

성벽 일반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부연하는데, 이 논의는 다시금 칸트가 

보편악 주장을 증명하려 든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가정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일단 이러한 칸

트의 미심쩍은 어투가 잘 나타나는 곳은, 전도성의 성벽을 설명하고 나

서 바로 이어지는 문단이다. 원문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문단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으로의 성벽이 여기서 인간에게, 심지어 (행위에 있어서는) 최선인

[besten] 인간에게조차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눈치챘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악으로의 성벽이 설정되는 이같은 사태는, 인간 가운데 

악으로서의 성벽의 보편성, 혹은, 달리 말하자면, 이 성벽이 인간 자연본

성에 섞여 짜여져[녹아들어가] 있음이 증명될 요량이면 일어나야만 하는 

바이기도 하다”

(R 6: 30)30)31) 

이 문장에서 칸트는 놀랍게도 보편악 주장과 그에 반대되는 입장을 동

시에 나타내는 것 같다. 한편으로 여기에서 칸트는 보편악 주장을 다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이 인용된 문장의 앞 부분에서 나

타난다. 지금 칸트는 “인간 가운데에 악으로의 성벽의 보편성,” 그리고 

“이 성벽이 인간의 자연본성에 섞여 짜여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의 보편악 주장, 곧 모든 사람의 

악함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바로 이어지는 표현은 보편악 주장이 어떤 사

실이 아니라 그보다는 어떤 종류의 추측임을 말하는 것 같다.32) 칸트는 

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30) 해당 번역은 원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지도 및 영어 판본을 따라 수정한 번역이다.
31) 아래의 논증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악한 성벽이 인간의 자연본성에 들어 있음이

“증명될”이라는 표현은 캠브리지 번역본에서는 “if it is to be proved”로, 독일어 원문
에서는 “bewiesen werden soll”이라는 표현으로 서술되어 있다.

32) 앞에서 정리할 때에 논한 바와 같이, 악을 어떤 가정으로 보는 이러한 입장 곧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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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문장의 후반부에서는 “악으로의 성벽의 보편성” 내지는 “이러한 

성벽이 인간의 자연본성에 섞여 짜여 있음”이라는 보편악이라는 사태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어야 할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

다. 악의 보편성에 대한, 이와 같은 추측적인 표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절의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나타난

다. 거기에서 칸트는,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악한 성벽이 근절될 수 없다

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괄호 안에서 부연하는데, 그에 따르면 “그렇게 

하기[악한 성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준칙이 선의 준칙이어야만 

할 것인데, 그 준칙이 저 성벽 자신에서 악한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als Böse angenommen wird] 것이다(R 6: 31).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상정”이라는 표현은 다시금 칸트가 인간에게 있다고 여기는 악한 성벽

이, 사실의 문제가 아닌 어떤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그런데 종교 1논고 2절의 후반부에서 보편악 주장에 대한 장애를 야

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두 추측적인 표현은, 각각의 서술

이 주어지는 맥락을 잘 살펴보면, 불순성의 성벽으로부터의 보편악 주장

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독해될 수 있다. 일단 먼저 서술된 성벽의 보편성

이 증명되어야 할 어떤 것이라는 표현의 맥락을 살펴보자. 이러한 논의

는, 앞에서 살펴본 세 성벽, 곧 허약성, 불순성, 악의성(전도성)의 성벽에 

대한 논의 이후에 따라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인용구의 앞부분을 다시 보면, 해당 부분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심지어 

(행위에 있어서는) 최선인 인간에게조차” 악한 성벽을 가지고 있다고 생

각할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는 보편악 주장이 참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칸트의 청유적인 사고의 전개로 볼 수 있다. 그렇

다면, 논의의 맥락상 여기에서 등장하는 보편악에 대한 추측적 표현은, 

앞에서의 성벽 개념을 이해한다면, 사람들은 가장 선한 사람조차, 악한 

준칙을 채택할 주관적 근거, 곧 악에 대한 성벽을 가지리라는 추측, 다시 

말해 보편악 주장이 참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칸트

적 해석은 각주 16에서 정리한, 라이언 캠프, 마커스 콜과 같은 해석가들이 받아들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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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평으로 읽을 수 있겠다. 이러한 독해 하에서 이 추측적 표현은, 만

약에 뒤에 서술된 내용으로부터 보편악 주장에 대한 증명이 주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는 표현으로 읽혀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 뒤에 보편악 주장에 대한 별다른 증명이 등장하

지 않는것처럼 보인다는 데에 있다. 위에서 제시한 독해가 타당하기 위

해서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문장 이후에 칸트는 보편악 주장에 대한 그

의 어떤 증명이 주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칸트의 논의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선한 준칙을 가진 사람일 수는 없다는, 보편악

을 보이기에는 다소 약해 보이는 주장일 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

된다:

“선한 윤리의(bene moratus) 사람과 윤리적으로 선한(moraliter 

bonus) 사람 사이에는, 그 행위들의 도덕법칙과의 합치에 관한 

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전자의 경우에

는 그 행위들이 법칙을 유일한 최상의 동기로 삼는 일이 언제

나 그런 것이 아니며, 어쩌면 결코 그런 일이 없으며,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항상 그러하다는 점이다. 전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바는, 그는 법칙을 문자대로 (다시 말해, 법칙이 지시

명령하는 행위에 관한 한) 따른다는 것이고, 반면에 후자에 대

해서 말할 수 있는 바는, 그는 법칙을 정신[영]에 따라 – 도덕

법칙의 정신이란 이 법칙이 그것만으로 동기로서 충분하다는 

점에 있거니와 – 지킨다는 것이다. 이 신앙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은 것, 그것은 (그 사유방식[성향]에서) 죄이다. 왜냐하면 만

약 의사를 합법칙적인 행위들로 향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법칙 

자신 이외에 다른 동기들이 (예컨대, 명예욕, 자기사랑 일반, 

동정심과 같은 선량한 본능이라도) 필요하다면, 행위들이 법칙

과 합치하는 일은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R 6: 30-1, 칸트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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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게 인용된 문단의 논의를 얼핏 보면, 여기에서 칸트는 선한 사람

이라는 것은 그의 준칙이 선한 행위자이지, 그의 외적 행위가 선한 행위

자가 아니라는 점만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행위의 옳

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과 행위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다름을 

강조하는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반복되는 논의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는 보편악 주장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해 보인다. 이 문단에 대한 이러한 독해가 맞다고 할 때 이로부터 

칸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장은 사람이 선하기 위해서는 준칙이 선

해야 하는 것이고, 행위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선하게 여길 수는 없다는 것일 뿐이니 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가 받아들이는 다른 입장인 마음의 불투

명성에 의해, 그는 선한 행위를 중단없이 수행하는 어떤 행위자가 혹여

나 선한 준칙을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보편악 주장이 맞기 위해서는 바로 이 판단을 지지하는 근

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악에 대한 칸트의 완전한 관점을 뽑

아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절이 보편악 주장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우리

는 여기에서 처음 제시되고, 이후 종교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칸트

의 표현, 곧 도덕 법칙이 행위자의 “최상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현은 칸트가 행위자의 행위가 아니

라 준칙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논의들, 이를테면 정초에서 정직한 준칙

에 따라서 행위하는 가게 주인과 이득을 위하여 정직하게 물건을 판매하

는 가게 주인 간의 비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최상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함을 지적하는 이러한 보편

악 주장에 대한 언급이, 앞에서 설명한 세 성벽 중에서 불순성의 성벽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 보아야 한다. 위 인용구 마지막 문장에

서, 칸트는 “법칙 자신 이외에 다른 동기들”이 필요했더라면, 행위들이 

법칙과 합치하는 것은 우연이고, 행위자는 어쩌면 그가 행하였던 합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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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위와 달리, 그러니까 악하게 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다른 두 성벽보다는, 앞에서 “의무가 요구하는 바로 의사

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 동기 외에 흔히(어쩌면 항상) 또 다른 동기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규정된 불순성의 성벽을 지칭하고 있음이 확실한

데, 이어지는 논의에서 칸트는 이러한 성벽을 가지는 인간은 “순정하게 

선한 행위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악한 것”이라는 확실한 도덕적 평가까지

도 내린다(R 6: 30-31). 

그런데, “최상의 준칙”과 인간의 “불순성”에 기인하는 이러한 도덕적 

평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칸트의 불완전한 증명과는 명백하게 다른 

것이다.33)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칸트의 보편악 논변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논변은 그가 실제로 인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실제 악행(야만인의 

패악, 문명인의 예절 속의 위선, 그리고 소위 문명국가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에 기반하는 논변이었으며, 이는 명백하게 악의가 드러나는 행위들

로부터 행위자의 악한 준칙을 추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논변은 곧 “패악의 부재를 이미 마음씨가 의무의 법칙에 알맞을 것

으로(즉 덕으로) 해석하는 사유방식”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이는 내용상 

33) 세 성벽에 대한 칸트의 언급 이후에 제시되는, 칸트의 불순성의 성벽으로부터 보편
악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러한 논의는, 종교의 1논고와 관련되어 있는 또 다
른 논의인 “숨겨진 논변”의 내용 및 그 위치에 관련된 기존의 논쟁과도 관련된다. 대
체로 많은 해석가들은, 종교 1논고 2절, 그러니까 성벽을 다루는 절에 숨겨진 논변
을 서술해 두었다는 칸트의 언급을, 해당 절에 보편악 주장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칸트의 다른 논의에서 숨겨진 논변을 찾아 왔다. 원문에서 나타나는 칸트의
표현을 보면, 그는 1논고 3절을 마무리하는 각주에서 “도덕적으로 심판하는 이성의
이러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 그 본래의 증명은 이 절 보다는 오히려 앞 절에 함유되어
있다”고 서술한다(R 6: 39). 이 구절은 그가 보편악 주장에 대한 일종의 숨겨진 증명
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증명의 내용은 1논고 2절에 있어야 한다는 논의이다. 그러
나 이러한 힌트는 놀랍게도 칸트에 대해서 가장 온정적인 해석가들에 의해서조차 명
백하게 무시되어 왔다. 이를테면 앨리슨의 경우는 Allison(2002)에서 실천이성비판의
논의를 통해서 칸트가 언급한 바 없는 선한 성벽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고, 우드의
경우는 Wood(2009)에서 종교 1논고 1절의 소질 및 3논고의 논의를 근거로 든다. 그
밖에는 Kohl(2017)은 1논고 3절을, Kemp(2011)의 경우에는 판단력비판을, 
Muchnik(2010)은 종교의 1논고 및 전체 서문을 근거로 든다. 그 밖에
Palmquist(2015)나 김화성(2009)의 경우에는 1논고 2절에 숨겨진 논변이 있다고 여기지
만, 이 두 입장 해당 절 안에서 정확히 어떠한 부분의 논의가 보편악 주장을 지지하
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숨겨진 논변이라 볼 수 있는 칸트의 보다 확실한
보편악 주장이 정확히 어떠한 근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본고와 다른 입장을 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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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살펴본 세 성벽들 중에서는 전도성의 성벽에 따른 악을 비판하는 

논변이다(R 6: 36). 그리고 이 두 논변이 어째서 보편악을 주장할 수 있

는 좋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에서 논의되었다. 그런데 인용된 

부분에서 칸트는, 합법칙적 행위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도덕 법칙이 

충분히 그의 준칙 안에 동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불순성

만을 언급하면서도, 그러한 행위자가 악한 존재자라고 논하고 있다. 그렇

다면, 지금 칸트는, 앞에서 다룬 두 실망스러운 논변의 근거들, 곧 겉으

로 드러나는 경험적인 악행에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인간이 반드시 가

지리라고는 생각되기 어려운 자기 기만적 특성(전도성)에도 의지하지 않

고서, 어떤 행위자를 악하다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악에 대한 이러한 칸트의 설명이, 비록 현대의 철학적인 논의

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성급하고 또 불완전해 보이기는 하지

만, 칸트 자신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발언했던 것이라면, 우리는 위에

서 살펴본 보편악 주장에 대한 칸트의 추측적 발언을 달리 이해할 수 있

다. 곧 “이[악한] 성벽이 인간 자연본성에 섞여 짜여져[녹아들어가] 있음

이 증명될 요량이면”이라는 발언이 암시하는 바에 따라, 사실은 보편악

에 대한 어떤 다른 종류의 증명이 바로 다음 문단에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불명확하고 너무 간소한 칸트의 서술로 인하여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았지만 말이다.34)

만약에 칸트가 첫 번째 추측적 표현 직후에 보편악에 대한 어떤 증명

을 의도했다는 것이 참이라면, 1논고 2절의 보다 뒤쪽에 등장하는 추측

적 표현은 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보편악 주장으로 해석하는 데에 있

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에서 칸트가 보편악 주장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에서 인간의 악한 준칙은 “상정”된다

는 추측적 표현으로가 아니라 “받아들인” 것으로, 그러니까 보다 확정적

인 표현으로 해석을 고칠 수 있게 되어 성벽에 대한 논의 후반부에서 나

34) 각주 27에서 말하였듯, 여기에서는 칸트의 세 성벽 중 하나라도 인간이 드러나게 된
다면 그 인간은 악해진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전도성(자기 기만), 허약
성(의지 나약)으로부터의 성벽은 보편악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불순
성으로부터의 성벽은 보편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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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문제 역시 해소되기 때문이다.35)36) 앞에서 살펴보았던, 1논고 2절의 

마지막 부분의 문제적 표현은, “그 준칙이[최상의 준칙] 저 성벽 자신에

서 악한 것으로 상정되고[als Böse angenommen wird] 있”다는 서술이었

고, 우리는 이러한 서술을 칸트가 준칙을 증명 대상이 아니라 어떤 가정

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또 다른 근거로 여

겼다. 그러나, 만약에 칸트 스스로는 앞에서 자신이 악의 보편성에 대한 

어떤 증명을 이미 수행하였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해석이 타당할 수 있다

면, 칸트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논의에서 직전의 논의에 따라 인류가 

악한 준칙을 받아들인 것을 증명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설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었던 보편악에 대한 추측성 표

현은, 이 때에는 보다 확실한 표현으로 바뀔 것이다. 즉 인간에게 있어 

악한 최상의 준칙이 채택되었음은 “상정”되는 것 아니라 이미 (칸트가 

보기에는) 앞에서 그가 증명한 바에 따라서 “받아들여진” 것이 된다. 그

렇다면 칸트의 보편악 주장에 대한 추측성 표현으로부터 비롯되는 소극

적 문헌적 논의의 귀결은, 우리가 최상의 준칙과 불순성으로부터 보편악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로 모아지게 된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종
교의 비교적 불완전한 논의를 완전하게 다듬어 악에 대한 칸트의 입장

을 보편악 주장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문헌적 독해의 과제로도 

이어진다. 즉, 우리가 칸트의 문헌으로부터 재구성하여 본 보편악 주장이 

불순성의 성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칸트의 소략한 언급을 

보편악에 대한 “숨겨진 논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

35) 해당 독일어 표현은 번역본에서는 맥락에 따라 위에 따옴표 안에 서술한 두 한글 표
현으로 번역되며, 영어로는 assume과 accept로 번역되곤 한다.

36) 다만 논의를 진행함에 따라 알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해당 표현이 “상정”된다는 의
미로 사용되었을 경우를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바처럼, 
보편악 주장을 설명할 때 칸트는 가장 선한 인간조차도 악하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전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의미는 아주 확실한 의미로
상정되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 6: 32). 또한 다음 절의 논의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보편악 주장의 근거를 볼 때, 보편악이란 이러한 칸트의 언급에 상응
하는 매우 확실한 추측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칸트가 두 의미 중 추
측적인 의미로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으로 필연적”이라는 표현
을 칸트가 사용하는 두 방식에 관해서는 각주 16에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Kohl(2017)
의 662-3쪽의 논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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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는 칸트의 직관으로부터 보편악 주장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 문헌적 논의로 나아가도록 하자.

3.2. 보편악 주장에 대한 적극적 문헌적 논의

이 절에서는 보편악 주장에 대한 근거를 칸트의 문헌으로부터 재구성

해내는 적극적인 문헌적 논의를 제시하고, 이를 명확하게 다듬어 악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칸트의 논리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드러내보이고자 한

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된 칸트의 논변은 또한 소극적 논의로부터 그 

필요성이 제시되었던 불순성으로부터의 보편악 주장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칸트에게서 악의 충분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이로부터 칸트 본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귀결은 자신의 철학의 당연한 귀결이었으리라는 점을 제시하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뉘어서 제시된다. 첫 번째 단계는 칸트의 다른 

저서인 덕 이론에서 보편악 주장을 보충할 근거를 찾는 것이다. 다음

으로는, 보완된 칸트의 입장으로부터 칸트가 종교에서 받아들이는 준

칙의 특성, 그 중에서도 “최상의 준칙”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는 보편악 주장의 또 다른 중요한 근거로, 이러한 준칙이 관장하는 범위

는 행위자가 처할 수 있는 모든 범위라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는 이

로부터 주어지는 악의 충분조건이 소극적 논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밝힌 

불순성으로부터의 악에 대한 칸트의 입장과 일치함을 보인다. 

3.2.1. 덕 이론을 통한 보편악 주장의 보충 

먼저 논의의 시작을 위해 적극적인 문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기에 앞서, 잠시 종교로부터 멀어져서 칸트가 자신의 종교철학을 스스

로의 체계 안에서 긍정하였을지 부정하였을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칸트의 다른 저작들로부터 우리는 적어도 그 스스로는 종교라는 

저서에서 나타나는 논의 일반, 혹은 그 자신이 말하는 제목 그대로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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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곧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 대한 논의를 정당하다고 여겼으리

라는 점을 보여주는 문헌적 근거를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그의 

최초의 유명한 저서인 순수이성비판에서부터 이미 종교적 논의의 필요

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그는 B판의 서문에서 “내가 만약 사변 이성

으로부터 동시에 그것의 과도한 통찰들의 월권을 빼앗지 않는다면, 나의 

이성의 필수적인 실천적 사용을 위해 신, 자유 그리고 [영혼의]불사성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의로 제시하기 때문이다(B ⅩⅩⅩ, 칸트의 

강조). 여기에 더하여, 순수이성비판의 후반부에서 칸트가 자신의 유명

한 세 질문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마치 보편악 주장을 암시하는 듯한 표

현이 나타난다. 그는 먼저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에 의해 네가 행복할 만한 품격을 갖추게 되는 그

것을 행하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한 다음,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

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거기에서 칸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만약 내가 행복할 만한 품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게끔 

처신한다면, 이로써 어떻게 나는 행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도 좋

은가?”라고 말한다(A809/B837, 필자의 강조). 이러한 칸트의 표현은, 마치 

내가 행복할 만한 품격을 갖추지 못하리라는 점을, 곧 두 번째 응답에 

대한 완벽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점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만일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그가 믿었다면, 위의 표현은 “내가 

행복할 만한 품격을 갖추었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행복을 희망해도 좋

은가?”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웠을 것이니 말이

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대체로 각자의 행위 준칙을 도덕 

법칙과 일치시키라는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세 번째 

질문에 답이 이와 같이 주어진다는 것은, 칸트가 이미 이 최초의 비판기 

저서에서부터 인간은 그러한 준칙을 완전히 차용하지 못하리라는, 즉 악

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가 될 수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천이성비판이나 판단력비판의 후반부는 신의 존재에 대한 

그의 유명한 요청이 다루어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일 텐데, 이와 유사

한 논의가 종교의 서문에도 이어진다. 특히 실천이성비판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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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나타나는 것은 종교의 A판 서문이다. 거기에서 칸트는 먼저 도

덕을 위해서는 오직 의무만이 문제가 될 뿐,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도덕을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먼저 말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이 

가장 잘 일어나는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우리는 바랄 수 밖에 없

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덕법칙은 우리에 의해 가능한 최고의 선이 

실현되기를 의욕”한다고 말이다. 이어서 칸트는 “그러므로 도덕은 불가

피하게 종교에 이르고, 그로써 도덕은 인간 밖의 하나의 힘 있는 도덕적 

법칙수립자” 이념에까지 확장되는 것이며 다시 자신의 작업이 “학문들을 

통합하여 고찰하는 시도”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법칙수립자라는 표현

은 칸트에게 익숙한 독자들로 하여금 친숙한 초험적 개념, 곧 실천이성

비판에서 요청되는 신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칸트는 1793년 칼 프리드

리히 스토이들린(Carl Friedrich Stäudlin)에게 보낸 편지에서 종교가 그

의 유명한 세 질문 중 마지막 질문인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에 

대한 답을 다룬다고도 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그가 종교의 논의를 

자신의 실천철학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여겼다면 결코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Br 11: 429). 

종교적 논의에 대한 칸트 본인의 승인은 종교보다 후기에 서술된 저

서들에서도 이어진다. 이를테면 윤리형이상학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

이것[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은37) 순전히 이성에서 도출된 것이 아

니라, 동시에 역사론과 계시론에 기초하는 것으로, 단지 이것들과 순수 

실천이성의 합치만을 함유”한다는 논의가 나타난다(MS 6: 488). 또한 칸

트의 종교에 대한 입장을 담아 말년에 다시 출간한 저서인 학부들의 투

쟁 서문에서는 칸트에게서 이성종교란 “계시된 것으로 신앙되는 종교의 

문헌, 즉 성경 안에서도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논의가 있다(SF 7: 6n). 이 서문은 우리에게 그가 종교적 논의를 소중하

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보다 중요한 문헌인데, 여기에서 칸트는 종교의 

37) 윤리 형이상학의 출간은 1794년의 검열의 영향이 남아 있었던 1797년이었고, 여기
에서 칸트는 종교철학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명백하게 개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저서에서는 칸트는 종교철학적 논의가 한정적인 의미에서나마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
내고 있다. 윤리 형이상학에서 종교철학적 논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마지막에서 부록에서 다루어진다.



- 71 -

출간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 곧 검열관의 검열 칙서 및 그에 대한 자

신의 답서, 그리고 그 답서에서 사용한 “국왕 전하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민”으로서 검열을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 사실은 국왕의 생전에만 검

열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숨긴 것이었다는 점까지도 세세하게 밝히기 

때문이다(SF 7: 10). 이처럼 비판기 저서와 후기 저서, 칸트 본인의 평가, 

그리고 종교의 서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이러한 논의들을 고려한

다면 칸트는 종교라는 저서의 논의 내지는 어떤 종교적 논의가 자신의 

실천철학의 정당한 일부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38)

그런데 종교의 서술만으로 칸트의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저서의 논의가 정확히 칸트의 철학 체계에서 어떠한 부분

과 맞닿아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앞선 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라는 저서에 칸트가 직접 서술한 보편악 논변, 즉 경험으로

부터의 보편악 논변과 전도성으로부터의 보편악 논변은 너무 취약하여 

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지탱할 수 없으며, 또 종교의 서술은 칸트의 

실천철학 체계와 종교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다

면 이 저서의 불완전한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저서의 악

에 대한 논의를 칸트의 전체 입장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로부터 이 저서의 불완전해 보이는 논변을 보다 강화할 방안이 주어져

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필자는 이를 위한 핵심적인 재료를 덕 이

론에서 수집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크게는 종교와 윤리 형이

상학 2부 덕 이론의 논의 소재가 인간의 준칙이라는 점에서 같기 때

문이다. 칸트는 종교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측면에서 도덕 

법칙에서 엇나간 준칙, 곧 악한 준칙의 차용이 보편적이라는 논의 및 그

것을 극복할 방안들을 핵심으로 다룬다. 반면 덕 이론의 논의 대상은 

38) 혹자는 종교의 보편악 논의가 단지 칸트의 실천철학적 논의들과 모순되지는 않을
뿐 그의 진의일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종교에 대
한 실천철학적 전거 뿐만이 아니라 그 핵심 주장인 근본악에 대한 문헌적 전거도 그
의 다른 저술에서 찾을 수 있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나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
학과 같은 저서에서도 악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명시적, 반복적으로 논하고
다소 표현이 다르지만 실천이성비판에서도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선은 언제나 결
함이 있다”고도, 또 “주관은 피조물을 도덕적 마음씨의 이런 단계[신성한 단계]에 결
코 이르게 할 수 없다”고도 언급하기 때문이다(KpV 5:77, 84; ZeF 8:376n; A 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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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윤리학적 의무’를, 다

시 말해 도덕 법칙과 상응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원리, 곧 곧 선한 

준칙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루기 때문이다.39)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상 이 

두 저서는 개인의 윤리적 준칙이란 동일한 소재의 동전의 양면을 서술한 

것이기에 한 쪽의 논의를 통해서 다른 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

기를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덕 이론 서문의 세부적인 논의는 악 개념에 있어서 두 저서 

간의 실제적 연관을 보여준다. 덕 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윤리학적 의무

는 형식과 질료의 두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먼저 덕 일

반에 대한 칸트의 설명부터 시작하자. 일단 칸트 본인의 설명 및 그가 

가지고 있는 도덕심리학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덕 이론 (B판 기준) 

서문 9절과 14절, 18절에 등장한다.40) 먼저 9절에 나타나는 칸트의 덕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덕은 “인간의 의무 수행에서 그의 준칙의 강함”이

며, 이 강함은 다시 “윤리적 결의와 충돌할 수 있게 되는 자연본성정 경

향성들”이라는 장애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인식된다

(MS 6: 395). 또한 덕은, 주관적 행위 원리, 곧 준칙이 어떠해야 한다는 

원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논의, 곧 윤
리 형이상학의 1부인 법 이론의 대상인 법과는 구분된다는 점은 비교

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덕 이론 서문의 도입부에서도 

“지금은 일반 의무이론의 체계가 외적 법칙들에 관여할 수 있는 법이론

과 그런 것들에는 관여할 수 없는 덕이론의 체계로 구분된다”는 말로, 

또 2절에서는 “덕의무가 법의무와 본질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후자는 외

적 강제가 도덕적으로-가능한 반면에, 전자는 오로지 자유로운 자기강제

에 의거한다는 점”으로 제시되기도 한다(MS 6: 379; 383). 

이처럼 덕은 우리의 준칙을 관장하고, 그에 따라 덕 의무는 올바른 준

칙이 어떠한 준칙인가를 다루는 의무인데, 칸트는 이를 덕 이론에서 

39) 정초, 실천이성비판에서도 윤리적 준칙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거기에서의 준
칙은 반드시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준칙이 아니라 신적 존재자의 준칙까지도 포괄하
는, 보다 일반적인 준칙이다.

40) A판에는 순서상 서론 14절이라 할 수 있는 “덕 일반에 대하여” 부분에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해당 절을 14절로 표기한 B판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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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덕 의무와 질료적 덕 의무라는 두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칸트는 9절에서는 “행함이 덕인 것은 본래적인 덕의무는 아니”며, 이것

은 의무에 따르는 준칙의 단일한 “형식”에 관련되는 바인 반면 덕 의무

는 그러한 준칙의 복수의 “질료 혹은 실질내용,”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떠

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 의무인지에 관련된다고 말한다(MS 6: 394, 칸트

의 강조). 또한 18절에서 이러한 논의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덕 의무 자

체’는 우리가 적절한 복수의 윤리적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는 한

편 이와 구분되는 개념인 ‘이 의무를 진다’는 것은 하나인 것, 혹은 하나

의 유덕한 마음씨를 가지는 것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MS 6: 410). 

다분히 칸트적인 언어로 서술된 이러한 논의는 현대의 논자들에게는 

생소한 표현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의를 덕 이론의 

요소론과 방법론의 구분과 상응한다는 점을 통해서 이해해 본다면, 칸트

가 말한 덕의 질료와 형식라는 것이 각각 도덕적 믿음의 내용과 그것에 

따라 행하는 의지력, 곧 도덕적 동기의 문제라는 친숙한 윤리적 논의임

을 알 수 있다. 일단 덕 이론 서문 마지막에서 칸트는 자신의 윤리학

이 한편으로는 존재자들의 구분에 따라서도,41)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체계의 원리, 곧 질료와 형식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고 

말한 후, 후자에 따라 윤리학을 요소론과 방법론으로 구분한다고 정리한

다(MS 6: 412). 그리고 요소론과 방법론으로 나뉘는 본문에서, 먼저 덕 

의무의 질료를 다루는 것으로 정의된 요소론은 내용상 올바른 도덕적 믿

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덕 의

무, 타인에 대한 덕 의무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되며, 우리에게 비교적 친

숙하게 알려진 칸트적 믿음에 대한 논의들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

에서 우리는 곧 자기 자신의 완전성과 타인의 행복과 같은 윤리적 목적

들과, 거짓말 금지와 같은 그에 수반하는 하위 목적들 및 그 사례들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 윤리학적 방법론은 “경향성들과의 싸움에서 결의의 

강함”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서술되는, 주로 문답법을 논하는 윤리적 교

수법, 혹은 방해물들과 맞서는 완강함과 덕에 수반하는 유쾌함, 그리고 

41) 이에 대한 논의는 법 이론의 서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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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아적인 삶의 태도를 중시해야 한다는 논의인 “윤리적 수행법”으로 

구성된다(MS 6: 477, 484). 여기에서 칸트는 도덕적 믿음의 내용보다는 

그러한 믿음들에 닥치는 난관을 극복하고 굳건히 자신이 믿는 바 대로 

행위한다는 것의 중요함을 다루는데, 그 내용으로는 덕을 가르치는 방법

인 교수법, 그리고 그 덕을 증진하는 방안인 수행법에 대한 매우 짧은 

논의만을 제시한다. 내용상으로 이러한 논의는 어떤 특정한 윤리학적인 

관점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덕 이론의 요소론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도덕

적 믿음들에 맞게 행위해야 하는 의지력을 강조하고 있다. 비교적 명확

한 이러한 본문의 논의가 각각 질료적, 형식적 덕 의무에 상응한다고 제

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부터 우리는 질료적 덕 의무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

는 것으로, 형식적 덕 의무는 곧 도덕적 믿음을 그대로 행하는 의지력 

혹은 결의에 관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식적 덕 의무는 칸트가 가지고 있

는 준칙의 최종목적이 될 수 있는 두 궁극목적, 곧 도덕법칙과 행복 간

의 충돌이 일어날 때 도덕적 의지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감성, 경향성, 혹

은 행복의 충고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주는 유혹을 극복하고 굳건히 

도덕 법칙의 지시를 따르라는 의무이다. 이러한 논의는 덕 이론 서문

의 14절, 그리고 법 이론앞에 쓰인 윤리 형이상학 전체의 서문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칸트는 윤리 형이상학 전체의 서문에서는 “주관적

으로 행위들의 귀책성의 정도는 극복됐어야만 할 장해들의 크기에 따라

서 평가되어야 한다. - (감성의) 자연적 장해들이 크면 클수록, (의무의) 

도덕적 장해가 작으면 작을수록, 선한 행실/행동은 그만큼 더 많은 공적

으로 산정된다”고 말한다(MS 6: 228). 도덕적 의지력과 그에 반하는 감

성의 장해라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도에 기반한 설명은, 다시 덕 이

론의 14절에서는 “덕은 의지의 도덕적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의

지의 강함의 정도는 “인간이 자기의 경향성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장해물의 크기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MS 6: 

405). 

이러한 충돌은 어느 정도는 칸트가 받아들이고 있는 특수한 양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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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심리학, 즉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도덕 법칙 혹은 순수 이성을 

그 목적으로 삼거나 자기 행복의 원리 내지는 경향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궁극적 준칙에 대한 그의 가정으로부터 설명된다. 감성이 주는 도덕적 

장해와 인간의 의지력 간의 이분법적인 도식을 통해 주어지는 이러한 도

덕심리학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윤리 형이상학 전체의 서문의 앞부분

에서 의사를 규정할 때에 제시되는 바이기도 하다. 거기에서 칸트는 우

리의 의사는 1) 경향성에 의해서 규정받거나 2) 이러한 것에서 영향받지 

않고 내적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규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MS 6: 214).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어떠한 인간도 경향성과 도덕 법칙이라는 이러

한 두 가능한 의사의 대상들 중에서 한쪽만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다. 따

라서 논의를 보다 더 깊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완전히 이

질적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는 선하고, 또 어

떠한 경우에는 악한지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야만 하고, 이로부터 인간이 

악하다는 귀결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칸트는, 그의 마지막 

저서인 인간학에서, 인간은 “가장 흐릿한 의식 가운데서조차도, 자신이 

의무법칙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존재인 동시에 “인간 안에는 그

가 허용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허용되지 않은 것을 능동적

으로 욕구하는, 다시 말해 악으로의 성벽”을 가지는 존재라고 논하면서, 

인간은 이러한 두 종류의 행위 이유를 동시에 가지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한다(Anth 7: 324). 그렇다면 이 둘을 모두 받아들이는 실제의 인간이 경

향성의 충고를 극복하거나 혹은 거기에 굴복할 때에 그의 준칙은 어떠한 

형태를 띨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깊게 탐구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논의를, 우리는 종교에서 명료한 언어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종교의 논의와 덕 이론을 연결하는 아래의 절에서, 칸트가 이

러한 두 목적을 동시에 가지는 행위자의 준칙을 어떠한 것으로 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3.2.2. 칸트의 보편악 주장의 전제 1: 최상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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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가 덕 이론에서 위와 같이 우리의 도덕적 결의 내지는 의지력을 

신장시키라는 의무를 형식적 덕 의무라는 이름으로 해당 저서의 2부인 

도덕적 방법론을 통해 논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로부터 덕 

이론과 종교의 보편악에 대한 논의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는 도덕적 의지력이 충만한, 혹은 나약한 행위자의 준칙이 어떠한 방식

으로 서술되는가의 문제가 보다 면밀히 탐구되어야 한다. 또한, 소극적 

문헌적 논의의 결과로 주어진 과제에 따르면, 이러한 논의는 불순성의 

성벽에 근거해야 한다.42)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잘못된 준칙을 채용하는 근거가 도덕적 의지력의 부

족에서부터 야기되게끔 하는 설명을 찾아내는 것으로 정리되겠다.

이러한 과제를 푸는 실마리는, 칸트에게서 인간의 선악을 결정하는 준

칙이, 사실은 “최상의 준칙”이라는 데에서부터 주어질 수 있다. 물론 “최

상”이라는 표현은 비록 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종교의 악

에 대한 칸트의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거기에서 칸트

는 행위자가 받아들인 준칙과 법칙의 합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행

위자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 그런데 칸트는 몇 페이지 뒤

에서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보충설명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의 선악을 

논할 때에 그 기준이 되는 준칙은 어떤 개별적인 준칙이 아니라 준칙들

을 아우르는 특수한 준칙이며, 그러한 준칙의 선택은 도덕 법칙에서부터

42) 의지력의 부족을 악으로 보는 이러한 문제는, 문헌적으로는 칸트의 세 가지 “성벽” 
개념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벽, 그러니까 허약성과 불순성을 드러낸 행위자는
악한 행위자인가에 대한 문제와도 엮여 있다. 대표적으로 앨리슨과 같은 해석자들은
자신의 칸트 해석에 근거하여 오직 세 번째 성벽인 전도성을 드러낸 행위자만이 칸트
에게서 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인다. 앨리슨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는 Allison(1996) 참조. 그 외에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로
는 Kohl(2017), Timmons(2017) 등이 있고, 이러한 입장을 거부하는 입장으로는 앨리슨
의 저서에서 소개된 입장들 및 보다 현대의 저술로는 Rukgaber(2015) 등이 있다. 의지
의 약함 역시 악으로 보는 여기에서의 입장은 칸트의 세 성벽 모두 악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논의에 대한 가장 큰 문헌적 근거이자 다른 논의들에서 무시되어 왔
던 논의는, 앞 절에서 살펴본, 두 번째 성벽 곧 불순성에 해당하는 설명을 칸트가 악
으로 여긴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그리하여 숨겨진 논변에 대한 칸
트의 의문스러운 언급(R 6: 39)에 대한 본 논문의 고유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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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기와 감성으로부터의 동기 중 어떠한 동기를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가장 못된 인간조차도) 어떠한 준칙에서든 간에 도덕

법칙을 이를테면 반역적으로(즉 불복종을 선언하면서) 포기하

지는 않는다.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오히려 그의 도덕적 소질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육박해온다. 그리고 어떠한 다른 동기

도 그것에 반하여 작용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역시 도덕법칙을 

의사의 충분한 규정근거로서 그의 최상의 준칙 안에 채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겠다. 그러나 인

간은 또한 자신의 역시 아무 죄과 없는 자연소질로 말미암아 

감성의 동기들에 매이며, 그것들을... 또한 자기의 준칙 안에 

채용한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도덕 법칙에 구애받음이 없이, 

이 감성의 동기들을 의사의 규정을 위해 그 자체만으로도 충

분한 것으로 그의 준칙 안에 채용한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악

한 것이겠다.”

(R 6: 36, 칸트의 강조)

이러한 칸트의 논의는 보편악에 대한 근거로 악이 경험적으로 만연하

다는 것을 다룬 다음 심리적 악을 제시하기 직전에 제시된 것으로, 그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적 설명보다는 보다 나은 설명을 제시하겠다는 의

도와 함께 서술된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칸트의 입장은 두 가지인데, 하

나는 최상의 준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이

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동기가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소질에서부터 

온 동기와 자연소질에서부터 온 감성의 동기로 나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두 가능한 동기들 중 어떠한 동기를 “충분한 규정근거”로 자

신의 “최상의 준칙” 안에 채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악이 갈린다고 보

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선악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우리가 논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살펴본 조건, 곧 인간의 선악 여부는 그의 (최상의) 준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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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법칙과의 합치 여부, 칸트의 표현으로는 “법칙으로부터의 (때때로

의) 이탈을 자기의 준칙 안에 채용”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입

장과 같을 것이다(R 6: 32). 그렇다면 우리는 한 행위자의 최상의 준칙과 

도덕 법칙이 합치된 경우는 도덕 법칙이 주는 동기에 따라서 그 법칙을 

그의 의사의 충분한 규정근거로서 최상의 준칙 안에 채용된 경우로, 다

시 최상의 준칙과 도덕 법칙이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는 감성의 동기들을 

의사의 규정을 위해 그의 최상의 준칙 안에 채용하는 경우로 일단 설명

할 수 있다.43)

그런데 최상의 준칙이란, 그 아래에 모든 하위 준칙들이 놓이게 되는 

준칙이다. 이에 대해서 대체로 해석가들은 칸트가 제시하는 다양한 방식

의 준칙의 사례들로부터, 그리고 그 시대에 비교적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준칙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그가 적어도 두 층위의, 혹은 그 이상의 

층위의 준칙들 간의 위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에 합의하고 있다. 이

를 확인하기 위해서 칸트가 제시한 준칙의 사례를 보자면, 일단 그가 제

시하는 준칙은 “늙어서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는 젊어서 일하고 절약하

라”와 같은 행복의 충고에 따르고자 하는 준칙이나(KpV 5: 21), “거짓말

하지 말라”와 같은 도덕 법칙에 따르고자 하는 준칙들로 구분될 수 있다

(MS 6: 430). 그런데 그는 단지 이러한 비교적 추상적인 준칙들만을 제

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준칙, 

이를테면 “어떤 모욕에 대해서도 보복 없이 참고는 지내지 않는다”와 같

은 준칙을 제시하기도 한다(KpV 5: 19). 이러한 준칙들을 놓고 보면, 앞

에 들었던 예와 같은 보다 추상적인 준칙들은, 어떤 행위자가 그러한 준

칙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반드시 그의 삶 전체나 혹은 보다 긴 기간에 

걸쳐서 매 상황마다 그러한 준칙이 어떠한 행위를 지시하는지를 고려하

43) 이러한 논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어지는 두 준칙을 동시에 받아들인 경우에 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 여기에서 칸트는 가상적으로, 순전히 선한 행위자와 순전히 악
한 행위자의 준칙을 논하고 있다. 즉, 도덕 법칙의 동기가 의사의 규정을 위해 그 자
체만으로 충분하게 행위자의 준칙 안에 채용한 행위자는 어떤 가상적인 순전히 선한
존재자로, 반대로 감성의 동기들이 그렇게 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상적인, 순전히
악한 행위자로 표상된다. 그리고 나서 칸트는 이어지는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이 둘
을 같이 채용한 행위자인 인간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악한 행위자가 되는지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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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준칙들일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모욕이란 사태가 일어

나기 전에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보다 구체적인 준칙들은 보

다 좁은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이번 겨울을 잘 나

기 위해서는 지붕을 수리해야한다”와 같이, 삶의 특정한 기간에만 적용

되는 준칙일 수도 있을 것이다.44)

또한 이와 같이 층위가 다른 준칙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행위자가 어째서 특정한 하위 준칙에 따르는지를 물어봄에 

따라 보다 상위의 준칙에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어

떤 행위자가 못과 망치를 사러 가고자 하고, 다른 행위자가 그 이유를 

따져 묻는다면, 그러한 대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나는 못과 

망치를 사야겠어? - 어째서? - 지붕에 망치질을 좀 해야만 할것같거든 

– 어째서? - 지금 집을 손봐야만 하기 때문이야 – 어째서? - 겨울동안

에 따듯하게 지낼 공간이 필요하거든.”45) 이러한 가상의 대화에서, 결국 

특정한 구체적인 준칙의 채용 근거를 따져 묻는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

면, 행위자는 그 하위 준칙의 근거가 되는, 보다 상위의 준칙을 들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추위가 건강에 좋지 않다거나, 자신의 역량이 따듯한 

지역으로 이주를 용인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상위 

준칙의 연쇄는 결국 행위자가 더 이상 상위의 근거를 댈 수 없을 때까지 

올라갈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논한 바와 같이 칸트의 도덕 심리학에

서 그러한 준칙의 최종 도착지는 도덕 법칙이나 행복 내지는 경향성의 

만족으로, 그러니까 양가적으로 주어진다.46) 

그런데 이와 같이 최상의 준칙의 후보가 되는 두 동기를 동시에 행위

자의 최상의 준칙으로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칸트는 다음과 같이 

44) 준칙들 간에는 위계가 있고, 이러한 준칙들의 끝에는 최상의 준칙이 있다는 논의가
칸트에 대한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입장은 준칙에 대한 해석사를 정리
한 연구 논문의 결론부를 참조하였다(Gresis 2010 235). 

45) 이 대화는 준칙들 간의 위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던 Formorsa(2007)에 등장하는 사례를
변형한 것이다(Formorsa 2007 231).

46) 준칙의 연쇄의 종착지가 반드시 양가적으로 주어질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아리스토
텔레스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관점이 칸트 당대에서 보다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McCarty(2009) 
70-77쪽 참조.



- 80 -

위 인용구에서 바로 이어지는 논의에서 서술한다:

“이제 인간이 자연스럽게 이 둘[도덕법칙과 감성의 동기]을 준

칙 안에 채용하고, 또한 이 둘 각각이 독자적으로, 설령 홀로 

있다 해도, 의지규정을 위해 충분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준

칙들의 차이가 한낱 (준칙들의 질료인) 동기들의 차이에, 곧 법

칙이 그러한 동기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감관충동이 그러한 동

기를 제공하는가에 있다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선하면서 동시

에 악한 것이겠다. 그러나 이것은 (서론에서 본 바와 같이)[R 

6: 24] 모순이다.47) 그러므로 인간이 선한가 악한가의 차이는 

그가 그의 준칙 안에 채용하는 동기들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즉 준칙의 질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둘 중 어

느 것을 다른 것의 조건으로 만드는가 하는 종속관계(즉 준칙

의 형식)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이(최선의 인간 또

한) 악한 것은 오직 그가 동기들을 자기의 준칙[들] 안에 채용

할 때 동기들의 윤리적 질서를 전도시키는 것에 의해서뿐이다. 

즉 그가 악해지는 것은 도덕법칙을 자기사랑의 법칙과 나란히 

[그의] 준칙[들] 안에 채용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법칙과 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

려 하나가 그것의 최상의 조건인 다른 하나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챌 때, 그는 자기사랑의 동기와 그 경향성들을 도

덕법칙의 준수의 조건으로 삼게 된다.”48)

(R 6: 36, 칸트의 강조).

이 인용구에서, 칸트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두 최상의 준

47) 인간은 악하거나 선한 존재 둘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3.1에서 다룬 1논고 서문
의 논의를 가리킨다.

48) 이 인용구의 마지막 두 문장은 논증의 필요 및 이해의 용이성을 돕기 위해 영어본을
참고하여 번역을 수정하였다. 또한 한국어판에서는 준칙(Maxim)을 전부 단수로 서술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논의의 정확성을 위하여 복수로 표현된 경우는 원어의 복수형
표현을 살려 준칙[들]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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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후보인 도덕 법칙의 지시와 행복의 충고 중에서 어떻게 어느 한 쪽

이 최상의 준칙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즉, 그는 먼저 위에서 살펴본 인용

구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도덕 법칙과 감성이 주는 동기 중에서 어느 하

나만 가지는 가상적인 선한/악한 행위자의 경우를 첫 문장의 전반부에서 

서술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러한 두 동기 둘 다에 영향받는 일반적

인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칸트는 여기에서, 일반

적인 인간은, 도덕 법칙이나 감성이 주는 동기 중 하나만을 받아들이는 

가상적인 선한/악한 행위자와는 달리, 그러한 도덕 법칙과 감성이 주는 

동기 둘 다를 자신의 준칙들 안에 받아들이는 존재임을 먼저 받아들인

다. 그리고 이 두 준칙이 병립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 혹은 

달리 말해 이 둘이 대립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감성이 주는 동기를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 도덕을 수행하겠다는 준칙을 그가 받아들이게 된

다면, 그러한 인간은 악인임을 마지막 문장에서 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떤 존재인가? 칸트가 여기에서 그러한 행위

자를 따로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제시된 선택과 반대를 고르는 

경우, 곧 이 가상적 행위자가 도덕법칙의 지시가 만족된다는 조건 하에 

자기사랑의 충고를 따르는 준칙을 항상 받아들인다면, 그리하여 그의 최

상의 준칙이 도덕 법칙이 보다 상위에 놓이게 된다면 그는 선한 것이겠

다. 예를 들자면, “나는 나의 집을 살 만큼의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부

정축재를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준칙을 생각해 보

자. 이와 같이 명백히 칸트에게서 악한 것으로 판정될 준칙은, 많은 재산

의 소유라는 조건이 먼저 충족된다면, 거짓말을 금하는 의무의 지시를 

수행하게 되는 준칙이다. 이 때에 행위자의 행동 원리는, 도덕의 지시보

다 집을 소유할 재산을 모으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 경우 그는 재산과 거짓말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선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칸트에게서 행위자의 행위를 설명하는 최

상의 준칙이, 도덕 법칙을 조건으로 하여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는 도덕 

법칙을 행복의 상위에 두는 선한 사람인 것이고, 반대로 행복을 조건으

로 하여 도덕 법칙을 추구한다면 그는 행복을 도덕 법칙의 상위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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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칸트의 설명에서는, 이 가상적 행위자가 어느 한쪽의 

준칙이 다른 하나의 준칙을 조건으로 삼게 되리라는 주장만이 적혀 있을 

뿐,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덕 이론의 형식적 덕 의무와 질료적 

덕 의무의 구분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칸트의 도덕심리학에 

따라 이러한 행위자는 도덕 법칙의 지시와 자기사랑의 충고를 같이 듣는

다. 그런데 그가 자기사랑의 충고를 우선시하게 되는 경우는 1) 준엄한 

도덕 법칙의 지시를 애써 무시하고 그것이 지금 마치 자기사랑의 충고를 

따르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거나 2) 이 

둘이 상충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 도덕 법칙의 

지시를 따르지 못한 경우이다. 이러한 두 경우 중에서 1)의 경우는 잘못

된 도덕적 추론을 행한 경우, 곧 잘못된 도덕적 믿음을 가지게 된 경우

이므로 질료적 덕 의무의 위반이겠다. 그리고 2)의 경우는, 의지력의 부

족으로 인한 도덕 법칙으로부터 일탈이고 형식적 덕 의무의 위반이겠다. 

또한 1)은 잘못된 도덕적 추론이 의도적으로 일어난 경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 있는 칸트의 논의 중에서는 

세 번째 성벽인 전도성이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역

시 실천적으로 항상 경계해야만 해야겠지만, 전도성은 적어도 보편악 주

장의 근거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앞에서 칸트의 논변을 정리하면

서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전도성이 아닌 성벽으로부터 보편악 주장을 

도출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를 생각해 볼 때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경우는 2)이며, 이는 덕 이론에서 나온 형식적 의무의 위반, 곧 의지력

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이 수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합법칙적인 행위

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의지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잘못된 

준칙이 어떠한 형식을 띠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단 이러한 

행위자는, 행위자가 자신의 경향성에 따른 욕구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만족되는 조건 하에서만 의무로부터 행하는 준칙, 곧 조건적인 의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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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따르게 되는 자이겠다. 그는 이를테면 적어도 자신에게 100보다 더 

큰 고통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만 도덕적 목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

한 행위자는 도덕에 따른 행위의 결과로 100이 넘는 고통이 주어지리라

고 판단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행위하지 않게 되며 그래서 이 때 그의 최

상의 준칙, 곧 모든 준칙들 중 가장 추상적이고 행위자의 모든 행위를 

설명하는 준칙은, 그로부터 도덕법칙과 항상 일치하는 행위를 이끌어낼 

수 없게 된다.49) 그리고 이는 악에 대한 칸트의 정의, 곧 “법칙으로부터

의 (때때로의) 이탈을 자기의 준칙 안에 채용”하는 경우와 일치한다.

이러한 준칙을 받아들인 행위자의 경우는, 행복의 충고와 도덕 법칙의 

지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행복의 충고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

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대한 거짓 증언을 하는 행위

를 피하기 위해서 고문을 견디어 내는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그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문을 이겨 내다가, 이를테면 친

구의 배반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 고통, 현실의 지위 박탈과 같이 점차 

커져가는 그의 고난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고난

이 그에게 야기한 유혹에 패배하였다고 하자.50)51) 이러한 패배의 순간은 

49) 이 100이라는 수치는 포상, 연봉, 감금, 처벌, 폭행, 각종 협박 등의 다양한 조건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50) 이와 유사한 사례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이러한 모든 협박과 굴욕을 견디는 행위자
의 경우로 칸트가 제시한 경우를 약간 바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유혹은 행위자
의 명백한 불행 내지는 기쁨의 감소를 야기하고, 그 정도 또한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
으로 주어진다. 다만 칸트 또한 윤리적 행위를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역시 이러한 쾌를 고려하여 결국 고난을
이겨내고 수행한 도덕적 행위조차도 자기 행복의 원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킨다고 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칸트 본인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는 종교 2판에 추가된, 자신에 대한 실러의 반론을 비판하는 각주에서, 
“의무의 개념은 무조건적인 강요를 함유”하며, 비록 덕스러운 인간은 유덕한 행위를
할 대에 일정 정도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사실이며 권장되기는 하겠지만, “의무만이
문제가 될 때에 그라치에[기품, 우아함]는 정중하게 떨어져 거리를 취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의무가 본질적으로 행복과는 구분되는 입장으로 그가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R 6: 23). 또 그는 윤리 형이상학의 미출간된 서문에서는, 우리가 의무에 맞는
(pflichtmaessige) 행위를 즐거워하며 (mit Lust) 수행하는 것은 확실하게 가능한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의무로부터 하는 행위를 즐거워하며 (mit Lust aus Pflicht) 수행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논하기까지 하면서(Lec 23: 100), 의무의 명령과 자기행복의 충고를
일치시키는 입장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하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한다(Allison 2020 
481-94에서 재인용). 

51) 종교의 번역본에서는 도덕 법칙에 거스르는 감성적 동기의 작용을 “장해”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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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이와 같이 특정한 시점에서 유혹에 

패배하는 순간, 혹은 도덕 법칙의 지시를 거스르고 행복의 대상을 선택

하는 순간, 그 행위자의 상위의 법칙은 행복의 법칙이었음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러한 사례를 모든 준칙을 아우르는 “최상의 준칙”이라는 개념

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형식의 최상의 준칙이 적절한 

준칙인지를, 그리고 부적절한 최상의 준칙이 어떠한 형식을 띠는지를 확

실히를 알 수 있다. 일단 자기 자신의 행복과 도덕 법칙의 지시를 동시

에 듣는, 인간적인 행위자가 받아들인 준칙은 조건문으로 서술된 준칙일 

것이다. 즉, 그는 도덕 법칙의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행

복을 추구하는 행위자이거나, 혹은 행복이 일정 정도로 만족되는 조건 

하에서 도덕 법칙의 지시를 따르는 준칙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조건문

적인 준칙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

터스가 사용하였던 조지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지는 수요일

마다 그가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곤 하지만, 미래

에 그에게 유혹이 닥쳐오게 될 때에 어떻게 행위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

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즉, 그는 그가 현재까지 마주한 친한 친구의 생일 

초대나 보트 여행과 같은 유혹은 거절하였지만, 이를테면 수조원의 이득

과 수요일의 자원봉사 사이에 선택하게 될 상황에 마주하였을 때 그가 

어떻게 행위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던 것이다(Peters 2018 508-9). 이

와 같은 보다 큰 유혹에 직면하였을 때, 조지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

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가 받아들인 준칙은 대략적인 형식은 그가 굴

복하게 된 그러한 유혹이 주어지지 않는 한에서만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런데 행위자가 받아들인 조건문적인 준칙에서, 보다 상위에 놓이는 

준칙은 조건문의 전건이다. 위에서 논한 조지의 사례를 보다 추상화시켜

서, 그가 “100만큼의 쾌락 내치는 고통이 만족되는 조건 하에서 도덕적

으로 행위하겠다”라는 준칙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준칙은 

해물”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다. 논문에서는 원문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
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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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큼의 쾌고”과 “도덕적으로 행위함(봉사활동을 함)”이라는 두 준칙

이 연결된 형태이다. 그런데 이 두 준칙이 충돌하는 순간에, 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준칙은 전건 부분, 곧 “100만큼의 쾌고”일 것이다. 이러한 준

칙을 받아들인 행위자는, 100만큼의 쾌고와 도덕적 행위인 봉사활동 간

에 선택할 상황이 오면, 100만큼의 쾌고를 선택하지, 도덕적 행위를 선택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의 순간에 선택되는 대상은 그

러한 선택의 순간 그 행위자가 보다 더 원하는 것이므로, 행위자는 그 

대상을 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겠다. 따라서 조건문적인 

준칙에서는 전건에 서술된 준칙이 보다 상위의 준칙이 된다.

그렇다면 최상의 준칙은 조건문적 준칙에서 결코 후건이 될 수 없게 

되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올바른 최상의 준칙의 형식과 그른 최상의 준

칙의 형식을 알 수 있다. 즉 올바른 준칙은 ‘나는 윤리적 목적과 충돌하

지 않을 때에만, 행복을 목적으로 삼겠다’의 형식을,52) 그른 준칙은 ‘행

복이 (어느 정도로) 만족되는 한에서 나는 윤리를 목적으로 삼겠다’의 형

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행위자의 도덕적 

믿음이 어떠한 관점을 따르는가와는 무관하게, 그 행위자가 행복이나 고

통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가 믿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

된다. 이러한 논의는, 다시금 윤리 형이상학에서 덕에 대한 칸트의 규

정, 곧 “덕은 의지의 도덕적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의지의 강함의 

정도는 “인간이 자기의 경향성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장해물

의 크기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다는 설명과 상응한다(MS 6: 405).

종교에서의 악을 덕 이론의 형식적 덕 의무의 위반과 동일시하고, 

그 악의 원인을 의지력의 부족으로 보게 되는 이러한 해석에 대한 문헌

적 근거로는, 종교에서 유일하게 준칙의 “질료”와 “형식”이라는 표현

52) 칸트가 종종 논하는, 자기 행복의 원리가 그 자체로 그르지 않다는 점은 바로 이 준
칙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각자가 원하는 바에 대한 추구가 윤리의 명령과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추구할 수 있고 이는 허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나는 윤리적 목적만을 나의 목적으로 삼겠다’와 같은, 행복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어떠한 조건도 나타나지 않는 준칙을 보편적 행위 원리로 삼는 것
은 적어도 자신의 보존과 같은 필수적인 목적마저도 상실하게 되어 채택하기 불가능
할 것이므로 이는 인간의 준칙을 다룰 땐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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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하는 부분을 들 수 있다. 거기에서 칸트는 정확히 이와 같은 내

용을, 즉 행위자의 준칙이 형식적으로 윤리적인지 아닌지는 두 최상의 

준칙의 후보 중 무엇이 다른 것의 조건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한가 악한가의 차이는 그가 그

의 준칙 안에 채용하는 동기들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준칙의 

질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둘[도덕적 준칙과 행복의 준칙] 중 

어느 것을 다른 것의 조건으로 만드는가 하는 종속관계에(즉 준칙의 형

식)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R 6: 36, 칸트의 강조).53) 이처럼 종
교에서의 칸트도 그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조건부 준칙에서 그 

후건 혹은 종속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한 인간의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덕 이론에서의 도덕적 준칙의 ‘형식’의 논의의 특

징 및 귀결과 일맥 상통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칸트가 종교에서 논한 

보편악 악에 대한 기준은 덕 이론에 나온 바와 같은 사태, 곧 형식적 

덕 의무의 위반이며, 또한 그러한 위반은 경향성의 충고를 전건으로 한 

최상의 준칙을 받아들이는 경우로 구체화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3.2.3. 보편악의 전제 2: 가능한 모든 상황의 고려

지금까지의 논의는 의지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는 도덕 법칙이 아

닌 경향성의 요구가 일정 정도 만족되는 조건 하에서만 도덕적 행위를 

하겠다는, 잘못된 형식의 최상의 준칙을 받아들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이

것만으로는 악이 보편적이라는 결론이 따라나오는 것은 아니다. 일단 악

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허약성을 드러내는 행위, 곧 의지 나약으로 인해

서 도덕 법칙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로 보이는데, 전 인류가 보편

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형식의 준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보장은 없고, 그

53) 해석가들 역시, 이와 같이 종교에서의 악이 궁극적으로는 두 궁극적 준칙 올바른
상하 관계가 뒤집히는 것에 있음을 받아들이며, 이에 따라 종교의 악은 곧 메타준
칙(metamaxim)이라는 것에 폭넓은 동의가 있어 왔다(Quinn 1988 110). 다만 여기에서
의 설명은 그러한 뒤집힘을 덕 이론과 연결시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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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반례 또한 손쉽게 상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테

면 무인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나 혹은 산 속에서 홀로 지내

는 수행자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내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위함으로서 악한 준칙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칸트가 실패하였다고 보는 연구자 중에는, 칸트에게서 개

인의 선악이 준칙들 간의 관계 혹은 최상의 준칙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칸트가 그러한 악이 정말로 보편적임을 이끌어내

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혹은 그러한 논변이 불가능하리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Formosa 2007  237).54) 이는 여기까지 살펴본 칸트의 

입장, 곧 준칙은 어떤 위계를 가지고 최상의 준칙의 형태로부터 개인의 

선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반드시 모든 행위자가 도덕 법칙

에서 벗어난 형식의 준칙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 추론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또한 이러한 설명은, 불순성으로부터의 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소극

적 문헌적 논의로부터 주어진 과제도 아직 만족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앞에서 성벽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의지력의 부족은 칸트의 세 성

벽 중에서 허약성의 성벽으로 보인다. 우리가 소극적인 문헌적 논의에서 

살펴본 악에 대한 칸트의 언급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

는 악의 근거는 불순성으로부터의 악이어야만 했다. 즉, “의사를 합법칙

적인 행위들로 향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법칙 자신 이외에 다른 동기들

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악한 행위자이고, 모든 인간은 이

러한 특징으로 인해 악한 행위자로 여겨질 수 있으리라는 칸트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1논고 2절에 두 번에 걸쳐 등장하는, 

보편악 주장을 추측으로 여기게끔 하는 칸트의 서술을 설명하기 매우 어

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R 6: 30). 그러나 위 절의 논의의 귀결은 어떤 

도덕적 의지력의 부족, 곧 허약성으로부터의 악을 보여줄수는 있겠으나 

54) 해당 부분의 논의에서 포모사는 칸트가 악행으로부터 악한 준칙으로의 추론을 받아
들였다고 해석하고, 이에 따라서 칸트가 언급하는 만연한 악행으로부터 많은 사람의
준칙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지만, 보편악 주장이 참이라는 것은 보일
수 없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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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성으로부터의 악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허약

성으로부터의 악은, 의지나약을 겪지 않는 행위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매

우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보편악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는, 불순성에 기반하는 형식적 덕 의무의 위반, 곧 잘못된 형식의 최상의 

준칙을 의지력의 부족으로 인해 행위자가 채 용하는 경우가 모든 인간에

게 사실이 되도록 만드는 설명을 찾아내야 한다. 악에 대한 칸트의 입장

에 방점을 찍는 이러한 논의는, 칸트의 저서들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주어지는 직관을 고려하여 최상의 준칙을 보다 명료하게 해명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55) 이러한 칸트의 직관을 반영하면, 최상의 준칙은 행위자

가 놓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관장한다는 점이 밝혀지고, 나아가 

보편악 주장이 불순성의 성벽으로부터 초래된다는 귀결에 이르게 된다.

먼저 정초에 등장하는 사례로부터 우리는 칸트에게서 준칙이 포괄하

는 범위는 행위자가 실제로 행한 행위들 혹은 실제의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칸트는 종종 어떠한 의식적 악행도, 

또 그른 도덕적 믿음도 없는 행위자 또한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초 에 나오는 “박애가,” 곧 타인을 “허영이나 

사익과 같은” 동기 없이도 남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인 행위자에 대한 다

음과 같은 가상적 상황에 기반한 평가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한 경우에 그 같은 행위[선행]는 매우 의무에 맞고, 매우 

사랑 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참된 윤리적 

가치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경향성들...과 같은 종류이다...

저 박애가의 마음이 자신의 깊은 슬픔으로 흐려져, 타인의 운명

에 대한 모든 동정심을 없애버렸고, 그는 여전히 고난 받고 있

는 타인들을 돌볼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 자신의 고난에 극도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남의 고난은 그를 자극하지 못한다고 가정

해 보자. 이제, 어떤 경향성도 더 이상 그를 그렇게 하도록 자

55) 이 논의는 칸트의 여러 실천적 저서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강한 주장을 담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저서들에서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직관이 있다
는 약한 입장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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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그는 이 치명적인 무감수성에서 벗

어 나와 아무런 경향성 없이, 오로지 의무에서 그 행위를 할 

때, 그때 그 행위는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GMS 

4: 398). 

 잘 알려져 있듯이, 해당 문단의 앞부분에서 칸트는 박애가의 행위는 

비록 의무에 맞는 행위이지만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아니며 이로 인해 그

의 자선에는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논의를 잘 살펴본다면, 우

리는 이미 이 정초 1장의 유명한 사례에서부터 칸트가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인용된 부분의 앞부분에서 이 

박애가는 사람을 돕는 것을, 적어도 “사익과 같은 다른 동인 없이도” 행

하고자 하는 행위자로 주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상식적으로 자신의 

자선이라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을 것이며, 또한 그에 어

긋나는 외적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지도 않았다(GMS 4: 398). 그렇다면 

윤리 형이상학에 나오는 덕 의무의 질료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즉 옳

은 믿음을 가지는 것과 주어진 현실에서 그 믿음대로 행하기에 충분한 

의지력 중 어느 것도 박애가는 어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그의 행위에 어떠한 윤리적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얼핏 보기

에 그의 후기 철학과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도덕적 판

단은 대체 어떤 근거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런데 위 인용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유명한 사례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피터스의 입장에서 그 단초를 볼 수 있었던 입장, 곧 행위자의 

준칙은 그가 처할 수 있는 가상적 상황까지 포괄한다는 관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기에서 칸트는 박애가의 행위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서 실제 행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깊은 슬픔으로 흐려

져, 타인의 운명에 대한 모든 동정심을 없”애게 되는 도덕적 무감수성 

상태라는 가상적 상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GMS 4: 398). 또한 이 사고실

험에서는 가정에 따라 이 박애가의 도덕적 믿음도, 또 그 믿음에 따르겠

다는 원래의 의지력도 변항이 아니며, 변항은 오직 타인을 돕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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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얻게 되는 기쁨의 양의 감소 뿐이다. 그리고 이 때에 그는 타인을 

돕기를 멈출 수도 있고 여전히 타인을 도울 수도 있는데, 칸트가 말하는 

바는, 이와 같이 (우연적으로) 그의 행위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바

뀐 가상적인 경우에 그가 남을 돕기를 멈춘다면 박애가의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으며 만일 그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겪고 나서도 여전히 타

인을 돕는다면 그의 행위는 비로소 위에 서술된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독해가 맞다면, 이미 정초에서부터 칸트에게서 

어떤 행위자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가상적 상황에서의 행위까지

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칸트가 고려하는 가정적인 상황의 범위는 매우 넓다는 

점을 실천이성비판의 도덕적 영웅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실천이

성비판 후반부의 주제인 도덕적 교육론에서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어떤 

학생에게 우화적으로 제시되는 모범적 사례에서 나타난다. 앤 불린과 같

은 무고한 범죄자를 폭군에 맞서 변호하는 것으로 그려진 이 사람은 우

선 그 무고한 사람을 중상 모략하지 않기로 먼저 결정한다. 그러자 사람

들은 그를 회유하거나 협박하게 되는데, 칸트가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먼저 “큰 선물, 높은 지위”와 같은 이득을 거부하고, 나아가 친구와

의 절교, 상속권 박탈, 박해와 모욕, 자유와 생명의 위협, 심지어는 가족

의 간청과 같은 요청에까지 견뎌낸다(KpV 5: 156-7). 이때 그는 다양한 

일련의 상과 협박들로부터 우리들이 느낄 법한 감정을 그대로 느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음으로서 비로소 그의 인격을 증명하게 된다. 이처럼 

칸트가 종종 사용하는 가상적 상황에서의 행위자에 대한 평가에 비춰 볼 

때, 칸트에게서 행위자는 단지 현실에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에서만이 아

니라 보다 넓은 범위, 즉 가상적인 상황에서 그가 행위할 바에 따라서도 

평가받는다.

그런데 칸트에게서 준칙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행위 

원리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리고 행위자의 준칙 중에는 “최상의 준칙”

이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행위자의 선악 여부를 평가할때 고려되

어야 할 가상적 상황의 범위는 가능한 모든 경우여야 한다.56) 방금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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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칸트에게 있어 진정 유덕한 행위자가 견뎌 

내야만 하는 유혹의 한계는 현실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상 가능

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관련하여 칸트는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준칙

들 중에는 여타의 모든 준칙들을 아우르는 “최상의 준칙”이 있다고 여긴

다는 점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또한 그러한 최상의 준칙은 

올바른 형태일 경우에는 “나는 윤리적 목적과 충돌하지 않을 때에만, 행

복을 목적으로 삼겠다”의 형식을, 반면에 잘못된 형태로는 “행복이 (어느 

정도로) 만족되는 한에서 나는 윤리를 목적으로 삼겠다”는 형식을 띤다

는 점 역시 앞에서 정리되었다.57) 이러한 최상의 준칙은 나의 모든 가능

한 상황에서의 행위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원리와 결합될 수 있

는 가상적 상황의 범위는 어떠한 제한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처럼 행위자가 놓일 다양한 경우들을 고려함에 있어, 행위자

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준칙과는 달리, 그 행위자가 어떠한 상황

에 수동적으로 놓이게 되는가의 문제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 즉 

우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를테면 원칙적으로 우리는 영화 매트릭

스 속의 등장인물처럼, 새로운 세계에서 급작스럽게 깨어나게 된다면 기

존에 알고 있던 세계와는 단 하나의 공통점조차도 없는 상황에 처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칸트는, 그와 같은 급작스러운 환경의 

56)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러한 설명이, 칸트의 “최상의 준칙”에 대한
적절한 이해로부터 곧바로 따라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굳이 두 번째 전제로 보지 않
아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도 가능하다. 이는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지적이나, 칸트가 최
상의 준칙 개념을 받아들였고, 그가 최상의 준칙의 후보로 도덕 법칙의 지시와 행복
의 충고를 둔다는 양가적인 목적론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많은 해석가들조
차, 최상의 준칙이 가상의 상황을 포함한다는 것을 반드시 떠올리지는 않아 왔다는
점에서 이를 두 번째 전제로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57)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이러한 최상의 준칙에서는 준칙 안에 상황(circumstance)에 대
한 언급이 없거나, 혹은 매우 추상화된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준칙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설명할 때에는 상황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올바른 최상의 준칙에서는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고, 잘못된 형태에서는 행복의
일정 정도의 만족이란 매우 추상적인 형태로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이는 이
를테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겠다” 혹은 “학기 중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와
같은 준칙에서 “목이 마름,” “학기 도중임”과 같은 형태로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
한 언급이 들어가 있는 여타의 준칙과의 차이이다. 이러한 특성은 최상의 준칙에서의
상황이란 행위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일반화한 형태일 수밖에 없고, 그
리하여 그가 마주칠 모든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 방식을 설명하는 준칙이어야 한다
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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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지든지간에 행위자가 그가 믿는 도덕적 원

칙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져야만 진정 그는 그가 믿는 도덕

적 원칙을 그의 최상의 원칙으로 삼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달리 말해

서 환경의 변화가 어떠하든지간에 행위자가 유혹에 패배하여 자신이 도

덕적으로 옳다고 판단한 바에 따르지 못하였다면, 그의 선행은 적어도 

일정 부분 그가 놓인 운 좋은 (혹은, 너무 극단적으로 불운하지는 않은) 

상황에 의한 것이었을 뿐 올바른 최상의 원칙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행위

였음이 폭로되는 것이다. 칸트는 종교에서도 이 분석과 일맥 상통하도

록 우리의 선행은 “순전한 행운의 공... 무능력, 기질, 교육, 유혹으로 이

끄는 시간과 장소의 상황이... 그들을 패악으로부터 멀리 지켜주”어 가능

한 것이라고 논하기도 한다(R 6: 38). 반대로 만약 어떤 행위자의 최상의 

준칙이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이었다면 그는 자신을 둘러싼, 우연에 의

해서 좌우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항상 행위하는 존재일 것이고 이 경우에만 비로소 그는 진

실로 선하다고 불릴 형식적 자격을 획득한다. 칸트에게는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점차 

커지는 협박을 이겨내는 것으로 서술된 실천이성비판의 도덕적 영웅과 

같은 선한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58)

또한 지금 우리가 제시한 설명은, 앞에서 보편악 주장에 대한 소극적 

논의에서 제기된 필요를 만족시킨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러한 설명은 우

리가 가상적인 상황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어떤 극단적으로 불리한 상황

에 처하게 된다면 각자는 의지 나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행복의 유혹

에 어느 순간 넘어가리라는 논의이고, 그러한 점에서 이 논의는 형식적 

덕 의무의 위반으로부터의 보편악 주장이다.59) 그리고 이는 동시에 불순

58) 우리는 선한 존재자가 되기 위한 칸트의 규정이 이와 같이 엄격하다는 점을, 다음
장에서 그가 생각하는 도덕적 이상향을 다루면서 재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3
장에서 판단력비판의 논의로부터 은총을 해명하는, 5.2에서 다루어진다.

59) 앞에서 의지 나약으로 설명되었던 허약성의 성벽은, 행위자가 현실에서 실제로 겪는
의지 나약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허약성의 성벽은 각자가 실제로 의지 나약으로 인
하여 마지못해 그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불순성의 성벽은 현재 악행을 하진 않지만
어떤 가상적인 상황에서 그가 악행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둘
은 각각 현실에서의 의지 나약과 가능한 어떤 상황 하에서 겪게 될 의지 나약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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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칸트의 논의와 일치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 문헌적 논의

에서 보았던 과제를 달성하게끔 만든다. 일단 칸트에게서, 불순성이 발현

되는 경우는, 행위자가 실제로 적절한 도덕적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

음을 수행하기에도 충분한 의지력을 가지는 경우로 그려진바 있었다. 불

순성에 대한 두 번의 설명에서 이는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즉, 불순성에 

대한 칸트의 첫 번째 설명에 따르면, 이는 우선 “좋은 의도에서, 그리고 

선의 준칙[들]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로 묘사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설

명에서 불순성은 “준칙이 그 객관의 면에서는 (법칙의 의도적인 준수의 

면에서는) 선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 실행을 위해서 충분히 힘이 있”는 

경우로 설명된다(R 6: 29-30). 그리고 우리가 주목한, 불순성으로부터 기

인하는 악에 대한 칸트의 입장에서 칸트는 그러한 악이 발현되는 경우에

도 행위자는 “순정하게 선한 행위들을 한다”고도 언급한다(R 6: 31). 

그렇다면 선한 믿음에 따라서, 혹은 선한 동기에 따라서 실제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순한 성벽을 가진 행위자가 악하다는 칸트

의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논의는, 이제 그가 가상적 상황을 포함한 모

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하여 보충될 수 있다. 불순성을 통

하여 악을 설명하는 칸트의 언급을 다시 살펴보자. 칸트는 불순성에 대

한 언급을 통해 인간이 악하다고 말하는 문단에서, “행위들이 법칙을 위

반하는 데로 나갈 수도 있”는 준칙은 “반법칙적 준칙”이고 그러한 준칙

을 받아들인 “인간은 순정하게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이라 말

했음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R 6: 31). 그리고 이는 “의사를 합

법칙적인 행위들로 향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법칙 자신 이외에 다른 동기

들이 필요”한 준칙에 대한 선고이기도 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어째서 이

러한 준칙을 받아들인 사람이 악하다고 불려야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

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칸트가 준칙 평가에 있어서 고려

되어야 하는 논의 영역으로 모든 가상적인 경우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어째서 저러한 준칙을 받아들인 행위자가 악한 

행위자인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칸트에게서 인간은 도덕 법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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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력과 감성의 충고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 

두 가지 모두를 가지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어진 상황이 극단적

으로 불운하게 된다면 도덕적 의지력 이외에 다른 감성의 충고를 받아들

이고자 하는 동기들은 극단적으로 도덕 법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고, 이러한 유혹 중 어떤 상황에 그들은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 이를테면, 정초의 박애가 혹은 실천이성비

판의 도덕적 영웅이 겪는, 혹은 보다 더 심각한 어떤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들 각자의 도덕적 의지력은 자신이 가지는 모든 감성적 동기를 언제

나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행위자는, 의식적으로 

스스로 그르다고 믿는 행위를,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수행

할, 곧 의지 나약으로부터의 악을 행할 잠정적 행위 원리를 이미 스스로

의 선택을 통해 받아들인 행위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순정하지 못한 

준칙을 채택한 행위자는 악하므로 우리 모두는 악한 존재자가 되는 것이

다. 비록 각자의 의지력의 차이로 인해 그러한 일탈의 순간이 어디인지 

각기 다르겠지만 말이다. 

3.3. 논리적 정리: 악의 충분조건과 보편성

지금까지 우리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개별 행위와는 달리 최

상의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하여 이 논의는 곧 1) 행위자에 대한 평가는 그의 모든 행

위를 포괄하는 행위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2) 이러한 

행위 원리가 적용되는 데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상황은 문자 그대로 가

능한 모든 상황이어야 한다는 두 입장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두 전

제를 받아들이면, 모든 가상적 상황을 고려할 때 주어지게 될, 의지 나약

으로부터의 보편악, 곧 불순성으로부터 보편악 논변이 따라 나온다고 정

리하였고, 이는 소극적 문헌적 논의의 과제를 만족시킨다. 이러한 설명으

로부터 우리는 칸트에게서 형식적 덕 의무를 만족시킬 조건이 얼마나 엄

격한지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 이로부터 다시 악의 보편성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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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였다. 서두에서 밝힌 바 대로, 

악의 보편성은 보편악 주장이 참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이제 우리

는 두 번째 조건, 곧 악을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한 행위

자를 칸트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를 따져 보는 작업으로 나아가야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명료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우선 지

금까지의이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칸트에게서 선악판단의 대상이 되는 최상의 준칙이란 나의 모든 

상황에서 나의 모든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의 근거가 

되는 일반적 행위 원리이다. 이 원리는 우리가 가지는 일상적인 상황에

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하는가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

가 어떻게 행위할지를 규정한다. 또한 이러한 원리는, 행위자에게 직접적

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행복의 충고와 도덕 법칙의 지시 

간의 충돌이 생기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행위하

는지에 따라서 간접적으로만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준칙이 모든 가능한 상황에 적용된다면, 우리가 순정하게 선하

기 위해서는 무한한 의지력을 필요로 한다는 함축을 가진다. 최상의 준

칙이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는, 이 두 번째 전제에 의해서, 어떤 행위자가 

선하게 판단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평범하거

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행위자에게 있

어서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악행을 하지 않게 만드

는 의지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행위자에게 주어

질 수 있는 문자 그대로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행위자는 악행을 수행

하지 않아야만 한다. 이를테면 어느날 갑자기 행위자가 하나의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시지프스와 같은 무한한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러한 강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만 선할 수 있는 것이다. 문헌상으로는 전도성이 아니라 불순성으로부터

의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논의는, 칸트의 보편악 주장이 어떤 타

당한 설명임을, 즉 그가 받아들인 두 전제가 참이라면 따라나올 법 한 

귀결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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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우리는 한 행위자가 선할 필요조건을 대략적

으로나마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만일 그 행위

자가 처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상황에서도 그가 그르다고 믿는 바를 결

코 행하지 않는다면, 선할 수도 있다.60) 모든 가능한 최악의 상황들에서

조차 자신이 믿는 바를 해야만 선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만족된다는 

직관을, 그러니까 형식적 덕 의무를 표현한 이 필요조건은, 뒤집어 서술

하면 다음과 같이 직관적으로 서술될 수 있을 악의 충분조건이 된다: 누

군가는, 그 행위자가 처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상황들에서 그가 그르다

고 믿는 바를 한다면, 악한 행위자이다.

이처럼 직관적으로 서술된 칸트적 악의 충분조건에 약간의 해명과 경

험적 지식을 덧붙인다면 보다 명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칸트적 기준

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일단 한 행위자의 선악 여부는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행위자가 직면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상황들에서의 도덕적인 

의지력과 행복이 주는, 도덕을 어기라는 유혹 간의 크기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비교를 위해서는 심적인, 혹은 내적인 요소와 그가 처한 환

경, 즉 외적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내적인 요소는 행

위자의 도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결의, 곧 의지력의 크기와 그가 그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에서부터 도덕을 위반하고자 하는 유혹을 얼마나 크

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함수로 주어질 것인데, 이는 본 논문에서는 수

용성으로 불릴 것이다.61) 내적 요소를 더 해명하자면 우선 도덕적 의지

60) 이것이 칸트에게서 한 행위자가 선할 조건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는 이유
는 이 조건에 그가 믿는 바가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 즉 질료적 덕 의무에 대한 논의
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형식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가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단지 항상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행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61) 내적 수용성, 곧 상황에서 유혹의 크기에로의 함수에 대한 논의는 윤리 형이상
학의 “도덕적 무정념”이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변용하였다(MS 6: 409). 이 변용은 칸
트가 말하는 “무정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떠한 행위자가 그에게 주어지는 상황으로부터 유혹의 양이 극단적으로 작은 경우만
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행위자가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어떠한 정도의 유혹을 느끼게 되는 일반적 능력이라는 의미로 수용성이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표현으로 “감수성”이라는 표현
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 용어는 칸트가 자주 사용한다는 점에서 원문과의 혼란
을 야기할 수 있기에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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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말 그대로 행위자가 도덕적 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결의의 강도이겠

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같은 외적인 물리적 고통을 겪

는 여러 개인이 각기 다른 크기의 유혹을 느끼는 사태를 설명할 수는 없

다. 이를테면 신체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바늘로 몸을 찌르는 

고통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느끼겠지만 통각에 둔한 사람은 그러한 고통

을 보다 덜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또한 돈을 선호하는 

사람과 건강을 선호하는 사람은 그러한 가치의 상실을 다른 가치들보다 

더 큰 유혹으로 느낄 것이다. 이처럼 각자가 동일한 종류의 외적 환경으

로부터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용성으로 고려될 것이

다. 

또한 외적 요소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의 상황으로 고

려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일단 운에 따라 개개인이 처할 수 있는 외

적인 상황과 그로부터 수용성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유혹

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바늘 하나에 찔리는 경우와 바늘 백 

개에 찔리는 경우를 비교하자면 후자가 더 큰 고통과 유혹을 줄 것은 명

백할 것이다. 그런데 바늘에 찔리는 고문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상황에서부터 생겨나는 유혹의 크기는 행위자가 고통을 얼마나 민감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도 좌우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고문에 대한 사회의 태

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문이 합법인 사회에서

는 의도적으로 손톱과 손가락 사이를 바늘로 찌르는 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 반면, 고문이 불법이고 완전히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행위

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이와 같이 완전히 질서정연한 사회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자가 살아가는 사회가 대체로 정의롭다면, 그러한 사

회의 행위자는 고문을 받을때 조차도 그에 대한 보상 혹은 교정적 정의

가 있으리라는 합리적 믿음을 가지게 해 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믿음

은 고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동일하더라도 그 고통이 행위자에게 미칠 

유혹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줄여 줄 것이다. 따라서 외적 요소를 고려할 

때에 행위자의 상황과 사회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62)

62) 여기에서의 ‘사회’란 보다 작은 의미로 해석될 ‘상황’과는 다른, 인간이 고려하는 거
시적 조건 일반을 의미한다. 즉, 무인도에 사는 사람도 그가 세상에 나아간다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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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러한 고찰이 맞다면 행위자

의 도덕적 의지력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내적 요소에 의해 정해지고 그에 

반하는 유혹의 크기는 한 행위자의 내적 요소, 즉 행위자의 수용성과 외

적 요소, 그러니까 그가 처할 상황과 사회를 동시에 고려할때 정해질 것

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서술되는 칸트에서의 악의 충

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정확한) 칸트적 악의 충분 조건: 사회 S에서 살아가는 행위자 x는 

그 사회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그의 수용성에 따라 초래

된 유혹 T가 x의 도덕적 의지력 W보다 크다면, x는 악하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칸트에게서 어떤 행위자가 선

할 형식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는 최

악의 상황에서조차 악을 행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유혹 T를 야기하는 상

황은 행위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경우로 고정된다. 물론 그의 악

함은, 반드시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판정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가 유

혹에 넘어가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도덕적 믿음에서부터 벗

어나는 경우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는 악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럼

에도 주어진 상황을 그 사회에서의 최악으로 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어떠한 가혹한 상황 하에서도 자신의 도덕적 믿음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건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논문의 4장에서 보다 깊게 살펴보게 될 사회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다루기에 보다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한 상황들에 맞닥뜨릴지 또 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를 예측하리라는 점에서, 즉
그의 판단 하에서 사회 S의 범위를 지정함으로서 자신의 선악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또한 어떤 의미로 사회의 범위 안에 속한 존재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바깥사회가 무법천지라고 예측될 때의 무인도에서의 삶의 효용과 사회가 질
서정연한 법에 따라서 통치된다고 예측될 때의 무인도의 삶의 상대적 효용은 다를 것
이다. 이 점에서 여기에서의 사회는 우드를 비판할 때에 논할 때 언급되었던,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고려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삶에서의 사회보다 넓은 범위
를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조건에 따라 한 사람의 선악을 판단할 때 우리
는 그가 속할 사회 S의 범위를 논의에 목적에 맞게 지정해 줄 수 있고, 그리하여 사
회에서 고립된 개인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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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에서 가장 큰 유혹이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최악의 상황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다. 

이때 행위자의 도덕적 동기 W의 크기는 그의 의지력에 의해서, 유혹 T

는 x의 내적 수용성과 그가 처한 외적 상태 양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렇게 결정된 W와 T의 동기 간의 비교를 통해서 행위자의 악할 충분조

건의 만족 여부가 정해진다. 즉 T가 W보다 크다면, 그 경우 x의 도덕적 

의지력은 불운한 경우에 유혹에 패배할 것이기에 그는 악할 충분조건을 

만족하게 되며, 반대로 W가 T보다 크다면 그는 그가 맞닥뜨릴 어떤 경

우에서도 그가 그르다고 믿는 바를 하지 않는 존재인 것이기에 비로소 

선할 필요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이 조건이 맞다면 우리가 사는 현실사회에서 각자에게 이겨내지 못할 

유혹이 있으리라는 경험적 지식에 따라서 보편악은 손쉽게 참이 된다.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 내내 지속되는 고문과 같은 극단적인, 그러나 가

능한 상황에서는 유혹에 지고 말 것임을 칸트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한

편으로는 경험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인류 모두가 그러한 준칙을 가지리

라는 것을 추측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다.63)64) 따라서 보편악의 참은 말

하자면 우리가 인류 중 누구도 100미터를 1초에 달릴 수 없는 것을 아는 

것과 유사한 일종의 자기 지식에 근거한다.65) 우리는 타인이, 혹은 자기 

자신조차도 정확히 어느 정도의 유혹에 굴복하게 될지를 정확하게는 알 

63) 우리가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불운한 상황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행위자
의 가능성이 악을 보편적이지 않게 만드리라는 반박이 여기에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행위자는 다음 절에서 보다 깊이 다루어질 것이다.

64) 여기에서의 고문은 1984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의 마지막 의지력을 꺾은 철창 속
의 쥐와 같은, 각 개인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주관적으로 최악의 고통일 수도 있을
것이다.

65) 다만 인류 중 누구도 100미터를 1초에 달릴 수 없으리라는 경험과학적 사실과 보편
악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는 순전히 물리
학적으로 알려진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한편으로는 세상에 만연한 악행
이나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자기 배신에 대한 경험적 관찰로부터 알 수 있다고 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의지력이 위에 서술된 악의 엄격한 충분조건
을 벗어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오직 내성을 통해서 주관적으로만 알게 되는 사실
로부터 타인도 그러하리라는 점을 추측하여 알게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
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칸트는 보편악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을 경험을 통해
아는 것으로부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논한 것으로 생각된다(R 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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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리 모두 

어느 지점에서인가 유혹에 지게 되리라는 추측, 달리 말해 악의 보편성

은 합리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칸트가 종교의 3절 마지

막 문단에서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용하는, “인간은 누구나 

그 자신을 팔아낼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격언은 너무나 큰 유혹과 맞닥

뜨린다면 누구든 거기에 넘어가리라는, 지금의 분석과 상응하는 귀결이

다(R 6: 38). 

4. 칸트적 악의 세 예외 및 문헌적 근거

이 절에서는 칸트 스스로는 위의 악 개념에 따른 악이 보편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여겼다는 점을, 위에 제시

된 조건의 가능한 세 가지 예외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그에 상응하는 

칸트의 이상향에 대한 문헌적 언급이 있다는 점을 통해 제시하겠다. 다

만 이러한 분석은, 아직까지는 칸트적 악의 충분조건에 따른 논리적 가

능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칸트의 언급이 있다는 것에 그친다. 그

리하여 이 장에서 내어 놓는 개략적인 설명이 이러한 악의 예외가 구체

적으로 어떠한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의 장에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서 다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적어도 이러한 논리적 가능성에 

상응하는 이상적 존재자들에 대해 칸트가 언급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던 악의 충분조건에 대한 또 다른 문헌적인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이다.

일단 칸트에게서 악의 예외가 될, 그러니까 선한 준칙을 채택할 자유

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 서술된 악의 충분조

건의 논리적 예외가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 명

확한 형식적 덕 의무 위반, 곧 악의 충분조건은 “사회 S에서 살아가는 

행위자 x는 그 사회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그의 수용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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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래된 유혹 T가 x의 도덕적 의지력 W보다 크다면, x는 악하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 조건에서 x가 악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변항인 W와 T의 값은 행위자 x의 내적 상태인 의지력 W와 수용성, 

그리고 그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결정하는, 그가 속한 사회 S

에서의 최악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부터 이러한 조건의 예외가 될 논리적 가능성이 어떠한 경우가 있

을지에 대한 탐구를, 먼저 x와 연관된 논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자. 일

단 x가 인간과는 다른, 완벽한 내적 상태, 곧 무한한 의지력과 절대적인 

무정념(외적 상황으로부터 유혹을 느끼는 수용성이 0인 경우)을 가지는 

신적 존재라면 손쉽게 위 조건의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x가 

사는 사회 S는 특정한 사회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x가 직면할 최악의 유

혹은 무한히 지속되는 고통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능한 최

악의 경우보다도 더 클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x는 무한한 의지력을 가

질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무정념도 지닐 것이므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

는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로부터 별다른 도덕적 장애를 느끼지 못하

여 그에게 주어지는 T는 언제나 0일 것이므로 그는 결코 스스로 믿는 

바와 달리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x가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일원으로 생각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맞닥뜨리는 모든 고

난들에서 유혹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끊임없이 행위하

는 존재자는 분명히 상상 가능하고, 이러한 존재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칸트는 이러한 악을 

극복하는 존재의 심적 상태가 우리와 전혀 달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통

해 이 반박에 답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종류의 유혹에도 흔들릴 

수조차 없는 “초인간적”인 의지력, 혹은 “신성한 의지”를 가진 존재이면 

그는 “자연적인 인간에게 실례로서 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

해 만약에 도덕적 모범이 전적으로 인간과 다른 존재라면 사람들은 “나

에게 전적으로 신성한 의지를” 준다면 도덕적으로 행위할 거라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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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곧 그렇게나 자신과 다른 존재가 되지 못함을 자신의 흠결로 여

기지 않으리라는 것이다(R 6: 64). 이러한 종교의 논의에서 칸트는 악

에서의 예외가 되는 존재가 진정 모범이 되려면 그것이 상식인에게 수월

하게 접근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또한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도 잘못 생각된 신성한 의지력과 적절한 도덕적 의지

력을 각각 흔들리지도 않는 도덕적 마음씨와 “투쟁 중에 있는 도덕적 마

음씨”로 구분하여 후자만이 적법한 이상이라 주장한다( 5: 84, 칸트의 강

조). 이러한 구분 기준으로 제시된 내적 투쟁이 있기 위해서는 강한 유

혹이 인간적 이상향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이므로 유혹에 대

한 수용성을 기준으로 신적 존재와 인간을 나누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인간적 이상향과 신적 이상향을 구분하는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x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내적으

로 절대적인 무정념을 지니는 신적 존재를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x의 

범위를 제한한다면 그 범위는 유한한 존재자들인 우리와 유사한 존재자

들로 좁혀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되는 행위자들은, 유혹을 느끼

고 흔들리기도 하는, 우리와 유사한 수용성을 지니는 존재이므로, 그들은 

극단적인 외적 상황들에서부터 촉발되는 유혹을 큰 것으로 느낄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행위자 x가 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실천이성비판의 영웅적 변호인와 같이 그의 W가 최악의 상황에서

부터 초래될 유혹 T보다 클 정도로 거대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으

로부터의 유혹을 우리와 유사한 수용성을 통해서 느끼면서도 그의 의지

력의 강대함만으로 이겨내는 존재로 표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x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정확히 우리와 같은 의미로 

느끼면서 그가 믿는 바를 꺾지 않는 존재이겠다. 즉, 이러한 존재는 가능

한 최악의 가혹한 고난이 닥쳐 올 때, 그로부터 초래되는 유혹을 평범한 

행위자와 같이 그대로 느끼지만, 그보다 큰 굳건한 의지력으로 그 유혹

을 이겨내는 존재인 것이다. 보다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어떤 유한

한 T에 대해서도 언제나 그보다 큰 W를 가지는 존재이고 이런 의미에

서 그의 W는 무한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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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력이 무한해야 한다는 이 점으로 인해 현실의 인간이 이러한 칸트적 

기준을 통과하는 존재가 되기는 매우 어렵게 되고 따라서 악의 보편성은 

최소한 합리적 추측이 된다. 인간이 무한한 의지력을 갖기는 매우 어려

울 것이니 말이다. 또한 이 모범적 행위자는 신적 존재자와 달리 결코 

자동적으로 모든 유혹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신적 존재와는 

달리 평범한 사람처럼 막대한 유혹을 느끼는 존재이므로, 그의 의지력의 

무한함은 그에게 닥친 유혹을 이겨내려는 분투의 결과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칸트는 이러한 존재자가 “투쟁 중에 있는 

도덕적 마음씨”를 갖는다고 서술한 것이겟다. 

이처럼 지금의 설명에서 수용성의 차이로 인해 보다 명확하게 논리적

으로 구분되는 두 종류의 이상향, 곧 추구 불가능한 이상인 신적 이상향

과 추구 가능한 이상인 인간적 이상향 간의 차이가 앨리슨의 설명에서 

부족한 것이었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앨리슨의 입장에서 생기는 문

제는 비록 그가 제시한 악 개념 하에서는 악의 보편성은 잘 설명되지만 

선할 가능성은 보존되기 어렵고, 나아가 인간적 이상향과 신적 이상향의 

차이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도 불명확해진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여

기에서의 독해에 따르면, 이제 적어도 우리는 칸트에게서 신적 이상향과 

인간적 이상향 간의 차이가 바로 수용성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인간적 

이상향이 추구 가능한 이상향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간과 

전적으로 다른 수용성을 가지기에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부터 어떠한 유

혹도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신성한 존재는 신적 이상향이며, 이것은 

칸트에게서 결코 도덕과 달리 행위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에 대한 표상

이 된다. 신의 전선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은, 위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기에는 너무나 먼 특징이다. 우리

와 같은 인간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상적 존재자는 적어도 완벽하지 

않은 수용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서 이상적 인간 또한 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고난을 야기하는 상황으로부터 도덕을 행하지 않고자 하는 유혹

을 실제로 느끼는 행위자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무한

한 의지력으로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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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러한 존재자가 우리가 추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인간적 이상

향이 된다.

이제는 다른 변항인 사회 S와 관련된 예외를 고찰해 보자. 두 번째 예

외를 논할 때 다룬 바와 같이, 사회 S가 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 현실

적 행위자 x가 느낄 유혹의 양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견딜 수 없

는 상황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회 S에서 그러한 끔찍

한 상황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규칙이 확립되어 있고, 그러한 규칙이 질

서정연하게 적용되고 있다면 그 사회에서는 평범한 도덕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66) 그러한 사

회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기인하는 유혹조차도 그 거주민들의 도덕

적 의지력보다 작을 것이니 말이다. 그 사회에서는 불법적인 고문 내지

는 그 고문을 집행하는 폭군, 혹은 프러시아의 야만적인 검열과 같은 유

혹의 원인들이 결코 없고, 사람들은 그 사회의 정의와 일치하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사회를 떠나게 되자마자 곧바로 유혹에 넘어갈 위험에 처하리라

는 점에서 그는 단적인 의미로는, 즉 엄밀한 의미에서 그가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면 여전히 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들의 악은, 그들이 살고있는 사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현실화되지 않

으리라는 점에서 무해하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사회에 사는 거주민들은 

위에 서술된 선할 조건을 그들이 그 사회에 속한 한에서 만족시킨다. 즉 

이들의 ‘최악의 상황’을 문자 그대로의 가능한 모든 최악인 상황으로 해

석하게 되면 악한 존재자들이지만 여기에서의 최악의 상황을 그들이 현

실적으로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 중에서의 최악으로 한정시키면 

66) 물론 이러한 사회에서도 인간의 생에 기반한, 혹은 자연에서부터 제거할 수 없는 어
떤 불운함은 끊임없는 거대한 유혹을 사람들에게 내어 놓을 것이다. 이를테면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는 병환의 발병이라거나, 자연 재해로 인한 극단적인 재화의 부족으
로 야기될 수 있는 기아와 같은 경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대한 유혹을 느끼게 할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칸트의 이상 사회가 어떠한 의미로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그의 이어지는 악의 극복에 대한 논의를 더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논의는
4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한 사회가 극복 불가능한 물질적 재화의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극단적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현실에서의 경
우와 같이, 이러한 이상 사회는 여타의 보험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재해
가 주는 유혹이 너무 커지지 않을 장치를 갖출 것으로 가정될 것이다.



- 105 -

선한 존재자인 것이다. 또한 이들이 살아가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건설하

는 것 또한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한 유혹이 매우 적은 사회는 마땅

히 이상 사회로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악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간

접적인 방안으로서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려 노력하는 것은 의무가 될 것

이다.

위에서 정리한 악의 충분 조건의 두 변항인 x와 S의 범위를 어떻게 설

정하는 지에 따라 위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종류의 예외는, 문헌

상으로도 칸트 스스로가 그의 실천철학 저서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도

덕적 이상향과 대체로 상응한다.67) 첫 번째 예외인 내적으로 완벽한 존

재는 정초, 실천이성비판, 그리고 윤리 형이상학에서 때로는 “신적

인 의지”를 가진 존재, “최상의 예지자” 혹은 “신성한 존재자” 등으로 제

시된다(GMS 4: 414;  5: 32; MS 6: 222).68) 유혹될 수 없는 신성한 의지, 

곧 완전한 내적 상태를 가지는 이러한 존재에 대하여 칸트는 적법하게도 

우리가 그에 영원히 가까워져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결코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종류의 개인적 이상향으로, 칸트는, 때로 마치 기독교에서의 예수와 

동일한 것으로 암시되는, “공명정대한 사람,” “신의 아들,” “현명한 사람”

과 같은 이상향들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상향들은 우리와 유사

한 수용성을 가지고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유혹을 떨쳐낼 수 없지만 그

들의 굳건한 의지력으로 선한 행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존재들이며, 

놀랍게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인 것

으로 묘사된다(KpV 5: 156; R 6: 62, 65; MS 6: 383). 

67) 현재의 논의에서 문헌적으로 상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존재자들은, 이어지
는 두 장의 논의를 통해서 정확히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68) 칸트는 분명히 예수라는 기독교의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게 할 법한 표현들을 악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간혹 사용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를
테면 그는 덕 이론에서 예수의 순교를 암시하는 듯한, “인류 일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의적인 순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MS 6: 423). 다만 그가 이
와 같은, 우리와 유사한 유혹을 분명히 느낌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의지력으로 그 유
혹을 이겨내고 도덕적 행위를 멈추지 않는 도덕적 이상향을 신적 이상향과 구분하는
것은 명백하다. 칸트는 윤리가 단지 살아가는 방식인 순전한 윤리적 존재자와는 달리
경향성을 가지고 윤리가 의무로 주어지게 되는 존재자인 인간으로서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기기 때문이다(KpV 5: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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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개인적 이상향이 칸트에게서 위에서 제시한 논리적 가능성에 따

라 구분된다는 점을, 우리는 아래에 인용되는 종교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종교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고 표상되는 한에서의 “신의 아들”에 대한 표상(R 6: 62), 곧 예수

를 암시하는 인간적 이상향이 정당하게 생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존재

로 생각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다음의 논의에서 확인된다:

“이제 그러한 진정으로 신적인 마음씨를 가진 인간이 어느 시

점에서 말하자면 천상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와서, 가르침과 

품행과 수난을 통해 사람들이 외적 경험에서만 바랄 수 있는 

한에서의 신에게 흡족한 인간의 실례를 그 자신에게서 보였다

면.., 우리가 그에게 자연적으로 탄생한 인간과는 다른 어떤 것

을 상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이 현상의 근저에 놓는 

원형은 언제나 우리 자신 안에서 – 설령 자연적인 인간이라

고 하더라도 –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신

에게 흡족한 저러한 인간의 자연본성도 그가 우리와 같이 똑

같은 필요욕구들에, 따라서 또한 똑같은 고통들에, 그리고 똑

같은 자연본성적 경향성들에, 따라서 또한 위반에의 그러한 유

혹들에마저 시달리고 있는 한에서, 인간적이라고 생각된다고 

해도, 그러나 그 의지의 쟁취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그리고 

불변적인 순수성이 그가 절대로 어떠한 위반도 할 수 없게 하

는 한에서, 초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자연적인 인간과

의 이러한 간격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그토록 무한히 크게 

되어, 저러한 신적인 인간은 이러한 자연적인 인간에게 실례로

서 제시될 수가 없을 것이다. 자연적인 인간은 이렇게 말할 것

이다: “나에게 전적으로 신성한 의지를 주어보라. 그러면 악으

로의 모든 유혹들은 저절로 나에게서 타파될 것이다.”

(R 6: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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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인용된 문단을 기준으로, 우리는 앞의 두 문장을 통해서는 

칸트가 생각하는 정당한 인간적 이상향의 특징으로는 자연적인 인간 위

에 덧붙여진 신적인 마음씨를 들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반면 뒤의 

다소 긴 한 문장에서는 그러한 이상향이 너무 먼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특징으로 초인간적이고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순

수성 내지는 신성한 의지를 갖는 것으로 표상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이어서 지적한다. 우리는 이러한 두 존재자가 무엇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무엇을 차이점으로 가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위에 서술한 분석이, 비록 

표현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칸트의 입장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먼저 이 두 이상향의 공통점을 보자. 일단 여기에서 이 신성한 의지를 

가진, 인간의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상향 또한 우리와 “똑같은 고통,” “자

연본성적 경향성,” “위반에의 유혹”과 같은 것들은 가질 수 있되, “불변

적인 순수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유혹에 절대로 따를 수조차 없는 존재

로 그려진다. 또한 이러한 두 이상향은 논의 맥락상 “신에게 도덕적으로 

흡족한 인간의 이념” 내지는 “신의 아들”을 표상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

이므로(R 6: 62), 이러한 행위자는, 양자 모두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도

덕 법칙에 맞게 행위한다는 점 역시 공유할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두 

이상향 모두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적 의지력이 무한한 존재로 표상된다

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낳는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순수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이상향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은, “신성한 의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서 온다. 일단 이 두 개인

적 이상향 중 보다 인간적이고, 두 번째 행위자와 비교하자면 신성한 의

지를 결여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첫 번째 행위자는 근본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존재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따라서 그는 그가 처할 수 있는 모든 

불운으로부터 우리와 유사한 정도로 도덕에 거스르는 유혹을 느낌에도, 

그러한 유혹과 영원히 투쟁하며 결코 그가 옳다고 믿는 바를 멈추지 않

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의 도덕적 의지력은 무한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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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존재를 신적 이상향이 아니게 만드는 신성한 의지란, 그 행위자

로 하여금 악행을 가능하지도 않게 만드는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악행의 원천인 경향성의 요구는, 이러한 행위자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의지란, 신적 행위자 또한, 칸트에 따르면 이

상적인 인간적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그가 가질 수도 있는 경향성의 요구

에 대하여 거기에 아무런 무게도 주지 않게 만드는 능력일 것이다. 곧 

우리가 칸트를 정리하면서 사용한 표현에 따르면, 이 행위자는 모든 유

혹을 자동으로 극복 가능하게 만드는, 달리 말해 상황으로부터 주어지는 

도덕적 유혹의 크기를 0으로 만드는 수용성을, 곧 칸트의 다른 표현을 

빌자면 완벽한 “무정념”을 가진 존재자이겠다(MS 6: 409). 이러한 무정

념에 의해서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유혹의 크기가 0이라면, 그의 도덕적 의지력은 언제나 그에게 주

어지는 유혹보다 더 클 것이므로, 그는 도덕 법칙을 위반할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는데, 바로 이것이 종교에서 제시된 칸트의 두 이상향의 차

이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이처럼 우리는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따

라서, 종교에서 언급되는 두 이상향의 차이점을 짚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유혹을 유혹으로 느끼면서

도 이를 이겨내는 굳건한 의지력을 가지는 존재자인 이상적 인간이 되는 

것은 “대관절 어떻게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인가?”와 

같은 의문을 통해서 칸트 또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R 6: 45). 

그리하여 아직 이러한 해명을 통해서는,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라는 

조건이 마치 무엇인가가 당위라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곧 우리가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것이 의무이기에 그것

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이 정당한지, 혹은 칸트의 입장이 나름의 근거를 가진 것인지를 검

토하기 위해서는, 이 가능성이 어떠한 논변에 의해서 뒷받침되는가, 혹은 

과연 정당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칸트 스스로가 저러한 탄

식 후에 스스로 제시하는 문헌상의 논의와 함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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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논문의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인적인 이상향 외에도 종교의 후반부에 나타나

는 또 다른 종류의 이상향이 위에서 논한, 사회적 성격을 띠는 세 번째 

이상향과 유사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칸트는 종교의 3논고에

서 이전의 논의와는 달리 사회적 악을 논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칸트

는 먼저 “개인이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악은 그를 부단히 악의 지배 아래로 되돌아갈 위험 중에 붙잡아 둔다”고 

논한 다음 악을 방지하고 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덕의 법칙들에 따라서 

또 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를 인간 주위에 둘러치는 것은 인류가 공동

으로 추구해야 할 고유의 의무라고 논한다(R 6: 94). 칸트는 이어서 우리

가 현재 놓여 있는 이러한 상황은 (법 이론의 주제이기도 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여겨지는 “법리적 자연상태”와는 구분되는 “윤리

적 자연상태”라고 논한 다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윤리적 시민상태로 들

어가야 한다고 설명한다(R 6: 98).69) 이러한 상태는 대체로 인류 모두가 

최고선에 대한 윤리신앙으로 뭉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가 들어가는 상

황으로 묘사되는데, 칸트는 이러한 논의 중에도 인간이 악하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는다. 즉 종교 3논고에서도 여전히 인간은 “자연본성상 타락

해 있”고, “여전히 악한 원리의 힘 아래에 놓여” 있으며, “부패해 있고. 

결코 신성한 법칙에 스스로 부합하지 못한”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다(R 

6: 117, 143). 이처럼 인간이 보편적으로 악하다는 주장, 곧 본성에서의 

타락에 대한 주장이 유지되는 이유는 위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에 당연

한 귀결이다. 설령 이상적인 윤리적 공동체에 살아가게 된 사람조차 여

전히 막대한 유혹에는 굴복할 것이니 그 행위자는 단적으로는 악하게, 

그가 거주하는 사회가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선하게 판정되는 것이다.

69) 칸트의 다른 저서에서 제시되기도 하는 다른 종류의 이상향인 법적 공동체는 외적인
불법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향으로 설명된다. 다만 개인의 준칙이 어떠한가와는 독립
적으로 결정되는 이러한 이상향은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며, 적어도 종교에서는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법리적 공동체는, 윤리적 공동체의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다만 문헌상으로 이러한 공동체는 종교가 아닌 다른 저작에서 논
의되는 경우가 많고, 내용상으로 법적 공동체는 순전한 외적 행위에 그 초점을 맞추
기 때문에 내적 준칙에서의 이상사회를 접근하는 종교의 논의와는 맥락이 다르다. 
이러한 두 공동체 간의 논의는 본 논문의 4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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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우드의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악의 조건이 되는 개인의 의지력의 유한성

은, 우드가 주로 지적하는 현실사회에서부터 주어질 수 있는 막대한 유

혹과는 독립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그가 

주목하는 사회적 악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온전히 포괄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또한 우리

의 분석은 우드가 제시한 사회적인 악의 극복방안 역시 악의 극복에 대

한 논의에서 또 하나의 본질적인 논의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선한 존재

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것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유혹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드의 입장은 비록 칸트의 이상사회에 대한 완전

한 그림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에도, 악의 사회적 극복 방안의 중요성을 

종교의 후반부 논의에서 칸트 스스로가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칸트의 논의의 다른 핵심을 찌르고 있는 탐구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우드의 입장으로 포착되는 악의 

주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악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유혹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칸트의 논의 또한 또한 개인적 악에 대한 논

의와 마찬가지로 악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논변이라는 것이

다. 만약 우리가 의지력의 무한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칸트에게서 인간

이 선할 수 있는 단적인 조건은 어디까지나 각자가 각자의 의지력을 무

한하게 끌어올려야만 하는 것일 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애를 낮추는 

것은 단지 부차적인, 혹은 적어도 간접적인 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제시될 악의 극복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이러한 사회적 악에 대

한 논의 역시 칸트에게서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논의임을 밝혀주게 될 것

이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악에 대한 우드의 논의는 칸트의 어떤 핵심

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논문의 4장에서 이러한 악의 사회적 특징에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본 논문에서 해명된 칸트의 악 개념은 칸트의 선

할 조건이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 111 -

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유와 보편악 양쪽 모두에 합리적인 이유를 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악 개념을 받아들일때 우리가 선할 수 있는 직접적

이고 단적인 방식은, 말 그대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력을 가지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다만 칸트의 

입장에 따르면 이 존재자의 내적 상태는 결코 완전한 것으로, 그러니까 

무한한 의지력과 완벽한 무정념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표상되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어떠한 내적 갈등도 겪지 않을 존재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선한 행위자가 되는 또 하나의 간접적 길은 우리

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합리적으로 다다를 수 있는 개개인의 의지력으

로 이겨낼 수 있는 유혹만을 허용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이 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둘 다 모

범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 둘 모두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이상과 사회적 이상을 이

룩하는 것은 비록 상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상에 실제로 닿기

는 너무나 어렵기에, 악은 보편적이다. 한 개인이 그가 만날 수 있는 모

든 유혹을 이겨내는 사실상의 무한한 의지력을 지니는 것은 현실적으론 

불가능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개인이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유혹이 절대로 없는, 혹은 최고선을 이룩한 사회가 실재하리라 보기 어

려울뿐더러 그러한 사회에서도 유혹으로 가득한 어두운 부분이 손쉽게 

생겨나리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5. 이 장의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가 맞다면, 칸트가 결함 있는 근거만을 제시하였던 보

편악 주장은 칸트의 철학에 있어서 이질적인 논의가 아니며 그의 준칙중

심적 도덕관과 그에 따른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고려가 조합되었을때 

나타나게 되는 정당한 귀결이다. 일단 보편악 주장이란 모든 인간이 예

외 없이 도덕 법칙에서 어긋난, 악한 준칙을 채택했다는 입장이었다. 그

런데 이러한 입장이 참이기 위해서는 먼저 도대체 악이 어째서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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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인지에 대한 근거가 주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 입장은 실천철학에서 

악에 대한 논의이므로, 이 악이 정당한 악이기 위해서는 이 악과 달리 

할 수 있는 가능성, 곧 선할 가능성 역시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칸트 스

스로가 제시한 근거 및 여러 해석가들의 독해에서 주어진 보편악 조건은 

이러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 주장에 대한 

연구의 필요가 제시되었다.

이 장에서는 칸트의 보편악 주장이 어떠한 근거에서 보편성을 확보하

는지에 대한 논리적, 문헌적 설명을 제시하고, 다시 이러한 근거로부터 

주어지는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 세 가지이며, 그러한 가

능성에 맞는 문헌상의 언급이 칸트에게서 정확히 상응하여 주어진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 작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우리

가 먼저 수행한 것은 악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보편악 주장으로 해석되

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해석적 논의였고, 이는 종교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보편악 주장이 몇몇 해석가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거

부하는 소극적 논의와 칸트의 잘 알려진 입장으로부터 보편악 주장의 근

거를 재확인하는 적극적 논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소극적 논의는 칸트

의 종교를 자세히 검토하여, 그의 악에 대한 성벽의 논의 후반부의 추

측적 논의가 악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보편악 주장으로 해석하는 데에 

있어 장애물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넘기 위해서는 불순성으로부터의 악

에 대한 칸트의 언급을 참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

는 적극적 논의에서는 칸트의 다른 문헌들, 그 중에서도 윤리 형이상

학의 2부인 덕 이론에서부터 종교의 보편악 주장을 보완할 근거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칸트가 보편악 주장에 사용하였던 두 

전제를 밝혀 내면서, 불순성으로부터의 악 논변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

째 전제는 종교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준칙이 칸트가 종종 언급하는 

준칙들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준칙들을 아우르는 준칙인 

“최상의 준칙”이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설명은 보편악 주장에서의 악의 

근거가 덕 이론의 형식적 덕 의무의 위반이라는 점과 같이 다루어졌

고, 이는 준칙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선악을 판단한다는 칸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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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덕 이론과 종교에서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통해서 밝혀

졌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본 보편악 주장의 두 번째 전제는 이 최상의 

준칙이 관장하는 영역의 범위가 무한하다는 것이었고, 이는 정초, 실
천이성비판과 같은 칸트의 유명한 저술들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직

관이었다. 적극적 논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두 전제, 곧 악의 판단 

기준은 최상의 준칙의 형식이라는 전제와 이 준칙은 모든 상황을 관장한

다는 두 전제로부터 우리는 칸트에게서 형식적 덕 의무를 만족시킬 조

건, 곧 선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가능한 모

든 상황에서 선을 행할 의지력을 가지라는 엄격한 요구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악의 보편성을 문헌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명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보편악은 가상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지 나약으로부터, 곧 불순성의 

성벽으로부터 기인하는 형식적 덕 의무의 위반으로 분석되어, 소극적 문

헌적 논의에서 주어진 과제 역시 만족시킴을 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세 가지 예외가 칸트의 문헌들, 특히 종교에서 제시되는 이상향과 같

다는 점을 제시하여 그 스스로는 이러한 악을 극복한 경우들을 염두에 

두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탐구는, 비록 아직은 정확히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서 이러한 악을 극복할 가능성이 칸트에게서 정당하게 주어질 수 

있는지지 온전히 밝힌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로부터 적어도 

칸트가 악을 극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헌적 근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악할 조건의 세 가지 가능한 예외는 

성스러운 혹은 완벽한 내적 상태 곧 무한한 도덕적 의지력과 완벽한 무

정념 둘 다를 갖는 신적 존재, 우리와 유사한 수용성을 갖지만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굳건한 의지력을 가진 현인과 같은 존재, 

그리고 질서정연한 도덕법칙에 따라 다스려지는, 유혹이 적은 사회의 구

성원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이 중 첫 번째 이상향은 다른 이상향들과는 달리 우리가 접근할 수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칸트가 악의 극복의 가능성을 그 스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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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으로 여겼으리라는 점을 확증해 주었다. 이를 보기 위해서 종
교에 묘사된 이러한 이상향들을 분석해 보자면 먼저 의지력이 “불변적

인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적으로 신성한 의지”로 표상되는 “신적

인 인간”은 우리와의 간격이 너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의지력이 완전한 신성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목표

가 될 수 없었다(R 6: 64). 반면 신적 마음씨를 가진 인간에 대한 표상이 

저러한 신성한 의지가 근거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인 인간인 한에서 가능

해지는 경우가 두 번째 이상향으로 제시되었다(R 6: 63).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인간이 집합적으로 건설하는 신의 통치 하의 사회가 

바로 “윤리적 공동체”라고 서술되었다(R 6: 94). 이 세 이상향 중 첫 번

째 이상향은 도달 불가능성으로 인해 인간의 목표가 될 수 없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상향은 정당한 도덕적 모범이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확

보해 주는 선할 가능성을 확보해 준다는 칸트의 묘사를 통해, 적어도 그 

스스로는 악의 극복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의 보편악 논의에서 

필수적임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이상향과 세 번

째 이상향은 각각 의지력과 유혹이란 두 변항으로 구성되는 악 개념에 

대한 두 방향에서의 처방이기도 하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악이 보편적이라는 것, 그리

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목표로서의 선한 인

간상 및 사회상이 칸트의 입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졌는지를 정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상 및 사회상의 이상은, 칸트에게 따르

면 적어도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것으로 주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한 존재들

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 곧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존재 및 도덕을 

거스르고자 하는 유혹이 주어지지 않는 사회가 건설되는 것은 현실적으

로는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로부터 악의 현실에서의 보편성

과 준칙 선택의 자유가 동시에 유지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

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아직 보편악 주장을 온전히 실천적으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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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들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는 칸트의 인간적 이상향과 사회적 이상

향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제기된 세 가지 가능한 이상향들에 대한 칸트의 설명 중 뒤의 

두 이상향은 단지 청사진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 논의된 보편악을 극복

하고 이상향에 다다를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칸트의 설명이 구체적으

로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는지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고, 이러한 논

의가 두 번째 이상향의 성취 방안을 다루는 다음 장의 논의에서 보다 명

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세 번째 이상향은 단지 언급되었을 뿐 많은 것이 아직 베일에 쌓

여 있다. 즉 윤리적 공동체라는 이 특수한 이상사회가 도대체 정확히 어

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에서 이 사회가 가능한 것이

라고 여겨지는 것인지 여기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

로 보게 되겠지만, 세 번째 이상향에 관한 칸트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악의 극복에 대한 그의 논의, 그러니까 두 번째 이상향에 대한 칸

트의 논의를 먼저 상세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이러한 사회가 어떠한 성

격을 띠는지, 그리고 거기에 다다르는 칸트의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 이상향을 다룬 3장의 논의에서 이어지는 4장에서 최종적

으로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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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심과 은총을 통해 설명되는 악의 극복

1. 들어가며

앞 장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보편악 주장은 칸트가 받아들인 두 전제

로부터 따라나온 귀결임을 보았다. 즉 칸트의 여러 저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직관인 행위자의 선악 여부는 그 행위자의 최상의 준칙이 어떠

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과, 그러한 준칙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은 

가능한 모든 상황이라는 두 입장을 받아들이면, 어떤 행위자가 선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그가 옳다고 판단한 바에 따라서 행위해

야 한다는, 선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얻게 된다. 달리 말하면 이 조건은 

곧 모든 가능한 유혹보다 큰 무한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

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앞 장에서 악의 보편성은, 현실의 그 누구도 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이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지 못하리라는 판단으로

부터 확보된다고 분석되었고, 이는 종교의 세 성벽 중에서는 불순성의 

성벽에 그 근거를 가지는 악이라는 점이 설명되었다. 나아가 우리는 이

러한 악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세 예외가 칸트에게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문헌적으로 이러한 논리적 예외들에 상응하는 표현들

이 문헌상으로 어떻게 언급되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외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

해서는 오직 첫 번째 이상향, 곧 인간은 닿을 수 없는 신적 이상향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보편악 주장이 성립되기 위한 두 조건 중에서 우

리는 하나의 조건만을 살펴본 셈이다. 앞장의 서두에서 다룬 바와 같이, 

보편악 주장이 참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의 조건

은 악의 보편성이 어떠한 논변에서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고, 

우리는 가능한 상황에서의 의지 나약을 통해서 이를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편악 주장이 실천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이기 위해서는,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이러한 강력한 악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다른 조건 

역시 설득력 있게 만족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악은,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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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사태여야만 악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는 다만 칸트 스스로는 신적인 이상향과 인간적 이상향을 구

분하는 기준으로 도달 가능성을 들었다는 점에서, 그가 이러한 악을 극

복 가능하다고 여겼으리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상식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혹자는 이 의문으로부터 좀 

더 나아가 이와 같이 과격하고 실현불가능한 요구사항을 내어 놓는 도덕

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정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러한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지력이란 불필요하고, 극

단적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하였던 상황에서 처한 상황에서 행한 악행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불운으로 인한 것이므로 면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언 명령을 주장하는 칸트의 입

장에서는 이러한 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정언 명령의 

이념에 따르면 결코 어떠한 맥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의무들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이러한 의무들은 아무리 불운한 상황에서도 굳건하

게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의 해석에 뒤따르는 이러한 철학적 의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칸트가 악이 보편적이라는 자신의 과격한 진단서에 대해서 내리

는 처방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처방이 자신의 진단서를 무의미

하게 만드는지 여부를 이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의 첫 번째 핵

심 문제는 악의 극복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 어떠한 근거를 통해 주어지

는지, 그리고 그의 과격한 진단에 대한 정당한 처방을 내어 놓는지, 그리

고 나아가 이러한 악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보편악 주장과 동시

에 참일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악의 극복 가능성이 있다는 칸트의 주장과 보편악 주장 간에 

생기는 이러한 양립 가능성 문제에 더하여, 우리는 악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주장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양립 가능성 문제 역

시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칸트가 종교에서 보편악에 대해서 내리는 

불명확한 처방 안에는, 쉽사리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요소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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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일단 칸트가 제시하는 악의 극복 방안에 대한 설명은 상

당 부분 불명확하고, 기존의 논의를 보더라도 이 개념에 대한 해석가들

의 입장 역시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았다. 이는 악의 극복 방안에 대한 

칸트의 서술 자체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일단 칸트의 표현을 보자면 

그는 악의 문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뭇 종교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우리

가 회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사유방식에 있어서는 혁명이, 그러나 

(저러한 방해들에 대립하는) 기질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된다(R 6: 47).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회심이라는 하

나의 사태가 동시에 점진적인 개혁이면서 급진적인 혁명이라고 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설명 없이는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 또한 도

대체 어떻게 이러한 인간의 노력이 앞에서 설명한 바 대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보편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 역시 불명확하다.

칸트의 악의 극복에 대한 논의는 이처럼 그 방안인 회심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구성 요소

로 제시되는 은총과 회심 간에 어떤 내적인 긴장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

이기까지 하는데, 이것이 이 장에서 다룰 두 번째 양립 가능성의 문제이

다. 이 두 번째 양립 가능성의 문제는 칸트가 양자 모두 악의 극복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는, 1) 개인적 맥락에서의 인간의 

노력인 회심과, 2) 마찬가지로 개인적 맥락에서의 신의 조력인 은총 간

의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70) 먼저 위에서도 잠시 언급된 회심이란, 인간

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의 삶 속에서 악을 극복하는 어떤 방안인 것으

로 보인다. 칸트는 회심의 가능성을 논평하면서 “인간은 그의 지속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설령 어느 시점에 그의 현존재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대체로] 신에게 흡족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

기 때문이다(R 6: 67). 이러한 그의 언급은, 우리의 실제 삶 도중에 회심

70) 본 논문에서는 회심과 은총을 각각 인간의 개인적 노력, (전지한) 신의 개인적 조력
이라고도 부를 것이다. 이는 사회적 맥락을 다루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지는, 인간의
사회적 노력으로서의 정치적/법적 공동체 건설, 그리고 (전능한) 신의 사회적 조력으
로서의 윤리적 공동체 건설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인다. 전지한 신의 성격과 전
능한 신의 성격은, 논의가 진행되면서 명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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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다. 또한 칸트는 이 회심을 하

는가의 여부가 어느 정도는 제한적으로나마 자각 가능하고, 그러한 점에

서 이를 반드시 수행할 이유가 개인에게 주어진다고도 말한다. 문헌상으

로 칸트는 위 논의 바로 다음에, 인간은 한편으로는 각자가 이 회심을 

경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각자에 대해 한편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

러나 소망한 그리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얻을 수 있거나 혹은 

“가늠할 수 없는 비참에 대한 전망”을 얻게 된다고 논하기 때문이다(R 

6: 69). 대체로 칸트는 이러한 도덕적 미래에 대한 두 전망 중에서 보다 

나은 전망을 얻기 위해서는 각자가 회심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전망의 차이가, 어떤 신이 가정된 맥락 

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즉 칸트에 따르면 이 차이

는 “선을 향해 노력하는 인간을 이러한 도덕적 선 자체에 관해 신적인 

자애와의 관계에서 고찰할 때 불거지는 것”이다(R 6: 67). 이처럼 칸트에

게서 악의 극복은, 순전히 회심으로 불리는 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룰 수 없고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데, 칸트의 표현을 빌면 이 신은 그

의 조력, 곧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돕는 존재로 그려

진다. 그런데 신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 것인지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회

심에 대한 그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데다가, 이 불명확성은 어

떻게 해석되더라도 칸트에게 어떤 딜레마를 부여하게 된다. 즉, 한편으로 

우리가 순전히 신의 조력인 은총 없이 온전히 선할 수 있는 존재라면, 

칸트의 신 혹은 영혼 불멸의 요청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겠다. 

그러나 칸트는 종교의 여러 곳에서, 또한 그 밖의 많은 그의 실천철학

적 문헌에서 신과 영혼 불멸이라는 저 유명한 초험적 요소들에 대한 요

청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하므로, 이러한 선택지는 막대한 문헌적 불

일치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와 반대되는 선택지로 이 불명확성을 해결한

다는 것 역시 가기 힘든 길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즉 신의 조력이 악의 

극복에서 어떠한 의미에서든 필요한 것이라면, 칸트에게 있어서 악의 극

복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각 개인에게 귀속되지 못하게 되고 선해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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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은총이 필요하다는 선택지

는 “당위는 가능을 포함한다(Ought Implies Can)”라는, 너무나 유명한 경

구로 표현되곤 하는 칸트의 책임에 대한 입장과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악의 극복에 대한 칸트의 논의 내에서 생겨나는 은총과 회심은, 각각의 

개념의 불명확성 또한 해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명된 두 개

념 각각이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쳐져서 악의 극복이라는 결합물을 

구성할 수 있는지 또한 검토해 보아야 하며, 이것이 이 장에서 다루어고

자 하는 두 번째 양립 가능성의 문제이다.

일견 불가능해 보이는, 악의 극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해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양립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금

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금 논한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책임 조건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조건에 

대한 흔한 오해는, 칸트에게서는 어떤 사태가 의무라면 그 사태는 그것

이 의무라는 사실로 인하여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이를 해석하

는 것이다. 이 오해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의 논의를 시작할 필요조차 없

다. 칸트는 단지 악의 극복은 의무이므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만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 극복에 대한 난제를 이처럼 잘못 해소해 

버릴 우려를 종식시키고, 또 이후의 논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

해서, 우리는 먼저 이 조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칸트 또한 상식적인 철

학적 입장에서처럼 이 조건을 한편으로는 면책 조건으로, 다른 한편으로

는 의무를 인식할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이로부

터 칸트에게서도 선해지는 것, 곧 무한한 도덕적 의지력을 가져야 한다

는 불가능한 의무가 우리에게 진정한 실질적인 의무로 주어지도록 만들

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 먼저 논의의 

전제로 확실히 주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논의 이후에야 우리는 악의 극

복에 대한 칸트의 명확한 그림에 합당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의들을 다루는 이 장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

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칸트에게서 두 양립가능성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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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발생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 과정은 문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칸트의 보편악 주장과 악의 극복 주장에서의 외적 양립가능성 

문제를 드러낸 다음, 악의 극복 주장에 있어서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 

간의 내적 양립가능성의 문제를 제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내

적 양립가능성의 문제는 칸트의 악의 극복에 대한 논의에 비판적인 입장

을 취한 해석가들의 입장과 연계되어 제시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칸

트에게서 회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의 극복 가능성이 어떠한 의미로 

주어지는지를 개략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고, 많은 논의를 담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칸트에게서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주장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이로부터 회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나아간다. 여기에서는 먼저 칸트 역시 이 

유명한 책임 조건을 상식인에서처럼 때로는 불가능한 사태에 대해서는 

면책 조건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 부과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헌적 탐구를 통해 밝힌다. 두 번째 부분의 후반부는, 이

처럼 해석된 책임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칸트의 회심 개념 및 악의 극복 

방안의 골자를 해명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학과의 유비를 통해 악의 

극복, 곧 무한한 의지력을 가진다는 사태를 칸트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여겼을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검토 과정은 칸트의 입장과 일차함수의 

무한과의 유비를 통해 일차함수가 무한으로 발산할 세 조건이 신과 영혼 

불멸에 대한 요청, 그리고 인간이 성취해야 하는 회심이 부여하는 의무

에 상응하는 것을 보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세 가지 논의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칸트의 악의 극복에 있어서 마지막 빈 구멍을 메워주는 조각인 은총을 

해명하여 칸트의 악의 극복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통해 앞에서 제시한 두 양립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며, 최종적으로 보편

악 주장과 그 극복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를 정리한다. 이 마지막 부

분의 논의는, 크게 보아 영혼 불멸, 신, 회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되는 머나먼 이상향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드러내 

보이면서 진행된다. 우리는 문헌적 검토를 통해 먼저 무한에 대한 칸트



- 122 -

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양적 무한은 수학적 무한 내지는 

초월적 무한과 동일한, 지속적으로 커져 나가는 상태로서의 무한임을 먼

저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칸트에게서 윤리적 행위자는 이러한 무한보다 

더 큰 무한, 곧 무한수와 같은 의지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이 추가적으

로 밝혀지게 된다. 따라서 회심을 통해서 성취하는 경지인, 무한을 향해 

발산하는 의지력은 선한 존재자가 되기에 충분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칸트는 은총을 주장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앞 장에서 제시되었던 해석, 곧 모든 유혹을 이겨

낼 정도로 무한한 의지력을 가진다는 것이 칸트의 악 개념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회심과 은총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분명하게 해명하면, 앞에서 

제시한 보편악 주장과 악의 극복 주장 간에, 그리고 엄격한 책임과 신의 

조력 간에 발생하는 외적, 내적 양립가능성의 문제 역시 비로소 해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해명 이후에 우리는 칸트의 보편악 논변과 그 극

복 방안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소결론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보편악 주장과 그 극복 방안의 얼개를 논리적으

로 명확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리들로부터 다시 보편악 주장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로부터, 순전히 물리적 관점 하에서는 도덕이 

안락사에 빠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지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는 칸

트의 표준적인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

2. 악의 극복에 대한 논의에서 생기는 두 문제

2.1. 악의 보편성과 회심 간의 외적 충돌

일단 우리의 논의의 시작을 종교라는 문헌의 흐름과 맞추어 살펴보

도록 하자. 앞 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는 종교의 1논고 

3절까지의 논의를 통해 악의 보편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인간 자연본성 안의 악의 근원에 대하여｣라는 이름이 붙은 1논고 4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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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이후에 따라나오는 1논고 전체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 ｢선의 근

원적 소질의 능력 복원을 위하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후속 논의에서 

보편악에 대한 그의 주장을 이어서 전개한다. 거기에서 칸트는 우리에게 

이러한 악이 귀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연달아 제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되는 악의 극복 

방안은 다소 불명확한다. 다만 적어도 그가 이 극복이 이루어지는 영역

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외적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의 원인인, 

주관적이고 내적인 행위 원리인 준칙에서 찾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문헌

상으로 그에게서 악의 극복을 위해서 개인이 해야 할 노력은 “혁명,” 

“재탄생,” “심정의 변화(개심),” “재탄생”과 같이 행위 원리의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어휘로 표현되고,71) 또 이것들에 대비되는, 외적 행위의 

점차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들로는 “개혁,” “습관의 변화”와 같은 어

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R 6: 47; 67).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이처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이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회심”이라

는 하나의 용어 아래에 묶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준칙의 변화를 의미하는 “회심”이 무엇인지 면밀히 탐구해야 하겠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개인적 노력을 통해 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러

한 서술은 우리를 악의 보편성과 그 극복 간의 양립 가능성 문제로 이끈

다. 앞의 논의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칸트에게서 인간이 보편적

으로 악하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유한하다는 것, 혹은 누구든지 간

에 상황이 극단적으로 불리하게 주어진다면 그가 이겨낼 수 없는 강대한 

유혹이 주어지리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리고 이러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칸트가 보편악 주장을 펴면서 말한 바와 같이 “가장 선한 인간”조

차도 악하다고 판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R 6: 32). 그러나 악의 보편성이 이처럼 확고하다는 

것은, 반대로 그러한 악을 극복하는 방안의 가능성을 고갈시키게 된다. 

악의 보편성 하에서는 어떤 개인이 유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것이 곧 그

가 악하다는 것과 동치이고, 이로부터 선해지기 위한 필요조건은 가능한 

71)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칸트가 사용하는 이러한 표현들 중 “회심”을 대표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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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할 수 있는 무한하게 굳건한 의지

력을 가지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그처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

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최선의 인간조차도 다다를 수 없는 경지가 어떻

게 우리에게 실질적 의무로 주어질 수 있는지 불명확해지게 된다. 비록 

인간이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력을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자연을 관찰하는 방식

으로 바라볼 때, 그러한 인간이 한편으로는 없으리라는 것 역시 현실적

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어떤 상상 속에서

표상되는 인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에게 가능한 의무는 단지 

인간으로서 적절하게 가능한 정도의 의지력의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제

한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겠다. 이를테면 현실의 우리에게는 부처, 공자, 

마흐메트와 같은 위인들이 실제로 가졌을 법한 크기의 의지력을 가지는 

것이 의무의 한계이고, 그 이상의 의무는 칸트만이 주장하는 공허한 의

무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의 악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문자 그대로 선한 존재자 그 자체가 되기를 요

구한다. 이러한 실현되기 어려운 제안은, 곧바로 악의 보편성과 그 극복 

방안인 회심이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악의 극복의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실천철학의 맥락

에서 볼 때 보편악 주장이 참이기 위해서 주어져야 하는 두 번째 조건이

었음을 우리는 이미 앞 장의 서두에서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사고 방

식을 따라간다면 혹여나 보편악에 대한 완전한 극복이라는 요구를 칸트

에게서 제거하고, 인간에게 가능한 한도까지만 이에 대항하자는, 보다 현

실적인 주장을 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보다 합당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

다.72) 그러나, 칸트가 보편악을 주장하였던 바로 그 근거가 이러한 사고

72) 이러한 입장은, 최고선에 대한 칸트의 입장에서 영혼의 불멸 조건을 제거하고자 하
는 해석가들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들은 칸트에게서 영혼의 불멸 조
건이 단지 현생에서의 최선의 도덕적 노력을 수행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보기에, 인
간이 성취할 수 있는 칸트적 최선 역시 현생에서의 최선의 노력 끝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지점 이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앤드
류 리스, 앨런 우드, 폴 가이어 등이 있다. 다만 논의의 맥락상 이들이 어떠한 근거에
서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2.1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는 종교에서 최고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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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로막는다. 무엇인가가 적절하게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불리기 위해

서는 그에 대한 극복 가능성은 동시에 제시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기 때

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생

각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것이 참이라면 만약에 악, 곧 의지력

의 유한성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대처 불가능한 사태라면 이는 악이 될 

수 없게 된다. 즉 악의 극복이 요구하는 바가 불가능한 것들, 이를테면 

마치 인간이 맨몸으로 중력을 거슬러 날아가는 것 내지는 시간을 거스르

는 것과 같이 그야말로 달성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라면 맨몸으로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의무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악

의 극복 역시 우리에게 의무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역설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칸트가 주장하는 보편

악 주장은, 한편으로 그것이 악에 대한 주장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극

복 가능성이 주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보편악 주장이 보편적 주장

이라면, 그것의 예외 및 극복 방안이 있을 수 없어야만 할 것 같다는 것

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곧 바로 첫 번째 양립가능성의 문제가 되며, 

이 문제는 칸트의 보편악 주장이 그가 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실천철학

의 두 전제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손쉽게 회피될 수 없다.

2.2. 악의 극복에 대한 기존의 해석

그런데 악의 극복 방안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그의 종교적 입장에 어

떤 내적 모순 내지는 긴장이 있다고 여기는 몇몇 해석에서 중요한 근거

로 제시되기도 한다. 칸트의 종교적 입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여, 스탠포드 백과사전에서는 총 4가지의 해석, 곧 성공적인 기독

교적 호교론자(A successful Christian apologist), 기독교의 실패한 옹호자

(A Failed Christian apologist), 무해한 신학자(Non-doxic theologian), 순수한 

루는 논의는 3논고에 속하고, 그에 따라서 문헌적으로 거기에서 이들의 논의가 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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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종교체계[제시](Pure rational system of religion)로 구분하고 있

다.73) 그런데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악에 대한 입장과 대체로 양

립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여타의 해석들과는 달리, 칸트를 기독교의 실

패한 옹호자로 보는 입장, 곧 신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 그의 도덕적 입

장과 같이 생각하게 된다면 어떤 큰 난점(Conundrum)에 부딪힌다는 두 

번째 해석은 반박되어야 하겠다. 다른 입장들과는 달리 칸트가 실패하였

다는 이 해석은 칸트의 종교적 논의가 어떤 내적인 큰 문제가 있다고 여

긴다는 점에서, 대체로 그의 종교적 논의가 실천철학의 자연스러운 귀결

이라고 보는 여기에서의 독해와 양립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인 철학자들은, 필립 퀸(Philip Quinn), 니콜라스 월터스터

프(Nicholas Wolterstorff), 존 헤어(John Hare)등이 있었으며, 비교적 최근

에는 앤드류 시그넬(Andrew Chignell)과 같은 사람이 이러한 해석의, 특

히 월터스터프의 해석의 일부를 이어받았고, 이들은 위에서 살펴본 악의 

극복 가능성의 난제에 맞추어 칸트의 입장이 큰 문제에 빠진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해 왔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해석가들 중 칸트에 대한 

비판을 명확하게 다듬은 시그넬의 논의와, 그 논의의 토대가 되었던 월

터스터프의 입장을 주로 살펴보겠다.

보다 앞서 제기된 월터스터프에 따르면 종교의 논의 안에는 책임에 

관한 칸트의 스토아적 입장과 신의 조력 간에 어떤 내적 모순이 발생한

다. 이러한 비판은 1991년에 출간된 “Conundrums in Kant’s Rational 

Religion”에서 제시되었다. 거기에서 월터스터프는 우리의 노력에 신의 

조력이 더하여져서 이루어지는 칸트의 악의 극복 논의는, “단지 어떤 난

점이나 긴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순”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Wolterstorff 1991 49),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칸트의 논의

를 인용한다:

73) 이러한 구분은 스탠포드 철학사전에서 “칸트의 종교철학” 항목에서 제시된 바를
번역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Pasternack, Lawrence and Courtney Fugate, "Kant’s 
Philosophy of Religio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mmer 2021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um2021/entries/kant-religion/>. 3.6.4. 참조.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um2021/entries/kant-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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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우리의 능력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는, 온전히 순화되지는 못한, 우리의 모든 의무를 충족

시키기에는 적어도 나약한 우리의 마음씨에 대한 초자연적 개

입이라는 개념은 초험적인 것이고, 어떠한 경험도 그것의 실재

성을 우리에게 보증할 수 없는 한갓된 이념이다. - 그러나 이

러한 이념을 실천적 의도에서의 이념으로 상정하는 것조차도, 

이 이념은 도발적인 것이고, 이성과 화합하기도 어려운 것이

다.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선한 처신으로서 우리에게 귀책되어

야 마땅한 것은 외부의 영향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들

을 가능한 한 가장 잘 사용함에 의해서만 일어날 것이 틀림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의 (즉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일어

난다는) 불가능성 또한 증명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유 자체

가, 비록 그의 개념 안에 초자연적인 어떠한 것도 함유하고 있

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능성의 면에서는, 우

리에게 개념적으로 파악되지[개념화되지] 않는 것으로 남아 있

기 때문이다. 자발적이면서도 결함이 있는 그의74) 규정을 보충

하기 위하여 인간이 상정하고 싶어하는 초자연적인 것과 똑같

이 말이다.

(R 6: 191)

월터스터프는 위의 인용구를, 우리가 선해지는 것에 있어서 신의 조력

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난점을 칸트 스스로가 지적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부패해 있고, 결코 저 신성한 법칙에 스스로 

부합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또한 이에 요구되는 인간

의 적합성의 결여를 그 자신의 신성성의 충만에 의해서 보충될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는 다른 부분의 논의를 각주에서 이어 인용하면서 칸트의 난점을 지적

하는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다(R 6: 143). 그 논의에 따르면, 칸트가 보여

74) 월터스터프의 번역 및 여타 영역본들에는 이 부분이 대명사가 아니라 “자유의”로 해
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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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곤 하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악을 극복 가능하다는 

스토아주의적인 엄격하고 자율을 중시하는 도덕에 대한 관점과, 신의 조

력을 통한 악의 극복이라는 두 개념은 서로 강하게 충돌한다는 것이다

(Wolterstorff 1991 49-50). 월터스터프가 제기하는 이 문제는, 엄격주의자

인 칸트가 어떻게 악의 극복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노력 여부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자신에게 귀속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신의 조력

이 그 과정에 필요하다는 두 입장을 합당하게 양립가능하게 만들 수 있

는지의 문제, 곧 우리가 앞에서 정리하였던 두 번째 양립가능성의 문제

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악의 극복에 대한 칸트의 입장에 어떤 내적인 난점이 있다

는 입장을 이어받은 보다 최근의 해석을 제시한 연구자로는 시그넬이 있

다. 그는 월터스터프처럼 악의 극복에 대해서 신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칸트의 논의가 어떤 모순을 드러낸다는 강경한 입장이 아니라, 이러한 

난점으로 인하여 칸트에게서 악의 극복은 믿음이나 지식의 영역과는 구

분되는 희망의 영역에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그가 이를 제시하는 방

식은, 먼저 칸트에게서 “희망될 수 있는 것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

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다음으로 그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

떤 가능한 사태들이란 점, 곧 양상의 사태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어떤 

사태가 희망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정리한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태가 

희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 행위자가 그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라

고, 2) 그 행위자가 그 사태가 “가능”하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Chignell 2014 102). 

그리고 시그넬은, 순수이성비판의 양태의 범주에서 주어지는 칸트의 

논의로부터 이 가능성의 의미는 해당 저서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험적 가능성, 형식적 가능성, 논리적 가능성과 같은 것들일 수 없다고 

먼저 설명한다. 시그넬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명시적으로 논하는 가능성들은 희망에 대한 칸트의 입장과 상

응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시그넬은 이를 보이기 위해서 먼저 칸트가 

논하는 세 가지 가능성, 곧 경험적 가능성, 형식적 가능성, 그리고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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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한다. 이 중 경험적 가능성이란 “경험 법칙들이 

주어졌을 때, 선행하는 사태들과 양립 가능한 사건들 혹은 변화들에 의

해서 향유되는 양상적 상태”를 지칭한다(Chignell 2014 103). 그런데 희망

의 대상이 이러한 경험적 가능성으로 생각되기에는 한편으로 이 조건은 

너무 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는 너무 약하게도 생각된다는 것이 시

그넬의 분석이다. 이러한 조건이 너무 강한 제약인 이유는, 한편으로 칸

트가 어떤 희망의 대상들은 경험적으로는 달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논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그넬이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조건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칸트에게서 희망의 목표는 경험과 양립 

가능하기는 하지만 경험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칸트에게서 행복이 그 자격에 정확하게 맞게 분

배되는, 그러니까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현실에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경험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행복

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이상사회는 우리가 경험적인 대상이나 사건을 통

해서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사고로부터 생각되는 사회

이기에, 경험적 가능성으로 이러한 대상을 구획짓는 것은 너무 느슨하기

도 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시그넬은 칸트의 희망의 대상이 되는 가

능성의 의미가 경험적 가능성일 수 없다고 정리한다.

다음으로 시그넬은 칸트가 논하는 다른 두 가능성, 곧 형식적 가능성

과 논리적 가능성이 희망의 조건으로서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

한다. 이는 각각 칸트적인 감성의 형식들 혹은 범주에 따라서 사고될 수 

있는 사태와 수학적 사태가 그 사례로 제시된다. 즉 잘 알려져 있듯이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어떠한 대상이 시간과 공간 상에 놓이고, 나아가 

그 대상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어떤 인과법칙에 따른다고 

생각한다. 칸트에게서 대상은 이러한 사고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어질 수 있어야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칸트의 희망의 대상 역시 이

러한 가능성의 형식에 따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가능

성은 너무나 많은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러한 가능성 역시 희망

의 대상을 구체화하기에는 너무 약한 조건이라고 시그넬은 분석한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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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그넬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성 조건은 

말하자면 우리는 2 + 2 = 5와 같은 문장이 참이 되기를 이성적으로 희

망하지 못하게는 만들어 주지만, 그러한 희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줄 

수는 없는, 또 하나의 약한 조건이다. 따라서 시그넬이 해석한 칸트에 따

르면 희망의 대상이 가능하다고 논할 때 이 대상이 무엇일지를 포착하는 

칸트의 가능성 개념은 경험적, 형식적, 논리적 가능성과는 다른 종류의 

가능성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정리된다.

시그넬은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가능성은 “실제적 가능성

(Real Possibility)”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시그넬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성

은 칸트가 양태의 범주를 다루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전비판기에서부터 염두에 두었던 가능성 개념이며, 순수이성비

판에서는 “사물들의 가능성이 경험 너머에까지 이를 수 있는가 어떤가

를 사람들이 알고자 할 때” 묻는 “한낱 가능적일 뿐인 조건들 아래서만 

가능적인” 개념을 논할 때에 언급되었다고 본다(A232/B284).75) 그는 이러

한 실제적인 가능성이, 순수이성비판에서는 “도덕 원리들이 이성의 실

천적 사용에서 필연적인 것과 똑같이 이성의 이론적 사용에서도, 누구나 

자기의 처신에서 행복할 만한 품격을 갖춘 그 정도만큼 행복을 희망할 

이유를 받아들인다”는, 해당 저서에서 최고선에 관한 논의에서 나타나는 

희망에 대한 칸트의 언급을 문헌적 근거로 가진다고 본다(A809/B837). 

또한 시그넬은 판단력비판에서 “신은 없고, 또한 내세도 없”다고 믿는 

성실한 무신론자 또한 윤리적 목적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도덕적 세계창시자, 다시 말해 신의 현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는76)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칸트의 독특한 희망 개념이 드러난다는 점

을 추가적인 문헌적 근거로 언급한다(KU 5: 452-3). 즉 시그넬은 이러한 

75) 시그넬이 말하는 바와 같이 칸트가 이러한 가능성 개념을 실제로 가졌는지 또한 논
의의 대상일 될 수 있겟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다.

76) 자신의 논문에서 시그넬은 두 인용문에서 “믿는다”는 의미와 동치로 “받아들임
[Annehmung]”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기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그
의 이러한 표현이 드러나도록 번역을 다소 수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믿음은
칸트의 요청적 태도가 드러난 입장이며, 희망은 이러한 믿음이 나타나는 분야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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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희망의 대상들 역시 반드시 특정한 의미

로 가능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은 순수이성비판에서 주어

진 가능성과는 다른 특수한 가능성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능성

이 바로 “실제적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실제적 가능성이 곧 칸트에게서 어떤 사태가 이성적인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받아들여, 위에서 서술한, 어떤 사태가 희망의 

대상이 될 조건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어떤 사태가 희

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그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1) 어떤 행위

자가 이성적으로 욕구하는 것, 그리고 2) 적어도 그가 그 사태가 실제적

으로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두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이다(S rationally 

hopes that p only if (1) S rationally desires that p, (2) S at least rationally 

Believes that p is really possible)(Chignell 2014 105-6).

다음으로 그는, 이 실제적 가능성 개념을 통해서 희망을 설명하고, 다

시 이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선해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희

망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도식화한 후, 그러한 도식화를 통해서 칸트의 

입장이 마주하는 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이 

난점은 칸트가 받아들이는 다음의 네 가지 입장이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

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데, 이는 월터스터프가 제시하였던 반론을 보

다 명확하게 다듬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 S는 자기 자신을 선하게 만드는 데에 있어 (이를테면 그

의 의지의 성질을 악으로부터 선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있

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진다(칸트의 윤리학적 입장)

(B) S는 자기 자신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A와 “당위는 책임

을 요구한다”는 입장의 귀결)77)

(C) 만약 S가 그 자신을 선하게 만드는 데에 있어 도덕적으

로 책임을 진다면, 그리고 S가 그 자신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S는 그 자신을 선하게 만드는 데에 있

77) “당위는 책임을 요구한다”는 원칙을 칸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논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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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존재적으로(ontologically)78) 완전한 책임을 진다([칸트

가 받아들이는] 스토아적 격률)

(D) S는 선해지는 데에 있어서 신의 조력을 요구한다(신의 

조력에 대한 칸트의 입장)

(Chignell 2014 112)

시그넬에 따르면, 칸트가 받아들이는 이 일련의 입장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는 A부터 C까지의 명제가 D와 충돌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A와 B의 귀결로 주어지는 C와 D 간에 생겨나는 충돌에서 잘 드러난다. 

C는 우리가 우리의 선해짐에 있어 온전한, 존재적인 책임을 진다는 입장

인데, 이러한 입장과 선해지는 데에 있어서 신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D의 

입장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난점에 대해서 그는 두 가지

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여기에서 칸트가 말한 신의 조

력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희망의 영역,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

식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는 것이 가능하긴 한 영역에서 (말하자면, 예

지계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A부터 D까지의 입장들을 양

립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를테면 신의 조력이 

어쩌면 초기 근대철학의 인과론에 있어서 유명한 논의인 신적인 동시동

작론(Divine concurrence)과 유사한 어떤 것일 가능성을 언급한다. 만약에 

이것이 참이라면, 그러한 비-경험적 부분에 대한 조력에의 희망을 품는 

것은 A부터 C까지의, 행위자가 경험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과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그넬에 따르면 이러한 해결

책은 칸트에게서 선해지는 것에 있어서 다른 행위자의 조력에 대한 필요

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행위란 곧 (타인의 개입과 같은 것이 없

78) 시그넬은 신의 조력에 대한 문제가 존재적으로도, 인식적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고
논하고 자신의 논문은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함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서술한 바 있다(Chignell 2014 110). 즉 그는 이러한 선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는
지는 다루지 않으며, 다만 칸트가 우리가 순전히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를 존재적으
로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칸트
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불투명성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일견 타당하지만, 이 입
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회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제시된 이후에 본 장의 5.3
에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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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무조건적인 행위라는 칸트의 일반적 입장과 충돌한다는 문제를 

남긴다(Chignell 2014 112). 

그가 제시하는 두 번째 해결책은, 칸트가 이 부분에 있어서 A부터 D

까지의 입장 전체를, 다소의 비일관성을 감수하고 받아들였다고 보는 입

장이다. 이 두 번째 해결책을 설명하기 위해 시그넬은 앞에서 월터스터

프가 제시하였던 논의들 및 여타의 논의들을 재인용하면서, 칸트의 입장

은 곧 우리가 선해짐에 있어서 어떤 초자연적인 도움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는 전적으

로 알 수 없다는 인식적 입장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정리한

다. 다음으로 그는 신의 조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는 칸트

에게서 결코 알 수 없는 초험적 영역에 속한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이 

조력은 믿음이나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논한 희망, 

곧 시그넬이 정리하는 실제적 가능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는 것이다.

희망의 대상이 되는 사태는 이성적으로 추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시그넬의 정리는 칸트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주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그넬

의 정리에는 칸트에게 있어서 악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나아가 악의 극

복 방안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빠져 있어, 우리가 다루는 문

제에서 이러한 조건이 어떻게 만족되는지는 그의 논의에서 온전히 만족

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달리 말해, 적어도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인

간이 무한한 의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의 가능성은 그의 추정보다는 

더 확실해야 한다. 이러한 난점에 대해 시그넬은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칸트의 유명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상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이전의 논의보다 명확히 풀어내고 그로부터 다시 두 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너무 많은 부분

이 불명확한 채로 남는다. 그가 말하는 희망의 대상이 될 두 조건에서, 

칸트가 고유하게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두 번째 조건에서 문

제가 된다. 이는 “어떤 행위자가 어떤 실질적인 가능성을 가지는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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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가능함을 이성적으로 믿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 때 악의 극복은 우리가 그에 대한 이성적 믿음을 가질 때에만 희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앞의 분석에 따라 악의 극복이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것이 악의 극복의 조건이라고 할 때 시그넬의 정리는 이 “이성적

으로 믿음”이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Chignell 2014 106). 

물론 시그넬 본인은, 자신이 제시한 분석틀로부터, 칸트가 취할 수 있

는 두 가지 논리적인 길을 제시하므로, 이러한 두 가능성 중 하나가 이

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아직 불명확하게 

제시되었던 그의 문제상황에는 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보다 명

확해지고 어려워진 문제상황을 풀기에는 부족하다.79) 우리의 문제는, 인

간으로 하여금 무한한 의지력을 성취해야 할 방안이 칸트에게서 주어져

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무한한 의지력을 가짐” 이라는 사태

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단지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이유에서 적

어도 희망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믿음”이

라는 조건은 어느 정도 정도차를 인정하는 조건이고, 이 조건은 물론 시

그넬의 설명에서도 어느 정도는 만족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악의 극복의 가능성을 확보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안이 있다면 이 조건은 보다 잘 충족되겠다. 따라서 희망이 이

성적으로 욕구함 조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에 의해서 칸트의 

선해짐에 대한 논변을 정리할 수 있다는 시그넬의 기본적인 분석틀을 어

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칸트의 입장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선

할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의 문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시그넬의 분석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시그넬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의 설명

에서 “희망”에 대한 논의는 다소 인식론적이고 일반론적인 측면에 치우

쳐져 있어, 칸트가 어째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드러

79) 이 두 가능성은, 칸트에게서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이 어떤 신적인 동시동작론
(Divine Concurrentism)과 같이 이 둘이 모두 참이면서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거나, 혹은 위 문장의 A부터 D까지의 입장을 칸트가 다소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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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희망”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설명

을 찾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물론 문제의 핵심에 놓이는 것은 아닐 수

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선해짐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지금의 맥락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시하게 되는 선해

지는 방안에 대한 이성적인 믿음 가능성이 정확히 어떠한 입장에서 희망

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통하여서도 시그넬의 

설명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해짐을 희망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의 정리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되, 악의 극복 방안에 대한 심

도 깊은 탐구를 통해 그의 입장에서 미진한 부분, 곧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사태가 정말로 “이성적으로 욕구함”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

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희망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는지를 이

제부터 탐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에 대한 잘 알려진 해석이다. 칸트에 대해서 

친숙한 사람이라면, 칸트가 종종 언급하곤 하는 저 유명한 “당위는 가능

을 포함한다”는 입장으로부터, 곧바로 선할 조건이 주어지지 않느냐고 

물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칸트가 이 입장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검

토해 보면, 우리가 악을 극복하고 선해지는 데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단지 칸트라면 무엇임이 의무

임이라는 사실로부터 자명하게 그것을 해야 한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악의 극복 

가능성을 거의 악 개념으로부터 개념적으로 끌어내는듯한 이러한 입장은 

도덕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칸트가 

그러한 입장을 정말로 받아들였다고 여기기는 아직 이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악의 극복 방안인 회심에 대한 그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 나서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OIC 문제

는, 칸트가 그 스스로 악의 극복을 가능하다고 여겼는지 혹은 불가능하

다고 여겼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귀결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이 문

제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첫 번째 양립 가능성의 문제, 곧 악의 극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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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과 보편악 주장의 양립 가능성의 문제와 이어지게 된다. 이제 우

리의 탐구는 이 “달리 할 수 있음” 조건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이 칸트의 

당위에 대해서도 가능한지를 따지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 이후

에 우리는 악의 극복 방안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를 보다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OIC 조건의 두 사용과 그 변용: OIC*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종교의 1부 마지막에서 등장하는 “회심”에 

대한 논의는 단지 보편악 주장뿐만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칸트의 관점과

도 긴장 관계에 놓여 있고, 이러한 긴장이 진정한 충돌인지, 혹은 해소 

가능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제시되었다. 만약에 칸트가 이러한 조건을, 

어떠한 사태가 의무일 때, 그 사태에 대한 가능성은 그것이 의무라는 사

실에서부터 주어지기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사용한다면, 선해

지는 의무에 대한 난제는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악의 극복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OIC조건을 칸트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이 조건이 

악의 극복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이 절의 탐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이 절의 첫 부분에서는 칸트 역시 우리에게 어떠한 사태가 의무이기 위

해서는 그 사태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상식적 생각을 가졌다는 

점을 칸트의 문헌으로부터 확인한다. 방금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원칙은 

마치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설령 불가능한 사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

덕의 명령이기만 하다면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종종 잘

못 독해되어 왔고, 이 경우 악의 극복 가능성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칸트가 해당 조건을 논의하

는 것을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독해가 오해이며, 그 역시 

우리의 상식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은 우리의 문제를 마무리짓지 못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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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서의 칸트의 서술이 그가 받아들이는 OIC의 두 사용 중에서 어

떠한 사용과 일치하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칸트가 OIC를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종
교에서는 이 조건이 그 중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따져 볼 것이

다. 그리하여 이 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먼저 종교 원문에서 OIC 사

용의 애매함이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절의 세 번째 부분

에서는, 원문을 고려할 때 종교의 악의 극복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

으로 OIC를 변용해야 할지를 설명한다. 이 조건은 일반적인 OIC 조건과 

구분되어 OIC*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3.1. 칸트에게서 OIC의 두 사용

이 절의 목적은,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유명한 책임의 전제 조

건, 곧 OIC조건이 칸트로 하여금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라는 명령이 설사 

불가능하더라도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

냐는 의문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의문은 칸트에게서 이 조건이 

종종 마치 무엇인가가 의무이기만 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막대하든지간에 

행위자에게 부과된다는 잘 알려진 오해에서 기인한다. 만약에 그가 이처

럼 기이한 방식으로 OIC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악의 

극복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는 의무를 받

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칸트를 해석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 때 악의 

극복과 보편악 주장 간의 긴장은, 본 장의 문제 의식과 함께 사라져 버

릴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이 극복 가능성에 초점을 맞

추어, 칸트가 종종 강조하는 유명한 책임조건인,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

다(Ought Impies Can)”는 조건이 그에게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일단 칸트에게서 이 유명한 책임의 전제 조건은 양면적으로 사용된다. 

즉, 이 조건은 한편으로는 후건 부정, 곧 면책 조건으로, 또 다른 한편으

로는 전건 긍정, 곧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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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식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책임 조건이 후건 부정으로 사용되

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만약에 나에게 무엇인가가 당위라면, 그것은 가능해야 한다(If I ought, 

then I can).

그것은 불가능하다(I cannot).

따라서, 그것은 나에게 당위가 아니다(Therefore, I ought not).

(Sensen 2021 25)80)

직관적으로 OIC가 면책 조건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경우는, 사실 칸트

의 잘 알려진 저서에서 자주 논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칸트는 윤리학 

강의와 같은 곳에서 “사람이 따를 수 없는 규칙들에 대한 고려는 무의

미”하다거나, 혹은 “이를테면, 인간은,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딸

꾹질을 멈추는 것에 대한 의무는 없다”와 같이, OIC를 위에서처럼 후건 

부정식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LE 27: 244; 261). 또한 우리는 칸

트가 종교 및 여타의 실천철학적 저서에서도 OIC가 때로 면책 조건으

로 사용된다는 이 논의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헌적 근거를 이

미 살펴본 바 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논한 바, 곧 칸트에서 신적 이상

향과 인간적 이상향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는 종종 이 구분을 논하면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상적인, 신과 같은 신성한 존재가 되기를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고 논

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서의 이상향의 최선은 “전적으로 신성한 의지”

가 될 수 없고,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은 “덕 이상의 것은 아닌,” 

것으로, 다시 말해 “투쟁 중에 있는 도덕적 마음씨”인 것으로 여러 곳에

서 묘사되었다(KpV 5: 84; R 6: 64; MS 6: 383). 그리고 두 이상향 간에 

이러한 구분이 생기는 이유는, 적어도 칸트가 보기에 이러한 인간적인 

80) 센센의 논문은 칸트가 OIC에 대해서 위에 인용된 바와 같은 두 가지 추론 방식을
(후건 부정, 전건 긍정) 적용한다는 것을 정리한 다음, 도덕적 발전과 관련하여 그러
한 태도의 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난점에 대한 설명
을 제외한, 후건 부정과 전건 긍정식 정식화 부분을 떼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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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은 신적인 이상향에 비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점 

역시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칸트에게서 OIC는 이와 같은 면책적 사용보다는, 의무를 부과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보다 자주 나타난다. 또한 칸트가 이를 

사용할 때에 그는 종종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이 곧 우리에게 그 가

능성이 주어진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서술을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서 그가 마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OIC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는 오해가 종종 주어지게 되었다:

만약에 나에게 무엇인가가 당위라면, 그것은 가능해야 한다(If I ought, 

then I can).

나는 (내가 느끼기에) 무엇인가를 당위로 느낀다(I (have a sense that I) 

ought).

따라서, (내가 느끼기에) 그것은 가능하다(Therefore, (I have a sense 

that) I can).

(Sensen 2021 25)

이와 같은 전건 긍정 형태의 논변은 상식적으로는 보다 기이해 보이겠

지만, 칸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보다 친숙할 것이

다. 이를테면 칸트에게서 유명한 사례인 실천이성비판에 등장하는 교

수대 논변의 사고 실험이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해당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자는 비록 곧바로 교수대에 매달려 자신의 목

숨을 버리게 되더라도 친구를 거짓으로 밀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

고, 나아가 이러한 의무로부터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음도 알게 

되는 것으로 묘사된다(KpV 5: 30). 여기에서 칸트는 행위자가 서로 상충

하는 도덕의 명령과 (거짓 무고 금지) 행복의 충고 (생명의 상실) 중 어

느 하나를 따라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마주하였을 때를 가정한다. 이 때 

행위자는 자신에게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는 도덕적 명령으로부터 

자신이 행복의 충고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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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음으로 인해서 달리 행위할 여지, 곧 자유를 인식할 수 있다고 논한다. 

칸트가 제기한 가장 유명한 사고 실험 중 하나인 이러한 설명은, 우리에

게 무엇인가가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이한 논변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받아왔

다. 또한 이 논변은 우리의 자유, 곧 도덕적 행위의 실질적인 가능성 여

부가 마치 개별 순간에 행위자가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자각에 달리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받기도 한다(Sensen 

2021 26).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상식을 다시 점검해 보자면, 하나의 의무에 

대해서 OIC가 두 가지로 동시에 사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OIC가 이처

럼 달리 사용되는 이유는 의무의 가능성에 따라서 이 조건이 어떻게 사

용될지가 구분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칸

트의 전건 긍정식의 OIC 논제로부터는, 우리에게 무엇이 도덕의 대상으

로 인식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행 가능한, 혹은 달

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만 한다는 입장이 따라나오는 것 같다. 

이를테면 교수대 앞에 끌려가서 친구를 거짓으로 밀고할지를 강요받고 

있는 행위자조차도 거짓말이 하지 않음이 그에게 의무인 것으로 인식되

는 경우에서와 같이 말이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사용, 곧 상식적인 OIC 

논제라 할 수 있는 후건 부정식의 OIC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여행과 같

은 불가능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의미를 갖는다. 비록 칸트

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의무를 때로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으

로 보인 몇몇 서술에 의해서 이러한 의미는 종종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과 마찬가지로 칸트에게서도 OIC가 어느 쪽으로 

사용되는지의 문제는, 도덕의 요구 사항이 엄격한 의미에서 실천 가능한

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칸트가 마치 OIC를 기이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가능성 여부에 대한 그의 판단이 때로 

비상식적이어서라고 할 수 있다. 칸트에게서는 주어진 사례에서 도덕이 

지시하는 바가 어려울 수는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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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OIC가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사용되고, 오직 그 행위가 전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만 OIC가 면책 조건이 된다. 이를테면 앞서 살펴본 교수

대 사례에서, 도덕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까

지 하는 어려운 지시, 곧 친구를 무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곧바로 버리라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행위를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그런

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행위는, 비록 어렵기는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행위이다. 달리 말해 여기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해당 행위자로 하여금 시간여행을 하라는 식의 불가능한 

요구인 것은 아니다. 비록 주관적으로 누구나 가지는 자신의 생명에 대

한 사랑으로 인하여 현실의 인간이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긴 하겠지만 인간이 신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행위

는 일단 가능하기는 한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칸트에게서 OIC 역시, 어

떤 행위가 절대로 불가능한 행위일 경우에는 OIC가 전건 긍정으로 작용

하여 책임을 면제시키는 식으로 작용하고, 반면에 도덕이 요구하는 어떤 

행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물리적 역량 하에서 가

능하기만 하다면, OIC는 후건 부정으로 작용하여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고 정리할 수 있다. 비록 그가 생각하는 가능성 안에는 상식적으로 판단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혹은 면책된다고 생각하는 사태가 일부 들어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3.2. 종교에서 생기는 OIC의 애매성 문제

칸트에게서 OIC 조건은 그에 관련된 가능성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고

될 뿐, 그 사용 자체는 일반적인 책임 조건과 유사하게 두 가지로 사용

된다는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처음의 걱정, 곧 악의 극복의 의무가 칸트

에게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겠다. 

그러나 종교의 논의에서는 칸트 스스로가 이 조건을 애매하게 사용하

는 것으로 보이는 서술이 있고, 이 점으로 이해서 현재 맥락에서 이 문

제는 보다 섬세한 문헌적 탐구를 요구한다. 종교에서 칸트의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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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그는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있어 선해짐은 의무라는 서술을 곳곳에

서 제시한다. 이 때 OIC는 전건 긍정 형태로, 곧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겠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그와 같이 선해지

는 것이 순전히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마치 신의 도움, 곧 신의 존

재에 대한 요청이 필요한 것으로도 서술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칸트는 

“행실의 면에서의 선은 우리 안에서 항상 신성한 법칙에 대해서는 불충

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논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은총

에 의해 우리에게 돌려지는 공덕”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에게 흡족한 인

간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하며, 심지어는 이러한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권리주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논평하기도 한다(R 6: 67; 

75). 이러한 서술은, 칸트에게서 선해짐은 우리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

며, 어떤 추가적인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태임을 암시하는 듯하

다. 그래서 이러한 서술은 근본적으로는 월터스터프가 “인간은 부패해 

있고, 결코 저 신성한 법칙에 스스로 부합하지는 못”한 존재이고 “신은 

또한 이에 요구되는 인간의 적합성의 결여를 그 자신의 신성성의 충만에 

의해서 보충될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

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논의를 인용하면서 지적한, 인간의 노력과 신

적 조력 간의 긴장이 반복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R 6: 143).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긴장은 종교의 1논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인용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관절 어떻게 악한[나쁜] 나무가 선한[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후자의[선으로의 회복] 가능성은 이

론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저러한 퇴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보다 선한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지시명령은 감소되지 

않고 우리 영혼 안에서 울려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

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로서

는 알아낼 수 없는 보다 상위의 원조에 수용적으로 될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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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기는 하지만 말이다.81)

(R 6: 45, 칸트의 강조)

위 인용구는 종교에서 악의 극복과 관련된 의무에 있어서 OIC의 두 

사용 중 어느 쪽이 사용되고 있는지가 애매하다는 문제, 나아가 칸트에

게서 선해지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에서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를 압축적

으로 잘 보여준다. 일단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서술에서는 선해지는 것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OIC가 사용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칸트에게서도 나타나는 OIC의 두 의미를 

고려한다면, 선해지는 것을 의무로 여기는 이러한 서술로부터 그가 선해

지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어떤 사태라고 여겼음을 짐작하게 한다. 반

면에 마지막 문장의 표현에서는 선해짐은 순전히 자력으로는 이룰 수 없

는 것으로 서술되는 듯 하다. 두 번째 문장에서 칸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신의 원조

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

에 따르면 선해지는 것은 스스로 달성할 수는 없는 어떤 불가능한 사태

일 것이므로, 이 구절에서 칸트는 선해지는 의무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OIC를 면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선해지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서술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OIC의 두 구분을 칸트가 항상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여기

에서 그는 어떤 사태가 가능한 근거, 혹은 선해지는 사태에 있어서는 그

것이 의무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가 정말로 제기되는지를 따져 보기 위하여 이제부터

는 칸트가 종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OIC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세

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3.3. 악의 극복의 실천적인 두 조건: OIC*

81) 현재 논의 맥락에서 주어지는 인간의 노력과 신의 조력 간의 긴장을 보다 잘 드러내
기 위하여 마지막 문장의 번역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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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이 절에서는 칸트의 논의로부터 정확하게 그

가 종교에서 악의 극복을 논할 때에 어떠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

을지를 따져 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선해지는 것

을 “이성적으로 욕구”할 수 있게 되는지를 문헌상으로 등장하는 악의 극

복에 대한 칸트의 서술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탐구한다. 이로

서 우리는 악의 극복이라는 사태에 대한 칸트의 서술들을 주의 깊게 살

펴보고 그가 OIC를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정짓고, 

나아가 시그넬의 정리가 정확히 어떠한 조건 하에 만족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일단 문헌적으로 악의 극복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한 칸트의 논

의는, 대체로 종교의 마지막 장의 후속 논의 내지는 부록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처음으로 제시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는 

종교 1논고 3절까지 악의 보편성을 논의한다. 그리고 1논고의 마지막 

절인 4절에서는 이러한 악의 근원이 인간이 선한 동기를 단지 조건적으

로만 채용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기만적으로 “법칙으로부터의 동기를 

능가하는 감성적 충동의 우월성을 행위의 준칙 안에 채용함”에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R 6: 42). 다음으로 칸트는 4절 끝의 부록에서 이러한 악

을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며, 이 논의가 종교의 2논고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1논고 4절 부록에서 나타나는 칸트의 서술을 보면, 악

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그 시작부터 OIC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난점은 종교 1논고 4

절 부록에서부터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인용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력의 사용을 통한 이러한[선함의] 복원은 인간의 일

체의 선에 대한 선천적인 부패성이라는 [인간은 모든 선에 대

해서 선천적으로 부패한다는] 명제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해가능성에 관련해서는, 다시 말해 저 복원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통찰과 관련해서는 그러하다. 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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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상의 사건(변화)으로 그리고 그런 한에서 자연법칙들에 따

라서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되어야 하는 것 모두와 그 반대가 

그럼에도 도덕법칙들 아래에서 자유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표

상되어야 하는가 하는 통찰에 관련해서는 그러하다. 그러나 이 

명제가 이 복원의 가능성 자체에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만약 도덕법칙이 우리가 지금 더 선한 인간이어야만 한

다고 지시명령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 불가피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R 6: 50, 칸트의 강조)

이 문장들은 자칫 악의 극복이 마치 불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읽힐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일체의 선에 대한 선천적인 부패성”은 

논의의 맥락상 칸트가 앞에서 다룬 보편악 주장 그 자체일 것이고, “자

력의 사용을 통한 이러한 복원”은 그 극복일 것인데, 칸트는 일단 이 둘

이 그 이해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고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문장에서 이러한 극복은 “자연법칙들

에 따라서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되어야 하는 것 모두와 그 반대”인 것이 

“도덕법칙들 아래에서 자유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고 다루어지는데, 이

는 곧 도덕의 지시인 악의 극복이 자연법칙들에 따른 사고인 악의 보편

성과는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악을 극복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법칙들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표상되”는 논리에서는, 다시 말해 곧 경험적 탐구를 

통해 인간을 본 결과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으리라는 

점에서 악의 극복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야 하겠다. 만약에 칸

트의 논의가 이 문장에서 멈추었다면, 우리는 악의 극복이란 문제에 대

해 OIC가 일차적으로 면책 조건으로 사용되어야 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칸트는 이어지는 문장들에서는 우리가 거부하고자 하였던 OIC

의 사용, 곧 불가능해 보이는 OIC를 의무 부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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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 같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칸트는 도덕법칙

은 우리가 지금 더 선한 인간이어야만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

으며, 그러한 지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어서 서술하고 있다. 일단 이와 같은 서술은 어떤 사태가 의무라면, 그 

사태의 가능성 여부는 그것이 의무라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칸트의 악명 높은 논의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심지어 칸트는, 이어지는 논의에서 우리가 이러

한 악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변적으로, 또 무한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

면서도, “인간은... 직접적인 의식을 통해서든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품행

의 증거를 통해서든 이러한 변화에 대한 확신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기

까지 한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칸트는 인간은 “그러한 변화로 인도하는, 

근본적으로 개선된 마음씨에 의해 그에게 제시되는 길에 자기의 힘을 사

용해서 이를 것을 희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서술한다(R 6: 51, 칸트의 

강조). 우리가 선에 다다른다는 점은 확신할 수 없으면서도, 이에 다다르

기 위해서 “그에게 제시되는 길”에 이를 것을 희망할 수는 있어야 한다

는 칸트의 이러한 서술은 더더욱 혼란스럽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우

리의 노력을 통해서 선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선에 다다를 방

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가 전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여기에서 칸트가 악의 

극복을 어떠한 의미로든지 가능하다고 스스로는 어떤 결론을 내린 채로 

논의중이었을 가능성이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서 칸트가 말한 것은 경험의 한계 내에서 보았

을 때에 악을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에

서, 칸트가 OIC를 논할 때에 그에게서 가능성은 그야말로 실낱같은 가능

성이라도 무방함을 보았다. 그렇다면 그가 물리적 판단과 상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으로 선해질 방안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는 아주 실낱같은 가능성, 칸트의 표현을 빌자면 희망을 유지할 방안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겠다. 즉 악을 극복할 이와 같은 가능성이 물리적 

판단과는 충돌하지 않는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의욕될 수 있고, 도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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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에게 충분한 삶의 방식을 칸트가 제시할 수 있다면 그는 물리적 

관점에서 참인 보편악 주장과 양립 가능한 그 극복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어지는 삶의 방식은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유의미한 방침을 주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만약

에 경험과 충돌하지 않는 의미에서 선해질 수 있는 방안이 우리에게 어

떤 구체적인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어지지 않는 한, 자연법칙적 판

단이 주는 판단의 권위로 인해서, 악의 극복에 대한 논의는 공허한 소망

이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칸트에게서 도덕 법칙이 주는 

실질적 의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 큰 의지력을 가지는 것으

로 그치게 될 것이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믿음에 맞게 행위하라는 도

덕 법칙의 지시는 그것을 이룰 합리적인 믿음을 가질 방안이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자명한 의무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칸트에게는, 비록 원칙적으로는 이러

한 난점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적 판

단을 극복하고 도덕 법칙의 지시를 이룰 가능성을 보여 줄 필요가 생기

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물리적 판단과 상충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일 수 있는 악

의 극복 방안은 매우 주어지기 어렵겠다. 그러나 위의 논의의 뒤에 제시

되는 칸트의 서술로부터, 우리는 적어도 칸트 또한 이러한 문제를 중대

한 문제로 의식하고 있음을, 그리하여 악의 극복을 가능한 사태로 여기

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칸트는 선해지라는 의무의 요구와 물

리적 판단 간의 상충으로부터 난제가 생긴다는 점을, 신성성과 관련된 

“첫 번째 난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법칙 수립자의 신성성과 관련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에게 

흡족한 인간성의 저 이념의 성취가능성을 우리 자신의 정의의 

결여 때문에 의심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난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칙[율법]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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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너희 품행에서) 거룩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작용시켜야 할 선과 우리가 벗어나야 할 악 사이

의 거리는 무한하고, 그러한 한에서... 언제까지라도 도달 불가

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윤리적 성질은 이 신

성성에 합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윤리적 성질은... 마음씨 안

에, 즉 처신의 법칙과 합치하는 보편적이고 순정한 준칙 안에 

놓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이 그의 최상의 준

칙 안에 채용했던 신성한 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으면 안되는, 심성의 변화/회심이

다. - 이제 여기서 난문은, 이 마음씨가 어떻게 항상... 결함이 

있는 행실에 타당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있다.”

(R 6: 66-67, 칸트의 강조)

위 인용구에서는, 결함이 있는 우리 행실, 곧 보편악에도 불구하고 어

떻게 우리에게 신성한 마음씨를 가지라는 사태, 곧 악의 극복이 의무로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는 서술이 칸트의 

언어로 재차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칸트가 문제로 본다는 이 사

실이, 그가 악의 극복에 관한 OIC를 악의 극복의 정당한 가능성 아래에

서 책임 부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일단 위에

서 칸트는 우리의 행실과, “우리 안에서 작용시켜야 할 선”과의 거리는 

무한한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도달 불가능한 것으로 서술하는데, 그러면

서도 그는 바로 그러한 선함에 도달하는 것이 의무라고, 곧 “인간의 윤

리적 성질은 이 신성성에 합치해야만 한다”고 논한다. 이 구절만 떼내어 

본다면, 다시금 마치 무엇이든지 그것이 도덕이 요구하는 바라면 그게 

곧 의무가 된다는, 칸트에 대해서 종종 주어지는 오해가 여기에서 반복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이것이 칸트에게 난제로 제시되었다는 바로 이 점이, 칸트가 

여기에서 OIC의 잘못된 사용을 범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

다. 만약에 그가 위의 인용구가 주어진 맥락에서 무엇인가가 의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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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이 어떤 사태에 대한 가능성을 준다는 부당한 입장으로 OIC를 

사용하고 있었더라면, 의무의 요구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사실이 난제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그는 단지 선해짐이 의무이므로, 

이는 가능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다. 반면에 그가 이를 난제로 서술

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칸트가 보편악과 그 극복을 양립 가능하

게 만들어야 하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태, 곧 무한한 의지력을 가진 

존재자가 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는 어려움을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악의 극복은 가능

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귀책되는 것이며, OIC는 

가능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겠다.

그렇다면 앞에서 논한 바에 따라 이제 우리는 칸트가 OIC조건을 귀책

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의를 이후에 제시하는지를 탐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목표를 분명

하게 설정하기 위해 악의 극복 방안이 가져야 할 조건을 정리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칸트가 우리로 하

여금 OIC로부터 악을 극복할 의무를 정당하게 부과하게 만들기 위해서

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정리를 제시할 수 있는 것 같다. 

먼저 그는 물리적 관점으로 인간을 판단할 때에 참인 보편악 주장과 충

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극복 방안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

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보편악 주장은 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악의 극

복에 대한 주장 역시 무의미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칸트는 앞의 

조건을 지키면서도 시그넬의 논의로부터 제시되었던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악의 극복, 달리 말해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사태를 각 행위자가 

“이성적으로 의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악을 극복할 방안이 두 가지 조

건 하에서 주어져야 한다는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여, 앞에서의 OIC에 대

한 논의에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 조건 자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는 다음과 같이 OIC*조건으로 지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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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C*: (악의 극복에 있어서) “당위는 1) 경험적 판단과 충돌하

지 않으면서도, 2) 우리가 무한한 의지력이란 불가능해 보이는 

사태를 이룩할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실천적(Practical) 

가능을 함축해야 한다Ought Implies Practical Can”82)

이 OIC*조건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행위자가 알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서 그가 악을 극복할 실천적 가능성, 다시 말해 과

학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무한한 의지력을 가질 수 있는 방

안이 주어질 수 없다면 보편악에 거스를 방안이 정당하게 생각되기 어려

울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칸트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었든

지간에 악에 관한 논의에서 OIC는 면책 조건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악의 극복에 대한 칸트의 설명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반면 이

러한 선할 가능성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 때 비로소 OIC는 의무를 부과

하는 조건으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문헌상으로는 이것이 

가능해야만 칸트가 그 자신이 스스로 언급한 “난문”을 해결한 것이 되겠

다(R 6: 66). 이제부터는 칸트에게서 OIC*를 만족시킬 방안이 있는지, 그

리고 그가 문헌상으로 이러한 방안에 맞는 논리를 제시하였는지를 탐구

해 나가도록 하자.

4. OIC*의 만족: 수학적 유비, 두 초험적 요청과 회심

이 절에서는, 앞에서 다룬 인용구 이후의 칸트의 논의를 면밀히 검토

하고, 그러한 문헌적 전거로부터 OIC*가 만족되는 방식으로 선할 가능성

82) 이러한 “실천적 가능성”은 소극적으로는 앞에서 시그넬이 제시한 실질적 가능성 혹
은 형이상학적 가능성이라는 이름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적극적으로는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의 후반부에서, 최고선이 어떤 의미로는 가능해야 그것이 추구될 수
있다는 논의에서 말한 바, 곧 “근본적으로 공허하고 객관이 없는 것일 개념의 객관을
추구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의에서 따온 것이다(KpV 5: 143). 다만
이 표현의 의미는 행위자에게 있어서 그러한 경우가 경험적 지식과 충돌하지 않으면
서, 그러한 것에 도달하는 방안이 이성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시그넬의 제시한 희망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실제적 가능성보다도
더 구체적인 범위를 지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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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될 수 있을지를 다룬다. 이는 곧 우리가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과정

이기도 하다. 이 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절에서 우

리는 칸트의 과제를, 유한한 의지력을 가진 존재가 무한한 의지력을 가

지게 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일

종의 수학과의 유비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정리하고,83) 이러한 

수학적 틀을 통해 악의 극복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장애가 있는

지를 설명한다.84) 이러한 문제설정 하에서, OIC*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

는 칸트의 방안을 설명하는 두 절이 뒤따른다. 그리하여 두 번째 절에서

는, 수학적 유비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을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OIC*

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만들어 주는 장치가 칸트의 저 유명한 

두 초험적 대상들인 신과 영혼 불멸에 대한 대한 요청임을 살펴본다. 다

음으로는 OIC*의 두 번째 조건, 곧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어떻게 칸트에게서 실천적으로 설명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바로 종교에 등장하는 개념인 회심이라는 것을 살펴본다. 이 세 번째 

절의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회심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보다 상세

83) 수학적 무한과의 유비를 통하여 악의 극복을 다루는 이러한 설명은 회심을 설명하는
도구이다. 악의 극복에 대한 칸트의 전체적인 그림은, 다음 절에서 설명될 은총에 대
한 설명까지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구체적인 입장은, 판단력비
판에 비로소 완성된 것으로 보이기에, 여기에서의 설명은 실천이성비판까지의 칸
트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적절할 수도 있다.

84) 칸트에게서 도덕적 이상향이 어떤 수학적 무한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은, 
비교적 최근에야 제시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보여준 논의들은
Smith(2016), Palatnik(forthcoming) 등이 있다. 스미스의 논의의 초점은 실천철학에서의
무한이 아니라 칸트의 이론철학적 논의에서 근대에서 논의되었던 무한, 그 중에서도
무한소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주로 다루는데, 무한소에 대한 이러
한 논의와는 다른 무한, 곧 무한히 전진하는 무한인 무한대로서의 무한이 그의 실천
철학에서의 무한이라는 점이 뒷부분에 짧게 논의된다(Smith 2016 113-5). 팔라트닉의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이해된 무한한 전진을 통해서 성스러움이라는, 도덕이 요구하는
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실천이성비판의 칸트의 논의를 재해석한다
(Palatnik forthcoming 7-11). 이러한 해석은, 도덕이 요구하는 바는 우리의 도덕적 의지
력이 무한히 큰 사태이고,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우리의
의지력의 영워한 시간에 걸쳐 전진해야 한다는 독해에 근거한다. 이 두 논문들은 칸
트의 윤리학에서 요구되는 영혼의 불멸을 수학적 무한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는 적절
한 독해를 보여주지만, 무한한 의지력에 대한 종교의 설명이나 판단력비판에서의
칸트의 이상향에 대한 두 구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이상향에 대한 칸트의 원숙
한 입장이 이해되어야 하는 은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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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설명하고, 그리고 이 회심에서 이어지는 칸트의 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4.1. OIC*로의 수학적 유비와 이를 가로막는 두 장애물

우리는 다소 복잡한 길을 거쳐 이제 칸트에게서 악의 극복의 조건인 

OIC*, 곧 악의 극복은 경험판단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한한 의지

력을 가지는 실질적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정하였다. 이 어

려워 보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열쇠는 그의 첫 번째 저작인 

순수이성비판에서 변화 일반에 대한 서술에서 찾을 수 있다:

“양자 (즉 B와 非B)는 충분히 서로 잇따라 있을 수 있는 것이

다. 예컨대, 한 젊은 사람은 동시에 늙을 수는 없지만, 바로 같

은 사람이 어떤 시점에서는 젊고, 다른 시점에서는 젊지 않을 

수가, 다시 말해 늙을 수가 충분히 있다... 만약 내가 ‘배우지 

않은 사람은 배움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 경우에는 동시에라

는 조건을 덧붙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한 시점에서 배우지 않

은 자도 다른 시점에서는 충분히 배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A 152-3/B 191-2)

이는 어떤 개체가 한 순간에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의 변

화 노정에 있다면, 그 개체는 (모순될 수 있는) 전혀 다른 두 속성을 가

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생각의 표현이다. 이러한 시간

상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하나의 개체가 모순되는 다른 두 속성을 

가지는 방법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즉, 어떤 대학자의 인생을 우리

가 나중에 회고해 본다면, 그는 미숙하였으나 원숙해졌고, 젊은 사람이었

으나 나이든 사람이 되었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겠다. 

시간이 흐른 경우에 하나의 대상이 가지는 속성이 변화하는 것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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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질 수 있다는, 변화 일반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이에 대해 굳이 이러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

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에 대한 이 논의를 통해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

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칸

트가 예시로 든 배움 및 무지와는 무엇이 다른지를 따져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나이듬-젊음 혹은 무지-배움과 같은 속성들

은, 양립할 수 없는 속성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삶 속에서 그러한 속

성 양쪽을 가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다. 우리는 모두 

무지했지만 성장하면서 지식을 얻고, 모두에게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점

차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과 악이 이같은 다른 속성들과 달라 보이는 이유는, 양자 간

의 거리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로 인해 누구나 가지게 될 법한 

“늙음”과 같은 속성과는 달리, “선함”이라는 속성은 현실의 누구도 가지

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 장의 논의에 따라서 선함이라는 속

성은 곧 무한한 양의 의지력을 가지는 사태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의지

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으리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속성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은 가지기는 하겠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그 크기는 

유한한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선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

유는, 우리에게 선에 필요한 기본적인 속성인 도덕적 의지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의지력을 무한하게 가져야 한다는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

해서인 것이다.

그렇다면 악한 존재가 선한 존재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문제는 

곧 유한한 것으로 관측되는 어떤 것이 무한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의 문

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는 유한에서 무한으

로의 변화가 무엇인지 비교적 손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러

한 가능성을 일단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테면 교과서

에서 y=x라는 함수를 그린 그래프를 보고 있다고 하자. 이 때 실제로 그 

페이지에서 그려져 있는 y축과 x축의 길이는 유한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y=x라는 수식이나 혹은 종이 위에 그려진 선이 무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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뻗어 있음을 표현하는 수학적 기호들을 보고 눈 앞에 놓인 어떤 유한한 

길이의 직선이 사실은 무한한 함수를 표현한 것임을 인지한다. 그렇다면 

수학에서 유한한 부분만을 표현한 직선이 무한한 함수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조건이 우리의 유한한 의지력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면 이로부터 우리의 유한한 의지력이 무한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유비적으로 생각될 수 있겠다.

무한에 대한 사고를 보다 더 진행시켜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단순화

시켜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어떤 유한한 직선, 곧 y=ax라는 1차함수가 

무한으로 발산할 조건을 생각해 보자. 먼저 y와 관련된 조건을 살펴보자. 

이 조건은 y값들이 모여서 그리는 선의 기울기인 a가 양수여야 한다는 

것이겠다. 또 다른 조건은 x와 관련되어 생각되는 조건으로, 이러한 그래

프의 세로축의 범위가 우측으로 무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85) 이러한 조

건이 만족될 때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유한한 크기로 관측되는, 함수

에 대한 어떤 그림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교과서에 적혀있는 유한한 크기의 그림에서 표현된 어떤 유한한 선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의 크기 역시 어떤 유한한 수치이

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의 의지력이 그리는 그래프가 이같은 무한으로 

발산 중인 일차함수와 유사한 것으로 유비적으로 표현될 방안이 있다면, 

칸트에게서 유한한 존재자의 의지력이 무한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 역

시 확보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수에서는 비교적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무한에로의 

발산을, 사람의 의지력에 곧바로 유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

는 두 가지 문제를, 방금 살펴본 함수의 무한에서의 x와 y에 관한 조건 

각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y에 관한 조건, 곧 기울기가 대체로 

양수여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된 유비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칸트가 일관

적으로 그의 저서에서 유지하는 입장인 마음의 불투명성이다. 칸트는 그

85) 수학에서는 물론, y=1/x²과 같이, x의 범위를 한정시켜 보더라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함수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인간과 유비시켜서 따져 보게 된다면 유
한한 어떤 기간 안에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경우가 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경
험에 따른 판단, 곧 보편악 주장을 해하게 되므로 OIC*의 첫 번째 조건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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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실천적 저서에서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행위의 동기 혹

은 준칙이 정확히 어떠한지에 대한 지식을 얻기 힘들다는 입장을 유지한

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각자의 삶

의 매 순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혹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

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도 없다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마음의 불투명

성이 참이라면, 우리는 수학과의 유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나의 의지력을 어떤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제 x와 관련된 조건을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마음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y값의 조건에 대한 문제에 더하여, 어떤 그래프가 발산

하기 위한 x축의 조건, 즉 그 길이가 무한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인간에

게는 적용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너무나 상식적이게도, 

삶의 길이와 상응할 x축의 길이는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학적 함수와의 유비를 가로막는 이 두 장애물에 

따라서, 칸트는 우리가 무한한 의지력을 실천적으로 가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결론, 곧 OIC*의 불가능성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

4.2. OIC*의 첫 번째 조건: 신, 영혼 불멸

이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에 대한 답은, 바로 그의 잘 알려진 영혼 불

멸과 전지한 신의 존재라는 기묘해 보이는 두 요청을, 위 절의 논의로부

터 제시된 수학과의 유비를 해결책을 가로막는 두 장애물에 상응하는 두 

해결책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수학적 유비에

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러한 방안은 사변이성과의 충돌을 회피

해야 한다는 OIC*의 첫 번째 조건 또한 만족시키게 된다. 이 절은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이 두 유명한 요청을 독해하였을 때에 

어떠한 논변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서술한 다음, 그러한 논변에 대

한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여, 칸트가 이러한 사고를 실제로 가졌으리라는 

점을 보인다.

먼저 살펴볼 x축과 관련된 난점, 곧 수명의 유한성은 영혼 불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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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통해 해결된다. 위에서 다루었듯, 우리의 의지력의 크기가 무한으

로 발산하는 함수와 유비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두 장애물은 우리의 

의지력의 크기에 대한 관측 불가능성과 우리의 수명의 유한성이었다. 그

런데 우리의 수명의 유한성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물질로서의 인간, 육

체의 소멸은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의지력의 담지자로 생

각될 수 있는 영혼의 소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영역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적어도 칸트의 입장에서는 불가지론만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즉,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은 참일 

수 있더라도, 그러한 육체와는 별개로 사고를 하는 주체가 사라진다는 

주장에 대한 완전한 확신은 주어질 수 없다. 그러한 사고의 담지자로서

의 영혼의 존재 유무는, 이성의 한계에 따라서 경험을 통해 탐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기간에 걸쳐서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와 충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x축의 확장을 막았던 장애물

인 수명의 한계는 영혼불멸이란 전제를 도입할 때에 자연과학적 사고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칸트가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유명한 요청은 신의 존재이며, 지금의 

맥락에서 이는 y값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즉 이러한 신은 우리

의 의지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전지한 존재를 도입함으로서 우리에게 인

식될 수 없는 곡선의 기울기가 유의미하게 현실화되도록 만들어주는 존

재이고, 이러한 존재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마음의 불투명성과 무관하

게 모든 행위자의 의지력의 크기 곡선이 그려질 수 있다. 우리가 논한 

바 대로, 마음의 불투명성은 우리의 의지력의 크기에 대한 확정적인 지

식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이 때 우리들 각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버틸 수 있는 유혹의 양의 그래프를 그리게 없게 된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참인 마음의 불투명성은 모든 존재자에게 있어서 참일 필요는 없

다. 모든 행위자의 의지력의 크기를 관찰 가능한, 어떤 초험적인 전지한 

존재가 있다면, 그러한 초험적 존재에게 있어서 행위자들의 삶의 한 순

간에서 그들의 의지력의 크기, 말하자면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행위

자가 도덕적으로 행위하기를 포기하게 되는지가 확실하게 측정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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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지적 존재자로서의 신은 한 순간의 나의 의지

력의 크기 뿐만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기간 전체에 걸친 의지력의 크

기의 변화 과정 또한 정확하게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자는 그러

한 변화를 표시한 곡선의 기울기 역시 알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물리

적 존재자가 있다면, 우리의 자기-인식을 가로막는 마음의 불투명성은 

더 이상 y값의 표현에 대한 장애가 되지 못하므로, 우리의 마음씨의 의

지력의 그래프는 이 가정 하에서 비로소 주어질 수 있다.

문헌상으로, 이렇게 요청되는 대상들에 대한 칸트의 설명으로부터, 실

제로 논리적으로 고려된 이러한 입장을 칸트 역시 따르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초험적인 영역, 곧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와 

충돌하지 않는 전제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가정은 참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주장은 칸트의 초기 비

판기 저서인 순수이성비판에서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가령 이성의 이념상 전적으로 옳되, 실천 법칙들에 작용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 존재자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

리 자신들에게 있어 아무런 실재성이 없는, 다시 말해 아무런 

[실천적] 동기가 될 수 없는 책무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라. 그

러면 우리는 비롯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충분하지는 못할지라

도, 우리 이성의 척도에 비추어 보아 귀중하고, 그것들에 비견

해 볼 때 우리가 더 이상 좋고 더 이상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들에 따라야 할 책무를 갖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의무를 택한다는 것은 사변의 망설임이 실

천적 보충에 의해 균형을 깬다는 것이겠다.”

(A 589/B 617)

바로 이 인용구에서 칸트는 적어도 그가 보기에 이성적으로는 신의 존

재에 대한 불가지론이 제시될 수 밖에 없더라도, 실천적으로는 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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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이 될 수는 없는) 믿음이 어떤 의무를 의무로 기능하게 한다면 

신을 마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믿음 내지는 전제가 정당하다고 논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또한 칸트가 몇 년 후에 서술한 순수이성비판 2

판의 서문의 유명한 구절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보다 명확하게 재등장한

다: “내가 만약 사변 이성으로부터 동시에 그것의 과도한 통찰들의 월권

을 빼앗지 않는다면, 나의 이성의 필수적인 실천적 사용을 위해 신, 자유 

그리고 [영혼의] 불사성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신

앙을 위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폐기해야만 했다”(BXXX-XXXI). 

또한 이 인용구에서나, 혹은 순수이성비판의 최후반부의 논의인, “나의 

모든 통찰에 의하면, 그아래서 이 [도덕적]목적이 모든 전체 목적들과 연

관되고, 그럼으로써 실천적 타당성을 갖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을 수 있

다. 그 조건은 신과 내세가 있다는 것이다.”라는 문구에서도 반복되는 신

과 영혼 불멸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한다(A 829/B 

857). 그리고 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 의무는, 종교의 주제이기도 한, 

우리의 의지력을 무한에까지 끌어 올리도록 결의하라는 형식적 덕 의무

로 해석될 수 있다.

순수이성비판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신적 존재의 필요는, 종교에
서는 보다 명료하게 다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우리가 앞 절에

서 살펴본, 칸트 스스로가 제기하였던 “첫 번째 난문”에 대한 해답 부분

에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역시 이러한 요청을 통해

서 무한에 대한 난문을 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난문의 해결은, 결함이 있는 선에서 보다 더 선함

으로 무한히 연속적으로 전진하는 것으로서의 행실은 인과 관

계라는 개념 속에서 시간 조건에 제한받고 있는 우리의 평가

에 따라서 보면 언제나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의거한다. 그래

서, 우리는 현상에서의, 다시 말해 행실의 면에서의 선은 우리 

안에서 항상 신성한 법칙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저 신성한 법칙과의 부합을 향한 무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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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은 그 근원인 초감성적인 마음씨로 인해, 순수한 지적 직

관에서 마음을 아는 자에 의해 하나의 완성된 전체로서, 또한 

행실(품행)에 따라서, 판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

은 그의 지속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설령 어느 시점에 거의 

현존재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신에게 흡족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R 6: 67, 칸트의 강조)

여기에서 우리는 신과 영혼 불멸을 참으로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순수이성비판보다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우

리가 앞 절에서 보았던 “첫 번째 난문”이란 도덕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악의 극복 가능성과 우리에 대한 경험적 판단인 보편악 주장 간의 상충 

문제, 곧 우리가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양립 가능성 문제였다. 그런데 이 

적확한 질문에 대한 칸트 자신의 해답을 제시하는 이 중요한 부분에서, 

칸트는 이 해답이 주어질 수 있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 두 초험적 요청, 

곧 영혼 불멸과 전지한 신의 요청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하나씩 살펴볼 수 있다.

일단 영혼 불멸은 여기에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칸트가 무엇을 문제로 제시하고 무엇을 해결책으로 보

는지를 따져 본다면, 우리는 이 초험적 요청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인용구에서 영혼 불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는 “결함

이 있는 선에서 보다 더 선함으로 무한히 연속적으로 전진하는 것으로서

의 행실”이라고 제시되었다. 이는 곧 칸트가 악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우리가 의지력의 크기를 무한한 기간에 걸쳐 증대시키는 것, 곧 우리의 

의지력이y=ax(a>0)그래프가 무한으로 발산하듯 무한으로 발산해야 한다

는 것을 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을 성취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갖출수 있는 의지력의 크기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유한하다는 것, 곧 그것이 위 인용구에 나와 있듯 

“시간 조건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이러한 제약 조



- 160 -

건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법칙과의 부합을 위한 무한한 전진”이 “초감성

적인 마음씨”를 가지고서 가능하다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무한한 기간

에 걸친 전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씨를 가진 존재자가 어

떠한 방식으로든지간에 무한한 기간에 걸쳐서 존재할 방안이 생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방안이 가능해지는 조건은 우리의 의지력

의 담지자인 영혼의 불멸 이외에 다른 것으로 생각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칸트가 제시하는 악, 곧 의지의 유한성이라는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극복이 무한한 전진으로 성취되는 선할 가능성임을 볼 때 우리는 

위의 논의에서 악의 극복을 위해 영혼의 불멸이 참으로 전제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위 인용구에서 전지한 신에 대한 요청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를 보자. 칸트에 따르면 무한하게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마음씨

가 다시 “순수한 지적 직관에서 마음을 아는 자”에 의해서 판정될 때에 

“어느 시점에 거의 현존재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신에게 흡

족하게” 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용구의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묘사되는 이 신은 마음을 직관하는 것으로 그

려진다. 그렇다면 이 신은 모든 사람이 어떠한 정도의 의지력을 가지는

지를, 곧 악할 조건에 대한 앞장에서의 분석이 맞다면 특정한 시점에서 

행위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 그가 어느 정도의 유혹까지 이겨

낼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는 신이겠다. 그리고 이

러한 신이 나의 마음씨를 판정할 때에, 불멸하는 나의 영혼이 선으로 무

한히 나아가는 마음씨를 가진 존재였다면, 선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

는 것이 첫 번째 난문에 대한 칸트의 답변이 된다. 

또한 이 두 요청 대상은 경험의 탐구 밖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청 

대상을 근거로 하여 주어지게 되는 칸트의 답은 OIC*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칸트에게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대상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곧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대상으로 생각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상은 반

드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의 형식을 통과하고 지성의 범주들 밑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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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넬의 가능성들 중에는 형식적 가능성이라고 명명된 바 있으며, 순
수이성비판이라는 저작을 관통하는, 지성을 통한 탐구의 한계선을 그리

는 주요한 틀로 작용한다. 그러나 불멸하는 전지한 신, 그리고 영혼이라

는 것은 이러한 칸트의 조건을 통과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

정할 필요가 형이상학적 지식의 맥락에서는 결코 없다. 신과 영혼은 칸

트가 생각하는 초험적 대상에 속한다는 것 역시 자명하며, 이러한 가정 

하에서 우리가 선하다고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은 유한한 물리적 삶 속에

서 우리들 중 누구도 선하지 못하리라는 보편악 주장의 논의와는 상충하

지 않는 영역에 속한다. 그리하여 이 두 초험적 가정을 통해서 수학적 

비유에로 나아가는 비유를 막는 두 장애, 곧 우리의 의지력에 대한 그래

프를 그리고자 할 때에 좌표평면상에서 y값이 확정될 수 없다는 문제와 

x축이 무한히 연장될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때, 이러한 두 가

정은 칸트의 철학 안에서 보편악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제, 보다 중요한 다음의 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에서 제시하였던 

OIC*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OIC*의 두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

었다:

“당위는 1) 경험적 판단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2) 우리가 무한한 의

지력이란 불가능해 보이는 사태를 이룩할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실천적(Practical) 가능을 함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신과 영혼 불멸의 가정을 통한 형식적 덕 의

무의 요구 충족은 일단 1)을 만족시킨다. 문제는, 보다 실질적인 조건이

라 할 수 있는 2)를 과연 칸트가 어떻게 만족시키는가이다. 우리는 정말

로 전지한 신이 있고, 나의 영혼이 불멸하기만 하면 누구나 선함, 곧 무

한한 의지력의 성취에 다다를 수 있는가? 무한한 의지력을 달성한다는, 

일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이 의문은, 칸트

가 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명제인 마음의 불투명성과 관련되어 매우 큰 

난제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다음 절의 논의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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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IC*의 두 번째 조건: 마음의 불투명성, 회심

4.3.1. 마음의 불투명성과 인식의 문제

일단 OIC*의 두 번째 조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남겨놓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수학적 비유로 돌아가 보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그려져 있는 좌표평면 상에서 그 함수가 다루어지는 x축의 길이가 무한

한 것으로 주어지고, 또 모든 y값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 함수는 무한대

로 반드시 발산하는가? 그렇지 않다. 만약에 y=ax라는 함수에서 기울기

가 0이거나 음수라면, 그 함수는 결코 무한으로 발산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학과의 유비를 통해서 무한으로 변화해 나가는 

의지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a>0이라는 또 다른 조건이 어떻

게 만족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문제는 규범적 도덕과 관해서는 마음의 불투명성을 받아들이는 칸

트에게서 우리에게 악을 극복하라는 의무가 어떠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도 줄 수 없지 않느냐는 난점이다. 즉, 비록 전지한 신이 인간의 의지력

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음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자는 각자의 선함 여부에 대해 스스로는 어떠한 확신도 가

질 수 없고, 또 칸트가 종종 강조하는 바대로 우리는 매우 자주 스스로

를 속이기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것이 참이라면, 우리는 설사 우리

가 선해지는지 여부를 전지하다고 가정된 신이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명확히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때 악의 극복은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실질적인 의무를 줄 수가 없고, 이 경우 OIC*의 두 번째 조건은 만족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불투명성이란 조건에서부터 생겨

나는 a>0조건의 난점 역시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난점은 수학과의 유비를 통해서 다시 보다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의 유혹의 크기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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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는 전지한 관찰자는 마치 수학에서의 기울기가 고정된86) 일차함수의 

극한에 대한 판단이 음으로 발산, 양으로 발산, 평행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의지력의 변화를 예측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력의 크기를 표현한 그래프는 전지한 존재자에게 있어 1) 양의 무한

으로 발산하거나 2)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거나 3) 혹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경우들 중 하나라고 판단될 것이다.87) 이 중에서 악

의 극복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오직 1)의 경우, 곧 기울기 a가 양수

인 경우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a가 양수가 되는지를 결코 명확히 알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우리의 의지력의 함수의 기울기를 양수로 만들기 위한 의무가 무엇

인지 역시 알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이다.

OIC*의 첫 번째 조건을 해명하는 앞 절에서의 두 요청의 문제는 악의 

극복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능한지에 관한 존재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

다. 반면에 지금 주어지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해질 수 있는 노력

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귀책을 하는 실천적 맥락에서 이루

어지는 논의라는 점에서 인식적 문제이다. 칸트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이러한 세 경우들 중 1)의 경우에 다다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를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한다고도 말해야 한다. 

따라서 실천적 함의가 없이 순전히 의지력의 크기에 대한 사실의 문제만

을 그가 서술하는데서 그쳐서는 안된다. 혹여나 이 문제가 인식적이라는 

86) 인간의 마음의 기울기는 결코 단선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마음씨의 변화에 있
어서 어떤 유한한 부분만을 관측하고 그로부터 미루어 짐작하는 신에게 있어서 인간
의 마음의 기울기는 결국 단선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보다 더 설명될 것이
지만, 그는 회심이 일어난 어떤 지점에서의 의지력의 크기와 그 행위자의 마지막 순
간의 의지력의 크기를 통해서 그 행위자가 그린 의지력 곡선의 기울기를 측정할 것이
며, 이러한 기준 하에서 전지한 존재가 보기에 자신이 관측하고 있는 인간의 의지력
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절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87) 세 번째 경우는, 말하자면 함수의 기울기의 변동이 심하여 그 함수가 음이나 양의
무한으로 가는 경우로는 예측할 수 없거나(수학적으로는 진동으로 발산하는 경우일
것이다) 혹은 함수가 x축과 평행한 경우, 곧 의지력의 크기에 변화가 없거나 특정한
지점으로 수렴하는 경우들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와 같이 수렴하는 경우는
다루지 않는데, 이는 인간의 악성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는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여겨서인 것 같다(R 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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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초점을 맞추어, 칸트에게 동정적인 사람은,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우리들 중 누구든지간에 실제로는 의지력의 기울기를 양수로 유지해온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판정할 것이라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OIC*의 두 번째 조건, 곧 무한한 의

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

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를 따져 보는 지금의 맥락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 신과 영혼 불멸 역시 무의미해진다. 만약에 인간이 스

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다다랐는지를 

결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

무도 유의미하게 부여될 수 없없고, 이 때 신과 영혼 불멸이란 요청 역

시 쓸모 없어질 것이다.

이처럼 주어지는 인식적 장애물을 해소하는 과정은 아래에서 두 단계

로 진행된다. 하나는 칸트에게서 마음의 불투명성이란, 사실 마음에 대한 

모든 추론을 거부하는 강한 불투명성이 아니라, 스스로의 악성에 대한 

자각은 허용하는 반투명성임을 보이는 단계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 문제

는 우리가 앞 장에서 소극적 문헌적 탐구를 할 때에 일단은 참으로 전제

한 주장이었고, 우리는 지금 그에 대한 명백한 문헌적 근거를 다룰 차례

에 다다른 것이다. 이어지는 두 절에서는 지금까지 전제해 왔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고, 칸트가 이러한 입장 하에서 스스

로가 선해지는 가능성을 보존할 방안이 바로 회심이 부과하는 특수한 의

무에서 찾았음을 보인다.

4.3.2. 마음의 반투명성: 악행에서 악한 준칙에로의 추론

위에서 언급한, 마음의 불투명성 하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칸트에게서 마음의 불투명성이 사

실은 반투명성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반

투명성이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전적으로 자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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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식적 악행을 자각하게 될 경우 그 순간

에 자기가 악한 존재임은 깨닫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88) 칸트가 

입장을 따르는 것이 맞다면, 이로 인하여 우리는 OIC*의 요구사항을 우

회적으로 만족시킬 정당한 방안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이를 통해 회심

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마음의 반투명성, 곧 인간의 악에 대한 최소한의 자각 가능성

은, 악의 보편성이 인류에게 있어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참으로 여겨진다

는 칸트의 입장과 연결되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사람이 악하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막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이 논문의 앞 장에서 이미, 

칸트가 주장하는 보편악 논변이란 궁극적으로 가정적인 상황에서 수행할 

법한 명백한 악행으로부터 각자가 각자의 악한 마음씨를 추론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제시할 

때에, 보다 상세한 문헌적 논의는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 말한 뒤 일단

은 마음의 반투명성을 참으로 가정하고 논의한 바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미뤄두었던 논의를 수행할 지점에 도달하였다.

일단 마음의 불투명성에 대한 확인부터 시작하자. 문헌상으로, 칸트가 

여러 문헌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우리의 선행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씨의 

선함을 추측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불투명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은 확

실하다. 이를테면 칸트의 초기 실천철학 저서인 정초에서도 다음과 같

은 논의를 통해 그는 선행에서의 선한 준칙으로의 추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88) 종교의 서술이 이러한 반투명성 혹은 준칙 추론에서의 비대칭성을 잘 보여준다는
점을 잘 설명한 연구로는 Frierson(2003)이 있다. 각주 14에서 설명되었듯이, 그는 악
한 행위 혹은 악한 의도에 대한 1인칭적 자각으로부터 어떠한 행위자가 악한 준칙을
채택하였음은 보일 수 있지만, 그 반대, 곧 선한 행위 및 의도로부터 선한 준칙의 채
용은 보일 수 없음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이러한 점은 Kohl(2017)역시 받아들인다
(Kohl 2017 644). 다만 본 논문에서의 서술은 문헌적 근거를 주로 종교의 2논고에서
제시하고, 또 이를 회심과 연결시켜 제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이 모
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데, 칸트에게서 선한 행위자 역시 때로 악행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해석가들은 반투명성이라 이름붙여진 이러한 압징이 아니라, 강
한 불투명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으로는 Biss(201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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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우리가 아무리 예리하게 자기검사를 해 보아도 의무라

는 도덕적 근거 외에는, 이런 저런 선한 행위와 그렇게나 위대

한 희생을 하도록 움직이기에, 충분히 강력한 것을 만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로부터, 본래 의지를 

규정한 원인이 실제로는 저 이념의 순전한 위장 아래 숨어 있

는 자기사랑의 충동이 전혀 아니라고 확실하게 추론할 수는 

결코 없다... 도덕적 가치가 문제일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사람

들이 보는 행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행위의 저 

내적 원리들이기 때문이다.”

(GMS 4: 407)

종교에서 이러한 마음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악의 극복의 자각 

가능성 역시 어느 정도 가로막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를테면 종교의 1

권 마지막 부분에서 칸트는 “그러나 인간은 ...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품

행의 증거를 통해서든 이러한[선한 마음씨로의 전환] 변화의 확신에 이

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심정의 깊이(즉 그 준칙들의 주관적인 제일 근

거)는 그 자신에게도 탐구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논하기도 한다

(R 6: 51).89)

그런데, 종교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불투명성만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거기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어떤 행위자가 수행한 악한 행위로부터 그

가 악한 준칙을 채용했다는 점은 추론할 수 있다고 논하는 것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준칙들을 관찰할 수 있지 않고, 자기 안의 준칙마

저도 언제나 관찰할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범행자가 악

한 인간이라는 판단을 확실하게 경험에 기초하여 할 수는 없

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을 악하다고 부르려면, 몇몇의, 아니 단 

하나의 의식적인 악한 행위로부터 그 행위의 기초에 있는 악

89) 이러한 마음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칸트의 다른 사례로는 R 6:71; 87-88; MS 6:447 
등이 있다(Ware 2009 67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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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준칙을 선험적으로 추론해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준칙으로

부터 그 [행위하는] 주관 안에 보편적으로 놓여 있는, 모든 특

수한 도덕적으로-악한 준칙들의 근거 – 이 근거 자신이 다시

금 준칙인바 – 를 선험적으로 추론해내야만[schließen lassen, 

must be possible to infer] 한다.”

(R 6: 20). 

얼핏 보기에 마음의 불투명성과는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구절은, 

어떤 행위자의 악행으로부터 그가 악한 준칙을 차용하였음에 대한 추론

은 가능하다는, 마음의 반투명성이라 할 입장을 잘 보여준다. 일단 인용

구의 앞의 두 문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불투명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칸트는 악행을 범한 자가 악한 준칙

을 받아들인 행위자라고 곧바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

만, 뒤의 두 문장에서 칸트는, 단 하나의 의식적인 악행으로부터 행위들

의 기초에 있는 악한 준칙을 추론해내야만 하고, 나아가 그 준칙의 보편

적 근거인 모든 악한 준칙들의 근거를 다시 한번 더 추론해야만 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은 인간이 악한 준칙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그의 의도적인 악한 행위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는 반투명성을 드러낸다.

물론 칸트의 이러한 서술이 당위적으로, 그러니까 “추론해내야만 한

다”고 적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론이 실제로 가능하다기보다는 단지 

그러한 추론이 가능해야만 사람의 악함을 논할 수 있다는 서술로 봐야 

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교의 칸트가 신실한 철학자라는 가

정 하에 이러한 해석은 부당하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철

학적으로 볼 때 결함 있는 방식이긴 하였지만, 칸트는 바로 이어지는 논

의에서 실제로 악한 행위들의 경험으로부터 사람들의 악함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보편악 주장의 근거를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앞 장에서 

이러한 보편악 주장에 대한 칸트 스스로의 불완전한 논의는, 비록 그 자

체로 보편악을 근거지을 정도로 튼튼하지는 않다는 점을 우리는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악의 근거로 명백한 악의적인 악행을 서술한 칸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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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논변은, 적어도 칸트가 어떤 행위자가 의도적 악행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로부터 그 행위자의 악한 준칙을 추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아들였

다는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도적 악행으로부터 악한 준칙으로의 추론을 지지하는 이러한 논의를 

고려한다면, 위 인용구는 칸트가 실제로 악행으로부터 악한 준칙에로의 

추론을 염두에 두고 쓰인 것으로 읽혀야 한다. 따라서 칸트에게서 행위

로부터 준칙에의 추론은, 선행으로부터의 선한 마음씨의 추론은 닫혀 있

되, 의도적인 악행으로부터 악한 마음씨의 추론에는 열려 있는 것이겠다. 

바로 이러한 입장을 일종의 반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부

터는 종교 2논고에서 이러한 칸트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기반

으로 악의 극복 방안으로 주어지는 회심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정하여, 

수학을 통한 칸트의 악의 극복방안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해 보자.

4.3.3. 회심과 기울기 조건의 해결

이러한 반투명성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각자가 악에 저항하고 있음을, 

정확히 말하면 보다 악해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점을 보일 어

떤 소극적인 행위 방침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는 각자가 

의도적인 악행을 수행하는 상황의 수가 많은 경우에 각 행위자는 결코 

선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앞 장의 논의를 언급하자면, 거기에서 보편악 논변을 다룰 

때, 우리는 행위자에게 매우 가혹한 경우로 가정된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가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순간 유혹에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때 그가 악한 준칙을 선택하였음이 폭로된다는 것에 기반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그림 하에서 행위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악행을 수행

하는 경우는 그러한 상황에서 행위자의 수용성에 따라서 야기된 유혹의 

양이 행위자의 도덕적 의지력보다 큰 경우가 된다.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악행을 선택하여 수행하게 되면 그는 그러한 유혹의 양에 패배하는 준칙

을 행위자가 선택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가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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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수행한 악한 행위들은 곧 그 행위자가 그 

순간 악한 준칙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이기도 하

다.90) 이처럼 의도적으로 악행을 선택할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점에

서, 이 악한 준칙은 모두가 채택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얼

마나 많은 상황들에서 유혹에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지력

의 크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수치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런데 또한 현실을 살아가는 행위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불운한 상

황에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속에서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충

분할 정도로 많은 악행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이다. 그런데 반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르면, 이 때 행위자의 의

도적 악행이 일어나는 순간은 곧 각자가 그 순간 느낀 정도의 유혹에 넘

어가는 악한 준칙을 채택하였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각 행위

자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도덕의 명령을 자신의 선택에 의해 어

기는 정도가 얼마나 빈번한지에 따라서 소극적으로나마 자신의 의지력이 

퇴보하고 있는지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방안이 있겠다. 이를테면 어떤 행

위자가 주관적으로는 회심하겠다고 결의한 이후에 여전히 이전과 같이 

빈번하게 악행을 수행한다면, 그 행위자가 실제로 받아들인 준칙에서 도

덕적 의지력의 크기는 적어도 상승중에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

을 것이다. 반면에, 적어도 그가 외적으로 내보이는 악행이 줄어들고는 

있다면, 그는 어쩌면 자신의 도덕적 의지력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실낱같은 소극적 가능성, 곧 희망이라도 가져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91)

문헌적으로 칸트는, 종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용구, 곧 악을 극복하

는 데 있어 둘째 난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답변에서, 

90) 물론 공리주의자가 경우에 따라 옳다고 믿으면서 행하는 거짓말에서처럼 질료적인
덕 의무, 곧 무엇이 옳다고 믿는지의 문제에 따라서 악한 준칙이 폭로될 수도 있겠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형식적인 덕 의무를 다루는 여기에서는 맥락상 논하지 않는다.

91)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그가 이를테면 단지 행복의 지시와 도덕의 지시
가 일치하는, 운이 좋은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고, 실제로 발달한 것은 도덕적 의지
력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타산을 보다 잘 추구하는 능력일 뿐인 경우였음을 배제할 방
법은 원칙적으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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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반투명성이 드러나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둘째 난문은, 선을 향해 노력하는 이러한 인간을 이러한 도덕

적 선 자체에 관해 신적인 자애[2판: 행복]와의 관계에서 고찰

할 때 불거지는 것으로서, 도덕적 행복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도덕적 행복이란... 선 안에서 언제나 진보하는 (결코 그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마음씨의 현실성과 고정불변성의 보증을 뜻한

다... 그가 일단 채택한 마음씨에 대한 신뢰가 일체 없다면, 그 

마음씨를 견지하는 고정불변성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

나 이 신뢰는... 자기의 품행을 그가 세운 결의와 비교하는 데

서 생기는 것이다. - 왜냐하면 인간이 선의 원칙들을 채택한 

때부터 충분히 오랜 삶에서 그 선의 원칙들의 그의 행실에, 다

시 말해 점점 더 선하게 전진하는 그의 품행에 대한 작용결과

를 지각하였고, 그로부터 그의 마음씨 안에서의 근본적인 개선

을 단지 추측만으로 추리할 기연을 발견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도 희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만약 그 원

리가 선하기만 한다면... 설령 이 지상의 삶 이후에 도 다른 삶

이 닥쳐온다 해도, 그는... 그 길을 따라 더 멀리까지 앞으로 

나가고, 비록 도달 불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성의 목표를 

향해 점점 더 접근해갈 것을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반

해 종종 시도한 선으로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그 결

의를 지킨 적이 결코 없음을 발견한[wahrnehmen] 사람 또는 언

제나 악으로 되떨어지거나 내지는 그의 삶의 진행에서 심지어

는 악에서 더 악질적인 것으로, 마치 비탈에서처럼 점점 더 깊

이 떨어졌음을 자신에게서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이성

적으로는, 설령 그가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아야 한다 해도, 

또는 그에게 미래의 삶이 닥쳐온다 해도, 그가 그 삶을 더 좋

게[선하게] 만들 것이라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가 없다. 왜냐

하면 그는 그와 같은 징후들에서 그의 마음씨 안에 뿌리박고 



- 171 -

있는 타락을 보지[ansehen]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R 6: 67-9, 칸트의 강조)

이 다소 길게 인용된 논의에서, 칸트는 마음씨 안에서 “근본적인 개

선”이 일어나는지 여부는 단지 “추측만으로 추리할 기연”으로, 그러니까 

비교적 잠정적인 것으로 서술한다. 반면에 선하고자 하는 결의를 어기는 

경우 혹은 자신이 보다 악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

이 이러한 결의를 지킨 적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으로,92) 그리고 자신

의 타락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으로부터, 우리는 칸트에게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

확하게 알 수 있다. 즉, 마음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칸트에게서는 스스로 

선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에 대해서 결코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자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악행을 하지 않겠다는, 정확히 말하면 최

소화시키겠다는 결의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키는 것 뿐이고 이 때에 

우리는 적어도 인간의 인식적 능력 하에서는 선해짐이 반드시 거짓일 상

황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때 행위자의 선함은 명백

히 거짓인 사태에서 참일 수도 있게 되는 사태로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

의 결의를 오랜 기간 지키는 것은, 무한한 의지를 가짐이라는, 실천적으

로 필요하지만 거짓임이 명확해 보이는 사태를 참일 가능성이 있는 사태

로 – 이를 위해서는 물론 초험적 요청들이 필요하지만 - 바꾸게 되는

데, 바로 이러한 종류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가능성이 바로 칸트의 실

천적 맥락에서의 희망이다. 그리고 희망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앞에서 

92) 마음씨의 근본적 개선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잠정적인 지식만을 가지게 된다는 해당
부분의 독일어 원어는 추측적인 부사인vermutungsweise(추측으로 하여)가 들어가는, 
“nur vermutungsweise zu schließen Anlaß findet”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여 해당 구절은 영어 번역본에서는 캠브리지판에서는 “but only by way of 
conjecture”로, 플루하(Pluhar)의 번역본에서는 “only conjecturally”로 번역되었다. 반면
여기에서 자신의 타락을 자각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되는, 대괄호로 표기한 용어들은
보다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표현들은 두 영어 판본에서
는 found, regard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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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온 바, 곧 칸트에게서 보편악 주장이 참이기 위한 전제 조건 곧 악

에 대한 자각 가능성 내지는 마음의 반투명성에 대한 논의의 귀결과 상

응한다.

이처럼 마음의 반투명성이 사실이라면 악행의 감소로부터 소극적으로

만 뒷받침될 수 있는, 스스로가 선해지고 있다는 희망은, 사실 헛된 망상

일 가능성을 결코 완전히는 제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져야 하는 막대

한 의무가 이제 주어질 수 있다. 인간이 각자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

는 것의 최선은 기껏해야 자신이 의도적으로 종종 악행을 저지르는, 혹

은 자기-기만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악하거나 방종한 행위자는 

아니라는 것일 뿐이다. 선해지기 위한 그의 노력은 결코 그의 선함에 대

한 확증을 줄 수 없으며, 다만 최소한 자신이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은 아

닐 수 있다는 추측이 그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이다. 선해지고자 하는 이

러한 행위자의 노력은 그의 의지력의 함수의 기울기가 음으로 발산하고 

있다는 판단을 차단하는 것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인식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그리하여 선에 대해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은, 신과 영혼 불멸을 가정한 상태에서조차도, 선한 존재자로 

판정받는 것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그렇게 신 앞에 판정되기를 불완전하

게 희망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요구하는 바는 악행

을 최소화하라는 매우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하며, 우리는 마땅히 이 요

구를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칸트는 마음의 

불투명성이라는 자신의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성공한다.

이로부터 주어지는 실질적 의무로 인해, 칸트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앞에서 제시되었던 OIC*조건의 두 번째 요구가 이제 만족된다. 앞에서 

OIC*조건의 두 요구는 1) 경험적 판단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2) 무한

한 의지력을 가지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태를 이룩할 구체적 방법을 제

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지금 주어진 설명 하에서 악의 극복은 초험

적 영역에서 내린 판단이기에 조건 1을 만족시킨다는 점은 앞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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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지금의 논의를 통해, 선해짐에 대한 여기에서의 해석을 통해 주

어진 그림 하에서 선해지는 방안,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의 악을 자각하

지 않을 방안으로 주어지는 악행의 최소화는 충분히 구체적이면서 또 상

식적이라는 점에서 조건 2를 만족시킨다. 우리는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언제나 되돌아보면서,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받아

들인 도덕적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행위자에 가까워지고 있음이 적어도 

스스로 부정되지 않기 위해, 악행을 줄여 나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자명

한 윤리적 요구를 통해 회심을 간접적으로 성취할 희망을 유지할 수 있

다. 또한 회심에 대한 이러한 그림은, 그것이 요구하는 바는 비록 의식적

인 악행의 최소화라는 외적 행위와 관련된 실질적 의무이지만, 행위자가 

순전히 행위에만 집중하지 말고 스스로의 도덕적 의지력을 의식적으로 

최대한도로 키워 나가는 과정임을 끊임없이 상기할 때에 만족된다. 그리

고 이러한 의무는 초험적 배경 하에서 온전히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의

무이지만, 이 의무 자체는 어떤 이해불가능한 초험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행위 원리를 다루는 윤리학이라면 당연히 주어져야 할 상

식적이고 실질적인 의무이다.93)

이와 같은 방식으로 OIC*의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된다면, 이제 우리는 

a>0이라는 수학에서의 마지막 유비 조건이 어떻게 만족되는지, 그리고 

어째서 회심이 동시에 하나의 급격한 혁명이면서 점진적 개혁으로 묘사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회심의 특징을 정

리하고, 다시 이로부터 칸트의 악의 극복의 두 번째 요소인 은총이 어째

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로 발을 옮기기 

전에, 먼저 회심이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4.3.4. 회심: 인간의 개인적 노력

93) 다만 칸트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의지력의 크기가 무한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명백하게 붙는다. 다른 윤리적 입장에서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처할 법한 상
황에서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위하라는, 보다 상식적이라고 할 법한 입장을 받아
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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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회심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보자. 어떤 행위자가 선하게 살기로 

마음먹고, 그 자신의 도덕적 의지력을 키우기로 결의하고 실제로도 그 

결의에 따라 살게 된 어느 한 시점이 그의 인생에 존재한다고 하자. 이

러한 경우에 인간의 의지력의 크기를 관측하는 신이 있다면, 그러한 신

이 보기에 그 지점은 그 행위자의 의지력을 표현하는 함수의 대략적인 

기울기에서 유의미한 특이점이 될 것이다. 이 특이점 이전까지 그 행위

자의 의지력의 크기는, 적어도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변화 없이 진동하는 형태이거나 평행할 것이고, 이 때에 대체로 행위자

의 의지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의 기울기는 음수이거나 0으로 여겨질 

것이다. 반면에 그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력을 무한을 향해 끌어올리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실제로 그 행위자의 의지력이 그의 유한한 인생 내내 

대체로 상승하였다면, 그 어떤 한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의지력의 크

기를 나타내는 곡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적 존재

자의 눈에 보기에, 회심이 일어난 그 지점부터 행위자의 의지력이 대체

로 중단 없이 커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회심을 수행한 

행위자의 의지력의 크기 변화를 표현한 곡선상의 한 특정한 지점으로 표

현될 수 있겠다:

오직 신만이 그려볼 수 있을 이 그래프에서, 회심점 이전과 이후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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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크기에 주목해 보자. 이 행위자의 의지력은 그의 인생 내에서 비록 

유한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고, 이러한 상승이 이루어지

게 하는 사건이 회심이다.94) 회심을 수행한 행위자는 실질적으로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유혹들 중 보다 많은 것을 견뎌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외적인 악행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는 점진적인 개혁을 수행한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회심의 보다 본질

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곡선의 기울기에 주목해 보자. 이것이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회심점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의지력의 양의 변

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력 그래프의 기울기가 특정한 지

점 이후에는 양수라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의지력의 양이 지금 늘어나

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버리고 어느 

지점 이후에 더 이상 의지력을 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혹은 그가 그러

한 도덕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지점에 의지력을 더 이상 늘려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면, 그러한 의지력의 상승은 도중에 멈추

고 의지력 그래프의 기울기는 양수가 아니게 될 것이다. 무한한 의지력

을 가지는 사태를 선하다고 여기는 칸트에게서는 이러한 행위자는 선할 

수 없다. 그리하여 회심점을 회심점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근거는 이러한 

지점 이후에 대체로 행위자의 의지력이 커졌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것이 결코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커져 나간다는 것으로 주어져야 한다. 

94) 다만 이러한 논의는 칸트가 덕을 전통적인 어떤 축적적 개념으로 보았다는 입장을
함축하지 않는다. 이는 다만 선한 행위자가 되겠다는 어떤 결의를 특정한 시점에 결
심하고, 그로부터 실제로 신의 눈에 선하게 보이게 된 행위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를 수행한 순간에 의지력의 양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의 의지력이 이겨낼 수 있는 유혹의 양은 어떤 제한이 있기는 하리라는 점에서 그의
의지력의 양은 결코 무한할 수 없고 그리하여 전지한 존재자의 눈에는 그 행위자의
의지력은 여전히 어떤 유한한 양으로 관측될 것이다. 이 때 행위자의 결의는 비록 그
이전에 비하여 의지력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전
지한 존재자는 이를 끊어지지는 않는, 기울기가 양수인 의지력 곡선으로 표기할 것이
다. 또한, 칸트에게서 덕이 점진적으로 축적되어가는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
다. 칸트는 “덕은 한갓 숙련으로서... 오랜, 훈련을 통해 취득된, 도덕적으로-좋은 행위
들의 습관으로 설명되고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가치가 없는 이유는 “만약 이것이 숙고된, 확고한 더욱더 정화된 원칙들의 작용결과
가 아닌”경우에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MS 6: 384). 이는 곧 숙련을 통한
의지력의 증진은 분명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증진이 회심에 대한 결의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안된다는 논의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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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볼 때 회심점 이전의 의지력 곡선의 기울기는 회심점의 정의상 

음수이거나 0인 반면, 이 지점 이후의 기울기는 양수이고, 이러한 지점이 

어떤 행위자의 의지력 곡선에서 존재한다면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 그 

행위자는 회심을 수행한 행위자가 된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양수가 아

니었으나 양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회심은 혁명이다. 따라서 우리

가 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심은 의지력의 양의 측면에서는 점진

적 개혁 내지는 개선인 동시에 의지력의 기울기의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혁명이다(R 6: 48). 그러나 회심을 회심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의지력의 

양적 증대 내지는 외적인 악행의 감소 그 자체가 아니라 의지력의 무한

으로의 발산을 보장할 기울기의 변화라는 점에서 의지력의 질적 변화, 

곧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칸트가 이어서 제시하는 회심에 대한 부가설명을, 다음과 같이 

지금의 논의 맥락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심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회심의 배경은 우리가 인간을 순전한 물리적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곧 회심으로 인해서 한 행위자가 선하게 판정받기 위한 전제 조

건은 영혼 불멸과 전지한 신이라는 두 초험적 요청이고, 바로 이것이 

OIC*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다. x축에 주목해서 볼 때, 인간이 그의 

경험적인 삶 속에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수명의 끝까지일 것이다. 곧 

위에 표기된 그래프에서의 마지막 부분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것이며, 그 지점의 y값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너머의 지점이 

영혼이 불멸한다는 요청을 통해서 x축이 무한히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된

다면, 그리고 y값과 관련하여 요청된 전지한 신이 그가 관측해 온 행위

자의 인생 속에서 그러진 의지력 곡선의 모습을 연장해 보게 된다면, 유

한한 기간 그 너머의 의지력 곡선이 그려질 수 있다.95) 이 때에 영혼은 

95) 요청된 전지한 신이 관측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y축의 수치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
시 행위자의 의지력의 크기가 양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질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의지력의 크기라는
것을 행위자가 이겨낼 수 있는 가능한 경우들의 대략적인 수라고, 혹은 더욱더 먼 가
능세계에서도 (즉, 보다 더 불리한 상황과 마주하더라도) 그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를 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특정한 x값이 주어졌을 때 y축의 값을 산출해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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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의지력을, 곧 내가 살아간 방식과 그 방식이 변화해간 방식까

지96) 이어받는다는 존재로서 불멸하며(x축의 연장을 위한 가정), 신은 행

위자가 주어진 어떠한 순간에 그가 놓일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위할지를 안다는 의미에서 행위자의 준칙과, 가능한 모든 상

황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는 의미로 전지한 존재이다(각 x값에 상응하는 

y값의 확정을 위한 가정).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두 요청으로 인해서, 보편악 극복에 대한 칸

트의 논의는 순전히 물리적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요

구가 된다는 데에 있다. 즉, 인간을 순전히 물리적 관점에서 지성의 한계 

내에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보편악 주장이 참이라고 인정해야만 한다. 

반면 이러한 한계 밖으로 관점을 확장하여, 칸트에게서 지성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인 초험적 대상에 대한 존재가 참이라고 가정될 

수 있는 관점을 취한다면, 우리는 행위자가 선할 아주 작은 가능성을 보

존할 수 있다.

2) 이러한 두 배경 하에서, 회심은 존재적으로는 수학과의 유비에서 기

울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인식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

지력이 퇴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의무를 부과하여 OIC*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회심을 이처럼 기울기 값과 연관시켜 볼 때, 

우리는 어째서 이것이 “마음씨의 혁명”인지 알 수 있다. 즉 회심은, 전지

한 것으로 가정된 신의 눈에 보기에는 그 지점을 기점으로 행위자의 의

지력의 기울기가 명확하게 0보다 커지게 되는 한 특이점이고, 이러한 의

미에서 이 조건은 x, y에 이은 a>0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

서, 회심은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력을 가지도록 자신을 단

련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돌이켜보았을 때에 나의 의지력이 그러한 결

심 이후에 퇴보한 것이 확인되지는 않도록 악행을 줄여 나가기 시작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에 이어지는 은총에 대한 논의에서 밝혀지겠지만 여
기에서 사용한 수학과의 유비는 완벽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러한
양화가 불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확정적인 결론을 제시하지는 않겠다.

96) 칸트는 적어도 몇몇 구절에서는 이와 같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행위자의 행위 방식
을 근본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준칙을 “최상의 준칙”이라고 부르는 것으
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더 진행시키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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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다. 이 때 내가 그리는 의지력 곡선의 기울기는, 그 이전까지는 음

수였으나 회심 이후에는 양수가 되며, 이러한 변화는 신의 눈 앞에서 그 

이전에는 악한 사람을 그 이후에는 선한 사람으로 보게끔 만드는 변화이

다. 따라서 행위자의 준칙의 의지력의 크기를 표현한 곡선의 기울기값을 

나타내는 a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회심은 그 시점 이전에는 음수이거나 

혹은 미정인 기울기였던 a가, 그 시점 이후로는 양수로 고정되는 특이점

이고, 그 지점의 존재로 인하여 신의 눈에 그 행위자가 선하게 판정될 

수 있기에, 칸트는 이를 혁명이라 부른 것이겠다. 그리고 회심이 지시하

는 악행 최소화의 의무에의 결심과 그 집행은 인식적으로 우리 스스로에

게 자신의 의지력이 퇴보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줄뿐

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노력을 통해 선할 가능성을 보존하도록 만들

어주는 구체적 방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것이 

OIC*의 두 번째 조건이었으며, 이제 이러한 조건이 주는 의무 자체는 어

떠한 초험성에 대한 의존 없이 이해 가능하다.

3) 영혼 불멸, 신, 회심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선할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위에서 설명된 이 세 조건, 곧 영혼의 불멸, 전지

한 신의 존재, 그리고 회심이란 조건은 무한으로 발산하는 y=ax(a>0)이란 

그래프에 대해서 x, y, a>0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수학적 조건과 상응하

므로, 이들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악의 극복은 불가능해진다. 그리하여 

칸트가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두 입장, 곧 최상의 준칙에 따른 행위자의 

선악 판단과 그러한 준칙이 관장하는 영역은 가능한 모든 상황이라는 두 

입장에 따른 귀결인 보편악 주장이 참이기 위해서 우리는 선할 수 있어

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초험적 대상들을 요청하여 악을 극복할 방안

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4) 회심은, 순전히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 혹은 의지력의 

크기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기-기만을 악의 또다른 근원으

로 강조하였던 칸트의 종교 논의의 맥락에서 볼 때 회심은 순전히 의

지력의 양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

다. 즉 이 회심한 존재자는 단지 양적으로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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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는 유혹에 지지 않을 거대한 의지력을 가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기만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경계를 수행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심에 대한 위의 그래프가 비록 수치화 될 수 있는 부

분만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회심은 자기-기만을 

늘 경계하는 순정한 마음씨를 가지겠다는 결의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5) 회심한 마음씨에 대한 칸트의 몇몇 언급을 보면, 회심 이후에 자신

이 그러한 결의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지속적인 자각은 필수적이다. 앞에

서 다룬 바와 같이 회심한 마음씨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 이상향에 

도달하겠다는 결의를 무한한 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것이다. 이 인간적 

이상향은 다시 “가장 큰 유혹들을 받으면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통을 세계최선을 위해... 기꺼이 짊어지고자 하는, 그

러한 인간의 이념 아래서만”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되는데, 이는 우리가 

2장에서 살펴 본 이상향의 특징과 일치한다(R 6: 61). 이러한 존재는 무

한한 의지력을 가지고 그에게 닥쳐 오는 가능한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상향을 닮아 가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지, 곧 상식적인 선에서 강한 의지력을 가지는 자가 되겠다

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어디까지나 어떤 인간이 현실에서 보

여 주었던 강대하지만 유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것이고 유한한 인생 내에

서 성취 가능한 어떤 지점에 다다르는 것이다. 반면 이와 같이 신의 아

들과 같은 존재자가 되겠다는 결의는 가능한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존재

자, 곧 우리가 인간을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바에 따라서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초감성적 대상을 그 목표로 한다.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존재자

는 “경험의 예들을 통해서는 입증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존재자의 

“이념은 하나의 모범으로서 이미 우리 이성 안에 놓여 있”는 것으로만 

주어진다(R 6: 62). 우리의 도덕적 발전은, 이러한 존재를 향하여 무한히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덕 이론에서 칸트는 “덕은 언

제나 진보해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새로이 시작한다”고 논하

였을 것이다(MS 6: 409). 우리는 수학으로도 포착되지 않는, 이 도덕적 

이상향이 가지는 특이한 성질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보다 심도 깊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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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 될 것이다.

또한, 칸트가 악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는 근거로 자기-기만이 있다는 

것 역시 회심에 대한 지속적 자각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된다. 우리는 2

장에서, 비록 성공적이지는 못하지만 칸트가 보편악을 뒷받침하는 심리

적 근거로 자기-기만, 곧 전도성의 성벽을 제시하였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자기-기만은 단지 행위자의 의지력을 끌어올리는 것 만으로는 해

결될 수 없고, 자신이 받아들인 추상적 도덕적 믿음에 따라서 각 행위자

가 수행하는 행위들이 올바르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검사를 요

구한다. 그리고 회심한 존재자가 악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의지력만

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사를 종종 의식적으로 수행해서 왜곡

된 실천적 추론을 회피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검사를 삶 

전체에 걸쳐 멈추지 않고 살아갔던 경우로 칸트 자신의 인종차별 논의를 

볼 수 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칸트는 여러 가지 

강의록이나 그의 초기 저서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그의 도덕적 멸시를 거

리낌없이 드러내곤 하였던 것으로 비판받곤 한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

로 출간한 실용적 관점에서의 인간학에서는 그러한 논의를 - 그에 상

응하는 강의록에서는 인종차별적 논의가 제시되곤 하였던 하위 절 자체

는 “인종의 성격”이란 제목으로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 완전히 삭제

한 바 있다(A 7: 320). 인종차별적 언급에 대한 이러한 칸트의 삭제가, 

자신이 받아들인 보편적 도덕법칙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었던 논의

를 어떤 순간까지 정당화해온 자신의 기만적인 언행 간의 괴리에 대한 

자각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칸트는 스스로의 삶에서 어느 정도 자기-기

만을 극복한 사례를 보여주었던 것이겠다.97) 그리고 이러한 자기-기만을 

회피하기 위한 자신의 개별 행위 및 실천적인 추론에 대한 지속적인 고

찰 역시 회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회심의 

무한한 의지력에로의 전진이라는 회심의 양적인 측면과, 그리고 준칙 수

97) 이러한 칸트의 서술 변화에 대해서는 Kleingeld(2007) 참조. 인간학이후에 출판된, 
칸트가 편집하지 않은 강의록들은 보다 후기에 출간되었지만 인종차별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 다시 실려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칸트의 자성이, 만약에 이루어졌더라면, 그의
삶에 최후반부에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그가 이러한 서술을 삭제한 정확
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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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검사를 요구한다는 회심의 질적인 측면 둘 다가 

회심을 지속적으로 자각하길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회심은 반드시 생의 기간이 상당 기간 남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회심의 수행 여부는 마음의 반투명성으로 인해, 행위자가 삶 

속에서 악행을 적게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즉 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소극적 판정만이 가능하

다는 논의의 귀결이다. 칸트는 실제로 “인간은 그가 그러한[선한] 인간이

라는 것을 그에 뒤따라오는 고정불변적으로 선한 품행으로부터만 추론할 

수 있는데, 생의 종말에서 이러한 품행을 위한 시간이 더 이상 없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자신이 그러한 인간임을 인지하려 하는가?”라고 죽기 

직전에 일어나는 회개의 불가능함을 논설하기도 한다(R 6: 68-9).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선해짐의 의무에서 전제되는 신의 자비는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칸트가 죽음의 순간에 회개를 부

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무리 강렬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그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력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아 왔다

는 것을 조금도 보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그 행위자는 정당한 희망을 

가질 최소한의 조건, 곧 자신의 의식적 회심 이후에 자신의 악행이 줄어

들었음을 관측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신이 현존한다는 것에 주관적인 확신을 가진 자, 곧 이성의 한계 

밖의 자비로운 신을 믿는 종교인은, 그 자비로운 신이 인간이 죽는 순간

에 수행한 회심에 대해서 그 행위자가 어떻게 행위할 지에 대한 완전한 

앎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죽는 순간에의 회심 또한 가능하다

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신은 오직 악의 

극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신이다. 따라서 이처럼 행위자의 

삶 속에서의 행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측면에서 자비를 베푸는 

신은, 칸트가 보기에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천주교의 고해성사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닿게 되는 구원에 

관계되는, 종교적 신으로 여겨질 것이다. 

반면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신은, 오직 각자가 각자의 능력으로,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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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그의 도덕적 의지력을 끌어올리는 사태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요청되는 존재이고, 이러한 칸트의 신이 종교적 의미에

서 자비로운 신으로 생각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신은 행위자의 마음의 

변화 양상이 고정불변하리라고 가정한 채로 우리가 그리지 못한 영원한 

삶 속에서의 의지력의 크기를 예측할 뿐이다.98) 따라서 만약에 누군가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신이 보기에 그의 의지력의 크기를 삶 속에

서 하향시켜 왔던 행위자는, 신의 눈 앞에 무한히 선에서 멀어지는 행위

자로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전자[마음씨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자에 대한 전망]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나 소망한 

그리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고, 그에 반해 후자[악에서 더 악질적

으로 떨어진 자에 대한 전망]는 마찬가지로 가늠할 수 없는 비참에 대한 

전망”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R 6: 69). 

7) 회심은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수행 가능하

다. 정확히 말하면, 회심을 수행한 사람조차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악한 

자이다. 회심의 혁명은 의지력의 절대적인 양에서의 혁명이 아니라 의지

력의 기울기의 변화로 표상되는 혁명이기 때문이다. 즉, 회심은 우리의 

의지력이 갑자기 어떤 순간에 무한한 양을 가지라는, 그러니까 모든 가

능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식의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다. 또한 이 

회심 자체에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기 불가능한 어떤 일, 달리 

말해 신의 조력의 개입이 필요한 여지가 전혀 없다. 회심은 오직 의지력

을 점차 키워나가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을 삶 속에서 최소화하라는 요구

이다. 모든 인간이 어느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 보

편악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장은 인간의 의지력의 한계가 각자 

다르며, 그러한 한계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점차 변화해나간다는 상식

적인 사고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심을 수행한 사람의 의지

력은 여전히 유한하기에 이를 수행한 행위자라고 하더라도, 설사 정말로 

98) 마음의 고정불변성을 가정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의지력의 변화가 이어질 것
이라는 이러한 신의 예측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그려진 그래프가 무한히 펼쳐진 좌
표평면 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그려질 것이라는 수학적인 (암묵적) 가정과 같은 것
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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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거대한 유혹과 마주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는 언제

든 의도적 악행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자이다. 이는 여전히 물리적으로 

악한 행위자가 신이 보기에는 선한 자인 경우이다. 

8) 회심을 수행한 자조차 악한 이유는, 지금까지 수학과의 유비를 통해

서 논한, 의지력의 무한한 기간에 걸친 상승인 회심조차 사실 앞 장에서 

논한 선한 행위자에 대한 우리의 표상과 비교해 보면 부족하기 때문이

다. 앞 장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자가 선하게 판정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 굴하지 않아야 함을 보았다. 반면 상

승 중에 있는 의지력은 비록 매우 거대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의지력보

다 더 큰 유혹이 존재할 수 있다. 칸트는 선하기 위한 의지력과 상승 중

에 있는 의지력 간에 놓이는 이러한 격차를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중에 있는 우리의 의지력이 신의 어떤 결의에 의해서 선하게 판정

된다고도 주장한다. 의지력의 영속적 상승과 전적으로 선한 존재자 간의 

이 틈새를 메워주는 결의에 따른 판정은 바로 신의 조력인 “은총”이다(R 

6: 75). 신에 대한 이러한 가정은,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다르게, 수학적 

무한과 칸트의 도덕적 이상향 간의 불일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우

리는 지금까지 수학적 무한과의 유비를 통해서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도덕적 이상향에 접근해 나가는 데에 있어 희망을 보존하는 방안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수학에서 무한으로 발산하는 함수는 

언제나 커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일 뿐, 결코 모든 수보다 큰 수라는, 수

학적으로는 생각될 수 없는 어떤 대상에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것이 아

니다. 그러한 점에서 악의 극복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신의 또 다른 조

력인 은총에 대한 논의까지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다음 절의 주제이다.

다음 절로 나아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긴 논의를 정리하고 넘어가자. 

일단 위에서 논의한 회심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능

적으로 회심은, 무한으로 발산하는 수학에서의 함수와 우리의 의지력을 

그린 그래프와의 유비를 위하여 필요한 세 조건, 곧 x, y, a>0조건들 중 

초험적이지 않은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의지력의 크

기 및 기울기에 대해 보면, 양적으로 볼 때 회심점은 신의 관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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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찰되는 나의 의지력 그래프의 기울기가 해당 지점 이후로는 점차 

커져 나가는 한 지점이고, 그로 인해서 회심한 행위자의 외적 악행은 점

차 개선된다. 기울기와 관련하여 보면, 이 지점 이후의 의지력 곡선의 기

울기는 그 이전과는 달리 양수이다. 그리고 이 특이점 이후에 행위자는 

의지력의 기울기가 반전되는 것으로 인해 전지한 신의 눈에 선하게 판정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회심은 급격한 차이를 야기하는 일종의 내적 

혁명이다. 질적으로 회심은,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겠다는, 또한 자기-기

만을 하지 않겠다는 순정한 마음을 갖기 위한 행위자의 결의이며, 이 결

의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행위가 자신의 도덕적 믿음에 비교하여 볼 때 

정당한지를 검사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인식적으로 회심은 마음의 불투

명성으로 인해 우리가 실제로 삶의 긴 기간에 걸쳐 변화시켜 나간 품행 

속에서만 간접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만 증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죽기 직전의 종교적 회개는 회심이 될 수 없다는 귀결이 따라나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적 내용에 있어서 회심은, 자신이 점점 선해

지는 존재인 경우가 거짓은 아니게 되는 소극적 가능성, 곧 희망을 유지

하기 위하여, 적어도 보다 악해지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판정하게 되는 

사태를 피하라는 의무, 곧 나의 삶 속에서 가능한한 의식적 악행을 줄여 

나가라는 명시적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회심은 행위자가 그의 유한한 

삶 속에서 증가시켜 나간 의지력의 기울기가 사후의 삶에서도 유지되리

라는 가정 및 은총과 결합하여 그것을 수행한 행위자를 전지한 신의 눈 

앞에서 선한 존재로, 곧 무한한 의지력을 소유한 존재로 판정되도록 만

들어 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칸트가 영혼 불멸, 전지한 신, 그리

고 마지막으로 회심을 통해서 물리적인 관점 하에서는 반드시 유한할 수 

밖에 없을 우리의 의지력의 크기가 이제 무한으로 발산하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의지력이 이처

럼 무한으로 발산 중이라고 여길 희망을 확보한 칸트는, 악의 극복 방안

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멈춰 설 수 있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러한 설명이 이미 충분히 우리를 현실에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먼 곳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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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아가게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아마도 칸트 또

한 실천이성비판을 저술하였을 때 까지는 그렇게 여긴 것으로 생각되

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종교에서 칸트는 우리가 이처럼 수학

적인 무한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보다도 더 먼 도덕적 이상향을 향하여 

더욱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순례길의 마지

막 걸음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이를 통해 완전해진 칸트의 그림 하에서 

앞에서 제시한 두 양립가능성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5. 은총과 회심, 두 양립 가능성 문제

지금까지의 논의의 귀결에 따라 칸트의 악의 극복에 대한 완전한 그림

이 주어졌다면 이로부터 우리는 앞에서 제시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제 우리는 1) 악의 극복과 보편악 주장과, 2) 신의 조

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순전히 자력을 통해서만 선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칸트적인 책임 개념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두 양립가능성의 문

제와 마주할 순간에 다다랐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이

전에, 회심이 미처 채우지 못하는 악의 극복의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어

야 한다. 

이 부족함은, 우리가 앞 장에서 제시한 바 있는 두 번째 이상향의 특

징에서 곧바로 따라나온다. 즉, 거기에서 인간적 이상향은 “어떤 유한한 

T에 대해서도 언제나 그보다 큰 W를 가지는 존재이고 이런 의미에서 

그의 W는 무한하다”고 설명되었던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한, 곧 모

든 가능한 어떤 양에 대한 표상보다 큰 양으로서의 무한은 우리가 지금 

유비를 통해서 얻게 된 수학적 무한과는 다르다. 수학적 무한은 지속적

으로 커져 나가는 어떤 상태를 말할 뿐,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수보다 

큰 양과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상향의 의지력의 양 W는 단지 무한히 커져 나가는 것으로 표상될 수 있

을 뿐이며 모든 유한한 T에 대해서 반드시 클 수는 없다. 수학적 무한, 

곧 무한한 기간에 걸쳐 전진하는 중에 있는 W는, 특정 시점에서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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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보다는 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회심이라는, 전지한 신과 영

혼 불멸이 가정될 때에 인간으로서 성취 가능한 최선의 의지력조차 아직 

2장에서 논한 이상향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은총의 부족함을 채우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통해 

악의 극복에 대한 칸트의 완전한 그림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처음에 

제시하였던 두 문제를 푸는 이 절의 논의는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

째 부분에서는 칸트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도

덕적 이상향에 대한 관점에 어째서 다다를 수 없는지, 그리고 신의 개인

적 조력, 곧 “은총”이라는 새로운 장치가 어떻게 수학적 무한과 도덕적 

이상향 간의 차이를 메워주는지를 설명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은

총 개념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적 모순을 다룸으로써 악의 극복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한다. 여기에서는 칸트가 염두에 두는 머나먼 도덕적 

이상향 개념과, 칸트가 회심을 다루는 부분들에서 제시하였던 발전적인 

이상향 간에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검토될 것이다. 다음으로

는 은총 개념을 통해 얻게 되는 극복에 대한 칸트의 완성된 그림을 통해

서 서론에 제시되었던 두 양립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한다. 마지막에서는 

칸트의 보편악 논변과 그 극복에 대한 명확한 그림으로부터, 이 두 논의

를 통해 보이고자 하였던 칸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논의가 일

종의 소결론으로 뒤따른다.

5.1. 은총: 신의 개인적 조력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칸트는 종교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노

력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바인 회심을 넘어서, 신의 은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은총은, 실천이성비판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영혼 

불멸과 전지한 신의 요청과는 다른 개념이고, 종교에서 비로소 구체화

된 개념이기도 하다. 일단 회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전제되는 영

혼 불멸과 전지한 신이라는 두 유명한 초험적 대상에 대한 요청이 각각 

수학적 유비를 완성시키는 조건인 x축의 길이와 y값의 확정에 관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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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은총은, 수학적 무한 그 너머에 있는 칸트의 머나먼 도덕적 이상향

에 우리가 닿을 수 있는 희망을 완성시켜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회심으로는 결코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신의 조

력이다. 사실, 칸트는 이러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앞서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난문”에 대한 칸트 스스로의 답변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앞 장에서 인용되었던 바 있는, 첫 번째 난문

에 대한 칸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난문의 해결은, 결함이 있는 선에서 보다 더 선함

으로 무한히 연속적으로 전진하는 것으로서의 행실은 인관 관

계라는 개념 속에서 시간조건에 제한받고 있는 우리의 평가에 

따라서 보면 언제나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의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서의, 다시 말해 행실의 면에서의 선은 우리 안

에서 항상 신성한 법칙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지 않

을 수 없다. 그러나 저 신성한 법칙과의 부합을 향한 무한한 

전진은 그 근원인 초감성적인 마음씨로 인해, 순수한 지적 직

관에서 마음을 아는 자에 의해 하나의 완성된 전체로서, 또한 

행실(품행)에 따라서, 판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

은 그의 지속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설령 어느 시점에 거의 

현존재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신에게 흡족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R 6: 67, 칸트의 강조)

우리가 앞에서 이 구절을 다룰 때에는 회심의 맥락에서 우리의 “무한

한 전진”이 “마음을 아는 자,” 곧 전지한 신에 의해서 판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때에 회심은 의지력을 상승시키는 우리의 노력이 무한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칸트는, 단지 

신이 이러한 전지적인 특징, 곧 “순수한 지적 직관”을 통해서 우리를 판

정한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판정이 “하나의 완성된 전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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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된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완성된 전체”로서의 인간의 

의지력은, “무한히 연속적으로 전진”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전

자는 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후자는 동적이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서 

신의 판정은 인간이 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어

떤 것과는 다른 존재로 그를 보아 주는 어떤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

로 이미 제시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부족

한 자체 노력을 채워 주는 신의 또 다른 역할, 곧 신의 개인적 조력이 

칸트에게서 “은총”이라 불리는 것이며, 은총의 이러한 성격에 대한 칸트

의 논의는 보다 뒤에서 제시되는 다음과 같은 인용구에서 가장 잘 나타

난다:

“그런데 여기에는[새로이 선한 인간이 됨]... 소행들의 공덕보다 

넘치는 것이 있으니, 은총에 의해 우리에게 돌려지는 공덕이

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상의 생에서는... 언제나 단지 한낱 

생성중에 있는 것(곧 신에게 흡족한 인간이 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이미 이 지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

속시키는 데에, 이에 대해 우리는 (경험적 자기인식에 따를 때) 

아무런 권리주장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99)

*오히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우리 편에서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감수성만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종

속[된]자가 그것에 대한 (도덕적) 감수성 외에는 가진 것이 없

는 선을 베풀고자[부여하고자] 하는 상위자의 결의는 은총이라

고 일컫는다.”

(R 6: 75, 칸트의 강조)

위 문단의 논의에서 은총은 현실의 삶에서는 우리가 거기로 향해 나아

갈 수만 있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는 상태(선한 인간이 되는 것)를 

현실의 우리에게 귀속시켜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99) 이하의 인용문은 원문에서는 각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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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에서 칸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감수성에 그치며 여기에 

신이 베푸는 은총이 더해져야만 우리에게 선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한

다. 이 감수성이란 도덕에 관한 감수성, 곧 우리가 말한 수용성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종교라는 저서 내에서 인격성의 세 번째 소질을 다룰 때

에 설명한 바 있다. 거기에서 칸트는 “인격성의 소질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수성, 즉 의사의 그 자체만으로써 충분한 동기의[그 자체만으

로도 충분히 의사의 동기가 되는] 감수성”이라고 다룬다(R 6: 27, 칸트의 

강조). 즉 이는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도덕법칙을 그 이유로 하여 수행

하게 될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감수성 내지는 도덕적 수용성, 곧 도덕 

법칙으로부터 도덕적으로 행위하기 위한 동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우

리의 유한한 의지력으로 인해 언제든 막대한 유혹과 마주한다면 패배할

수 있는 능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소질을 가진 존재자는 이것만으로

는 결코 단적으로 선한 존재자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가지는 의지력의 

크기를 이러한 의지력의 크기를 아무리 그것을 늘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모든 유혹을 이길 정도로 큰 무한이란 상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유혹을 언제나 이길 수는 결코 

없고, 단지 도덕 법칙에 영향을 받는 의지력을 가질 수만 있는 – 달리 

말해, 도덕 법칙을 언제나 의사의 충분한 규정근거로 온전히 삼을 수는 

없는 - 유한한 의지력을 가진 존재는,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무

한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어떤 자비로운 관찰적 조력에 의해서만 무한한 

의지력을 가진 존재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이 조력이 바로 “은총”으로 가

정되어야만 악의 극복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다.

이러한 은총은 그리하여 수학적 무한이라는, 우리의 양적인 사고의 한

계를 넘어서는 무한한 의지력을 요구하는 어떤 신비한 도덕적 이상향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게끔 하는 장치이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은총이 

없다면 자신의 노력, 혹은 수학적 무한 개념만으로는 결코 선을 성취할 

수 없다. 또한 소극적으로나마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았음은 확인할 방

법이 있는 회심과는 달리, 은총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여부는 결코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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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은총의 이러한 특성은, 문헌상으로는 종교의 4

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인간이 자유의 법칙들에 따라서 자기 자신만으로 행할 수 있

는 선한 일을, 초자연적인 도움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가능한 

능력과 비교하여 자연이라고 불러, 은총과 구별할 수 있다. 그

것은 마치 우리가 ‘자연’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유와 구별하는 

어떤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

렇게 하는 것은 한낱, 우리는 이 능력에 대해 적어도 (덕의) 법

칙들을 인식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성은 자연의 유비로서의 그

에 관해 그를 위한 가시적이고 파악 가능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과연, 언제, 그리고 무엇을, 또는 얼

마만큼 은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지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숨겨져 있고, 이성은 이것에 관해 초자연적인 것 일반 – 신성

성으로서의 도덕성은 이에 속한다 – 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에 따라 그것이 일어남직한 법칙들에 대한 모든 지식에서 떠

나 있다”

(R 6: 190-1, 칸트의 강조).100) 

이와 같이 은총은 위 인용문에서는 “자연”으로 서술된,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의 판단이고, 이는 곧 무한으로 발산 중인 의지력을 

넘어서는 존재로 우리를 보아 주는 신의 자비로 제시된다. 이는 다시 말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곧 우리가 해석한 바에 따르면 삶 안에서 도

덕 법칙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력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전지한 존재자가 그러한 노력을 보고 우리가 결코 

다다르지 못할 어떤 점에 마치 다다른 것으로 판정해 주리라는 희망이

다. 그렇게 이 은총은, 앞에서 제시한 회심과 합쳐져서 비로소 우리로 하

100) 종교의 4논고에서 은총 개념은, 신의 조력이 현실에서의 노력을 통해 나에게 주
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맥락에서 많이 다루어진다. 당연하
게도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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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악을 극복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신의 

조력에 대해서 오직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할 수만 있을 뿐, 회심이

라는 우리의 노력이 실제로 이러한 신의 자비로운 판단을 정말로 이끌어 

낼 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채로 남는다. 그리하여 전지한 신과 영

혼 불멸과 마찬가지로, 은총 역시 우리가 정당하게 알 수 있는 인식적 

한계의 밖에 놓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은총과 관계되는 칸트의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

덕적 이상향은 회심을 생각할 때에 다룬 이상향과는 다른 것 같다. 그러

므로 우리는 악의 극복에 대한 칸트의 그림을 완성시키기 이전에, 이러

한 두 이상향 중 어떠한 이상향이 칸트에게서 정당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 문제는 2장에서 그린 개인적인 도덕적 이상향의 청사진을 

완성시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드러난 이중적인 도덕적 이상향의 사

용 문제를 해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 장에서 보았던 악한 존재의 예

외가 되는, 유한한 수용성과 무한한 도덕적 의지력을 가지는 존재가 정

확히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일테니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논의의 초점은 칸트의 개인적 이상향에 대한 

관점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

5.2. 회심과 은총에서의 무한의 불일치와 숭고

앞에서 우리가 회심에 대해 다룰 때는, 칸트가 수학적인 무한과 같은 

무한 개념을 대체로 도덕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가정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개

인적 이상향의 특징인,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존재라는 특징에서 기인

한 것이었고, 이러한 논리적 가능성에 상응하는 문헌적 근거 역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한대로의 발산이라는 수학적 무한과의 

유비를 통해서 무한한 기간 동안 의지력을 향상시키는 존재로 개인적 이

상향을 이해하였고, 회심을 통해 이에 도달하여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이상향은 결코 멈추지 않는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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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려진다. 칸트에 따르면, 그의 이상향은 “선 안에서 언제나 진보하

는... 마음씨의 현실성”이나 “언제나 단지 한낱 생성 중에 있는 것”이니 

말이다(R 6: 66; 75). 이처럼 앞에서 다룬 악의 극복 방안에서의 이상향

은, 중단 없이 그의 삶 전체에서 무한히 먼 목표를 향하여 무한하게 의

지력을 상승시켜가는 행위자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칸트가 은총을 다룰 때에는 또 다른 이상향을 염두에 두고 있

는 것 같다. 이 경우 칸트는 어떠한 가능한 유혹들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적으로 큰 의지력을 가진 어떤 고정된 경지에 다다른 자를 염두

에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칸트는 종교 2논고 1절에서 

도덕적 이상향을 제시할 때에는 “모든 인간의 의무를 스스로 실행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가르침과 실례를 통해 선을 주위에 가능한 한 널리 확산

시키고자 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유혹들을 받으면서도 가장 치욕스러

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이념”이 우리의 이상향이 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기도 한다(R 6: 

61). 그런데 이러한 이상향은 생명의 손실까지도 초래하는 모든 불운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유혹을 이겨내는 이상향인데, 이 이상향의 의지력은 

완성되어 있는 정적인 양태를 띤다. 그리고 의지력에 대한 이러한 관점

은 회심을 다룰 때 보았던, 무한히 전진하는 동적인 의지력을 가진 행위

자를 이상향으로 보는 관점과는 다르다.

이러한 두 이상향에 대한 서술의 불일치 문제는, 다시 칸트가 악의 극

복에 있어서 제시한 해답이 보편악 주장에 대한 정당한 해답일 수 있느

냐라는 보다 심원한 반론과 직결된다. 즉, 칸트가 보편악이라고 제시하였

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 주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가 가지

는 의지력이 모든 가능한 불리한 상황에서 닥쳐올 유혹을 이겨내지는 못

하는 유한한 사태를 지칭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제시한 문제 상황

이었더라면, 이를 극복한 경우란 바로 이 현생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주어지는 유혹을 극복할 의지력을 가지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이상향 또한 무한히 전진하는 이상향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상상 가능하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이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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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는 의지력은 무한한 기간에 걸쳐 전진하는 의지력과는 이질적이

다. 무한히 의지력을 키워 나가는 존재자의 의지는 이와 같이 모든 가능

한 유혹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 칸트는 회심

을 다룰 때에 무한한 기간에 걸친 무한한 숙련을 말하였고, 여기에서 의

지력의 양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최대한인 수학적 무한이

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력조차 사실 우리가 2장에서 악의 극복을 위해 

표상하였던 도덕적 이상향에는 다다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는 칸트가 악에 대해 논의할 때 자신이 원하는 이상향 개념을 마구잡이

로 혼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떠올릴 수 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이제 우리는 칸트의 수학적 무한에 대한 입장, 

그리고 도덕적 이상향이 가지는 무한한 의지력에 대한 입장을 각각 면밀

하게 살펴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되는 무한 개념이 어떠

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근대의 무한 

개념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나서, 세 비판서에 걸쳐서 나타나는, 수학

적 무한 및 도덕적 이상향이 가지는 무한한 의지력에 대한 칸트의 관점

이 이 중 어떠한 입장을 따르는지를 다뤄야 하겠다.

일단 초기 근대철학에 있어서 무한에 대한 관점은, 애넛 쉐크만(Anat 

Schechtman)이 2019년에 “Three Infinities in Early Modern Philosophy”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크게 질적인 데카르트적 무한, 양적인 로크적, 라이

프니츠적 무한의 세 가지로 주어진다. 여기에서 먼저 다른 둘과는 달리 

무한에 대한 질적 개념을 취한 것으로 분석되는 데카르트는 신의 완전성

으로 대표되는 존재적(ontic)인 무한 개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잘 알려져 있듯이 그에게서 무한한 실체는 존재의 정도에 있어서 최

상인 것이며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것으로 제시되며, 유

한한 실체나 양상은 각각 신과 유한실체에 의존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무한은 어떤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정도라는 특

성과 관련된다(Schechtman 2019 1133). 이와는 구분되는 양적인 무한 개

념을 논한 로크와 라이프니츠의 경우에는 무한에 대한 척도 혹은 단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정리된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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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무한을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 둘 모두, 다음의 두 문장 중에서 

1)은 거짓으로, 2)는 참으로 받아들이지만, 모든 수보다 큰 무한이라는 

특수한 단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장인 3)에 대해서는 로크는 참으로, 

라이프니츠는 거짓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1) 모든 유한한 수보다 더 

큰 어떤 수가 있다(무한수가infinite number 존재한다). 2) 모든 유한한 수

에 대해서, 그보다 더 큰 수가 존재한다. 3) 모든 유한한 수에 대해서 그

보다 더 큰 어떤 단위가 존재한다(Schechtman 2019 1138-40). 

이러한 세 무한 개념 중에서 칸트가 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무한은 

라이프니츠의 무한이다. 이러한 점은 순수이성비판과 판단력비판에 

등장하는 무한에 대한 그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단 순수이성비

판의 후반부 논의에서 칸트가 생각하는 무한이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로서의 무한이다. 해당 논의가 드러나는 부분은 칸트의 이율배반에 

대한 네 가지 논의 중에서, 시간과 공간이 무한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루

는 첫 번째 이율배반에 대한 논의 중, 반정립에 대한 주석이다. 거기에서 

무한의 특징은 “무한성의 참된 (초월적) 개념인즉, 단위의 연이은 종합은 

크기적인 것을 제아무리 끝까지 측량해도 결코 완결될 수 없다는 것”이

라고 언급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주석에서 그는 추가적으로, “이것

은 그로써 모든 수보다도 더 큰 (주어진 단위의) 분량을 포함한다. 이것

이 무한이라는 수학적 개념”이라고 설명한다(A342/B460). 전체 논의상 

이러한 무한 개념이 등장하는 맥락은 경험의 한계 밖에 놓이며, 또한 우

리가 알 수 없는 개념인 시간이나 공간에서의 무한과는 구분되는 지속적

으로 커지는 양이라는 수학적 무한 개념이 있다는 것이다. 

칸트가 무한에 대해 라이프니츠적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다 명

확히 보여주는 논의는 판단력비판에 등장한다. 거기에서 칸트는 “무릇 

수학적 크기의 평가에서 최대의 것이란 없”는 것이고 이 이유는 “수의 

위력은 무한히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논의를 통해 자신이 무한단위, 곧 

3)을 거부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다(KU 5: 251). 칸트가 무한에 

대한 로크의 입장을 거부하고 라이프니츠적인 관점을 따른다는 점은, 그

가 비판철학기 이전에는 라이프니츠의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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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천이성비판에서는 윤리적 이상향이 가지는 무한성을, 끝없이 전진

하는 무한인 수학적 무한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논

의가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 저서의 유명한 마지막 부분, 곧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라는, 인간에게 경탄

과 외경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칸트의 설명에서 볼 수 있

다. 거기에서 칸트는 먼저 첫 번째 사태 곧 세계의 광대함에 대한 자각

은 “동물적 피조물로서의 나의 중요성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그는 두 번째 광경 곧 도덕적 이상향은 반대로 그것을 깨닫는 

인간의 인격성의 가치를 한없이 높이는 것으로 다룬다. 원문에서 이는 

“나아가 전 감성 세계로부터 독립해 있는 생을 나에게 개시한다. 적어도 

이것이 도덕 법칙에 의해 이승의 생의 조건들과 한계에 제한받지 않고, 

무한히 나아가는, 나의 현존의 합목적적 규정[사명]으로부터 추정되는 만

큼” 그러하다고 설명된다(KpV 5: 162-3; 칸트의 강조). 그런데 이 실천

이성비판의 논의에서 제시하는 도덕적 이상향에 대한 칸트의 이같은 서

술은 점차 커지는 상태의 이상향인 것 같다. 여기에서 도덕적인 존재는 

도덕 법칙에 의해 이승의 생의 조건들과 한계에 제한받지 않고 무한히 

나아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따르는 

존재는 어떤 고정된 의지력을 가진 존재라기 보다는 무한한 시간, 곧 불

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무한히 상승하는 의지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된다.

이제부터는 칸트가 정적으로 묘사하는 도덕적 이상향들을 살펴보자. 

우리가 앞장의 4절에서 세 가지 이상향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칸트의 

표현을 정리할 때에 다룬 바와 같이, 칸트는 때로 “현자,” “공명정대한 

사람,” “신의 아들”과 같은 정적으로 보이는 행위자를 윤리적 이상향으

로 제시하곤 하였다. 이러한 행위자들은 수학적 무한과는 달리 행위자의 

주관적인 행위 원리인 준칙이 도덕 법칙과 일치하게 된다는, 어떤 고정

적 경지에 머무르는 존재로 묘사된다. 우리는 앞에서도 “가장 큰 유혹들

을 받으면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통을... 기꺼

이 짊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묘사가 종교에 나타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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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다룬 바 있다(R 6: 61). 또한 실천이성비판에서의 도덕적 영웅에 

대한 묘사, 곧 사소하게는 자신의 이익에서부터 멀게는 목숨에 대한 위

협까지 이겨내면서 무고를 하지 않으려는 행위자 역시 이러한 정적인 이

상향으로 보인다(KpV 5: 155-6).

이러한 두 이상향의 이질성으로부터 칸트의 악에 대한 논변에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같다. 즉, 그가 어떤 고정적인 상태로서의 무한과 변

화하는 상태에서만 생각될 수 있는 무한을 기묘하게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비판이 정말로 성공적이라면, 도덕적 이상향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보편

악 주장에 대한 진정한 극복이 아닌 부분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귀결과 

여전히 마주해야 하겠다. 일단은 이러한 두 표상 간의 차이에 대한 문제

의 답은, 종교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저 두 이상향을 다루는 맥락의 

차이로부터 제시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저서에서 칸트가 도덕적 이상향 

자체를, 혹은 “은총”과 관련된 이상향을 제시할 때에 도덕적 이상향은 

어떤 고정된 경지에 다다른 “신의 아들”과 같은 의미의 행위자인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회심, 곧 거기에 다다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제시할 때

에는 끊임없는 전진으로 설명된다. 즉,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상향은,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각자의 마음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경험

으로부터는 주어질 수 없는, 모든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력

을 가진 어떤 고정된 이상향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행해야 할 바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서술된 바와 같은 무

한한 전진으로 표상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덕 이론 서문의 한 논의에서 이처럼 맥락에 따라 이중적으로 

이상향에 접근해 나가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거

기에서 칸트는, 어째서 덕이 언제나 진보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

는데, 그에 따르면 “전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덕은 하나의 이상이요 도

달할 수 없는 것이나,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것에 가까이 다가감이 의무

인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01) 이와 유사한 논의는 종교에서

101) 다음으로 칸트는 덕이 어째서 항상 새로운 것인지를 설명하지만, 여기에서는 해당
논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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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작용시켜야 할 선과 우리가 벗어나야 할 악 사

이의 거리는 무한하고, 그러한 한에서... 법칙의 신성성에 대한 품행의 적

절성에 관해서 보자면 언제까지라도 도달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통해, 

보편악 주장이 참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 극복이 가능한지를 다루는 “첫 

번째 난문”을 살펴볼 때 이미 유사하게 서술된 바 있다(R 6: 66). 그렇다

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행위자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객관적인 도덕적 이상향 자체는 어떤 고정된 

경지에 다다른 행위자이지만, 그러한 표상, 곧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존재라는 이상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무한

하고, 이 무한한 거리로 인하여 우리가 이러한 행위자가 될 방안은 무한

한 전진인 것이다.

그런데, 이상적 존재자를 둘로 나누는 이러한 서술은 말 그대로 칸트

가 도덕적 이상향이라는 대상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즉 그는 한편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 이상향을 염

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접근 방안

으로는 갑자기 그러한 이상향과 우리 간의 거리에 대한 논의를 끌어들여 

수학적인 이상향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맥락을 구분하더라도, 하나

의 대상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접근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

심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력비판의 논의로부터, 도덕적 이상향에 대해 우

리가 이처럼 두 방향에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을 정당하게 반

영한 것이라는 칸트의 입장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칸트의 논의는, 해

당 저서에서 숭고에 대한 논의에, 그 중에서도 역학적 숭고에 대한 서술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기에서 칸트는 일단 무한이란 우리가 지성을 통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제시한다. 즉 무한이란 “문

자대로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고찰하면, 이념들은 현시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KU 5: 268). 우리는 앞에서 칸트가 라이프니츠적인 무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으며, 이러한 개념 하에서의 무한이란 모든 수에 

대해서는 그보다 큰 수가 있되, 모든 수보다 더 큰 그러한 어떤 단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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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이란 단위가 있다는 것도 거부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양에 

대한 우리의 표상에 있어서 이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될 수 없

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성을 통해 어떤 하나의 이념으로 표상할 수 없

다는 것 역시 마땅한 귀결일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도덕적 이상향이 가져야 할 의지력은, 어느 정도의 양으

로 표상되어야 하는가? 달리 말해, 칸트에게서 만약 무한이라는 것이 하

나의 단위나 전체로서 생각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한한 의지력

을 가진 존재, 곧 어떤 가능한 모든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상을 

표상할 수 있는 것인가? 흥미롭게도 칸트는 수학적 대상에 대한 표상 불

가능성과는 달리, 역학적으로는 이러한 표상이 우리에게 손쉽게 떠오른

다는 것을 인정한다. 일단 이러한 숭고를 가지는 대상으로 그가 드는 것

은 “기발하게 높이 솟아 마치 위협하는 것 같은 암석, 번개와 천둥소리

와 함께 몰려오는 하늘 높이 솟아오른 먹구름, 온통 파괴력을 보이는 화

산, 폐허를 남기는 태풍” 등 “자연의 무량광대함”을 보여주는 거대한 자

연물들이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대상들을 든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대

상들을 기꺼이 숭고하다고 부르는 것은, 그것들이 영혼의 힘을 일상적인 

보통 수준 이상으로 높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외견상의 절대권력

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저항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들춰내주기 때문”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힘은 다시 “우리가 심려

하고 있는 것(즉 재산, 건강, 생명)을 작은 것으로 간주하는 힘이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위력을... 우리의 최고... 원칙들의 고수냐 포기냐

가 문제일 때에는, 우리가 그 아래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강

제력은 아니라고 간주하는 힘”으로 부연되어, 최종적으로  “숭고성은 자

연의 사물 속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 안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정

리된다(KU 5: 261-2). 이러한 서술을 고려한다면, 칸트에게서 역학적 숭

고는 자연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면, 어떠한 위력에 대해서도 도덕 

법칙을 따르겠다는 결의를 결코 꺾지 않는 것으로 표상되는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이상을 포함하겠다.

그런데 우리 안에 표상되는 이러한 이상이 견뎌내야 하는 위력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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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의 감관에 주어질 수 있는, 혹은 상상 가능한 모든 크기의 자연

의 거대한 힘이다. 따라서 이 도덕적 이상이 가져야 하는 의지력의 양은 

한없이 거대한 것보다 더 큰 어떤 양으로 주어진다. 무한단위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양 개념에 대해서 칸트는 이러한 양 개념은 수학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리하여 

우리에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무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

로 다가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다음의 인용구에서 정확히 제시하

고 있다:

“주어진 무한한 것을 모순 없이 생각만이라도 할 수 있기 위해

서는 그 자신 초감성적인 능력이 인간의 마음에 있을 것이 요

구된다. 왜냐하면, 이 초감성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 

자신은 어떠한 직관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순전한 현상으로

서의 세계직관의 근저에 그 기체로서 놓이는 하나의 예지체에 

대한 이 능력의 이념에 의해서만, 감성세계의 무한한 것은 순

수한 지성적 크기 평가에서 하나의 개념 아래에 전체로 총괄

되기 때문이다. 비록 수 개념들에 의한 수학적 평가에서는 결

코 전체로 생각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초감성적인 

직관의 무한한 것을... 주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

력 또한 감성의 모든 자[척도]를 뛰어넘는 것이며, 수학적 평가

의 능력과의 모든 비교 자체를 넘어서는 큰 것이다. 물론 그것

은 이론적 관점에서 인식능력을 위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다른 (즉 실천적) 관점에서 감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음을 느끼는 마음의 확장으로서 그러한 것이다.”

(MS 5: 254-5, 칸트의 강조)

한편으로 우리는 이 논의에서 칸트는 수학에서 어떤 하나의 전체, 혹

은 단위로서의 무한 개념을 거부하는 앞서의 라이프니츠적 무한을 여전

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실천적 관점에서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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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이러한 수학적 무한으로는 생각될 수 없는 무한한 것, 일종의 무한

수나 무한 단위라 할 수 있는 무한으로 표상되고, 그 점에서 이러한 대

상이 우리 안에 있는 초감성적인 능력을 알려준다고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다 더 주목해야 할 논의는 직후의 문단에서 제시되는, 모순

되는 두가지 무한 개념에 대한 칸트의 설명에서 제시되는 이러한 이상향

의 특징이다. 거기에서 칸트는 “그[숭고한] 현상들의 직관이 무한성 이념

을 수반하는 일은... 상상력의 최대한의 노력도 그에 알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제시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시 이 숭고한 대상

이란 것은 그것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수학적 무한성에 따라서 생각되는 

“전진적인 포착”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각된다는 점에서 이

를 넘어서는 능력인 그 포착을, 상상력을 통해 “하나의 직관의 전체로 

포괄”하고자 싶어 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우

리의 상상력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러한 대상을 실제로 상상해 내

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이 대상이 가지는 이러한 두 무한을 동시에 

갖는 사태의 불가능성 때문이다. 칸트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이와 같

이 자연의 모든 위력보다 큰 어떤 자연 대상이 가져야 할 이 기준, 혹은 

척도는 “(끝없는 전진의 절대적 전체성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

신과 모순되는 개념이므로, 상상력이 자기의 전체 총괄 능력을 기울여도 

성과가 없는 자연객관의 크기는 자연개념을 하나의 초감성적 기체로” 끌

고 간다는 것이다(KU 5: 255, 필자의 강조).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칸트가 일상인이 순진무구하게 가질 법한 

이상향을 철학 안으로 정당하게 끌어들이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분명히 어떠한 도덕적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상적 존재자라는 

이념은 매우 매력적이고, 우리가 도덕적 이상향을 표상할 때에 매우 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념이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돌이켜 생각해 본다

면, 이 이념은 사실 무한의지력을 요구한다. 이 높은 기준으로 인해 철학

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은 이 순진한 이념을 포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이념에 닿을 수 있는 방

안이 주어질 수 있음을 논한 것이다. 그리하여 칸트에게서 이 이념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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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보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칸트에게서 숭고한 것으로 표상되는 윤리적 

이상향은 우리가 자연물로부터 얻게 되는 두 종류의 무한에 대한 개념과 

독립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 대상은 하나인 것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칸트가 받아들이는 무한에 대한 라이프니

츠적 관점에 따르자면, 우리는 수적 무한을 통해서 무한에 대해 접근할 

때에 무한수나 무한척도와 같은 절대적으로 큰 무언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수를 가져와도 그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에 국한된다. 그런데 도덕적 이상향은 이처럼 생각

될 수 없는 가장 큰 무엇인가가, 모든 가능한 자연의 위력이 주는 유혹

으로부터 버티는 존재로 우리에게 대상으로 주어진다. 이처럼 순전한 이

론이성에서의 양적 판단을 통해서는 주어질 수 없는 이러한 대상이 주어

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실천적 요구에 의해서 그러하다는 것이 칸

트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 대상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성적 방안은 

그것을 향한 무한한 전진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대상은 전체로서의 대

상인 단적인 거대함으로 우리의 사고 안에 놓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

어지는 대상이 이처럼 양면적으로 보이는 근거는, 적어도 칸트에게서는, 

그 대상이 이중적이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의 초감성적

인 기체로서, 곧 우리의 이해력을 벗어난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도덕적 이

상향을 이중적으로 묘사하는 그의 입장은, 그가 그러한 대상을 다룰 때

에 두 개의 다른 이념을 혼동하였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

성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각자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순전한 초감성

적 대상을 묘사할 때에 취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겠다.

따라서 칸트가 도덕적 이상들을 마치 고정적인 상태로 보이는 표현들

을 통해 묘사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여전히 한켠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이 

의미하는 표상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는 결코 온전히 접근할 수 없는 

무한, 곧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것으로서만 생각될 수 있는 초월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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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무한이라고 보는 관점을 유지하였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우리에게 위력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자연의 힘과 맞서는 역학적 숭

고의 이상향으로서의 인간이란, 이는 곧 어떠한 상황이 그에게 주어진다

고 하더라도 결코 유혹에 굴하지 않는,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유

혹보다 큰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자유로운 행위자이다. 이 행위자 자

체는 수학적 무한과는 달리 손쉽게 상상 가능하지만, 그 행위자가 견뎌

내야 하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유혹에 대한 표상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무한수와 같은 자연의 위력으로 주어진다. 이처럼 행위자

에게 닥칠 수 있는 유혹의 크기에서의 무한함과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그의 의지력에 대한 표상에 따라 그 이상적 존재자들에 대한 이성적 이

해를 통해 그들과 현실의 우리와의 거리는 무한히 멀게 된다. 그리고 이 

무한한 거리에 대한 표상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할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 역시 영원히 거기에로 다가가는 것 이상이 될 수 없

게 만든다. 그리하여 이같은 무한의지력에 대해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 

가능한 최선인 무한으로의 발산을 쟁취하는 것은 신, 영혼 불멸, 그리고 

회심이며, 이처럼 발산하는 의지력을 가진 존재자의 의지력을 모든 유혹

보다 큰 무한수와 같은 크기로 판정하여 줄 것으로 가정되는 신의 역할

이 은총이다.

이렇게, 판단력비판에 등장하는 무한에 대한 칸트의 논의로부터 우

리는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의 의지력에 대한 표상

은 본래 두 가지임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그의 도덕적 이상향이 얼마나 

먼 존재인지를 확인하였다. 즉, 크기에 대한 우리의 두 가지 사고 방식, 

곧 어떤 고정된, 그러나 모든 유혹보다 큰 의지력으로서의 무한과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가는 무한에 대한 표상 두 가지는 맥락의 차이에 따라 주

어지는, 하나의 같은 이상향에 대한 두 가지 표상 방법이다. 즉 이처럼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접근은, 칸트에게서는 도덕적 이상향의 특이성, 곧 

상식적으로 우리가 위대하다고 부를 만한 존재의 특징에 대해서 검토해 

볼 때 그 존재가 가지게 되는 초감성적인 양의 의지력으로 인해서 정당

화된다. 그리하여 이 하나의 이상은,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는 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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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각될 때에는 우리의 양적 사고에서의 최선, 곧 무한히 커져 나가

는 것으로 표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표상은, 동시에 모든 가능한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결의를 관철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일종의 전체

로서 생각되어야 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존재는 

수학에서 있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무한수, 혹은 무한단위와 같은 어떤 

의지력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러한 설명이 기이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칸트가 이러한 이상

적 존재의 의지력에 대해서 이중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찰할 때에 우

리가 우리의 의지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유혹의 크기와 관련된 양적인 것

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

는 최선의 방안은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양에 대한 판단, 곧 무한한 기

간에 걸친 전진 이외의 것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칸트의 입장에서는 이

러한 전진조차 선한 존재자가 되기에 필요한 조건, 즉 무한수에 상응하

는 의지력을 가지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우리는 은총이 어째서 

추가로 요청되어야 했는지 역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노력과 이

성적 이해에서는 최선인 이러한 무한한 전진조차도, 결코 칸트가 생각하

는 초감성적인 존재자의 의지력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인간의 최선의 노력에 따른 무한한 전진을 자비롭게 판정해 주는 은총과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칸트의 설명이 비록 기이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

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이상향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표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우리는 의지력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

자를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존재라고 보는가? 아마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믿음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상적 존재자라면, 그 행위자는 자신

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스스로 믿는 바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진 존재자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자명한 것처

럼 생각되는 이러한 행위자의 의지력은, 사실 생각될 수 있는 모든 유혹

보다 큰 의지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 점에서 그의 의지력은 무한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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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지에 도달해야만 한다. 상식적인 이상적 행위자에 대한 고찰이 이

처럼 무한의지력을 가져야만 하고, 또한 도덕 이론이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는 도덕적 이상향에 다다를 방안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이론적 부담

을 참으로 진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의지력을 무한한 기

간에 걸쳐 상승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의지력이 결코 그와 같을 수 없는 

무한의지력이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 그리하여 칸트

는 악을 극복할 희망을 남겨 두기 위해서 회심, 영혼 불멸, 전지한 신의 

가정 하에 참일 수 있는 무한한 의지력의 전진에 더하여 또 하나의 가정

인 은총을 베푸는 신을 또 요청하였던 것이다.

칸트가 도덕적 이상향이 이와 같이 멀고 먼 지점에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앞 장에서 보았던 개인적 이상향이 가지는 

무한한 의지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확정시켜주는 논

의이기도 하다. 이제 칸트에게서 도덕적인 이상향이란, 그것에 반하는 모

든 가능한 장애물, 곧 본 논문에서 유혹이라고 다루어진 장애물의 크기

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지더라도, 마치 무한수와 같이 그보다 더 단적

으로 큰 것으로 표상된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 크기가 이러한 표상으

로 주어지는 대상의 의지력은,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유혹을 

이겨내는 의지력이고, 철학적으로 고려된다면 이 의지력은 양에 대한 수

학에서의 (있을 수 없는) 무한수 내지는 무한 단위와 같은 어떤 것이어

야 한다. 이러한 의지력을 가지는 존재가 칸트에게서 선한 존재라는 것

은 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전한 도덕적 이념에 대한 표상을 철

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칸트의 장대한 이상향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제 은

총과 악의 극복, 그리고 희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즉, 칸트에게서 

이상적인 인간은, 그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무한한 의

지력을 가지는 존재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는, 양에 대한 우리의 

사고의 최대인 수학적 무한에 대한 표상보다도 더 큰 의지력을 가져야만 

한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양의 크기에

서는, 그 어떤 것도 다른 모든 수보다 큰 무한수, 혹은 무한한 단위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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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없다. 반면 도덕적 이상향이 이겨내야 하는 유혹은 바로 그러한 

무한의지력을 가져야 한다. 회심, 영혼의 불멸, 전지한 신의 가정은 우리

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의지력의 크기가 무한으로 발산하는 것으로, 곧 

수학적 무한과 같은 양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게 한다. 이는 우

리가 이성을 통해 양에 대해서 표상할 수 있는 최대한이고, 그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아직 선해짐

에 필요한 의지력, 곧 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무한수나 무한단위라 

할 수 있는 무한의지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칸트가 생각하는 신의 조력

인 은총은, 이렇게 우리의 노력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초감성적인 경지인 

무한의지력을 우리가 가지게끔 하는 장치로 가정된다. 이러한 신은, 만약 

우리의 의지력이 발산하는 것으로 그의 눈에 보였다면, 그때에 은총을 

베풀어 그러한 인간의 의지력이 단적으로 무한한 것으로 여겨지게끔 판

정해 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인 회심 및 이와 관련된 초험적 

가정들에 더하여, 신의 조력인 은총이 있어야만, 칸트가 생각하는 저 머

나먼 이상적 인간에 닿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비로소 주어질 수 있는 것

이다. 그리고 이 때 실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악의 극복이라는, 자칫 불

가능해 보이는 사태가 완전히 거짓은 아니도록 하는, 혹은 특정한 전제

들 하에서는 참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칸트가 말하는 선해짐에 대한 희

망이 보존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거짓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

나 피해야 하는 사태에 대해서 그것을 초험적 전제들 하에 거짓이지 않

게 만드는 소극적 가능성이 바로 칸트의 희망이다.

5.3. 두 양립가능성 문제의 해결

우리는 이렇게 칸트에 있어서 악의 극복에 대해 해명하고 나아가 그러

한 입장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선해짐에의 희망에 대한 칸트의 이해

와 관련된 의문을 해결하면서 그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

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처럼 분명해진 이해를 통하여 앞에서 제시한 두 

양립가능성 문제를 해소할 차례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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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자 이 장의 핵심 문제는 현실의 그 누구도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드는 칸트적인 악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악의 극복이 가능하냐

는 문제, 곧 보편악 논제와 그 극복방안 간 양립 가능성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본 논문에서 해석된 칸트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첫 번

째 답변은 악의 극복이 현생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데에서 주어진다. 일단 

유한한 우리의 인생 중에서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사태가 성취될 수 

없기에, 유한한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지력의 크기

의 한계는 여전히 유한하다. 우리의 의지력이 무한하다는 것은 오직 영

혼이 불멸한다는 가정과 나의 영혼이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의지력의 

크기가 전지하고 영속하는 누군가에게 정확히 관측된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하다. 이처럼 영혼 불멸과 전지한 신의 존재가 참일 때, 나의 육체가 

소멸한 이후에도 내 의지력이 여전히 우상향하는 것으로 신에게 관측 가

능해질 것이고, 이 관측 기간이 사후에도 무한하게 이어질 때에 비로소 

나의 의지력이 신 앞에 단적으로 무한한 것이라고 은총을 통해서 자비롭

게 판단될 희망이나마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의 의지력이 무한

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아주 작은 희

망으로, 그것도 육체의 사멸 이후에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자연인과적 판단 하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의지력은 모

두 유한하리라는, 악의 보편성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본질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답변은 

위에서 회심을 해명할 때 제시하였던 신의 조력, 곧 “은총” 개념에 대한 

앞에서의 이해를 통해서 주어진다. 앞절에서 우리는 은총이란 결코 무한

에 도달할 수는 없는 나의 의지력을 모든 유혹보다 큰 것으로 판정해 주

는 신의 자비라는 논의를 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이 행위자를 선한 

존재로 파악하게 해 준다는 것, 곧 칸트가 말한 바에 따르면 “단지 한낱 

생성중에 있는 것(곧 신에게 흡족한 인간이 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이

미 이 지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속시키는” 경우가 가

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최선인 회심에 더하여 은총을 베푸는 신이 추가

로 요청되어야 악의 극복에 대한 그림이 완성된다는 칸트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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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6: 75).

칸트가 이러한 은총 개념을 선해짐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 요청하

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에서와 같이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한의 노력조차도 선한 존재자의 이상에 닿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

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존재자로서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한

은, 요청된 존재인 불멸하는 영혼이 그의 의지력을 무한한 기간에 걸쳐

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이상향

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단적으로 무한한 의지력에는 결코 닿을 수 없

다. 이러한 의지력의 양은 칸트가 받아들인 무한에 대한 수학적 관점에

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인 무한수나 무한이라는 단위에 해당할 것이

지만, 수에 대한 칸트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수나 단위는 존재하지 않으

니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코 그 자체로 완전하게 될 수는 없는 우

리의 노력이 이루어졌을 때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선한 존재로 판정해 

주는 신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신이 우리의 의지를 자비롭게 판정

해 주는 신비로운 은총 이외에 초감성적인 의지력을 가지길 요구하는 선

해짐의 의무를 만족할 방안은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요청을 통한 선해짐의 의무를 보존하는 사고 방식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하에서만 가능하다. 즉, 우리가 자연인과적

인 방식으로, 다시 말해 경험주의를 따라서 오컴의 면도날에 따라 그 존

재가 순전히 경험의 한계 내에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어

떤 초험적인, 혹은 경험불가능한 대상들을 참으로 두기를 거부하는 관점

만을 따른다면 보편악 주장을 거부할 수가 없다. 반면 초험적 대상들의 

존재가 참일 수도 있다고 보는 예지적 관점을 취한다면, 우리는 영혼 불

멸, 전지한 신, 그리고 그 신의 은총와 같은 초험적 대상들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고, 비로소 이 때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인 회심 여부에 따

라서 선할 가능성을 소극적으로나마 보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선하기

를 희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처럼 물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은 

준칙 선택에 있어 부자유하지만, 예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은 이러한 

자유를 가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의미로 보편악 주장과 그에 대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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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양립 가능하다.

두 번째 양립 가능성 문제는 월터스터프와 시그넬 등이 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하였던, 개인적인 선해짐에 있어서 신의 조력인 회심과 개

인의 노력인 은총 간의 양립 가능성의 문제이다. 앞에서 보았듯, 시그넬

의 경우에는 자신을 스스로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개인이 져야 할 이러한 

엄격한 책임을, 스토아적인 책임이라고 논하기도 하였던 바 있다. 따라서 

그의 논변을 정리함에 있어 용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이 칸

트적 책임을 스토아적 책임이라고 부르겠다. 일단 우리가 받아들인 회심

에 대한 해명이 맞다면, 내가 나를 선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온전한 

책임을 진다는 스토아적 책임은 여전히 내가 유한한 삶의 기간 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의무를 따라 왔는지 여

부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귀속시킨다. 즉, 칸트의 회심이 주는 의무에 따

라, 나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도

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도록 나의 의지력을 나의 삶 중에서 쉬지 않고 전

진시켜야만 한다. 이와 같이 상승하는, 그러나 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나의 의지력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고, 이로부터 나를 선한 존재로 판단

하도록 가정되는 신의 조력인 은총은 이와 같이 내가 실제로 매일의 삶

의 순간에 나의 의지력을 무한을 향해 끌어올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이러한 노력

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물리적 관점에 기반해서는 달리 생각될 여지가 

없는, 무한의지력에 다다를 수가 없는 나의 의지력이 유한한 삶의 기간

동안 변화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무한한 기간에 걸쳐 관찰해주고, 그것

을 기반으로 나의 의지력을 단적으로 무한한 의지력으로 해석해주는 존

재가 있으리라는 의미에서 자비로운 존재자인 신이 요청될 뿐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이해된 악의 극복에 있어서 신의 도움이란, 단지 

무한히 지속하는 것으로 가정된 나의 의지력의 크기를 누군가가 자비롭

게 판정해 주리라는 의미일 뿐이다. 이제 스스로 선한 존재자이길 희망

하는 행위자들은, 만약에 신이 없다면 그의 도덕적 의지력의 크기를 인

간이 할 수 있는 한 끌어올리면서 훌륭한, 그러나 유한한 의지력을 가지



- 209 -

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신이 있다면 동일한 행위를 한 그들은 선하다고 

판정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신의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행위자들

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동일하다. 우리가 수학문제를 풀 때에 그래프의 

일부분을 보고 그 그래프가 향하는 지점이 해당 그림의 끝에서 끝나는 

것인지, 혹은 그 점을 넘어 발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듯, 유한한 삶 속에서 그린 나의 의지력 곡선

을 무한한 기간에 걸친 것으로 늘려 주고, 그 크기를 의지력의 목표 지

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정해 주는 신의 조력은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실질

적인 도움도 주지 않는다. 그 신은 다만 그들이 그린 의지력의 변화 양

상이 무한이 이어진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고, 나아가 그에 기반하여 그

들의 의지력이 단적으로 무한하다고 여겨 주는 자비로운 추측, 곧 은총

에 따라 그들을 판정할 뿐이다. 이러한 그림에서 신의 조력은 순전히 관

찰과 판단에서만 관여하며, 실천적인 부분에서 나의 노력은 전적으로 나

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 노력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신의 실질적 도움

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이러한 도움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역시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신의 조력, 곧 관측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

는 것과 내가 나를 선하게 하는 노력을 함에 있어서 온전한 책임 또한 

양립 가능하다.102)

문헌적으로, 은총이 우리에게 결코 인식 불가능한 영역에서 주어짐을 

보여주는 칸트의 이러한 논의는 종교의 제 4논고의 주요한 주제이며, 

순전히 개인의 힘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덕의 원리의 힘으로 인간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것을 자연이

라고 부르고, 그러나 단지 그의 모든 도덕적 능력의 결함을 보

완하는 데 쓰이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능력의 족함은 우리에

게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망되거나 또는 희망되기도 하

102) 개인의 물리적 악과 도덕적 악을 판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이러한 논의는, 도덕적
선과는 별개로 비난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다. 이에 대
해서는 다음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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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간구될 수 있는 것을 은총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자유의 법칙들에 따라서 자기 자신만으로 행할 수 있

는 선한 일을, 초자연적인 도움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가능한 

능력과 비교하여 자연이라고 불러, 은총과 구별할 수 있다... 

과연, 언제 그리고 무엇을, 또는 얼마만큼 은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지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숨겨져 있고, 이성은 이것에 

관해 초자연적인 것 일반 – 신성성으로서의 도덕성은 이에 

속한다 – 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에 따라 그것이 일어남직한 

법칙들에 대한 모든 지식에서 떠나 있다.”

(R 6: 174; 190-1, 칸트의 강조)

종교에서 칸트는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자연과 은총을 

구분하고, 우리가 은총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종
교의 마지막 부분인 4논고의 일반적 주해의 후반부에서, 자신이 생각하

는 “세 종류의 망상신앙”중에서 앞의 두 가지(기적에 대한 신앙, 신비에 

대한 신앙)는 2논고와 3논고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었음을 지적하고,103) 셋

째의 망상신앙, 곧 “은총수단에 대한 신앙” 곧 “순전한 자연수단을 사용

하여 우리에게 신비인 어떤 작용을, 곧 우리의 윤리성에 대한 신의 영향

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하는 망상”을 비판한다. 거기에서 칸트는 교회의 

대표적인 활동들이라 할 수 있는 내적 제례(기도), 외적 제례(교회 출석), 

입교 등의 의식, 성찬식의 네가지 활동이, 마치 그러한 행위들을 통하여 

자신이 신에게 흡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은총에 대한 잘못된 방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된다고 논하며, 은총의 작용 여부는 우리에게 알려

지지 않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한다(R 6: 194-199).

103) 대체로 이러한 논의는 각각 기적에 이유 없는 믿음과, 현실에 작용하는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스스로를 노예적인 위치로 떨어뜨리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본 논문의 본문을 구성하는 2, 3, 4장의 논의는 대체로 종교의 1, 2, 3논고
의 논의와 상응하며, 4논고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는데, 이는 4논고의 논의는 앞 장에
서의 논의의 귀결에 따라서 이성의 한계 안에서 생각되는 신의 초험적 성격을 강조하
고 이를 깨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이기 때문이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는 대체로 앞의
논의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4논고에 대한 내용을 별개의 장으
로 다루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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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교의 4논고에서 칸트는 “은총을 자기 안에 산출할 수 있다

고 하는 신조”를 광신이라고 부르며 비판하는데, 신의 조력인 은총을 자

기의 능력으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한 비판은, 그의 

여러 저서에서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다(R 6: 174). 이를테면 실천이성

비판에서 광신은 “실천적 순수 이성이 인간성에게 지정해 준 한계를 벗

어남”이며 이는 “의지가 완전히 순수한 마음씨를 소유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된 신성성”과 연결된 것으로 다루어진다(KpV 5: 85-6).104) 판단력비

판에서 광신은 “감성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무엇인가를 보려는, 다시 

말해 원칙들에 따라서 꿈꾸(즉 이성을 가지고 미친 듯이 날뛰)고자 하는 

망상”으로 제시된다(KU 5: 275). 즉, 우리가 판단력비판의 내용을 다루

면서 고찰한, 초감성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한수와 같

은 도덕적 의지력을 가지는 도덕적 이상향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하

려는 태도를 칸트는 잘못된 도덕적 태도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은

총이 우리의 노력 밖의, 초험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그의 태도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하여 나의 노력인 회심과 신의 조력인 은총은 단지 양립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구성 요소가 합쳐져서 비로소 악의 극복이 가능해지

는 필수불가결한 개념들이다. 이러한 그림 하에서, 우리는 선해짐에 대한 

희망을 실천적인 맥락에서의 초험적 대상들인 불멸하는 영혼과 전지하고 

은총을 베푸는 신에 대한 요청 없이는 가질 수 없다. 심지어 칸트의 이 

머나면 이상향에는 이 초험적인 요청들이 주어지고 이에 더하여 회심의 

의무인 악행 최소화를 향한 나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성취될 실낱

같은 가능성이 남아 있게 되는 아주 좁은 길만이 열려 있다. 그러나 아

무리 바늘귀만큼 좁더라도, 이 회심에로의 길은 모두에게 그로 다가가는 

길이 명료하게 보이는, 열려 있는 길이다. 이로서 회심과 관련된 전체 논

104) 다만 실천이성비판의 이러한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인 존
재자가 되고자 하는 헛된 소망을 비판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인지, 혹은 현재 우리가
받아들인 바와 같은, 은총 없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 도덕적 이상향을 이
룩할 수 있다는 논의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두 태도 모두 광신에 속하긴 할 것
인데, 실천이성비판에는 아직 은총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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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의 가장 큰 두 난점, 곧 회심이 보편악 논제와 양립 불가능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나의 노력과 신의 조력이 어째서 동시에 요청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월터스터프의 의문이 해명되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시그넬이 제시한 

칸트에서의 책임의 딜레마 문제를 수정하여 해소할 수 있다. 일단 앞에

서 인용된 바와 같이, 그가 정리한 칸트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A) S는 자기 자신을 선하게 만드는 데에 있어 (이를테면 그

의 의지의 성질을 악으로부터 선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있

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진다(칸트의 윤리학적 입장)

(B) S는 자기 자신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A와 “당위는 책임

을 요구한다”는 입장의 귀결)105)

(C) 만약 S가 그 자신을 선하게 만드는 데에 있어 도덕적으

로 책임을 진다면, 그리고 S가 그 자신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S는 그 자신을 선하게 만드는 데에 있

어서 존재적으로도(ontologically) 완전한 책임을 진다([칸트

가 받아들이는] 스토아적 책임).

(D) S는 선해지는 데에 있어서 신의 조력을 요구한다(신의 

조력에 대한 칸트의 입장)

(Chignell 2014 112)

 여기에서 제시된 입장에 따라 위의 문장들을 순서대로 읽어 나간다

면, 본 논문에서 해석된 칸트의 입장에서는 (C)를 거부하게 되어 문제가 

해소된다. 먼저 (A)와 (B)를 보자. S는 자기 자신을 선하게 만드는 데에 

있어, 곧 회심을 하여 자신의 의지력을 점차적으로 키워 나가는 데에 있

어 전적으로 신의 조력과는 무관한 책임이 있고, 그는 이러한 노력을 수

행하여 자기 자신의 의지력을 점차 커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과

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함은 신과 영혼 불멸이라는 요청 하에서만 가능

105) 우리의 논의에서 이는 회심을 통한 OIC*의 만족 조건으로 생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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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S는 그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기 자신을 선

한 존재로 만들 수 없고, 그렇기에 그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존재적으로 

완전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과 영혼 불멸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러한 노력은 그를 선하게 만들 수는 없고, 그는 여

전히 악한, 그러나 인간 중에서는 도덕적 의지력이 가장 크다는 의미에

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유한한 의지

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칸트의 용어로는 자연 이상이 될 수 없으

며, 여기에 영혼의 불멸, 전지한 신과 그의 은총이 더해져야만 선한 존재

자로 판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 (C)에서 행위자의 책임은, 그 

자체로 “존재”적으로 완전한 책임일 수가 없다. 또한 이러한 책임이 부

과하는 의무는 회심이 주는 악행 최소화라는 실천적 의무를 긴 시간에 

걸쳐 수행하고, 그러한 인간의 노력 위에 신과 영혼 불멸이 가정될 때 

만족될 수 있다. 따라서 순전히 인간의 노력만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의

무는 존재적 책임과 관련되지 않지만, 어떠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와 

관련되는 “실천적”으로 완전한 책임과 관련되겠다. 그리고 신과 영혼 불

멸에의 요청과 은총의 작용은 (D)를 참이 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이

처럼 수정된 문장들 간에는 상충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그넬의 논문의 주제이기도 한 희망의 대상이 될 

조건에 대해 보다 명료한 정리를 악의 극복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내

릴 수 있다: 칸트에게서 어떤 실천적으로 반드시 요구되지만, 물리적 관

점 하에서는 불가능한 사태(즉, 선해짐)가, 초험적 대상들에 대한 요청과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거짓이 되지 않게 되는 소극적인 가능

성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사태는 희망의 대상이 된다고 말이다.

5.4. 소결: 보편악 주장과 그 극복에 대한 논변의 귀결

이제 칸트가 악과 그 극복에 대해서 펼치는 다양한 논의들과 전제들이 

대부분 해명되었으므로, 우리는 비로소 보편악 주장과 그 극복에 대한 

칸트의 논의와 그 함축을 보다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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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다다랐다. 먼저, 칸트의 보편악 주장은 이제 다소 세부적인 부분들

을 생략하고, 거칠게나마 다음과 같은 논변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행위자가 선하게 판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부터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칸트의 인간적 이상향) 

2. (물리적인106) 관점에서)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다. (자연인과적 사실) 

3. 유한한 존재의 의지력은 무한할 수 없다. (무한에 대한 칸트의 관

점) 

4. (물리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무한한 의지력을 가질 수 없다. (2, 3으

로부터) 

∴ 5. (물리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선할 수 없다. (1, 4로부터)

악의 극복의 필요성은 이러한 추론이 전적으로 참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주어진다. 만약 이러한 추론을 제시하는 물리적인 관점 하에서의 

판단 이외에 다른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그의 윤리 이론은 불건전한 입장

이 되어 버릴 것이고 이는 곧 위의 추론에 있어서는 1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물리적 관점 이외에 우리가 다른 관

점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2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간은 결코 선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위 추론

의 결론은 (단적으로) 모든 인간은 선할 수 없다는 명제가 될 것인데, 인

간을 결코 선할 수 없게 만드는 윤리 이론은 불건전한 이론일 것이므로 

이 결론은 거부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1-3중 하나가 부정되어야 하는데, 

2는 참일 수 밖에 없고 3은 (물리적인 관점 하에서의 판단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으므로, 1을 부정해야 하는 길만이 남는다. 

이는 행위자가 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인해서 선하게 판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입장이, 순전한 물리적 관점 하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귀결을 만들어낸다.

106) 이 표현은 칸트의 “물리적 악”에 관한 표현에서 차용하였다(R 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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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본다면 칸트의 악의 극복 논변은 이러한 결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서 선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논변이기도 하겠

다. 이를 위해서 그는 전제 3, 곧 물리적 관점에서 수명의 유한성이 존재

의 유한성임을 거부하게 만들어주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를 위해 그가 “예지적” 관점이라고 부르며 도입하는 도덕적 관점에서, 

혹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대상들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관점에서 

수명의 유한성은 필연적 참이 아니다. 이 관점에서는 경험적 지식의 한

계 밖에서 참일 수도 있는 영혼의 불멸을 도입함으로써 선해질 희망을 

남겨 3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107) 또한 앞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

리된 바에 따라 칸트에게서 요청의 의미, 곧 그러한 전제가 참이라면 소

극적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로 “희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전제를 수정해 본다면 예지적 관점을 취할 때에 주어지는 

악의 극복에 대한 칸트의 논변의 기초는 다음과 같이 위의 논변과 쌍이 

되는 방식으로 정리될 것이다:

1. 행위자가 선하게 판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부터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칸트의 인간적 이상향) 

2* (예지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수명은 무한할 수도 있다. (영혼불멸의 

요청) 

3* 수명이 무한한 존재의 의지력은 무한할 수 있다. (회심과 은총의 귀

결)108)

4* (예지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무한한 의지력을 가질 수 있다. (2, 3으

107) 이러한 방식으로 조정된 논변에서 전지한 신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인식적인 부분은 일단 고려하지 않는 한에서 악의 극복 논변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는 논변은 별개로 주어져야만 할 것인데, 이는 다음 장의
4.2에서 정리될 것이다.

108) 이 전제에는 또 다른 요청인 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할 수도 있겠으나, 보편
악 주장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논의를 향하는지를 보이는 이 맥락에서 해당 표현은 생
략한다. 이러한 논의는 결론인 5 문장에서 이어지는 논변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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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 5* (예지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선하게 판정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 

(1, 4로부터)

혹자는 이 악의 극복에 대한 논변에서 드러나듯, 이처럼 관점을 물리

적 관점으로부터 예지적 관점으로 옮겨서 우리의 선할 여지를 확보하는 

것은 악에 대한 진정한 극복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시할지도 모른다. 그

러나, 이러한 반론은 한편으로는 도덕적 이상향에 대한 칸트의 입장에서

부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적 관점과 예지적 관점에 대한 칸트의 태

도에서부터 응답 가능하다. 즉, 위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칸트는 도덕

적 이상향을 매우 특이한 것으로 다루어서, 마치 수학에서 (있을 수 없

는) 무한수에 상응하는 의지력을 가지는 경우를 도덕적 이상향으로 보는

데, 이러한 이상향을 성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지 않기 위해서 우리

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양에 대한 개념에 맞게 의지력을 키워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곧 무한한 시간에 걸친 진보의 가능성을 참으로 

만들 조건들인 신과 영혼 불멸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인 관점과 

예지적인 관점을 통해서 관찰되는 대상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같은 하

나의 행위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인간은 우리가 그를 – 많은 사

람들이 생각하듯 – 물리적 존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자로 고

려할 경우,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의 인간의 행위가 어떠할지를 고려한다

면, 인간은 유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존재라는 점에서 악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는 그 악을 극복할 방안이 없어지는데, 실천적 악의 특성상 이러한 경

우 이러한 사태는 악이라 불릴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에서 

인간이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선하게 행위할 수 있는 무한한 의지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도덕관은, 인간을 순수하게 물리적인 존재자로 볼 경우, 

도덕의 근본 개념을 지켜낼 방안이 없게 되고, 그리하여 이러한 관점은 

붕괴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악을 극복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다른 관점,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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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혹은 예지적 관점으로 영혼의 불멸과 전지한 신을 가정한 채로 

그 행위자를 바라볼 경우, 동일한 그 행위자는 그의 노력에 따라서 회심

을 한 행위자이며, 이로 인해 그는 선할 가능성이 실낱같이나마 남아있

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하여 칸트에게서 악의 문제와 관련하여 

OIC조건은, 실천적으로는 회심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편, 메타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물리적 관점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초험적 존재에 

대한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지적 관점에 대한 승인을 칸트적 윤리

의 가능 조건으로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는 칸트의 보편악 주장과 악의 극복에 대한 입장으로부터, 

순수하게 물리적인 관점으로 행위자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도

덕적 사고의 토대가 되는 통제 가능성 원리를 엄격히 지킬 수 있는 방안

이 어떻게 그에게서 보존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

해서 우리는 순전히 물리적 관점으로 행위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경계

를 넘어선 영역에서 주어지는 가정인 영혼의 불멸과 전지적 신의 존재를 

참으로 가정할 수 있는 예지적 관점에 따라 행위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취해진 예지적 관점 하에서 자연과학적 지식과 충돌하지 않는 

가정들을 도입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단적으로 무한한 의지력의 성취를, 

달리 말해, 선해짐을 희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자의 지위를 얻는다.

칸트의 악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보편악 주장과 그 악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인간을 순전히 물리적 관점으로 바라

보는 관점과, 칸트식으로 이해된 상식적인 도덕적 이상향 간의 양립 불

가능성, 그리고 이 물리적 관점과 양립 가능한 예지적 관점의 도입 근거

를 보인 것으로 재정리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예지적 관점을 취하

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꺾이지 않는 도덕적 의지

력을 가지는 존재의 가능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칸트에게 있어

서 이는 도덕의 멸망이다. 그는 실제로 이러한 논의의 귀결에 맞도록, 

덕 이론의 머리말에서 “정언 명령은 한낱 자연론적인 설명에만 익숙해

져 있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설령 그것에 의해 저항할 수 없이 강박당함

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못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자연질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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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도에서는 “도덕의 안락사”가 나올 뿐이라고 서술하는데, 이러한 논

의에 대한 근거가 종교에서 다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MS 

6: 378, 칸트의 강조). 

그러나 칸트적인 도덕관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우

리는 동일한 그 사람을 예지적 관점 하에서 바라볼 때에 회심을 수행하

느냐의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가 선하거나 악한 준칙을 받아들일 자

유가 있는 존재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면, 

칸트에게서 보편악 주장은, 물리적 관점 하에서의 의지력의 유한성이 보

편적으로 참이라는,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제시되는 악의 

극복 논변은, 물리적 관점 하에서 참인 보편악 주장과 양립 가능한, 초험

적 대상들에 대한 요청을 포함하는 예지적 관점에서 주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선할 수도 있는, 혹은 칸

트적으로 말하자면 선하기를 희망할 수 있는 존재자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하여 악의 극복 논변은, 단독으로는 주장과 준칙 선택의 자유

의 양립 가능성을, 그리고 보편악 주장과 함께라면 예지적 관점의 필요

성을 보이는 논변이다. 이렇게 볼 때 보편악 논변 및 악의 극복에 대한 

칸트의 논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도덕적 이상향에 기반한 

도덕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및 그 실천 방안의 토대이다.

6. 이 장의 결론

여기에서의 논의는 보편악 주장을 성립시킬 두 번째 조건, 곧 그 악의 

극복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보편악 주장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기이한 지적이 어떻게 참으로 여겨질 수 있는가였고, 

우리는 논문의 앞 장에서 이것이 칸트에게서 어째서 참인지를 살펴보았

다. 이러한 논의에 이어서 이 장에서는 보편악 주장을 참으로 만드는 두 

번째 실천적 조건인 그 극복 가능성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극복 가능성은, 물리적 관점과 예지적 관점의 구분

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곧 우리로 하여금 선할 가능성을 지킬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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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방안은 이러한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수단

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이러한 물리적인 관점과 충돌하지 않는 영역

에서 제시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와 같이 도덕적 이상향을 현실의 우리

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획득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칸트는, 모든 가능

한 상황에서 선하게 행위하는 준칙을 채택한 행위자가 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어려운 논의를 자신의 입장과 일관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칸트에게서의 악의 극복 방안을 다룬 이번 장에

서는 이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악의 극

복 방안이 만들어내는 두 문제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두 문제는 먼저 악

의 극복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로 다루어지는 칸트의 “회심”이 보편악 주

장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느냐는 문제와 회심과 함께 

악의 극복에서 요구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은총, 곧 신의 조력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한가의 문제로 주어졌다. 다음으로 우리

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칸트의 악의 극복이 갖추어야 할 조건인 

OIC*를 OIC조건으로부터 정제하여 제시한 다음,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

키는 수학적 유비로부터 설명되는 회심과 은총을 다루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단계인 OIC*는, 칸트에게서 OIC조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 때문에 제시되었다. 즉,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칸트의 

저 유명한 입장은, 무엇이 당위라면, 그것은 바로 그 이유로 (다른 고려 

없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종종 독해되어 왔다. 그

런데 이러한 입장이 참이라면, 선해지는 사태 역시 그것이 우리에게 의

무라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표상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

이 참인 경우는 불합리해 보일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의 문제의식 자체를 

해소시켜 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칸트 역시 이러한 조건 자체

는 사태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때로는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또 때

로는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

한 논의에 상응하도록 칸트 또한 본 논문에서의 문제, 곧 악의 극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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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주어져야만 한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칸트에게서 선해지는 것이 의무이기 위해서는, 그

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수단이 인간에게 합리적으로 생각될 방안이 주어

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해지는 

수단은 악의 보편성을 깰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두 조건과 시그넬의 희망에 대한 가능성 조건

에 제시된 “이성적으로 의욕함” 조건을 보다 명시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우리는 악의 극복에 있어서 OIC조건을 1) 경험적 판단과 충돌하지 않으

면서도 2)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사태를 이룩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OIC*로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우리는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악을 극복할 방안을 유한에서 무한

으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와의 수학적 유비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칸

트에게 악이란 곧 유한한 의지력밖에 가지지 못한 인간의 보편적 상태이

며, 선한 인간이 되라는 명령은 무한한 도덕적 의지력을 가지기를 요구

한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그리고 유한한 인간의 의지력이 무한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유한한 영역만을 관찰해 보더라

도 무한으로 발산하는 수학에서의 경우가 인간에서도 유비적으로 가능한 

조건에 맞게 주어진다. 우리는 이 유비에서,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y=ax

과 같은 어떤 일차함수와 같은 곡선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으로 생각되

기 위한 당연한 세 조건이 – 즉, 1) x축이 우측으로 무한히 뻗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x축의 조건, 2) 각각의 x점에는 y값이 대응해

야 한다는 y값의 조건, 3) 이 y값들이 모여서 그려내는 선의 대략적인 

기울기, 곧 a의 값이 0보다 커야 한다는 a>0이라는 조건 - 각각 영혼 불

멸에 대한 요청, 전지한 신의 존재에 대한 요청, 그리고 삶 속에서 회심

을 한다는 것에 대응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두 초험적 대상

에 대한 요청과 회심은, 유한으로부터 무한에 다다르는 수학적 유비를 

완성시키는 조건들로 이해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두 초험적 

요청을 배경으로 하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OIC*의 첫 번째 조건을 만

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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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심에 대한 인식론적 논의, 곧 마음의 반투명성과 회심에 대

한 논의를 통하여 앞에서 제시된 OIC*의 두 번째 조건 조건이 만족된다. 

즉, 칸트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반투명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지력의 기

울기가 양인지 음인지를 직접적으로는 알아낼 방법은 없지만, 각자는 의

식적인 악행을 수행하는 순간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가

는 준칙을 선택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순간이 인생에

서 점차 늘어나거나 적어도 비슷한 정도로 반복된다면, 그 행위자는 자

신이 회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즉 자신이 결코 선한 존재일 수 없음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회심의 의무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각자

의 의식적인 악행을 최소화해 나가기를 지시한다. 또한 회심의 의무는 

스스로를 기만하고 본인이 받아들인 윤리적 대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마치 정당한 것으로 잘못 추론하는 경우에도 주어진다. 이러한 명확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회심에 대한 소극적 의무, 곧 내가 회심하지 

않은 경우를 자각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라는 의무는 OIC*의 두 번째 조

건, 곧 실천적 함의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아직은 선한 인간이 되기에는 부족한 이러한 회심에 더하여, 선한 인

간이 되기에는 은총이 필요하다는 칸트의 논의를 이 위에 덧붙임으로써 

비로소 칸트의 악의 극복에 관한 완성된 그림에 다다랐다. 또한 이 과정

에서 이상향이 과연 하나의 개념을 일관적으로 사용하는가는 가능한 반

론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그의 이상향이 얼마나 먼 개념인지, 그리고 은

총이 정확히 어떠한 개념인지도 확인하였다. 먼저 은총이란, 칸트가 가지

고 있는 도덕적 이상향에 대한 관점, 곧 단적으로 무한한 의지력이라는 

머나먼 이상향과, 의지력이 무한으로 발산 중인 상태라는,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상태 간의 격차를 

메워 주는 신의 판단으로 주어졌다. 이러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칸트

가 생각하는 도덕적 이상향이 우리로부터 극단적으로 먼 존재였기 때문

이다. 도덕적 이상향에 대한 칸트의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존재는 인간

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유혹이 주어지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

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존재가 가지는 도덕적 의지력의 크기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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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를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무한수에 상응하는 무한의지력, 곧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유혹보다 단적으로 큰 의지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향을 손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

러한 존재는 사실 양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적인 사고 이상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어야 하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무한으로 발산 중인 의지력을 통해

서는 이러한 존재에 다다를 수 없다. 따라서 이처럼 발산 중에 있는 의

지력을 무한의지력으로 판단하여 줄 신이 있어야만 우리의 최선의 노력

은 선한 존재자가 된다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악의 극복을 위한 칸트의 노정은, 신의 판단인 은총 개념이 있어야만 완

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칸트의 입장은, 그가 두 이상향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 혹은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마주할 수 있

었다. 그는 회심을 말할 때에는 무한히 나아가는 의지력을 가지는 동적

인 존재를 이상적 존재로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은총을 말할 때에는 

모든 가능한 유혹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반론에 대한 칸트의 답을, 판단력비

판에 서술되어 있는 역학적 숭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거기에서 칸트는, 역학적 숭고에서 생각되는 우리 안의 도덕적 이상

향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한다. 그 논의에 따르면 이 도덕적으로 이

상적은 매우 특이한 것으로서, 그의 라이프니츠적인 수학적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한수나 무한척도과 같은, 다른 모든 유혹보다 큰 의지력

을 가지는 존재로 우리 안에 주어진다. 이 이상적 존재자는 우리에게 한

편으로는 지성이 생각할 수 있는 양으로서 최대한인 무한히 전진하는 동

적인 의지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면서도, 또한 모든 가능한 유혹보다 

큰 정적인 의지력을 가진다고도 설명된다. 자칫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상적 존재자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칸트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

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력을 가지는 것으로 표상되는 도덕적 행위자의 의

지력이 이미 초감성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통해서 설명되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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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쉽게 표상할 수 있는 저 의지력을 가진 행위자의 의지는 그야말로 

어떠한 유혹보다도 큰 의지력을 가지는 존재라는 점에서 초감성적인 의

지력을 가지지만, 그러한 존재자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지성

을 통해 생각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최대한의 양적 사고인 수

학적 무한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인 회심

을 통해서도 – 신이 있고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더라도 – 닿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이러한 이상향을 표상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닿기 위해

서는 우리의 무한한 전진을 단적인 무한으로 보아 줄 수 있는 어떤 조력

이 일어나길 바래야만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비한 조력이 은총으

로 요청된다. 따라서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도 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완전히 초험적인 존재자인 

신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선할 희망이나마 가지게 

될 수 있다. 이 초험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는지 여부를 결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은총이 있으리라는 가정 없이 

칸트가 이해한 바 대로의 머나먼, 그러나 우리의 직관에 뚜렷하게 현시

되는 이상향에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자들이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 영혼 불멸과 전지한 신, 

그리고 회심뿐만이 아니라 은총이 추가로 요청되어야 한다는 것이 은총

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다.

우리는 이러한 칸트의 그림을 통해서 앞에서 제기하였던 두 양립불가

능성의 문제 또한 해명하였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보편악 주장과 그 극

복 가능성, 즉 준칙 선택의 자유가 동시에 참인지를 해명하였다. 우리가 

인간을 물리적 관점 하에서 관찰할 때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유한한 지속 

기간만을 가지는 존재자이고, 그들이 가지는 의지력의 값은 유한하다는 

사실은 (모든 y값의 유한성) 보편악 논제를 지지한다. 반면에 예지적 관

점을 취하여 전지하고 은총을 베푸는 신과 영혼의 불멸이라는 요청을 받

아들인 상태에서, 무한한 시간에 걸쳐 의지력을 올려 나가는 회심을 수

행하고 이러한 행위자에게 신이 은총을 베푼다면 악은 이제 극복 가능한 

것으로 표상된다. 이 둘이 양립 가능한 이유는 이러한 악의 극복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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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신과 영혼의 불멸의 초험성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

해서 알 수 있는 한계 밖의 대상이고,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대상에 대

한 요청은 보편악 주장이 참인 물리적 관점과는 다른 예지적 관점에서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설명에 따라 은

총이라는 신의 조력과 회심이라는 인간의 노력 간의 양립 가능성이 다루

어졌다. 해당 논의에서는 회심이 주는 의무, 곧 악행의 최소화를 위한 나

의 노력에는 어떠한 신의 개입도 있을 수 없고, 이 노력은 순전하게 인

간의 노력으로 성취된다는 점이 먼저 해명되었다. 다음으로는 신의 조력

인 은총이 이러한 인간의 노력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설명되었

다. 신의 조력인 은총은 순전히 그러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의지력의 

전진에 더하여 나를 단적으로 무한한 존재, 곧 도덕적 이상향으로 판정

해주는 의미에 그치기에, 인간의 조력인 회심에는 결코 개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헌상으로도 종교에서의 칸트는 내가 내 자신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자연”으로, 나를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신의 조력은 “은

총”으로 불러 구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지지될 수 있

었다(R 6: 190). 그리고 이 때 칸트에게서 “희망”의 의미는, 우리에게 반

드시 필요한 이념이지만 물리적 관점 하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선해짐

이라는 사태가 초험적 대상들을 참으로 두었을 때 순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게 된다는 의미로 구체화되었다.

칸트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모든 가능한 영역까지 관장하는 최상의 

행위 원리에 따라 행위자의 선악이 결정된다고 여기는 그의 전제는, 우

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지한 신, 영혼 불멸, 

회심, 은총이 요청되어야만 보존된다는 관점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다

면 칸트의 근본 직관과 초험적 대상의 요청간의 연결은 거의 필수불가결

하게 연결된 논증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리가 맞다면, 누군가는 이 논

증의 귀결이 신과 영혼 불멸이라는 명제를 참으로 두어야 한다는 된다는 

기이함으로부터 칸트의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이러한 기이한 귀결을 함축하는 칸트의 입장을 

그 직관에서부터 거부하고, 인간의 의지력의 한계를 정도 받아들이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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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입장, 혹은 준칙에 따라 행위자를 판단

하는 입장을 버리고 행위 중심의 윤리학을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는 반론

이 지금의 해석에 대하여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서 지금 우리는 많은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이

상향은 어떠한 불운한 환경에 처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의지력을 행

위 원리 안에 가지는 존재자이며, 도덕 이론은 그러한 이상향에 도달할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칸트의 직관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초험적 요청

만을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여겨져야 한다는 점은 지금

까지의 논의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악의 극복에 대한 칸트의 입장에 대한 의문이 전부 해소

된 것은 아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 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칸트의 신과 영혼 불멸에 대한 많은 논쟁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그리고 다양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개념, 곧 최고선 개념을 건드리지 

않았다. 또한, 칸트에게서 악의 극복에 있어서 전지한 신과 영혼의 불멸

에 대한 요청이 필수적이라는 지금까지의 논의는 최고선 개념에 대한 큰 

해석의 줄기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함축한다. 일군의 해석가들은 칸트가 

최고선을 다룰 때에 신과 영혼 불멸과 같은 초험적 요소들이 그의 후기 

철학에서, 특히 종교와 같은 저작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졌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최고선 개념에 

대한 칸트의 논의가 제시되지 않은 현재까지의 논의는 칸트의 입장을 완

전히 반영하고 나온 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완전하다고 논박해 올 수

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칸트가 제시한 신의 

세 가지 측면, 곧 전선, 전지, 전능한 신이라는 표상들 중 두 가지 측면

을 확인할 수 있었다(KpV 5: 139). 즉, 2장에서 신적 존재자는 인간적 이

상향과는 달리, 그에게 주어지는 상황에서부터 유혹으로의 함수, 곧 수용

성에서 완벽한 무정념을 지니면서 도덕적 의지력이 무한한 존재라는 점

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으로부터도 그가 느끼는 유혹의 양은 

0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표상은, 칸트에게서 전선한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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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에 대한 정리였다. 또한 지금의 논의로부터, 칸트에게서 있어 신

은 또한 모든 인간 각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가능한 상황들에 처하였

을 때에 어느 정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인지, 즉 그들의 의지

력이 얼마인지와, 그리고 그들의 생 전체에 걸쳐서 그 의지력의 변화 양

상상이 어떠한지를 직접적으로 알고, 그에 따라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지 

여부를 심사하는 존재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전지한 재판

관적인 존재라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로 칸트가 언급한 이성종교에서의 신에 대한 논의

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직 우리는 칸트가 언급한 전능한 신이 

무엇인지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은, 우리가 아직 논하지 

않은 최고선에 대한 칸트의 논의 속에서, 개인적 조력인 은총과는 또 다

른 신의 조력, 곧 사회적 조력을 베푸는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우

리는 최고선을 다루는 다음 장의 논의를 통해 이 신에 대해서 탐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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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악의 극복, 최상선, 그리고 최고선

1. 들어가며

앞의 두 장에서, 우리는 보편악 주장이 참이기 위한 두 조건을 순차적

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악의 보편성과, 그러한 악을 극복할 

개인적 방안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를 다루었다. 먼저 보편악 주장은 2

장에서 보다 탄탄한 근거 위에 세워졌다. 거기에서 우리는 행위자에 대

한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최상의 주관적 행위 원리에 있다는 입장과, 그

러한 행위 원리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관장한다는 입장의 귀결임을 보았

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악을 극복할 개인적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는 인간의 개인적 노력인 회심과 신의 개인적 조력인 은총이 합쳐진 것

으로 이해되었다. 먼저 우리는 수학과의 유비를 통하여 우리의 의지력을 

무한히 전진하는 의지력으로 여겨질 여지를 남기고자 하는 칸트의 논의

를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판단력비판의 논의로부터 칸트에게서 

선해짐은 무한한 전진을 넘어 일종의 (수학적으로는 주어지지 않는 개념

인) 무한수와 같은 경지에 다다르길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무한의지력에의 도달이 완

전히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곧 선해짐에 대한 희망을 남기기 위해서

는, 의지력의 무한한 전진을 무한의지력으로 보아 주는 신의 은총이 요

청되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을 이해하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칸트에게서 악의 극복의 가능성은 마치 전부 해명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가 말하는 이상 사회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논의가 포함되어야만 칸트의 논의는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상사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논문의 2장

에서 제기한,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에서 이미 예고된 것

이기도 하다. 거기에서 우리는 악의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논리적 이

상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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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인 무정념과 무한한 의지력을 가진 존재. 곧 유혹에 대

한 수용성이 없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서부터 느끼는 유혹이 0이고, 또한 언제나 도덕 법칙에 따라 

수행하겠다는 무한한 의지력을 지녀서 결코 도덕 법칙에서 벗

어날 수 없는 신적 존재. 

2) 인간적인 도덕적 수용성을 가지고 불운한 상황에서부터 유혹을 

느끼지만, 무한한 의지력으로 그러한 유혹들을 극복하는 인간

적 이상향. 

3) 비록 유한한 의지력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지

만, 그러한 인간들에게 엄습해 올 불운한 상황들을 통제하여 

그들의 의지력을 뛰어넘는 유혹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사

회의 구성원. 

이 중에서 1)과 2)라는 청사진은, 각각 2장에서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정의와 3장에서의 인간적 이상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3), 곧 사회적 이상향의 구성원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화시키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이 장의 논의 대상이다.

본 논문의 전체 논의 맥락을 고려할 때, 세 번째 예외에 대한 논의는 

앞 장들의 논의에 대한 확증이자, 논문의 각 장의 논의에서 생길 수 있

는 충돌을 피하는 방책이기도 하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 이상향이 칸트

에게서 논의된 것이 맞다면, 2장에서 주어진 칸트의 악에 대한 관점과 

그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논리적인 세 가지 예외 모두가 칸트에게서 명

확하게 주어짐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2

장의 논의가 칸트의 실제 입장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이상향에 대한 2장에서의 정의는, 3장의 논

의를 통해 밝혀진 개인적인 이상향의 특성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는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2장에서 제시된 청사진에서, 우리는 사회

적 이상향의 구성원을 곧 무한한 의지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지는 않은 

존재들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3장의 논의를 통해서 확실해진 바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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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위자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면 우리는 어떻게 유한한 의지력만을 가지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

가 이상 사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설명은 이 장에

서 2장에서 밝힌 사회적 이상향의 구성원에 대한 우리의 밑그림을 보다 

3장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구체화시킴으로써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논문의 마지막을 구성하는 이 장에서, 우리는 

이 사회적 이상향에 대한 논의를, 문헌상으로는 종교 3논고의 논의에

서부터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앞 장의 개인적 이상향 논

변의 귀결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때에 얻게 된다는 점을 확인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2논고의 개인적 이상향과 3논

고의 사회적 이상향의 논의는 각각 실천이성비판에서 다소 불완전하게 

서술되었던 최상선 논의 및 최고선 논의가, 그의 원숙해진 관점에 따라 

종교에서 명확하게 재서술한 논의라는 점을 보게 된다. 거기에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각 논고의 논의를 또한 실천이성

비판에 언급된 바 있는, 도덕적 요청에서부터 주어지는 신의 전선성, 전

지성, 전능성에 대한 칸트의 구체적 논의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까지 나

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는 3장의 개인적 이상향에 대한 논

의와 대칭적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 이상향이라는 머나먼, 

도달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향에 도달하는 방안이 인간의 개인적 노

력인 회심과 신의 개인적 조력인 은총의 조합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

을 이해하였다. 이 장의 논의에서도, 인간이 건설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

는 칸트적 이상사회에 도달하는 방안은, 인간의 사회적 노력인 정치적 

공동체 건설과 신의 사회적 조력인 윤리적 공동체 건설의 조합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전체 논의의 마침표를 찍는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

째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의 논의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칸트의 이상사

회, 곧 최고선에 대한 기존의 해석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논의들

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기존의 논의들의 공통적 난점을 살펴본다. 이 난

점은, 거의 모든 해석가들이 최고선에 있어서 신이 어떤 조력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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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그리고 그 조력이 최고선 건설을 위한 인간의 노력과 어떠한 관계

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이 난점은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이 어떻게 서로 간에 긴장을 야기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난점이라는 점에서, 앞 장

에서 다룬 월터스터프적인 비판, 곧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칸트에게서 

신의 조력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의 사회적 변양이기도 하다. 우

리는 이러한 문제점이, 사실은 최고선에 관한 논의, 달리 말해 칸트의 이

상사회 건설 맥락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노력과 신의 조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기존의 논의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그 뿌리를 

든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하여 개인적 이상향을 성취하는 방안에서의 

인간의 노력인 회심과 신의 조력인 은총 간의 양립 가능성을 따졌던 3장

의 논의와 대칭되도록, 사회적 이상향을 성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 

장에서 다시금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적 노력과 신의 사회적 조력 

간의 양립 가능성을 따져 묻는 논의로 제시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난점을 야기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실천이성비판에서의 최상선과 최고선에 대한 혼란스러운 서술

을 종교와 비교하며 유심히 살펴본다. 이러한 문헌적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첫 번째 작업은 칸트의 최상

선 논변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종교의 2논고에

서의 악의 극복 논변과 유사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미숙한 서술임을 확

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작업은 최상선 논변 이후에 제시되는 최고선 논

변의 약점들을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불명확하게 서술된 이러한 논의 중 

어떠한 점이 종교의 논의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지를 확인하는 작업

이다. 이를 통해서 다소 불명확한 실천이성비판의 최고선에 대한 논의

가 종교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신의 사회적 역할을 완

성하면서, 사회적 맥락에서 주어지는 인간의 노력과 신의 조력 간의 양

립 가능성 문제를, 신의 사회적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해결한다. 

앞에서 해석된 대로 종교 2논고의 악의 극복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3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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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독해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최고선 논의가 다루지 못하였던 

최고선이 구현되는 사회의 구체적인 특징 및 거기에서 인간의 노력과 신

의 조력이 어째서 동시에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를 

통해서 위에서 지적한 여러 난점들을 해명하고, 악의 극복에 대한 칸트

의 관점을 온전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우리는, 앞의 

장들의 논의를 같이 고려함으로써, 칸트가 요청하는 신이 어떠한 존재인

지에 대한 세 성격, 곧 신의 전선성, 전지성, 그리고 전능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최고선에 대한 기존의 논의

칸트의 이상사회 건설 과정에서 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논

의가 시작되는 이 절에서는 최고선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을 검토해 보

고, 거기에서 어떠한 점들이 문제가 되어 왔는지를 살펴본 후, 그러한 문

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실천이성비판의 관련 구절을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다만 최고선에 대한 논의는 역사가 매우 깊고, 이에 매우 다양하

게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에 대한 모든 입장을 다루기는 어

렵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여기에서는 최고선에 대한 기존의 논의 전

체를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관련되어 특히 중요한 점인 신과 

영혼 불멸과 같은 요청의 대상들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에 초점을 맞

춘다. 

이러한 틀 안에서 우리는 먼저 초험적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살펴 보면서,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에서 최고선

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의 신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았

다는 공통적 난점을 확인할 것이다. 초험적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

장은, 크게 해외 학자들의 입장과 국내 학자들의 입장을 나누어 살펴본

다. 이 중 해외 학자들의 입장은 최고선에 대한 해석의 큰 줄기인 포기 

테제(Abondonment Thesis), 곧 칸트가 만년에 신과 영혼 불멸과 같은 초

험적 대상들에 대한 요청을 점차 포기하였다는 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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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다음으로, 칸트의 초험적 대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앞 

장들에서도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는 팜퀴스트와 페스터넥의 논의이다. 

이들은 단지 칸트의 초험적 대상에 대한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그들의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아 온 사람들이

며, 또한 이들의 논의 간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

펴보기에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것이다.

2.1. 초험적 요청에 부정적인 해석들

최고선에 대한 기존의 여러 논의들 중에서 먼저 살펴볼 입장은 최고선 

논의에서 초험적 요청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입장들이다. 이러한 입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칸트의 연구에서 한 축을 이루어 온, 전통적인 해석

이라 할 수 있으며,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 건설에서 신의 역할이 제

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근간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입장은 대체로 칸트의 최고선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영혼 불멸이나 

신과 같은 초험적 대상에 대한 요청이 판단력비판을 저술한 이후에 점

차 약화되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보다 약하게는 그러한 초험적

인 가정이 참이 아니고 하더라도 칸트의 최고선에 대한 논변이 성립한다

는 입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영미권에서 이러한 입장은 때로 “포기 테

제(Abandonment Thesis)”라는 주장으로 불리며, 앤드류 리스(Andrew 

Reath), 존 롤스(John Rawls), 폴 가이어(Paul Guyer)와 같은 유명한 학자

들이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문헌상으로 이러한 입장은 1988년에 앤드류 

리스가 출간한 “Two Conceptions of the Highest Good in Kant”라는 논문

에서 제시되었고, 보다 최근에 종교와 관련되어서는 가이어가 2016년

에 “Kant, Mendelssohn, and Immortality”에서 재론한 바 있다.109)

109) 롤스의 경우에는 그의 출판된 윤리학 강의노트에서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서가 아닌 해당 저서의 성격과, 그리고 그가 칸트에 대한 해석가
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그의 입장을 논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우리
가 앞에서 다룬 바 있는 우드 역시 이러한 포기 테제에 해당하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데, 그의 논의는 자신이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인다는 정도로 소략하여 여기에서 다루
지는 않는다(Wood 2020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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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러한 해석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리스의 입장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리스는 그의 논문 서두에서 칸트의 저작 안에는 최고

선에 대한 두 관점, 곧 신학적(theological) 관점과 세속적(secular) 관점이 

뒤섞여서 제시되며, 이 중 후자의 관점만이 도덕 법칙에 대한 그의 입장

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주장한다(Reath 1988 594). 그에 따르면 최고

선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서 최고선이 구현되는 경우이고, 그 세계에서는 신의 존재나 어떤 활동, 

혹은 사후에도 존속하는 영혼과 같은 것이 가정되는데, 이러한 초험적 

대상들로 인해 현세와는 다른 이 세계의 영혼들에게 행복이 할당되는 것

으로 그려진다. 이와는 달리 최고선에 대한 세속적 관점이 구현되는 사

회는 바로 이 세계이다. 이러한 사회 역시 각자가 선할 자격에 따라서 

행복이 분배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분배는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사회로 – 비록 리스는 칸트가 이러한 경우에도 신에 대한 요청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는 해석을 펴기는 하지만 – 다루어진다(Reath 

1988 601). 그런데 리스가 보기에는 이러한 두 관점 중에서 최고선의 요

체를 이루는 것은 행복과 덕의 비례적 분배가 이루어지는 어떤 직관적인 

정의로운 상태이고, 이러한 직관적인 정의로운 분배는 최고선에 대한 신

학적인 관점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행복이 

분배되는 사회구조의 건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실

천적으로 그것을 건설할 의무가 생기는 사회적 이상향이 될 수 있고, 이

는 인류의 역사적 발전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Reath 

1988 603). 

리스가 보기에 칸트는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

해 이 두 관점을 혼용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실천이

성비판에서는 최고선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이 나타나고, 판단력비

판이나 종교와 같은 저서에서는 세속적인 관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하여 보다 주의깊게 살펴볼 문헌상의 논의

는 종교 3논고에 등장하는 “윤리적 공동체”개념에 대한 리스의 입장이

다(Reath 1988 606). 리스는 그러한 사회는 바로 이 세계에 인간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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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인류의 집합적인 노력을 통해 세워진다는 논

의에 주목한다. 리스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칸트의 논의, 즉 윤리적 “이념

의 지시규정에 따르는, 순전한 덕의 법칙들 아래에서의 인간들의 결합,”

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체계 안에서만 그리고 이 체계의 통일을 통해서

만” 최고의 윤리적 선이 가능하다는 논의에 주목하여(R 94; 97-8), 해당 

저서가 최고선에 대한 세속적 관점을 보인다고 해석한다(Reath 1988 

616-7). 이러한 리스의 해석은 세속적 최고선이 달성되는 것 이상의 정의

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러한 논의가 종교에 서술되었다는 것으로 정리

될 수 있다.

리스의 해석은 이처럼 세속적인 최고선이 달성되는 사회만으로도 종교

적 최고선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정의롭다는 논의에 더하여 

종교적 최고선 관념이 오히려 인간을 무력화시키리라는 공격으로도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공격은 인간이 세우는 이상사회는 바로 이 사회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칸트가 신의 조력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비판을 주된 골조로 한다. 종교적 최고선에 대한 이러한 그의 

공격은 앞서 살펴본 월터스터프의 입장에 나타난 스토아적 책임에 대한 

강조의 사회적 변양으로 볼 수도 있다.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 이상향을 

다룰 때에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 간에 충돌이 있다는 입장을 다루면

서 그러한 충돌을 집중적으로 조망한 월터스터프의 논의를 다룬 바 있

다. 그리고 종교적 최고선에 대한 리스의 비판은 선해지는 데에 있어서 

자칫 인간에게 온전한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신의 개인

적 조력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한 월터스터프의 비판에서처럼, 이상사

회 건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력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

는 신의 사회적 조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110)

그런데 문헌상으로 볼 때, 종교라는 저서에는 리스가 양립 가능하지 

110) 정확히 말하면 종교적 최고선에 대한 리스의 공격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회의 건
설이 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기에 우리의 노력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첫 단계와, 그러한 신의 노력으로 이상사회를 성취하는 것의 부당하다는 두 번째 단
계로 구성되어 있다(Reath 1988 609-613). 다만 여기에서는 최고선에 대한 기존의 해
석이 신에 대한 입장을 제거 대상으로, 혹은 불확실한 것으로 본다는 현재의 논의 맥
락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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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생각한 인간의 사회적 노력에 대한 책임과 신의 사회적 조력 모

두가 이상 사회 건설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서술

되어 있다:

“숭고한, 결코 온전히 달성될 수 없는 윤리적 공동체의 이념은 

인간의 손 안에서는 매우 축소된다. 곧 기껏해야 단지 윤리적 

공동체의 형식을 순수하게 표상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전체를 

건설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말하자면, 감성적인 인간의 자

연본성의 조건들 아래에 매우 제한되어 있는 제도로 축소된다. 

그러나 어떻게 그토록 굽은 나무에서 온전히 곧은 어떤 것이 

가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신의 도덕적인 국민을 창설한다는 것은 그 실행을 

인간이 아니라 오직 신 자신에 의해서나 기대할 수 있는 작업

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류의 관심사 전체는... 어떤 보다 높은 지혜에게 

맡겨도 좋은 것처럼 섭리의 처분에 내맡겨도 되는 것은 아니

다. 오히려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R 6: 100-1)

이러한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 간의 양립 가

능성이라는, 앞 장에서 제기한 문제의 사회적 변양을 다시 떠올리게끔 

만든다. 앞 장의 2.2에서 우리는, 월터스터프가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우리의 능력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는, 온전히 순화되지는 못

한, 우리의 모든 의무를 충족시키기에는 적어도 나약한 우리의 마음씨에 

대한 초자연적 개입이라는 개념은 초험적인 것이고, 어떠한 경험도 그것

의 실재성을 우리에게 보증할 수 없는 한갓된 이념”이라는 논의에 주목

하면서 칸트에게서 개인의 선해짐에 있어서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 간

의 어떤 긴장이 있다는 반론을 폈음을 다룬 바 있다(R 6: 191). 지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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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논의는, 이러한 긴장을 최고선이 구현되는 이상사회의 맥락에서 다

시금 지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리스의 논의의 적극적인 측

면이 최고선에 대한 세속적 관점이 가지는 합당성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측면은 이러한 부당한 긴장을 만들어내는 칸트의 최고선에서의 

신에 대한 입장을 떼어내자는 입장이다

보다 최근에, 그것도 종교를 주된 문헌적 근거로 하여 포기 테제를 

주장한 또 다른 사람으로는 폴 가이어가 있다. 포기 테제를 주장해 온 

그는 이 입장을 2016년에 “Kant, Mendelssohn, and Immortality”라는 논문

에서 재차 개진하였고, 여기에서 가이어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던 회

심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라는 저서를 포기 테제를 지지하는 입

장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가 보기에는 “회심”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식으로 매우 세속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 포기 테제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그에 따르면 종
교에서는 악의 극복, 곧 회심이 우리의 인생 도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루어지는데, 이는 칸트가 인간의 선할 조건에 있어서 영혼의 불멸을 

포기하였다는 근거라는 것이다(Guyer 2016 170-171). 가이어는 칸트의 논

의들 중에서 특히 “인간은 그의 지속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설령 어느 

시점에 그의 현존재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대체로] 신에게 흡

족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의, 그리고 “인간이... 충분히 오랜 

삶에서 그 선의 원칙들이 그의 행실에... 미친 작용결과를 지각”하는 것

에서부터 마음씨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을 희망할 수 있다는 논의에 주

목한다(R 6: 67-8, 칸트의 강조). 이러한 서술로부터 가이어는 실천이성

비판과는 달리 종교에서는 마음씨의 근본적 변화, 곧 회심이 우리의 

유한한 삶의 어딘가에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으로 서술되었다는 점을 읽

어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포기 테제의 증거가 된다고 본다(Guyer 

2016 172).

그런데 앞 장에서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타당하다면, 순

전히 회심이 삶 중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종교에서 영

혼 불멸의 요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피는 이러한 해석은 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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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 데서 기인한 오독이다. 

칸트가 종교에서 회심을 이처럼 삶 속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으로 제

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명한 바와 같이 해당 저서에서

는 동시에 신과 영혼 불멸에 대한 요청은 이와 독립적으로 제시되며, 여

기에 더하여 자비로운 판정을 내리는 “은총”을 내리는 신을 요청할 필요

성까지도 나타난다. 이 은총이 없이, 단지 회심만으로는 우리의 노력이 

단적으로 무한한 의지력이라는 칸트의 이상향에 닿을 수가 없는 것이기

에 회심이 신과 영혼 불멸과는 독립적인 인간의 노력이라는 점은 포기 

테제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처럼 가이어의 입장은, 칸트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해석한 관점이다. 다만 이러한 가이어의 해석은, 근본적으

로는 리스가 제시하였던 문제와 그에 대한 거친 해결책, 곧 인간의 노력

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신의 조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의 연장

에서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가이어 역시 리스와 마찬가지로 신의 조력

이 인간의 노력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이고, 이 두 개념 간의 긴

장을 주요한 문제로 삼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칸트의 최고선에 관련된 초험적 대상들을 제거하고자 하였

던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자. 그러한 연구들 중에서 칸트의 입장이 가

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제점을 잘 정리한 연구로는 백종현이 2012년에 저

술한 ｢칸트에서 “가능한 세계의 최고선”｣을 들 수 있다. 이 연구 역시 

대체로 최고선에 대한 세속적인 입장과 신학적인 입장을 구분하고, 이 

두 입장들 중 세속적인 입장을 지지할 만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귀결은 

리스의 입장과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을 지지

하기 위해 백종현은 주로 형이상학적 근거를 든다는 차이가 있다. 보다 

자세히 보면 백종현이 드는 근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천이성비

판을 읽으면서 보았던 문제인, 칸트에게서 행복이 물질적인 행복이라는 

점, 그리고 이와는 결이 달라 보이는 영혼의 불멸이라는 초험성에 대한 

비판에서 주어진다. 즉, 그는 먼저 실천이성비판의 논의로부터, 칸트의 

최고선 개념에서 행복이란 때로 물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논한 물질적

인 의미의 행복으로 쓰이기도 하며, 또 때로는 영혼의 불사성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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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서야 주어질 수 있을 법한 어떤 신적이고 예지적인 지극한 복, 곧 

“정복”이라 할 법한 복이라는 구분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는 후자의 행

복은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을 하나의 이념이자, 최상선의 실현을 조건

으로 하는 것이고, 이 최상선의 실현은 다시 칸트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

는 입장인 영혼의 불사성을 필요로 한다고 그의 입장을 정리한다.

특히 백종현은 이 두 번째 행복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의 불사성

이 비판철학자인 칸트에게서는 제거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주장은 리스와 유사하지만, 백종현이 드는 두 가지 근거는 리스

와는 달리 칸트의 형이상학적 입장과 요청되는 초험적 대상들 간의 불일

치에 있다. 그가 드는 첫 번째 근거는 비판철학자로서의 칸트가 순수이

성비판의 오류추리를 다룰 때 “영혼의 개별성 및 개별적 영혼의 자기동

일성의 원리”를 제시할 방안을 이미 없앴다는 것이다(백종현 2012 50). 

두 번째의 근거는, 영혼에 있어서 경향성에 관한 오래된 오해에서 주어

진다. 백종현은 최상선 논변을 분석할 때에 칸트가 영혼의 불멸을 선할 

조건으로 보는 근거가 그러한 상황에서만 인간이 도덕 법칙의 지시를 어

기게 만드는 경향성의 충고를 듣지 않게 된다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그

는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경향성의 요구의 기원은 육체이

고, 이러한 육체를 벗어 던지고 영만이 남는 상태에 놓여야만 악이 극복 

가능하다고 일단 칸트를 해석한 후 그러한 입장을 비판한다.

이러한 백종현의 해석 중에서 두 번째 근거는 칸트의 내세의 필요성에 

대한 잘 알려진 오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영혼불멸의 요청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는 이러한 

오해에 기반한 해석에서는 우리의 해석과는 달리 의지력의 “무한한 전

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세는 의지력보다

는 도덕에 때로 반할 수 있는 경향성의 욕구가 0이 되는 경우와 연결된

다. 이러한 오해를 반영하는 백종현의 비판은 다음과 같은 인용구에 축

약적으로 제시된다: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방해물이 없는 이상, 이성적 

존재자의 영혼은 자신이 세운 도덕법칙에 언제나 맞게 행할 것인즉, 그

에 합치하기 위한 “무한한 전진”이 왜 필요하며, 무한한 시간 길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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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까? ...이미 육신을 떠난 영혼은 일체의 감성적 욕구에서도 벗어났

을 터인데... 무엇이 악의 요인이고 준거일까?”(백종현 2012 51) 

이러한 독해와 그에 대한 비판이 어떤 논리적인 자연스러움을 가진다

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독해가 맞다는 전제 하에서 

칸트에게서 악의 기원을 육체의 경향성으로 보는 이러한 해석은 참일 수 

없다. 2장과 3장에서 해석된 칸트의 논의가 맞다면, 이러한 독해는 신적

인 이상향의 요소인 절대적 무정념을 인간적 이상향에게 부여하게 되는

데, 보았듯 칸트는 이러한 이상적 존재자는 인간이 정당하게 목표로 삼

을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해석의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논한 모

든 가상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에서도 주어진다. 

이를테면 부활이라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가상적 상황을 고

려해 보자. 만일, 어떤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떠한 섭리의 작용으로, 내세

에 있던 그의 영혼이 육체를 다시 입어서 부활한다면, 여전히 그는 악을 

행할 수 있는 행위자일 것인데, 이를 고려해 본다면 육체를 벗어남이라

는 사건을 통해서 유혹이 0이 된다고 해서 악을 극복하는 경우는 합리적

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행위자의 육체가 어떤 순간에 없고 그로 인해 

유혹이 0이라고 하더라도, 칸트에게서 그러한 상태가 필연적으로 영속적

이라고 볼 근거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한한 의

지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편악 주장의 근거로 보는 여기에서의 해석이 맞

다면, 칸트가 말하는 내세란 행위자로 하여금 절대적 무정념을 얻게 해 

주는 장치라기보다는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게 해 주는 장치로 여겨져야 

한다.111) 이처럼 영혼 불멸이나 내세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유혹을 제거

하는 장치로 보는 해석은, 본 논문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종교의 해석

111) 물론 극단적으로 비현실적인 가상적 상황에 이러한 반론을 칸트에 대한 오랜 해석
에 대해서 그 자체로 충분한 반론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론의 주
된 내용은 앞 장에서의 악에 대한 칸트의 관점이 맞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우리는 칸
트가 인간을 악하다고 본 이유는 이유는 의지력에 주어질 수 있는 장애물의 존재 여
부나 그 크기가 아니라 의지의 유한성에 있다고 해석하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상향은 유혹은 여전히 느끼지만 의지력은 무한한 존재로,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이
상향은 유혹조차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유혹이 없
게 만드는 장치로 영혼을 해석하는 입장은 칸트에게서 부적절하다. 선해지기 위해 유
혹을 느끼지 않는 존재자를 목표로 삼는 것은, 인간에게는 추구할 수 없는, 너무 먼
이상향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논문 2장의 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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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충한다.

백종현은 최고선에서의 행복과 영혼 불멸에 대한 이와 같은 오해에 기

반한 독해를 전제로 진행되는 최고선과 관련된 영혼 불멸 혹은 내세에 

대한 논의를 무의미하다 해석한 후, 이러한 요소를 제거한 세속적 최고

선에 논의를 집중한다. 먼저 그는 리스와 유사하게 최고선의 의미를 다

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곧 하나의 관점으로는 “이성적 존재자의 

덕행과 그의 윤리성에 정비례하는 만큼의 행복을 요소로 갖는 최고선”이

으로, 다른 하나의 관점은 “이성적 존재자의 마음씨의 도덕법칙과의 온

전한 맞음과 그에 상응하는 완벽한 복, 즉 지복(至福) 내지는 정복(淨福)

을 요소로 갖는 최고선”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 중 전자의 

최고선은 현실 세계에서, 후자의 최고선은 내세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정

리한다(백종현 2012 51-52).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입장 중에서 현실 세계

에서의 최고선에 대한 논의가 보다 받아들일만 하고, 칸트의 물질적 행

복관과 쉽게 양립가능하며 종교와 같은 후기 저서에서 최고선이 지상

에서 보편적 교회 성립을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주어진다는 문헌적 근거

를 제시하기도 한다.112)

이처럼 대체로 백종현은 리스와는 다른 형이상학적인 근거에서 내세적 

최고선을 비판하고 세속적 최고선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 

역시 이상 사회에서 신의 역할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은 백종현의 논문의 결론부의 후반부에서 다루어진다. 백종현은 논문의 

결론부에서 일단 칸트가 단지 이러한 세속적 이상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는 입장이 신학적인 최고선보다는 대체로 나은 것으로 평가하고 나서, 

이러한 논의가 또다시 칸트의 입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리하여 백종현은, “칸트의 ‘최고선’은 순전한 윤리적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가 차라리 “최고선을 ‘덕의무의 완전한 수행 

상태’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를 완벽하게 다함’

이라고 규정”하였다면 보다 일관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백종현 2012 

112) 위와 같은 근거로 인하여 백종현의 세속적 최고선에 대한 독해에서 영혼불멸 및 내
세는 거부되지만, 정의로운 사회에서 행복의 분배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요청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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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3) 그리고 나아가 그는 칸트가 행복을 제외하고 선의지에만 기반하

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아마도 칸트의 입장이 

덕 의무와 관련된 어떤 사회윤리적인 측면까지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

고 논하면서 그의 논문을 끝맺는다. 우리는 이로부터 백종현이 세속적 

최고선 개념마저 그것이 유자격자에게 행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덕을 순선한 의지로 추구하는 데에, 즉 우리가 밝힌 최상선의 실현 내지

는 형식적 덕 의무의 수행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된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완벽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인 종교적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의 신의 역할, 곧 각자가 행복할 자격에 

맞는 행복의 분배는 그야말로 도덕적인 이상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되

는 일이겠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그 역시 리스와 마찬가지로 최

고선에서 신의 불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칸트의 최고선에 대한 기획에서 영혼의 불멸과 신에 대한 요청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제기한 최근의 또 다른 국내의 저술로는 이행남이 2021

년에 저술한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에서 최고선 구성의 사회정의론적 

통찰과 그 한계｣라는 논문이 있다. 우리의 논의와 연관지어서 보자면, 거

기에서 이행남은 먼저 최고선이란 최상선을 첫 번째 조건으로 가진다는 

날카로운 분석에서 시작한다. 이로부터 최고선은 먼저 각자가 가지고 있

는 칸트적 덕, 곧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도덕 법칙을 향한 윤

리적 의지력을 가지기를 요구한다는 점, 그리고 최고선과 최상선을 다른 

논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절하게 지적한다. 다음으로는 이 최고선과 

관련되어 칸트가 논의하는 완전선이라는 개념을 분석하여, 이로부터 최

상선 논변으로부터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지는 덕의 성취에 비례하여 그

에 상응하는 물질적 행복이 분배되는 사회가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최고선 주장이라고 분석한다. 그리

고 나서 이러한 칸트의 구상은 단지 마음씨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사

113) 이 서술은 백종현의 독해가 칸트의 논의에서 최고선 논변과 최상선 논변 간의 구분
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앞으로 보다 명확
하게 보게 될 이러한 구분을 백종현이 받아들였더라면, 이 부분은 칸트가 최상선까지
만 논하는 것이 보다 나았으리라고 서술되어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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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의론적 통찰로까지 나아갈 맹아를 담고 있다고 논평한다. 

이처럼 이행남은 백종현과는 달리 최고선이 구현되는 사회가 적절한 

이상 사회라고는 논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회가 현실에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과 영혼 불멸이라는 두 초험적 요소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칸

트의 입장은 다시 이러한 사회정의론적 통찰의 맹아를 저버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거기에서 “칸트는 자신의 최고선 구상 안에 함축되어 있는 

듯 보이는 이런[사회정의론적] 생산적인 통찰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쪽

으로 가지 않”게 된다고 최종적으로 해석되는데, 이 근거는 불멸하는 영

혼과 전능한 신이라는 두 초험적 요소가 온전한 사회정의론을 세우는 데

에 있어서 세 가지 불리함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제시된다(이행남 

2021 48). 즉, 1) 신의 현존에서만 최고선이 가능하다는 칸트의 논의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물질적 조건을 정의롭게 만들 원

칙과 기준을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고, 2) 최고선이 신에 의해서만 가능

하다는 입장은, 최고선을 이룩하는 데에 있어 인간의 무력감을 드러내보

이게 되는데, 이러한 무력감에 대한 인식은 인간 각자를 신의 판결을 기

다리는 수동적인 존재자로 만들 것이고 그들을 단지 개인적 덕의 함양에

만 정진하게 만들 것이며, 3) 최상선, 곧 선할 자격의 완성으로써의 덕의 

‘완전한’ 함양이 최고선의 조건이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요청되는 영혼

의 불멸은, 이러한 개인적인 덕마저도 삶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할 수 없

다는 칸트의 입장을 전제하는 것인데, 인간의 윤리적 한계에 대한 이러

한 칸트의 부정적 입장은 다시금 최고선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의 최상선

이 어느 인간에게서도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이러한 관점 하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도덕

적 무력함에 빠져서 최고선의 첫 번째 기본 조건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

리라는 점에서 낙담할 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은 각자 현생에서 성취한 

만큼에 상응하는 행복을 분배하는 사회구조를 세울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하리라는 것이다(이행남 2021 51-54). 이러한 비판은, 대체로 인간이 가

지는 제약으로 인하여, 혹은 그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요청되는 초험적 

요소에 의하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온전한 칸트적인 이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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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예측에서 제기된다. 특히 두 번째 비판과 

세 번째 비판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회적인 책임에서의 도덕적 이상향

의 실현 가능성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적 이상사회의 실현 가능성 

문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그 점에서 이 비판은 월터스터프와 리스

가 제시한 바와 같이, 칸트에게서 이상사회의 건설에 있어서 신의 조력

을 제거해야 한다는 비판이라 할 수 있다. 

2.2. 초험적 요청에 긍정적인 해석들

지금까지 살펴본, 최고선에서의 초험적 요소들이 잉여적이라고 보는 

비판적인 해석과는 달리 최근에 제시된 영미권의 논의에서는, 이 개념에 

들어 있는 초험적인 요소들을 비교적 긍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

는 경우가 많다.114)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논의들 중 일부를 살펴보면

서, 최고선에 있어서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

명확하고 그로 인해서 양자간의 양립 가능성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정

리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

러한 해석들 중 여기에서는 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2장에서 잠시 언급

되었던 해석가인 팜퀴스트와, 스탠포드 철학사전에서 칸트의 종교철학 

항목을 저술한 로렌스 페스터넥(Lawrence Pasternack)의 입장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이 둘의 논의는 칸트의 종교에 나타난 최고선에 집중하여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또한 페스터넥의 논문이 먼저 쓰여진 팜퀴스트의 논

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택될 만 하다.

먼저 살펴볼 팜퀴스트의 입장을 보여주는 논문은 2009년에 쓰여진 

“Kant’s Religious Argument for the Existence of God”이다. 앞에서도 언급

114) 신이나 영혼 불멸과 같은, 최고선 논의에서의 초험적 요소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
아들이는 여타의 논의들은, 팜퀴스트와 파이어스톤(Chris Firestone)이 2006년에 편집하
여 발행한 Kant and the New Philosophy of Religion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와 관련
된 논의는 최근에도 Jessica Tizzard가 2020년에 저술한 “Why does Kant think we must 
believe in the immortal soul?,” Michael R. Morgan이 2022년에 출판한 “Rereading Kant 
on immortality and the highest good”과 같은 논문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현재진행중이
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글을 모두 살펴보기보다는, 종교에 집중하여 저술된 논의들
을 선별해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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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 있듯이, 그는 주로 칸트의 종교 및 종교철학에 대해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종교에 한정하여 최고선 논변

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재구성한다. 팜퀴스트는 먼저 논의의 맥락과 

배경을 설명하면서 종교 3논고의 신의 존재에 대한 논변은 칸트가 그

의 다른 저서에서 제시하였던 논변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논한다. 그는 

이 근거를 이 저서에서 “최고선”이라는 용어의 칸트적 의미, 곧 각 개인

의 덕 내지는 도덕적 의지력에 비례하는 행복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회

라는 개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데서 찾는다. 그리고 나서 팜퀴스트는 이

러한 종교 3논고의 1절 두 번째 및 세 번째 하위 절의 내용으로부터 

최고선 논변을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비교적 간략한 논증으로 재구성한

다:115)

1. 인간이라는 종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든 인간이란 존재

자들에게 있어 최고선을 증진시키라는, 하나의 독특하고, 집합

적인 의무를 가진다.

2. 이러한 새로운 의무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완전함을 추구

하는 (그것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각 사람들의 자기-입법을 

체계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순수하게 윤리적인 공동체를 건설

하는 것이다.

3. 우리들 각각은 - 비록 종으로서의 인간 전체가 이러한 의무

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하여 가

능하지만) - 어떻게 각 개인이 그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

한 의무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점에

서, 이 새로운 의무는 독특한 의무이다. 

4.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무지에 비추어 볼 때) 인간 개개인

으로서는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이성적으로 인간종 자신에게 

115) 이러한 재구성은 종교 3논고의 두 번째 하위 절, 곧 ｢윤리적 공동체의 성원이 되
기 위해서 인간은 윤리적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절의 논의로부터 이
루어지고, 팜퀴스트의 원래 논문에서는 몇 단계에 걸쳐서 주어지는 정리의 결과인데, 
여기에서는 신 존재 증명이 드러나는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인용한다.



- 245 -

주어지는 이러한 독특한 의무를 성취하기를 희망할 수 없기에, 

이성은 이러한 의무를 완성할 수 있는 상위의 도덕적 존재자

의 이념을 가정할 필요가 생긴다.

(Palmquist 2009 14-5)

먼저 이와 같이 정리된 최고선 논변에서의 신의 요청이 정당화되는 구

조가 얼마나 명확한지, 그러한 신의 요청이 인간의 노력의 여지를 얼마

나 적절하게 남기는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주목할 점은 팜퀴스트가 

정리한 논변에서 최고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생략되어 있다는 것

이다. 이는 그에 따르면 칸트가 종교에서는 칸트가 그의 고유한 전제

에 기대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 데에 기인한다. 또한 팜퀴스트는, 여기에

서의 선함(좋음, good)은 단지 칸트적인 색채를 띠지 않는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가 말하고 있는 “윤리적 공동체”의 특징 역시 고려하

지 않고 단지 그것이 그 구성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해석한

다. 그리하여 팜퀴스트는 종교의 최고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합

리적 존재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각 종들(species)은 그 종의 최고선인, 해

당 종의 구성원들의 공공선을(good common to all members of that 

species) 추구하도록 방향지어져 있다”고 말이다(Palmquist 2009 12). 그리

고 이러한 선을 증진시키라는 특수한 의무는 종의 구성원 각 개인의 노

력으로는 이룩할 수 없고,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신

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팜퀴스트가 제시하는 이러한 설명에서는 상

식적으로 이상적인 공동체 건설 과정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어떻게 신의 

조력이고 반대로 어디까지가 인간의 노력인지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데

에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신을 부품 조립자로, 인간을 부품으

로 비유한다. 팜퀴스트에 따르면 칸트가 생각하는 인류의 노력의 가치는 

마치 성을 쌓기 위한 (이 부품이 다른 부품과 조립되어야 하는 대상이라

는 점에서 이 노력이 순전히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 부품을 구성

하는 것으로 비유되고, 신은 그러한 부품을 실제로 조립하는 행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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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다(Palmquist 2009 15).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신의 역할에 너무 큰 

비중을 주며, 이로 인해서 팜퀴스트의 해석은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 

간의 양립가능성 문제, 혹은 인간의 노력을 너무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

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물론 팜퀴스트 역시 이러

한 비판을 의식하여, 이러한 자신의 독해가 칸트에게서도 “각자는 단지 

자기의 도덕적인 개인적 관심사에만 전념하고, 인류의 관심사 전체는 

(그의 도덕적 사명에 따라서) 어떤 보다 높은 지혜에도 맡겨도 좋은 것

처럼 섭리의 처분에 내맡겨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이어지는 논의

와 일맥 상통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R 6: 100-1). 그러나 일단 직관적으

로 이러한 칸트의 논의와 부품 조립자로서의 신이라는 팜퀴스트의 비유

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신이 부품 조립자로 주어진다면, 사회 건설

에 있어서 각 부품인 인간의 역할은 매우 수동적인 측면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개인은 단지 그가 조립되는 다른 부품을 침범하지 

않는 것 이상의 어떤 능동적인 작용은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니 말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설명은 최고선에서 초험적 요소들을 덜어내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의 해석과 비교해 보자면 팜퀴스트의 정리는 

칸트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덜어내었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그의 설명

에서는 칸트가 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이상사

회 건설에서 정확히 어떠한 의미에서 신이 역할이 배정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무엇인지가 불분명해진다. 우리는 2장에서 종교라는 저

서는 비록 그 서술 의도에 따라 비록 덕 의무 일반에 혹은 질료적 덕 의

무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칸트의 형식

적 덕 의무의 특징에 대한 논의를 다룬 것으로 설명하였고, 이를 확인하

는 문헌적 근거 역시 확인한 바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칸트

가 종교에서 그의 선함의 내용, 곧 질료적 덕 의무에 대한 관점을 매

우 엷게 가져가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가 형식적 덕 의무

에 대한 자신의 입장까지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을 받아들일 필요

는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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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입장은 페스터넥의 입장이다. 그는 2017년

에 저술한 “Kant’ s Conception of the Highest Good”에서 칸트의 최고선

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해당 논문의 앞부분에서 그는 먼저 칸트가 종
교에서 세속적인 최고선을 주장하였다는 기존의 많은 (주로 포기 테제

에 관한) 논의들이 해당 문헌에 대한 오독에 근거한다고 정리한다. 다음

으로는 페스터넥은 해당 저서는 오히려 칸트의 후기 입장에서는 종교적 

최고선이 보다 발전적으로 제시되었던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페스

터넥의 논의는 세속적 최고선을 강조하는 포기 테제의 주창자들의 입장

에 대한 공격과, 종교적 최고선에 대한 방어로 구성된다. 이러한 그의 논

의 중에서 우리가 지금의 논의 맥락에 관하여 살펴볼 지점은 종교적 최

고선에 대한 방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거기에서 페스터넥은 칸트의 

종교의 논의를 정리한 팜퀴스트의 논변을 그대로 재인용하면서 이를 

보완하며 논의를 진행한다. 페스터넥은 위에서 본 팜퀴스트의 논변이 대

체로 칸트의 입장을 적절히 요약하고 재구성한 논문이라 말하지만, 3번

과 4번 문장에는 어떤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부분이 

보완될 필요성을 지적한다. 그러한 지적을 수행하여 위의 논증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고 나서 페스터넥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 

곧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 간의 양립 가능성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이

러한 과정을 따라 진행되는 후반부의 논의를 페스터넥이 어떻게 다루었

는지를 검토한다.

먼저 그가 팜퀴스트의 원래 논문에서 어떠한 부분이 애매하다고 보는

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다듬는지를 살펴보자. 일단 그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네 단계로 최고선 논변을 정리한 팜퀴스트의 정리를 그대로 인

용하고, 거기에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가다듬는다. 페스터넥

이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이 팜퀴스트의 정리의 세 번째 명제이다. 거기

에서 팜퀴스트는 “우리는 어떻게 각 개인이 그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이

러한[최고선의] 의무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명

제에서 “알지 못한다”는 표현에 주목한다. 페스터넥은 위 명제에 등장하

는  알지 못하는 것의 내용이 애매하다고 지적하는데, 이 애매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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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 어떻게 개인이 최고선의 의무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 

혹은 2) 그러한 의무가 실현되었을 때에 이를 알 방법 둘 중 어느 쪽의 

해석이 적절한지 미정적이라는 문제이다(Pasternack 2017b 459, 페스터넥

의 강조). 바로 이어서 페스터넥은, 칸트의 원문, 곧 “그러한 전체의 이

념, 즉 덕의 법칙들에 따르는 보편적 공화국의 이념은... 곧 우리가 그것

이 과연 우리의 통제력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의 전체

를 목표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논의로부터(R 6: 98), 이 알지 못

하는 것의 의미는 1)이 아니라 2)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에 칸트

의 논의가 저러한 공동체 건설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능하되 단지 그에 

대한 수단을 모르는 것이라면, 신에 대한 요청이 불필요할 것이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페스터넥이 두 번째로 팜퀴스트의 논의를 애매하다고 지적한 후 다듬

는 지점은 네 번째 명제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는 곧 “이성은 이러한 의

무를 완성할 수 있는 상위의 도덕적 존재자의 이념을 가정할 필요가 생

긴다”는 표현이다. 페스터넥은 이 표현의 애매성은 팜퀴스트의 문제라기

보다는 칸트의 원문의 문제라고 본다. 즉, 이 표현은 1) 이러한 윤리적 

공동체 건설의 가능성이 신적인 조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야 하는지, 혹은 2) 신적인 조력에 대한 공유된 믿음을 통해서만 이러한 

윤리적 공동체 건설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것인지가 칸트의 원문에서부

터 불명확하게 적혀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페스터넥은, 그의 논문에서 

앞에서 제시한 해석에 근거하여 지금 문제되는 표현의 애매성 역시 후자

로 해석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논의한다. 그는 종교 1논고에서의 

문제, 곧 우리가 2장에서 다루었던 보편악 주장에 관하여 논할 때, 해당 

주장을 우리가 실제로 악하다는 것을 각자가 알 수 있다는 본 논문의 입

장으로가 아니라, 보다 강한 마음의 불투명성으로부터 이어지는 불확실

한 문제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의지력의 크기가 어느 정

도인지 결코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보편악 주장에 관하여 발생한다고 해

석한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서 페스터넥에게서 종교 1논고의 보편악 

주장은 우리가 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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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그의 입장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페스터넥의 표

현을 빌자면, “1논고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칸트가 우리가 회심을 경험

할 역량이 있음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만약에 그러한 도움이 필요해

진다면 신은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줄 것”인데, 이러한 불투명성으로부터 

이어지는 논의가, 그대로 3논고에서의 윤리적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주어지리라는 것이다(Pasternack 2017b 461). 즉, 페스터넥에 따

르면 윤리적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페스터넥에 따르면, 악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인 회심에 더하여 은총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조력이 주어져야 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

약에 그러한 도움이 필요해진다면 신이 이를 제공하리라는 것이 여기에

서 신의 조력이 필요해지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종교 3

논고의 신의 요청에 대한 칸트의 입장도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종교 1논고에서의 보편악에 대한 관점 및 마음의 불투명

성 등 많은 지점에서 충돌하는 이러한 그의 해석을 전부 검토하지는 않

을 것이다. 현재의 맥락에서는, 그가 제시하는 이러한 해석에서도 칸트가 

말하는 이상 사회에서 신의 사회적 조력의 역할이 여전히 불명확하게 남

는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신의 사회적 조력에 대한 그의 논

의를 보자면 먼저 페스터넥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팜퀴스트의 논변을 정

리한 다음, “대체 어떠한 종류의 신의 조력이, 우리의 도덕적 향상 과정

은 반드시 본질적으로 우리의 손에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칸트의 주장과 

양립 가능한가?”라고 논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 곧 월터

스터프에서부터 제시되었던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의 양립 가능성 문

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정확하게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팜퀴스트가 논한, 

부품으로서의 개인들을 사회적으로 완성시켜주는 조력자로서의 신과 완

성되는 부품으로서의 인간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노력이 이

상사회 건설에 들어설 자리가 너무 적어진다는 점 역시 적절하게 지적한

다. 이어서 페스터넥은, 칸트의 신 개념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

립자로서의 신 보다는 신의 도움을 약해야 한다고 논하고 신에 대한 자

신의 해석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신은 교육비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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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부모의 비유를 통해 설명된다. 이러한 지원은, 그러한 지원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교육기관에서 배움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신의 조력을 닮은 것이지만, 이 물질적 지원 하에서도 자녀들

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교육에 있어서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은 

남는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노력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다(Pasternack 

2017b 463). 

그런데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을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과 학생의 

노력에 비유하는 이러한 페스터넥의 설명은, 이 둘을 양립 가능한 것으

로 만들기는 하지만, 이러한 그의 설명 역시 신의 조력을 전적으로 무지

의 영역으로 제한시키고자 하는 칸트가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

다. 일단 이러한 비유는 신이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조력이 우리의 노력

을 해하지 않는다는 점은 보여주지만, 그러한 조력이 우리에게 원칙적으

로는 알려질 수 없다는 점은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떠

한 학생이 자신의 학비에 대한 지원을 모를 수 있겠는가? 또한 백종현이 

지적하였듯이 초험적 영역에 대한 무지를 주장하였던 칸트가, 우리에 대

한 신의 조력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

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약한 이유에서

가 아니라, 신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도덕이 불가능해지리라는 피

할 수 없는 이유여야만 하겠다. 이러한 이유와 비교해 보면 페스터넥이 

자신의 입장을 근거짓는, 인간의 능력의 부족함 및 마음의 불투명성으로

부터 오는 불확실성은 다소 약해 보인다. 

이제 우리는 칸트의 최고선 건설에 있어서 신의 역할에 관해 어떤 문

제가 제기되는지를 확실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는 신의 사회

적 조력이 인간의 사회적 노력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초험적인 영역

에서, 그러나 그것 없이는 이상사회 건설에 대한 인간의 노력이 완성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는가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의 

중요성은 기존의 해석자의 입장을 검토하면서, 그들이 대체로 신의 사회

적 조력을 잉여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그것을 비교적 호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이 조력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불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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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부적절하게 설명한다는 데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인간의 노력과 신의 조력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내어야만, 거기에서 신의 조력이 불필요

한 것인지, 혹은 인간의 노력과 양립 가능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먼저 칸트의 실천이성비

판의 원문에서 이러한 의문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로부터 어떠한 논의를 끌어내어야 하는지를 

보다 명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

3. 실천이성비판의 최상선과 최고선

이 절에서는 종교에서 다루어지는 최고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가 최고선을 어떻게 탐구하였

는지를 추적해 본다. 이 과정에서 칸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혼의 불멸

과 신의 현존에 대한 요청을 제시하였는지를 정리하여, 해당 저서에서 

최상선과 최고선에 대한 논의에서 불명료한 지점을 살펴보고 논문의 방

향을 보다 확고하게 설정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실천이성비

판의 최상선 논의가 앞 장에서 다룬 종교의 악의 극복 논변과 본질적

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보게 된다.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불명확

하게 서술된 실천이성비판의 최상선 논의가 종교에서 보다 명료하

게, 그리고 원숙하게 서술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찬가

지로 다소 불명확하게 서술된 최고선에 대한 논의 역시 종교를 통해 

보완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에 도달한다.

3.1. 실천이성비판의 최상선

지금 우리의 주제가 되는 실천이성비판의 이상사회, 곧 최고선에 대

한 논의는, 해당 저서의 2권인 변증학 부분의 2장에서 다루어진다. 이 논

의는 최고라는 개념이 두 가지로 애매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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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덕, 혹은 선의 개념 역시 최상선과 최고선으

로 구분된다는 점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다루는 칸트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최고라는 개념은 이미 애매함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에 

주의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불필요한 쟁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고는 최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완벽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전자는 자체로 무조건적인, 다시 말해 다른 어떠한 것에 

종속되지 않는 그러한 조건이다. 후자는 같은 종류의 더 큰 전

체의 어떤 부분이 아닌 그런 전체이다. (행복할 자격으로서) 덕

은 우리에게 오로지 소망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의 최상 조건이고, 그러니까 또한 행복을 얻으려는 우

리의 모든 노력의 최상 조건이며, 그러니까 최상선이라는 사실

은 분석학에서 증명되었던 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덕은 

아직 이성적 유한 존재자의 욕구 능력의 대상으로서의 전체적

인 완벽한 선은 아니다. 그런 것이기 위해서는 행복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이며, 그것도 한낱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인격의 당파적 안목에서가 아니라, 세계내의 인격 일반을 목적 

자체로 여기는 무당파적 이성의 판단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행복을 필요로 하고, 또한 행복할 자격이 있으나, 그

럼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성적 존재자의... 완전한 

의욕과는 전혀 양립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무릇 덕과 행복이 

함께 한 인격에서 최고선을 소유하고, 이 경우에도 행복이 (인

격의 가치이자 인격의 행복할 자격인) 윤리성에 정비례하는 몫

을 가지고서 가능한 세계의 최고선을 형성하는 한에서, 이 최

고선은 전체, 곧 완전선을 의미한다.”

(KpV 5: 110, 칸트의 강조)

이 논의에서 칸트는 최고라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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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다음, 선에 있어서 완전한 의미는 그 중 두 번째의 의미라는 점

을 해명하고 있다. 즉, 도덕에 있어서의 최고는 1) 무조건적으로 도덕을 

따라야 한다는 원리, 곧 덕을 지칭할 수도 있고(최상), 2) 행복할 자격, 

곧 유덕한 자에게 그가 가진 그 유덕함만큼의 행복이 비례적으로 따라오

는 경우를(완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칸트는 전자, 곧 무

조건적으로 도덕을 따라야 한다는 원리는 최상선이라는 표현과 연결시키

고, 후자, 곧 행복할 자격은 최고선이라는 표현과 연결시킨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서 도덕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가 다른 어떠한 

사태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하는 행위원리의 채택은 최상선으로, 그러한 

행위원리를 받아들인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받는 경우를 최고선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최상선이 무조건적으로 도덕 법칙의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행위자의 행위 원리라는 점은 실천이성비판에서 “덕”이라는 표현의 의

미가 설명되는 부분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실천이성비판의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지 제시된다: 곧 덕은 도

덕적 “원형[의지의 신성성, 혹은 신성한 의지]에로 무한히 나아가는 의지

의 준칙의 진행과 지속적인 전진을 향한 이성적 존재자들의 불변성을 확

실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덕이야말로 유한한 실천 이성이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다(KpV 5: 32-3). 이를 정리하자면 실천이성

비판에서 덕은 최선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며, 우리로 하여

금 도덕적 이상향에로 “무한히 나아가는” 사태를 가리킨다 하겠다.

이와 같은 실천이성비판의 덕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살펴본 윤리 

형이상학의 논의에 비추어 이해해 보자면, 실천이성비판의 덕은 윤
리 형이상학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덕 의무와 질료적 덕 의무가 동시에 

만족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이 논의가 무한한 전진을 다룬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덕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비교적 명백해 보인

다. 우리는 2장에서 윤리 형이상학을 다루면서 칸트의 도덕률이 도덕

적 믿음을 다루는 질료적 덕 의무와 도덕적 의지력을 다루는 형식적 덕 

의무로 구성된다는 것을 앞에서 다룬 바 있으며, 무한한 전진은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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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 형이상학에
서 질료적 덕 의무는 칸트적 도덕 법칙의 내용, 혹은 그러한 도덕 법칙

이 요구하는 바대로의 도덕적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는 반면, 형식적 덕 

의무는 우리가 영원히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언

제나 행위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키워 나가는 데에 있다는 점 역시 우리

는 2장에서 정리하였다(MS 6: 394). 

실천이성비판의 덕이 윤리 형이상학에서 질료적 덕 의무의 만족, 

곧 도덕 법칙의 지시의 올바름에 대한 믿음을 함축한다는 것은, 맥락상 

덕에 대한 위에서의 논의가 도덕 법칙의 지시와 관련되어서 제시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실천이성비판에서 덕에 대한 위의 설명이 나타나는 

부분은 인간이 “신성한 의지”에로 가까워져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이 의지는 다시 “도덕 법칙에 거역하는 어떤 준칙도 가질 수 없는 그러

한 의지”로 설명되기 때문에, 이러한 덕을 소유한 행위자는 도덕 법칙의 

지시들을 도덕적 믿음으로 승인한다는, 질료적 덕 의무의 조건을 만족시

킬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KpV 5: 32). 

이와 같은 무한한 전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덕 개념은, 우리

가 앞 장에서 살펴본 악의 극복 논변과 유사하다. 일단 위에서 보았듯이 

실천이성비판의 덕은 “무한히 나아가는 의지의 준칙의 진행과 지속적

인 전진을 향한 이성적 존재자들의 불변성”이라고 제시되었으므로, 이는 

도덕 법칙이 부여하는 무조건적 준수의 의무를 따르기 위해서 의지력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는, 긴 기간에 걸친 행위자의 불변적인 노력까지도 

포함하겠다.116) 그리고 길게 인용된 인용구에서, 칸트는 덕이 곧 최상선

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상선은 도덕 법칙의 지시를 잘 알고, 

116) 이러한 논의는, 비록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윤리 형이상학에 제시되는
덕에 대한 정의와 의지력을 다룬다는 점에서 사태상 상응하는 점이 있다. 거기에서
덕은 “인간의 의무 수행에서 그의 준칙의 강함”이고 이 강함은 다시 “윤리적 결의와
충돌할 수 있는 자연본성적 경향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으로 주어지며, 
이는 덕이란 곧 도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력의 크기 내지는 행위자가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MS 6: 395). 이러한 두 논의는, 실천이성비판에서는 의지
력이 점차 커져 나가는 사태를, 윤리 형이상학에서는 한 시점의 의지력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의지력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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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더하여 형식적 덕 의무와 관련하여 의지력을 무한히 전진시켜 나

가는 노력이 더해져서,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도덕을 행하라는 도덕 법칙

의 지시를 만족시키는 경우이고, 이는 대체로 우리가 2장에서 살펴 보았

던 질료적 덕 의무와 형식적 덕 의무 양쪽이, 인간의 무한한 기간에 걸

친 노력을 통해 준수되는 경우라 볼 수 있을 것이다.117)

칸트는 이렇게 실천이성비판에서 최상선 및 최고선 개념의 구분을 

정리한 다음, 최고선에 있어서 덕과 영혼의 결합이 종합적으로, 이성에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논한 다음, (최고선의 첫 번째 

조건인) 최상선과 관련하여 우리가 영혼 불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는 논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 세계에서 최고선의 실현은 도덕 법칙에 규정될 수 있는 의

지의 필연적 객관이다. 그러나 이 의지에서 마음씨의 도덕 법

칙과의 완전한 부합은 최고선의 최상 조건이다. 그러므로 이 

부합은 그 객관과 꼭 마찬가지로 가능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객관을 촉진하라는 동일한 명령 속에 포함되어 있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의 도덕 법칙과의 완전한 부

합은 신성성, 곧 감성 세계의 어떠한 이성적 존재자도 그의 현

존에 어떤 시점에서도 이를 수 없는 완전함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 부합은 실천상 필연적인 것으로 요구되므로, 그것은 

저 완전한 부합을 향한 무한한 전진 중에서만 만나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실천적 전진을 우리 의지의 실재적 객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순수 실천 이성의 원리상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런 무한한 전진은 동일한 이성적 존재자의 무한히 

지속하는 실존과 인격성 – 이것을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성이

라고 부르거니와 –을 전제하고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최고

117) 2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질료적 덕 의무와 형식적 덕 의무를 칸트적 표현을 사용
하지 않고 표현한다면 각각 도덕 법칙의 지시를 따르라는 올바른 도덕적 믿음을 가지
는 것과, 그러한 지시를 행위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
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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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실천적으로는 영혼의 불멸성을 전제하고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불멸성은 도덕 법칙과 불가분리적으로 결

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순수 실천 이성의 하나의 요청이다.”

(KpV 5: 122, 칸트의 강조)

이러한 인용구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이 영혼 불멸의 요청을 주장하는 

칸트의 논의가 최고선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의 최상선의 가능성을 유지

하기 위한 논변이며, 3장에서 본 악의 극복 논변과 많은 지점에서 유사

하지만 일부 논의는 불명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이 논변과 

악의 극복 논변 간의 유사점들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칸트가 말하는 바는 

대체로 개인적인 도덕적 이상향에 도달하는 방안을 매우 간략하게 서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에서 칸트는 인간이 도달해야 

할 도덕적 이상향을 “의지의 도덕 법칙과의 완전한 부합”인 “신성성”이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사태에 도달할 가능성은 반드시 주어져야 하

는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한한 전진”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

고 이 무한한 전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혼의 불멸이 참인 것으로 

가정되어야, 곧 “요청”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학과의 유비에서 x축의 무한

성에 대한 논의, 곧 인간 수명의 무한함의 필요성 내지는 요청에 대한 

논의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에서 “신성성”이 정확히 어

떠한 것인지 명백하지는 않지만, 이 역시 우리가 앞에서 논하였던 도덕

적 이상향을 지칭할 것이다. 그리고 칸트는 같은 절에서 이어지는 논의

에서는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자는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이 계열

에서 도덕 법칙과의 부합의 전모를 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KpV 5: 

123, 칸트의 강조). 유한자와 대비되어서 주어지는 이러한 무한한 존재자

는, 나의 도덕적 진보의 계열을 관측하는 존재이므로 앞 장에서 제시한, 

나의 마음을 직관하는 전지한 신과 대체로 비슷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

다. 이러한 유사성으로부터 바로 위에서 살펴본 실천이성비판에서의 

덕의 성취 방안, 곧 신성한 의지에로 무한히 다가가는 방안과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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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극복 논변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가 제시

한 해명은 큰 틀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악의 극복 논변과 비슷

한 면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거나 

불분명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불분명한 지점들은 논변에서 제시되

는 목표로서의 이상향의 성격, 칸트에게서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인 마음

의 불투명성, 그리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도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의 노력인 회심, 그리고 그와 합쳐져

서 악을 극복하게 만드는 신의 조력인 은총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먼저 

여기에서 의지력의 무한한 전진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인 

“신성성” 혹은 신성한 의지라고 하는 도덕적 이상향은, 종교에서 제시

되었던 가능한 이상향과 불가능한 이상향 사이의 구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채로 보다 단순하게 제시되고 있다.118) 그러나 우리가 2, 3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종교에서 칸트는 보다 적절한 인간적 이상향을 두 가

지로 구분한다. 즉 우리의 목표가 되는 이상향은 우리와 유사한 의미에

서의 도덕적 수용성을 갖는, 달리 말해 그에게 주어지는 상황으로부터 

유혹을 느끼는 행위자로, 이와 대조적인 이상향인 신적이고 우리의 목표

조차 될 수 없는 이상향은 그러한 유혹을 느끼지 않는, 달리 말해 절대

적인 무정념성을 가지는 존재로 구분되었던 바 있다. 또한, 실천이성비

판에서는 마음의 불투명성이 암시되고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시적

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실천이성비판에서 마음의 불

투명성에 대한 암시는, 위 인용구의 뒷부분에 달려 있는 각주에서 전제

되는 것 같다. 칸트는 “선으로의 진보에 있어서 그의 마음씨의 불변성에  

대한 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게는 그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처

럼 보인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마음의 불투명성이 없다면 마음씨의 

불변성에 대한 확신이 주어진다고 말했을 것이니 말이다(KpV 5: 123, 칸

118) 우리가 2장에서 앨리슨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언급한 이러한 신적/인간적 이상향 사
이의 구분 문제는, 아마도 실천이성비판의 논의를 해석하는 데 주목하는 많은 연구
자들이 칸트에게서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간이 도달해야 할
바는 우리가 추구할 수조차 없을 신성한 의지 자체가 아니라 무한한 의지력이라는 구
분이 실천이성비판에서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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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강조).119) 또한 이어지는 논의에서 칸트는 이러한 행위자는 자신의 

도덕적 전진의 고정불변성에 대한 “확실성”을 가질 수는 없고, 다만 생

의 긴 부분을 선을 향해 진보해간 사람만이 그에 대한 “위안적인 희망”

을 얻을 수 있다고 논하기도 한다. 이 구절 역시, 만약에 칸트가 마음의 

불투명성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아온 행위자가 어떤 확실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논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투명

성은 여기에서 직접 제시되지 않으며, 또한 그 귀결인 소극적 의무 역시 

불명확하게만 다루어지고 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는 달리 

선해짐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단이 되는, 회심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의

무, 곧 악행의 최소화라는 구체적 의무나 그러한 의무가 제시되는 과정

은 실천이성비판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실천이성비판에서는 이 신성성이라고 언급된 도덕적 목표에 도

달하는 방안이 다루어질 때 때 종교에서처럼 “은총”과 같은 구체적인 

신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이 보다 빨리 쓰여진 저작

에서는 칸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도덕적 이상향 자체가 정확히 어떠한 

개념인지 서술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실천이성비판의 논의에서는 

무한한 발산으로도 마치 이상향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혹

은 어떤 단적으로 큰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정해주는 신의 

은총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개인적 이상향을 성취

할 수 있다는 논의는 다만 해당 논의의 각주에서 “마음씨의 불변성에 대

한 확신,” “그의 지속의 무한성에서만 신의 의지에 완전한 합치할 것”이

라는 예측 등으로만 다루어지는데, 이러한 짧은 서술로부터 칸트가 여기

에서 지속적인 전진으로서의 무한을 통해 도덕적 이상향에 도달할 수 있

다는 것인지, 아니면 은총과 같은 어떤 추가적인 신의 조력을 통해서 그

가 논하는 신성한 의지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결

론짓기는 어렵다. 

이어지는 각주의 논의에서 칸트는 “진보에서의 지복”의 미래가 “신성

성과 꼭 마찬가지로 무한한 전진과 그 전체성”에만 함유될 수 있다고도 

119) 이러한 불투명성은, 앞 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종교에서는 악의 극복에 대한 둘
째 난문을 다루는 부분에서 다루어진다(R 6: 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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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한다. 이러한 표현이 모종의 도덕적 이상향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논의 역시 너무 짧게 진행되기에 이로부터 어떤 확정

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앞의 논의를 참조한

다면, 여기에서 “그 전체성”은 앞에서 살펴본 무한수와 같은 개념과 상

응하고, “무한한 전진”은 의지력의 무한한 발산, 내지는 수학적 무한에 

상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KpV 5: 123n). 그러나 적어도 여

기에서는 자칫 무한에 대해 모순을 내포할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입장

이 아무런 설명 없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지복이라는 표

현과 함께, 도덕에 비례하는 행복을 필요로 하는 최고선에 대한 논의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리고 칸트는 불과 두 페이지 밖에 

진행되지 않는 이 짧은 절에서 최상선이란 “최고선의 최상 조건”이며 

“최고선은 실천적으로는 영혼의 불멸성을 전제하고서만 가능”하고 “각자

에게 최고선에서 정해 주는 몫”등 최고선을 암시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서술한다. 그리하여 실천이성비판에서 주어지는 최상선에 대한 논의는 

어떤 독립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최고선에 대한 그의 논의의 한 부분인 것

처럼 보이게 된다.

3.2. 실천이성비판의 최고선

다음으로, 실천이성비판에서 최상선 논의에서 이어지는 신의 현존에 

대한 요청과 최고선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제시되는가를 살펴보자. 일단 

신의 존재에 대해서 칸트는 한편으로, 매우 간략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

펴본 인용구에서도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자”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칸트는 최상선 논의의 끝부분에서 바로 이어지는 ｢순수 실천 이

성의 요청으로서의 신의 현존｣라는 절에서 신에 대한 그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드러낸다. 먼저 이 절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칸트는 최상선은 최

고선 논의의 첫째 요소이고, 그리고 행복은 그 두 번째 요소라고 서술하

면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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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분석에서 도덕 법칙은... 곧 최고선의 첫째의 가장 고귀

한 부분인 윤리성의 필연적 완성이라는 실천적 과제에 이르렀

고, 이 때 이 과제는 오로지 영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으므로, 

불멸성의 요청에 이르렀다. 바로 이 도덕 법칙은 또한 최고선

의 둘째 요소, 곧 저 윤리성에 부합하는 행복의 가능성에... 곧 

이 [행복이라는] 결과와 합치하는 원인의 현존이라는 전제에 

이를 수밖에 없다.

(KpV 5: 124)

이 인용구의 서두에서 제시되는 “앞서의 분석”은 직전에 다루어졌던, 

무한한 의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논변, 곧 최상선의 달성 가

능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불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변을 가

리키겠다. 칸트는 이러한 최상선에 더하여, 행복할 자격에 상응하는 행복

이 실제로도 분배되는 것을 최고선의 둘째 요소로 여겨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세계의 원인으로서의 신

을 요청할 필요가 발생한다는 논변을 제시한다:

우리는 응당 최고선의 촉진을 추구해야 한다. (최고선은 그러

므로 역시 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또한 이 연관의 근

거, 곧 행복과 윤리성 사이의 정확한 합치의 근거를 함유할, 

자연과는 구별되는 전체 자연의 원인의 현존이 요청된다. 그러

나 이 최상 원인은 응당 자연의 한낱 이성적 존재자들의 의지

의 법칙과 합치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들이 이 

법칙을 의지의 최상 규정 근거로 삼는 한에서, 이 법칙의 표상

과도 합치하는 근거를, 그러므로 단지 형식상으로 윤리와 합치

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인인 윤리성, 다시 말해 그들

의 도덕적 마음씨와 합치하는 근거를 포함해야만 한다. 그러므

로, 도덕적 마음씨에 적합한 인과성을 갖는, 자연의 최상 원인

이 전제되는 한에서만, 이 세계에서 최고선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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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V 5: 124-5, 칸트의 강조)

이 짧은 논의에서 최고선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

은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칸트가 말하는 사회가 매우 정의롭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긍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최고선은 앞서 제시한 인용구에

서 다룬 바와 같이 “행복이 (인격의 가치이자 인격의 행복할 자격인) 윤

리성에 정비례하는 몫을 가지고서 가능한 세계의 최고선을 형성하는 한

에서, 이 최고선은 전체, 곧 완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

소 어려워 보이는 이러한 표현에서 칸트적인 표현을 걷어낸다면, 우리는 

최고선이란 어떤 세계에서 도덕적 마음씨 내지는 윤리성에 비례하는 정

도로 행복이 분배되는 상식적인 경우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사회는, 모두가 각자의 윤리성에 정비례하는 행복을 분배받는 것으로 제

시되었으므로, “행복을 필요로 하고, 또한 행복할 자격이 있으나, 그럼에

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즉 직관적으로 보기에 부당한 경우는 

결코 생겨나지 않는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직관적

인 설득력을 가진다(KpV 5: 110). 그렇다면 이러한 바람직한 경우가 일

반화되는 것을 건설하는 것은, 비록 어떤 맥락에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제시되는지가 아직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의무라는 주장 역시 

상식적인 설득력은 가지겠다.

칸트의 주장에서 생기는 보다 큰 문제는 그가 어째서 이러한 상식적인 

이상사회를 현실에 구현할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고 여

기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데에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

한 사회, 곧 선한 사람이 행복한 사회는 어떤 상식적인 설득력을 지니고, 

어떤 의미로는 상식적으로 이러한 사회가 현실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데

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칸트의 입장

을 다소 강하게 축약시켜 보자면,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지향되어야 할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우 비상식적으로, 신의 현존이 필요하기에 

그것이 반드시 요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

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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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해석가들의 문제 제기의 기원이기

도 하였다.

이러한 직관적인 문제에 더하여,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라 이

러한 사회가 최상선의 구현을 그 조건으로 할 때, 분배될 행복의 양상을 

고려해보면 어떤 딜레마가 주어지는 것 같다. 일단 여기에서 사회의 구

성원들은, 칸트에 따르면 최고선의 첫 번째 조건인 최상선을 달성한 사

람들이라고 가정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을 참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그들이 실로 최상선이 요구하는 바에 맞는 존재, 곧 도덕 법칙과 그

들의 준칙이 완전히 합치하는 존재라면120)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복은 

무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칸트에 따르면, “행복이란 이 

세상의 이성적 존재자가 그 실존 전체에서 모든 것을 자기 소망과 의지

대로 하는 상태”라는 매우 상식적인 개념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KpV 5: 

124). 이와 같은 행복 개념은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잘 활용하는 

것을 행복이라 본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고전적 입장과 비교해 보면 매우 

엷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가 없으므로 다양한 물질적 

조건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의 대상들은 

유한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 때 선한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바로서의 

무한한 행복과 맞지 않게 되어 버린다. 반대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의 선

한 정도가 무한히 나아가는 중인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유

한한 삶 안에서 그들은 각자의 유한한 선한 정도에 따른 유한한 행복을 

받는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만약에 이러한 사회가 최고선이 

달성되는 사회라면, 거기에는 초험적인 요청이 굳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선함의 정도에 

따라 행복을 분배하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어 보이는 이러한 상식적인 

의미로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는, 신이나 영혼의 불멸이 요구될 필요도 

없을 것이니 말이다. 

이와 같이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가 전개한 최고선 논변은 불명료한 

지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의 문헌적 비교가 맞다면, 실
120) 우리는 적어도 신이 무한의지력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판정해 줄 수 있음을 보았다
는 점에서 이는 앞 장의 논의와 충돌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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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성비판의 최상선의 논의는 종교 2논고에서 보다 명료히 재서술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실천이성비판에서의 불명

확하게 다루어진 최고선 논변 역시 종교에서 보다 명료하게 재서술되

었으리라는 희망적 관측을 할 수도 있겠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희망 하

에 실천이성비판에서의 최고선에 대한 독해상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

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종교의 서술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점으로부터, 우리가 탐구

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겠다: 첫째로는 칸트적인 입장에서 

최고선에 대한 적절한 독해는 영혼불멸과 신이라는 두 초험적 요소가 그

러한 논의에서 어떠한 의미로 필수적이거나 혹은 필수적이지 않은지를, 

그리고 어떻게 양자가 양립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최상선이 최고선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의미와 관련

하여, 칸트에게서 최상선이라는 행복할 조건에 따른 물질적인 행복의 분

배가 이루어 진다고 할 때, 이 분배가 어떠한 형태로 가능할 것인가 하

는 문제 또한 보다 명료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종교의 이상 사회에서 요청되는 전능한 신

이제 논의의 마지막이 되는 이 절은 종교의 3논고를 앞 장에서 제시

한 2논고에서 제시한 해석의 연장선상으로, 그리고 실천이성비판의 최

고선 논변에 대한 칸트의 원숙한 논변으로 독해함으로써 이처럼 다소 혼

란스럽게 서술되어 있는 칸트의 최고선 논변을 보다 확실히 정리하고 이

로부터 전능한 신에 대한 초험적 요청의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로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영혼 불멸과 전지한 신에 대한 요청의 필요

성에서 이어지는 칸트에서의 전능한 신에 대한 요청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개된 종교에서의 논의는 곧 실천

이성비판에서의 최상선과 최고선에 대한 논의의 연장으로, 거기에서 너

무 급하게 진행된 논의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종교라는 저서는 보편악 주장, 그 단적인 극복 방안, 그리고 그 



- 264 -

극복이 가장 잘 이루어질 환경에 대한 강구의 순서로 일관되게 구성된 

저서라는 점 역시 드러난다. 다만 칸트가 그의 보편악 주장 전체를 여기

에서 펼 수 없었다는 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고선에 대한 그의 원숙한 

입장을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역시 밝혀질 것인데, 이러

한 논의는 일종의 부록으로 다음 절에서 다루어진다. 

이 절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종교의 

3논고를, 개인적 이상향에 도달해야 한다는, 2논고의 악의 극복 논변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는 이상사회 건설에 대한 의무를 다루는 논의로 해

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칸트의 이상 사회인 최고선의 이념에 따른 사

회에서 전능한 신의 현존에 대한 요청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상적인 존

재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을 다룬 앞 장의 논의에서 영혼 불멸과 전지하고 

은총을 베푸는 신이 요청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최선의 노력으

로도 닿지 못하는 사회적 이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희망을 남겨 주

는 필수불가결한 전제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해석 이후에는, 다른 

절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묶어서 칸트의 보편악 주장, 악

의 극복, 그리고 그 달성 방안으로서의 이상 사회 건설에 대한 논변을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칸트의 신이 지

니는 세 측면이 실천이성비판에서 언급되었던 신의 성질에 대한 완결

된 묘사로 해석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다시 밝힌다.

4.1. 악을 극복할 수단과 이상 사회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앞장에서 다룬 독해의 귀결을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주어질 의문을 떠올려 보자. 일단, 앞 장에서 우리는 스스

로의 의지력의 크기가 우상향하고 있는 사태, 곧 회심에 대한 희망을 갖

기 위해 각자의 삶 속에서 악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을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참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도대체 나약한 의지력만을 가지

곤 하는 인간이, 악행의 최소화라는 이 막대하고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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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무를 어떻게 해야만 잘 만족시키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의문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면, 문헌상으로, 종교의 3부의 시작 

부분을 장식하는 다음과 같은 논의는, 바로 이러한 의문을 칸트가 스스

로 제시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도덕적으로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각기 선한 원리의 지

휘 아래서 악한 원리의 시련들에 대항하여 이생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투쟁은, 그가 제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에게 

악한 원리의 지배로부터의 해방 이상의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 인간이 “죄의 법칙 

아래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정]의로움을 위하여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소득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언제나 악한 원리의 공격들에 

내맡겨져 있고, 끊임없이 시련당하고 있는 그의 자유를 고수하

기 위해서는 언제나 계속해서 투쟁을 위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인간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그 자

신의 탓으로, 따라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이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서 적어도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문제이다... 이제 진실로 인간에게 있어서 악의 

방지와 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을, 즉 통합된 힘으로

써 악에 대항하는, 지속적이고 점점 확대되어 순전히 도덕성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찾아

내지 못한다면, 개인이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악은 그를 부단히 악의 지배 아래로 되돌아갈 

위험 속에 붙잡아 둘 것이다.”

(R 6: 93-4)

이러한 서술은 종종 칸트에게서 악의 근본적인 극복 자체가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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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의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 사회의 건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논의되기도 한다.121)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다룬 해석을 

염두에 둔다면, 이 구절은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즉, 앞서 우리는 

악의 극복 방안에 대한 탐구의 결과로, 악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개인적 노력이 회심임을 확인했다. 이는 다시 마음의 불투명성에 의해 

소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각자가 회심

을 하지 않았음을 알아차리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요구, 곧 악행의 최소

화였다. 그렇다면 지금 칸트는 인간이 저지르곤 하는 악행의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유혹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

고 있는 것이겠다.

그런데 칸트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한 중간 단

계를 거쳐서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제시한다. 즉, 먼저 칸트는 외

적으로 악행이 최소화되는 환경이 먼저 주어져야 하고, 그러한 사회 위

에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다. 칸트는 먼저 악

행이 최소화되는 환경은, 인간을 둘러싼 상황들이 완벽한 “정치적 공동

체,”122) 곧 구성원들의 외적인 행위가 보여주는 도덕성에 비례하여 행복

이 분배되는 사회로 생각될 수 있다고 논한다(R 6: 95).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정치적 공동체가 어떠한 사회인지 종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칸트의 입장을 그의 다른 저서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123)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여

121) 이러한 독해는 칸트에게서 악의 개념을 다루는 논의에서 2장의 설명된 우드와 같은
경험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앨리슨이나, 혹
은 페스터넥과 팜퀴스트가 놓친 지점이 바로 이 악의 사회적 극복 방안의 중요성이기
도 하다. 이 논의에 대한 이러한 오해 혹은 간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구절을 2논고
와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칸트가 바라보는 사태가 무엇인지 불명
확해 보일 수 있다는 데에서 생기는 것 같다.

122) 때로 칸트는 이를 “법적 공동체,” 혹은 “법률적 공동체”라고도 말한다. 이를 반영하
여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표현들, 곧 정치적/법적/법률적 공동체는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23)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칸트의 다른 후기 저서들에서 비교적 여러 곳에서 나
타난다. 아마도 이는 이러한 논의가 종교적 공동체와는 달리 검열의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담고 있는 저서로는 영원한
평화, 인간학, 학부들의 다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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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그들의 행위의 선함에 정확히 비례하여 행복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건설되었다고 하자. 이 때 그러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건 간에 단지 목적합리성만 있다면 악행을 최소

화하게 될 것이다. 칸트의 표현을 빌자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은 비

록 도덕적으로-좋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좋은 시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설사 악마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에서는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선하게 행위하리라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공동체를 인간이,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이 목표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로 제시한다(ZeF 8: 366; SF 7: 92). 또한 이러한 사회는 준칙

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선한 사람이 복을 받

는 사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원칙적으로는 인간의 힘만으로 건설 

가능한 최선의 이상사회로 묘사되곤 한다. 

칸트는 어쩌면 충분히 이상적인 사회, 즉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는 힘들어 보이는 이러한 정치적 공동체의 단점을 지적하며 한걸

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일단 정치적 공동체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리고 많은 해석가들로 하여금 칸트의 이상사회에서 어째서 신이 필요

한지에 대한 의문을 떠올리게 하였던, 상식적인 의미에서 정의로운 사회

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인간적인, 혹은 세속적인 최고선이 구현되는 

사회는 분명 충분히 정의로운 사회이고, 여기에 신의 조력은 필요하지 

않다. 칸트 역시 이러한 사회는, 그를 잘못 해석해 온 여러 사람들과 마

찬가지로, 순전히 인간의 손에 의해서 건설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윤리적 공동체”라는 더 나아간 이념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공동체에 만족하지 않고, 이러한 사회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이

상향의 기준치를 더 높게 끌어올린다. 이는 앞 장에서 그가 개인적 이상

향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와 유사하다. 우리는 그가 인간적 이상향을 다

룰 때, 이미 인간으로서 훌륭한 의지력을 가지는 현실적 이상향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의지력이라는 

머나먼 이상향을 지향하였음을 보았다. 칸트는 이상사회가 어떠해야 할

지를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로 순전히 외적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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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건설할 수 있는 최선의 공동체의 난점을 지적하고 이보다 더 먼 

목표에 닿을 희망을 간직할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정치적 공동체의 단점 때문이

다. 칸트에 따르면, 최선의 공동체조차도 윤리적 맥락에서 필요한 이상 

사회이자 그야말로 최선의 이상사회, 곧 모두의 의지력의 크기가 무한을 

향하여 우상향하는 사람들의 집합이자 그러한 사람들을 가장 잘 양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혹이 최소화되는 사회라는 개념에 어울리지 않기 때

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는 정치적 공동체의 목표는 각자의 내면이 아

니라 외적 행위의 완전성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넘어서서 내면의 완전성을 달성하는 이상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칸트는 최고선에 대한 믿음 하에 회심한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건설하는 

이상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의 힘으로 세

울 수 있는 이상적 사회인 정치적 공동체와 진정한 이상 사회인 윤리적 

공동체를 구분하여, 후자의 사회가 전자의 사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펼친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회심한 자들 곧 “순전한 덕의 법칙

들 아래에서의 인간들의 결합”으로 구성된 윤리적 사회가 다시 말해 “정

치적 공동체의 한 가운데에, 그것도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성립”

되는 사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R 6: 94). 

이처럼 보다 더 멀리 나아간 이상사회에 대한 칸트의 관점에 상응하

여, 종교에서 최고선이란 바로 이러한 사회, 곧 신에게 있어서 선하게 

판정될 자들인 회심한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고, 칸트는 

그러한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은 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일종의 독특한 의무, 즉 인간의 인간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인류의 그 자신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된

다... 최고의 윤리적 선은 개개 인격이 그 자신의 도덕적 완전

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그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개인격들이 하나의 전체 안에서,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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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씨를 가진 인간들의 하나의 체계로 통합할 것이 요구된다. 

최고의 윤리적 선은 이러한 체계 안에서만 그리고 이 체계의 

통일을 통해서만 성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체

의 이념, 즉 덕의 법칙들에 따르는 보편적 공화국의 이념은... 

모든 도덕법칙들과는 전혀 다른 이념으로서, 곧 우리가 그것이 

과연 우리의 통제력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

의 전체를 목표로 삼아 이루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

무는 그 종류와 원리에 있어서 모든 다른 의무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 사람들은 이로써 이미 미리, 이 의무가 또 하나의 다

른 이념, 곧 보다 더 높은 도덕적 존재자의 이념의 전제를 필

요로 하며, 이 존재자의 보편적 제도를 통해 그 자체로서는 불

충분한 개개인의 힘들이 공동의 작용으로 통합되는 것임을 짐

작할 것이다. 그러마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저러한 윤리적 

필요요구의 실마리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고갈 것인지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R 6: 97-98)

여기에서 칸트는, 선해짐에 대한 의무는 순전히 개인의 노력으로는 이

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무의 달성은 “보다 더 높은 도덕적 존재

자의 이념,”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통합된 공동체의 건설을 통해서 이루

어진다는, 자신의 논의의 결론을 미리 제시하고, 이어지는 논의에서 이러

한 결론의 근거를 제시할 것임을 마지막 문장에서 암시하고 있다. 그렇

다면 정확히 이 신은 어째서 요청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

을 수행하는가? 

이상사회 건설에서 신이 요청되어야 한다는 칸트의 논의는, 한편으로 

칸트의 문헌상에서는 두 가지로 다소 성급하게 제시되는데, 우리는 이러

한 논의에 더하여 해당 논변의 근거가 되는 직관을 정제하여 보다 논리

적으로 굳건하게 재구성된 논변을 제시할 것이다. 일단 칸트의 각각의 

논변을 소극적 논변과 적극적 논변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먼저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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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부터 살펴보자. 위 인용구에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칸

트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전능한 신의 필요성은 소극적으로는 정치적 

공동체의 두 가지 불완전함에 기인한다. 첫 번째 불완전함은 앞에서도 

언급한 정치적 공동체의 난점에서 생긴다. 여기에서 칸트는 마음의 불투

명성으로 인해 생기는, 법적 공동체에서의 구성원들의 준칙의 변화를 그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의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칸트에서처럼 

마음의 불투명성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정치적 공동체는 각자의 응

분의 몫을 각자가 외적으로 드러내보인 행위에 대해, 혹은 그러한 행위

로부터 역으로 추정된 각자의 행위 원리에 맞게 분배하는 것 이상을 바

랄 방안이 없다. 그러나 인간이 각자의 행위 원리를 그의 삶 속에서 외

적 행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낸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준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정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즉 칸트에 따르면, 

법적 공동체의 법칙수립은, 단지 “각자의 자유는 그 아래에서 보편적 법

칙에 따라 다른 모든 이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는 조건들에 국한한다”는 

매우 엷은 규정만을 가진다(R 6: 98).124)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구성될 

“법률적 공동체”는 “유일한, 순수한 도덕적으로-법칙수립하는 이성의 과

제를 형성하는 그러한 체제가 아닌” 것으로 제시되고, 나아가 윤리적 공

동체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법칙수립이 순전히 내면적인 그러한 제도”

라고 논한다(R 6: 100). 이 구절을 풀어 말하면 내면적인 도덕의 함양을 

그 목표로 하는 공동체는 외적인 행위만을 관장할 수 밖에 없는 원리에 

기반하여 세워진 공동체와는 원칙적으로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도덕적 이상사회를 다스리는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자로 마

124) 이러한 규정은 이후에 쓰여진 법 이론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반복된다(MS 6: 
230). 필자는 이러한 엷은 원칙이 어떻게 인간의 외적 행위에 따라서 행복을 분배하
는 어떤 법칙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공동체가 회심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소극적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원리
는 응보의 원리의 근간이기에, 이 원리가 완벽하게 지켜지는 곳에서는 악마적 행위자
들이 그들의 행위원리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마다 그들의 행복을 언제나 제약하
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원리는 소극적인 방향으로는 외적 행위와 행복 간의 비례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인 방향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방향, 곧 선
한 자가 그가 받아야 할 현실에서의 복을 받아야 함에 있어서는 아마도 신의 어떤 개
입의 가능성, 그러니까 신이 다스리는 윤리적 공동체의 이념에서 이루어질 수만 있을
것으로 표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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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불투명성이란 인식적 한계를 갖지 않는 인간이 아닌 존재자, 곧 신

을 요청한다.

법적 공동체가 완전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칸트의 두 번째 논의, 곧 소

극적 논의는 이러한 이상 사회의 분배 기준에는 순전히 사적인 행위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데에서 주어진다. 정치적 공동체에서 행위자들의 분

배 기준을 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관찰 하에서 행해지는 행위

들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

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둔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도덕적인 사회는,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선하게 행위하는 사회

일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점에서도 순전히 외적인 행위에 근거해서 분

배적 정의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공동체보다 더 나은 사회를 지

향해야 한다고 논한다. 문헌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모든 정치적 공동체

는 그 안에서도 덕의 법칙들에 따른 마음들에 대한 지배가 있기를 소망

한다. 왜냐하면 저 지배의 강제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인간적인 

심판관이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꿰뚫어볼 수 없으므로, 덕의 마음씨들이 

그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에서 드러난다(R 6: 95). 이

러한 행위자들은, 익명성의 뒤에 숨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 악을 수행할 

행위자들이다. 그는 작게는 미물들에 대한 끔찍한 잔인함에서부터, 기게

스의 투명 반지를 끼게 되는 것과 같은 유리한 조건 하에서는 쾌락살인

마가 될 수도 있는 행위자이다. 이를테면 그들은, 흔한 대중 매체에서 나

타나는 기만적 악당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인격체들이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행위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사실은 사

적인 공간에서는 누구보다 잔혹한 그의 내면을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는 

악당이라고 부르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그러한 악당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정의롭다고 여기곤 한다. 칸트 또한 이러

한 행위자들이 행복을 분배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직관하고 그

의 마음을 사람들 앞에 폭로하는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존재자가 

있어야 한다고 논하며, 이것이 신이 요청되는 근거이다.

그런데 이러한 칸트의 논의는, 그가 생각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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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와 외적 행위에 기반하여 세워지는 행복의 분배 원리 간의 어떤 괴

리를 품고 있는 것 같다. 즉, 위의 논의에서 칸트가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정치적 공동체는 각자의 자유가 서로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

을 근본 원리로 해서 세워진다. 이러한 공동체는, 원칙적으로는 이 법의 

근본정신에 따라서 자유의 침해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러한 침해에 대

해서 응분의 벌을 내리는 공동체일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소극

적 논변에서 정치적 공동체의 분배 원리는 단지 이러한 법의 응보적인 

측면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 안에서 정치

적 공동체 구성원들의 외적 행위로부터 정당한 분배의 몫을 정하는 과정

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번째 논변과 같은 경우에, 개인

이 사적인 공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도덕하게 행하든지 간에, 원칙적

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근본 정신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그에게 

응보를 가할 수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논의는, 칸트가 소극적으로 서술한 법의 근본 원리와는 달리 최고선의 

이념에 맞는 행복의 분배를 인간이 인간의 인식 한계 내에서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그러나 법의 근본 원리로부터

는 나올 수 없는 공동체의 특성에 기댄 논변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칸트가 전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리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칸트에게서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동체는 앞서 언급한 

법의 엷은 근본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질서정연하게 설립된 모든 공동체

를 포괄할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는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하겠다. 그러

한 공동체 중에서 가장 엷은 원리에 지배받는 공동체는 법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응보만을 수행하는 공동체일 것이다. 반면 이러한 소극적

인 원리에 만족하지 않고, 법의 세부 사항을 최고선의 이념에 맞추어 입

법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복의 분배를 수행하는 공동체 역시 이 정치적 

공동체에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공동체의 분배 원리에 대한 이

러한 가능한 두 해석 중에, 종교에서 칸트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

지, 혹은 위에서 서술한 칸트의 두 소극적인 논변이 정확하게 어떠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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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근거하여 서술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의 밖에 놓

일 만한 작업이다. 그렇다면 일단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적어도 이러한 두 극단적인 입장 중 하나 혹은 그 사이에 속하는 관점이

라 가정하자. 그리고 이러한 입장들 중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 공동체

가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신의 사회적 조력을 통해 완성되는 윤리적 공

동체와 인간의 최선의 사회적 노력의 결과물인 정치적 공동체는 불가분

의 관계임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설명은, 최대한의 정치적 공동체에

서조차도 신이 요청되고, 다른 한편으로 최고선이 희망되기 위해서는 최

소한의 정치적 공동체라도 건설되어야 한다는 논의로 주어지겠다.

먼저 최선의 정치적 공동체에서도 신이 요청되어야 한다는 논변부터 

재구성해보자. 이러한 논변은 마음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정치적 공동

체에서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최고선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기인한다. 일

단 칸트가 참으로 받아들이는 전제인 마음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이러

한 사회의 행위자는 각자의 관찰 가능한 외적 행위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에 따라서 행복을 분배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 중에는 사실 칸트가 생각하는 악마적 존재자, 곧 도

덕 법칙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직 행복만이 그에게 행위의 원리

가 되는 행위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특수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그 사회에서 행복을 분배하는 특수한 규칙을 

알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순전한 행복의 충고에 따라서 사는 행위자임

에도, 외적 행위의 면에서는 완전히 선하게 행위할 수도 있겠다. 다만 그

는 타인에게 관찰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행복의 충고에 따를 뿐 도덕을 

결코 준수하지 않으며, 정치적 공동체에 살게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악

행을 행할 그런 자이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법적인 공동체는 이러한 사

람에게 행복을 분배하지 않을 방안이 없다. 마음의 불투명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세워지는 어떠한 이상적인 사회도 실제로는 악한 이러한 행위

자를 선하다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이러

한 방식으로 행복을 분배한다는 것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잘 알

고 있다면, 그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순전히 영리함의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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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을 행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우리는 최고선 개념이 아예 정의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논해야 할 지도 

모를 일이다.125) 따라서 이러한 최선의 정치적 공동체에서조차 최고선이 

실현되리라고 희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자의 마음을 아는 전지성

과, 그에게서 행복을 박탈하게끔 작용할 수 있는 전능함을 지닌 존재가 

요청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반대로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적어도 희망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공동체가 그 전제로서 필요하게 된다는 논변

을 재구성해 보자. 여기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공동체는, 각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부정의가 나타날 경우에 그러한 범법자에 대해서 반드시 

응보를 가하는 사회이다. 달리 말해, 만약에 어떤 사회가 이러한 최소한

의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은, 그러한 사회에 외적으로 악행을 저

지르는 행위자가 행복을 배분받는 경우가 그 사회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

다는 함축을 가진다.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사회에 목격 가능

한 부정의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자

신의 사회에서 최고선이 달성되는 것 역시 알아챌 수 밖에 없다. 최소한

의 정치적 공동체조차 최고선을 희망하는 데에 있어 필요조건이 된다는 

이러한 논변은, 악의 극복에 있어서 은총과 회심 간의 관계의 사회적 변

양이라 할 수 있다. 즉, 최소한의 정치적 공동체의 건설은 인간이 그들의 

힘으로 건설해낸 사회가, 적어도 외적인 악행을 통해 행복을 가지게 되

는, 명백하게 부정의한 사회가 아니게끔 보장하는 정의의 소극적인 성격

을 가지는 의무이다. 이는 회심이 지시하는 악행의 최소화가 우리에게 

개인적 이상향 달성에 있어서 자신의 악성에 대한 자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의무였던 것과 같다.  

반면에 정치적 공동체가 건설된다면, 비록 인간의 인식적 한계로 인하

여 그러한 사회에 악마적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되 외적 행위에 있어서는 

선하게 행위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회의 구성원이 외적으로 목도하는 명백한 부정의는 없게 된다. 따라서 

125) 이러한 염려는, 위에서 살펴본 해석들 중에서는 백종현의 입장에서 다루어진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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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사회가 각자의 내적 준칙의 선한 정도

에 따라 최고선이 이루어진 사회이기를 희망할 조건, 곧 전적으로 거짓

으로 여기지는 않을 조건은 갖출 수 있다. 정리하자면 최대한의 정치적 

공동체라도 윤리적 공동체 건설을 위해 신을 요청할 이유가 있으며, 윤

리적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공동체

라도 건설되게끔 인류는 노력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따라나온다.126) 이러

한 의미로 인류에게 있어 정치적 공동체와 윤리적 공동체는 강하게 연결

되어 있다.

4.2. 보편악, 악의 극복, 그리고 최고선에로의 길

이제 우리는 앞 장에서의 논의와 지금의 논의를 연결지어, 개인적 이

상향에서 요청되는 종교 2논고의 전지한 신과 이상사회에서 요청되는 

3논고에서의 전능한 신의 요청이 도입되었을 때의 논의를 보다 논리적으

로 정리하고 그 귀결을 통해 앞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

에 다다랐다. 우리는 3장의 마지막에서 물리적 관점 하에서의 보편악 주

장과 예지적 관점 및 영혼 불멸이 요청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

은 논변으로 형식화한 바 있다:

1. 행위자가 선하게 판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부터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칸트의 인간적 이상향) 

2. (물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다. (자연인과적 사실) 

3. 유한한 존재의 의지력은 무한할 수 없다. (무한에 대한 칸트의 관

점) 

126) 앞 장에서의 논의에서는, 회심이 어떠한 경우를 가리키는지가 지금 장에서와 같이
애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정치적 공동체를 나누어 논의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석의 애매성으로 인하여 이처럼 두 가지 논변이
주어진다. 다만 정치적 공동체에서의 신의 필요성에 대한 정리는 두 적극적 논변 중
첫 번째 논변이며, 아래의 정리는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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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리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무한한 의지력을 가질 수 없다. (2, 3으

로부터) 

∴ 5. (물리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선할 수 없다. (1, 4로부터)

1. 행위자가 선하게 판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부터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칸트의 인간적 이상향) 

2* (예지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수명은 무한할 수도 있다. (영혼불멸의 

요청) 

3* 수명이 무한한 존재의 의지력은 무한할 수 있다. (영혼불멸, 신, 회

심과 은총의 귀결)

4* (예지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무한한 의지력을 가질 수 있다. (2, 3으

로부터) 

∴ 5* (예지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선하게 판정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 

(1, 4로부터)

이러한 논의는, 전지한 신과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행위자에 대한 칸트

의 관점을 생략하고 진행되었다. 이제 이 두 논변이 공유하는 첫 번째 

전제를, 우리가 앞서 살펴본 도덕적 이상향과 신에 대한 칸트의 관점에 

맞게 다소 변형한 후, 맥락에 맞게 나머지 두 전제를 추가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형식화한다면, 칸트의 전지한 신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1. 행위자가 선하기를 희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부터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판단력비판의 도덕적 이상)

2. (예지적인 관점에서) 전지한 신의 존재는 요청될 수 있다. (초험적 

대상인 신의 요청)

3. 그러한 신은, 최선을 다해야 무한으로 발산할 뿐인 의지력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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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유혹보다 큰 의지력으로 판정해줄 수 있다. (인간의 회심과 

신의 은총)

4. (예지적인 관점에서) 신의 요청 하에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유혹보

다 큰 의지력을 가질 수 있다. (2, 3으로부터) 

∴ 5. (예지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선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1, 4로부

터)

이 때 영혼 불멸과 은총을 베푸는 신에 대한 요청은, 도덕적으로 이상

적인 상태를 성취될 희망을 보존하기 위해 가정되어야 하는 (물리적 판

단과 결코 완전히 상충하지는 않는) 전제이다. 이제 전능한 신에 대한 

요청이 정치적 공동체 건설에 덧붙여져야 한다는 칸트의 논의, 곧 보편

악 논변과 대칭을 이루는 신 없는 윤리적 공동체 건설의 불가능성 논변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1. 최고선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의 준칙의 행복할 자격에 

비례하는 행복의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칸트의 사회적 이상향)

2.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최선의 공동체의 분배 원칙은 외적 행위에 기

반하여 판단된다. (정치적 공동체의 특징)

3. 외적 행위에만 기반하여서는, 결코 각 행위자의 준칙의 행복한 자격

을 파악할 수 없다. (마음의 불투명성의 귀결)

4. 정치적 공동체에서는 각 행위자의 준칙의 행복할 자격에 비례하는 

행복의 분배가 가능하지 않다. (2, 3으로부터)

∴ 5. 신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어떤 공동체도 최고선을 달성할 수 

없다. (1, 4로부터)

이제 악의 극복에 있어서 영혼불멸과 전지한 신의 필요성을 보인 논변

과 쌍을 이루는, 최고선에 있어서 전능한 신의 요청의 필요성을 보이고

자 하는 칸트의 3논고의 논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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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체가 최고선을 목표로 위해서는 각 행위자의 준칙이 가지는 자

격에 비례하는 행복의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칸트의 사회적 이상

향)

2*. (예지적인 관점에서) 전능한 위력을 통해 행복을 분배하는 신, 곧 

각 행위자의 준칙이 가지는 자격에 비례하여 행복을 분배할 수 있

는 신의 존재가 요청될 수 있다. (전능한 신에 대한 요청)

3*. 그러한 신의 존재가 세상에 초험적으로 개입할 때, 정치적 공동체

에서의 행복의 분배는 행위자의 준칙이 가지는 자격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전능한 신에 대한 칸트의 관점)

4*.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한 신의 존재가 요청될 때, 최고선을 목표로 

하는 행복의 분배는 가능하다. (2, 3으로부터) 

∴ 5*. 신이 있다는 요청 하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최고선을 달성하기

를 희망할 수 있다. (1, 4로부터)

이와 같이 정리된 논변으로부터, 우리는 2논고의 전지한 신의 조력인 

은총과 3논고에서의 전능한 신의 조력인 행복의 분배를 통한 윤리적 공

동체 건설이 대칭을 이루는 것을 다시금 볼 수 있다. 앞장에서 은총이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사태를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로 요청된다

고 논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복의 분배에 대한 신의 개입 역시 순전

히 인간의 노력만을 통해서는, 마음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원리적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이상사회인 최고선이라는 사태를, 우리로 하여금 가

능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앞 장에서 은총을 베푸는 전지

한 신은 전적으로 초험적인 영역의 존재자였고,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인 회심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지금의 논의에서도, 최고선의 이념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

라는 존재자는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초험적 존재자이고, 그로 인해서 정

치적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인류의 집합적 노력에 결코 이러한 신의 

도움은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심이 주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

적으로 개인의 책임에 달린 것과 같이,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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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적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

린 의무이다. 또한 전지한 신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여부를 인간

이 결코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선이 구현되게끔 하는 전능한 

최고선의 이념에 따라 현실에 행복을 분배하는 전능한 신의 개입 역시 

우리가 그것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결코 알 수 없다.

최상선에서의 신의 은총과 최고선에서 행복의 분배를 대칭으로 여기는 

이러한 독해는 앞서 우리가 제시하였던 해석상의 난점들에 대한 해답들

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1) 신에 대해서는 그 신이 우리에게 

베푸는 조력과 우리의 노력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양립 가능해지는 

문제와 2)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행복의 분배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의 문제로 정리한 바 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자. 일단 이 문제는 실천이성비판에 

등장하는, “최상선”을 먼저 가진다는 것이 “최고선”의 첫째 조건이 된다

는 칸트의 주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따져 보면서 설명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최상선 논의와 최고선 

논의를 명확하게 분리시켜 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최상선이 최고선

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주장의 의미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이

제 이 불명확했던 주장은, 본 논문의 논의에 따르자면, 종교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최상선과 최고선 논변을 하나의 논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선 논변이 주어진 이후에 그 수단으로 최고선 논변이 주어

지게 되어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이 때 최고선과 전능한 신은, 최상선의 수단인 이상 사회 건설의 의무

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희망하게 만들어 주는 가정이고, 이렇게 해석된 

신의 사회적 조력과 인간의 사회적 노력은 양립 가능하다.127) 최고선이 

127) 이와 같은 전지한 신과 전능한 신의 순차적인 도입은, 사실 실천이성비판에서도
드러나는 바이다. 칸트는 순수 이성의 변증학을 다루는 부분에서, 영혼의 불멸성을 먼
저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신의 현존을 제시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칸트는 이미 영
혼의 불멸을 다룰 때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자는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이 계
열에서 도덕 법칙과의 부합의 전모를” 본다는 논의에서, 그리고 피조물의 선함은 “오
로지 (신만이 내다볼 수 있는) 그의 지속의 무한성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논하면
서, 영혼불멸과 전지한 신에 대한 논변을 같이 제시하기 때문이다(KpV 5: 123-4). 다
만 해당 저서에서 이러한 논의는 급하고 짧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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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되는 이상사회는 마음의 불투명성이라는 인식적 장벽으로 인하여 순

전히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건설될 수 없기에 이러한 결점을 메워주는 

전능한 신이 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신은 최고선의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게 만들어주는 존재로 요청되므

로, 먼저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을 꿰뚫어보고 그에 따라서 각자의 도

덕적인 응분의 몫을 결정하는 전지한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이

와 같이 정해지는 응분의 몫에 따른 배분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배분과 

같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한 신은 또한 어떤 불가해한 개입

을 통해 각자에게 그들의 자격에 따른 행복의 분배를 수행할 수 있는 역

량, 곧 전능함을 가지는 것으로도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능

한 신은, 결코 그것만으로는 이상에 다다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이상사회 건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하는 신의 조력을 베푼다. 이러

한 점에서 이 신은 악을 극복하기엔 모자란 우리의 개인적 노력인 회심

의 부족을 메워주는, 은총이라는 신의 조력을 베푸는 전지한 신과 같은 

역할을 갖는다.

그리고 전능한 신이 어째서 요청되는지가 이같은 대칭 관계로 설명된

다는 점에서부터, 이제 신의 조력과 인간의 조력 간의 양립 가능성 문제 

역시 대칭적으로 해명된다. 우리는 앞 장에서 악의 극복을 다루면서 개

인적 맥락에서 인간의 노력인 회심과 신의 조력인 은총이 합쳐져서 비로

소 우리가 악의 극복에 대한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이상 사회의 건설이라는 맥락에서, 

윤리적 공동체 건설을 보장하는 신의 사회적 조력과 정치적 공동체를 건

설하는 인간의 사회적 노력 간의 양립 가능성 문제 또한 유사한 방식으

로 설명된다. 즉, 최고선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회인 윤리적 공동체는, 

악행이 최소화되면서도 각자의 준칙에 있어서 도덕적 의지력의 증대가 

가장 잘 일어날 배경이기는 하지만, 마음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최선은 단지 최대한의 정치적 공동체일 뿐이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에서의 전능한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통해서만 

이상사회를 향한 인류의 노력이 윤리적 공동체 건설이라는 결과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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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최고선을 악의 극복 수단으로 보는 이러한 독해는 최고선이 이루

어지는 사회에서 각 개인에게 분배되는 물질적 행복의 분배 양상이 어떻

게 이루어질지를 손쉽게 설명한다. 완전히 이상적인 사회라 할 수 있는 

윤리적 공동체는 악의 극복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러

한 사회에서 행복의 분배는 회심과 은총을 통한 앞서의 설명의 틀 안에

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윤리적 공동체에서, 인간의 의지력은 여전히 개별 

순간에는 유한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 구성원들 또한 여전히 악한 행

위자들이지만, 이들은 회심을 겪은 존재로 가정되므로 각자의 의지력은 

대체로 중단 없이 우상향할 것이다. 이러한 의지력의 발산을 보고 신은 

이 공동체를 선한 사람들의 집합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하에

서도 앞 장의 논의에서처럼 유한한 삶의 한 시점에서 그들의 의지력은 

각기 다른 유한한 값을 가질 것이다. 그로 인하여 그 사회의 주권자이자 

마음을 꿰뚫어보는 전지한 신은 사람들의 외적 행위 혹은 거기에서 추측

되는 각자의 선한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정확하게 측정한 각자

의 선한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각기 다른 응분의 몫을 배정한다. 칸트

의 말을 빌리자면, 오직 이러한 “각자의 마음씨들의 가장 내면까지도 꿰

뚫어 보”는 전지한 존재자만이, “모든 공동체에서 그러해야만 하는 바대

로, 각자에게 그의 행실들에 합당하는 것”을 귀속시킬 수 있다(R 6: 99). 

그리하여 마음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도 불완전한 이상사

회일 수 밖에 없는 법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우리의 노력은, 이와 같은 

신에 대한 가정 하에서만 비로소 완전한 이상사회에 대한 희망을 보존할 

수 있고, 이러한 노력 끝에 건설된 이상사회에서 신은 상승 중에 있을 

각자의 준칙의 선한 정도에 따라 행복을 배분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 

눈 앞에서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할당받을 행복의 양 역시 유한하며, 그

러한 유한한 행복의 양이 분배되는 것은 물질적 행복의 무한분배라는 문

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행복할 자격에 맞

는 행복의 분배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살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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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성종교와 전선, 전지, 전능한 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언급만 하고 논의는 명확하게 진행시키지 않은, 신의 전선성, 전지성, 전

능성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칸트는 

신에 대한 어떤 인식을 지성을 통한 탐구를 통해서는 정당하게 가질 수 

없지만 실천적 맥락에서는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실천이성비판에서 아

주 짤막하게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 창시자는 나의 

거동을 가능한 모든 경우에서 그리고 가능한 모든 미래에서 나의 마음씨

의 가장 깊은 내면에 이르기까지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결과를 베풀어주기 위해서는 전능하지 않을 수 없

고, 마찬가지로 항존, 영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실천적 맥

락에서 신의 “전지•전선•전능함”을 추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KpV 5: 

140). 그러나 해당 저서의 앞의 논의와 신의 세 성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신의 이 세 성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독해를 통해서 우리는 신의 전지, 전선, 전능함이란 세 성질을, 

논문의 2장, 3장 4장의 논의에 상응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어째서 실천이성비판의 최고선 논의의 완결이 종교에서 비로소 주어

진다는 점 역시 볼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칸트에게서 보편악 주장과 관련

된 신이란, 인간과는 달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무정념으로 인하여 

결코 유혹을 느끼지 않는 존재라는 신적 이상향이라는 점에서 전선한 존

재였고, 이러한 도덕적 이상향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악의 극복을 다룬 3장에서 이해된 전지한 신은,  인

간 개개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각자가 어떠한 가능한 상황들에 처하게 되

었을 때 어떻게 행위할지를 직접적으로 아는 존재이면서, 그러한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신적 지식에 따라 자비로운 판정인 은총을 베푸는 신이었

다. 이제 이상사회를 다루는 이 4장에서 신은 인류가 집합적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려고 할 때, 그 사회가 단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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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될 수 있도록 각자의 응분의 몫을 판정하고 그에 따른 행복을 초험적

인 개입을 통해 분배하는 존재로 표상된다. 이렇게 우리는 칸트의 논의

로부터 실천적 맥락에서 신의 세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어

떠한 유혹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그러한 존재가 되리라고 

희망하지도 못할 만큼 선하면서 (전선), 또한 모든 인간이 가능한 어떤 

상황에 놓일 때에 어떻게 행위할지 아는 존재이자 (전지), 각 개인이 가

질 선할 자격에 따라 응분의 몫을 할당하고 그에 맞게 행복을 배분할 수 

있는 무한한 역량을 가지는 존재라는(전능) 세 가지 의미로 요청되는 존

재가 신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문헌적 근거를 보면, 실천이성비판에는 다소 불명확하게 제시

되었던 신의 세 성질에 대한 이러한 정리는, 종교의 후반부에 보다 직

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이 그 자체로 (그의 본성이) 무엇

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신이 도덕적 존재자들로서의 우리에

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위

하여 신의 본성적 성질을 (예컨대, 불변적인, 전지하고, 전능한 

등등의) 그의 의지를 실행하는 데 요구되는 전적인 완전성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신에게서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다.

무릇 실천이성의 이러한 필요요구에 따라서 보편적인 참된 종

교신앙은 1) 전능한 천지 창조자로서의,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신성한 법칙수립자로서의 신에 대한 신앙이고, 2) 인류의 유지

자, 인류의 자비로운 통치자이며 도덕적 부양자로서의 신에 대

한 신앙이며, 3) 그 자신의 신성한 법칙의 관리자, 다시 말해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신에 대한 신앙이다...

이 교리에서 이르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람들은 

최고의 법칙수립자 그 자체를 인간의 약함에 대하여 자비로운, 

그러니까 관대한(관용적인) 자로 표상해서도 안 되고, 또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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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이고 순전히 그의 무제한적인 권리에 따라서 지시명령하

는 자로 표상하여, 그의 법칙들이 자의적이고, 우리의 윤리 개

념과 전혀 친족성이 없는 것이라고 표상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그의 법칙들은 인간의 신성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표상되

어야 한다. 둘째로, 사람들은 신의 자비를 그의 피조물들에 대

한 무조건적인 호의에 두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신은 그의 피

조물들이 그것을 통해 그에게 흡족할 수 있는 도덕적 성질에 

제일 먼저 주목하며, 그런 연휴에야 이러한 조건을 스스로 충

족시킬 수 없는 피조물들의 무능력을 보충해준다는 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로, 신의 정의는 자비롭고, 용서하는 것으

로 표상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모순을 함유하는 것이다.) 더

욱이 신의 정의가 법칙수립자의 신성성 – 이 안에서는 어떤 

인간도 정의롭지 못하다 – 의 질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표

상될 수는 없고, 인간들이 인간의 자녀들로서 신성한 법칙의 

요구에 적합한 한에서, 단지 이 신성한 법칙과 인간이 합치하

는 조건에 자비를 제한시키는 것으로 표상될 수 있을 따름이

다.”

(R 6: 139-141, 칸트의 강조)

위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신에 대한 칸트의 정리는 일종의 입법, 사법, 

행정의128) 순서로 삼권 분립에 대한 논의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한편,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신의 성질을 반영하고 

있다. 즉, 법칙수립자로서의 전선한 신은 우리에게 “인간의 신성성과 관

계되어 있는 법칙”에 따르기를 요구한다. 달리 말해 이 법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르기를 요구한다. 그

리고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선한 신의 표상, 무한한 의지력과 무정념

128) 여기에서 칸트는 신이 다스리는 이상 사회라는 최고선을 목표로 하는 윤리적 공동
체라는 이념에 비추어 보아 얻게 되는 이상적 통치의 성격이 구현된 것이 삼권분립이
며, 나아가 이러한 권력의 분립이 모든 현실의 공동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본 논문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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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하여 도덕 법칙에서 결코 어긋나지 않는 신성성은 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도덕 법칙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존재로 표상되게끔 한다. 3장의 

논의에 따라 요청되는 전지한 신은 개인적 이상향에로의 인간의 노력을 

완성시켜주는 자비로운 판단인, 은총을 베푸는 성질을 가진다. 이 은총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 회심을 수행하면, 의지력

의 무한에로의 발산을 단적인 무한한 의지력으로 판정하여 주리라는 제

한적인 호의이다. 4장의 신은 이상사회 건설에서 그의 전능함을 바탕으

로 최고선의 이념에 따라서 초험적으로 개입하여 통치하는 (행정을 발휘

하는) 전능한 존재로 다루어졌다. 이 신은 또한 이러한 전능성을 행사하

기 위해 각 개인의 의지력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각자의 행복할 자격을 

파악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전지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식으로 실천이성

비판에서 단지 언급되었던 신의 전선, 전지, 전능이란 속성들에 대한 논

의가 종교에서 완결된다.

또한 우리의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게 되는, 최고선에 대한 이러한 독

해의 부가적인 장점은, 개인적 노력만을 통해서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어서 악과 책임에 대한 칸트의 답이 사소하

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데에 있다. 본 논문의 해석이 맞다면, 칸트에게서 

우리 모두가 악한 근본적인 이유는 각 개인이 각자의 선악 여부를 경험

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들이 가지는 의지력의 크기가 유한할 수밖에 없

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삶을 유한한 것으로 고려할 때

에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것이 참이라면, 과연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서 

너무나 큰 유혹에 – 이 유혹이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심지어 칸트는 주

관성이 개입될 여지를 남겨두는데 – 패배한,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충

분히 유덕한 사람을, 정당하게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되는 것 같다. 

비록 우리가 마음의 불투명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회심하였는지를 오

류 불가능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또 모든 사람이 현실

적으로 악하다는 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악행을 최소

화하는 방식으로 그의 준칙을 수정하여 왔음을 삶의 오랜 기간에 걸쳐 

일관적으로 드러내고, 외적 행위로 이를 증명해온 인간의 존재는 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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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최선의 유덕한 인간이 어느 한 순간 현실의 인

간으로서는 달리할 수 없는 유혹에 패배하였다고 치자. 그런데 칸트의 

그림 하에서, 이 사람은 비난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악한 존재자인 것 

같다. 가질 수 있는 의지력의 한계 이내에서 인간으로서 최선의 의지력

을 드러내 보인 것 같은 사람은, 그로서는 달리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한 것이 될 것인데, 그러한 사람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난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마저 악하게 보는 근거는, 

순전히 개인적 영역에서는 정당하게 찾기 힘들어질 것이고, 이는 칸트의 

악 개념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앞 절에서 논한 바에 맞게 무

한에 대한 칸트의 관념이 이중적이라는 데에서부터 생겨나는 귀결을 통

해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무한한 의지력

을 소유하는 경우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초감성적인 도덕적 이상에 대

한 표상에 따르면, 현실에서 그에게 닥치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야 한다. 적어도 그가 현실의 어떤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 유혹이 아무리 

컸다고 하더라도 그가 패배했다는 사실로부터 저러한 엄격한 조건을 만

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드러난다. 그리하여 의지력이 무한으

로 발산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이 회심의 조건의 뿌리가 되는, 초

감성적인 의지력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모든 유혹을 극복하길 요구한

다는 점에서 그는 악인이라고 불릴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그 

행위자는 그 개인의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한 행위자일 수 있고, 또 개인

적 맥락에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달리 행위해야 했을지에 대해 말할 여

지가 없어 보인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염려에 대하여, 최상선에서 이어지는 최고선 논변은, 윤리적 공

동체의 근간이 되는 정치적 공동체 건설에의 촉구라는 새로운 의무를 우

리에게 부과함으로써, 회심이라는 일종의 개인적인 도덕에 만족하게 놓

아 두지 않도록 만든다. 그리고 칸트는 이 질문에 정말로 그러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어 올 것이다. 인간은 적어도 집단적으로는 자신의 환경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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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킬 정도의 능력이 있는 생물이기에, 누구나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

울 정도의 유혹을 야기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가 

믿는 도덕 법칙에서 일탈하는 준칙을 가지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들 각자에게는 집단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게 노력

했어야 할 의무 또한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회심

을 향하여 노력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악

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최선을 다했을 때에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칸트에게서 마음의 불투명성은, 이러한 두 의무, 곧 개인적으로 

회심해야만 할 의무와 윤리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의무에 있어서, 결코 

어떤 개인이 주관적으로 떳떳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 힘들게 만든

다. 즉, 진정 칸트적인 행위자는, 개인적으로는 그가 수행해야 할 회심에, 

사회적으로는 인류가 집단적으로 이룩해야 할 정치적 공동체 건설에 최

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인식한다. 이 명령의 무게는 무한하며, 이 무한함

에 대한 정당한 인식은 그로 하여금 자만심보다는 겸허함을 느끼게 하는

데, 여기에 어떠한 개인의 노력도 자신이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없다는 마음의 불투명성이 겹치면, 칸트의 의무를 이해한 인간은 그 누

구도 두 의무 앞에 떳떳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이처럼 수행할 일이 

결코 끝이 없을 덕 의무의 요구는, 그 질료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윤리 형이상학에서 덕의 특성으로 서술된 바와 같이, “언제나 진보해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

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회심과 최고선 건설의 의무를 따

르는 것은 매우 막중하여 현실에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다

루어져야 한다(MS 5: 409).

마무리하자면, 여기에서 제시된 최고선에 대한 해석에 따를 때 종
교의 신이 어떠한 성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대체로 실천이

성비판에서의 신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 성질에 

대한 요청이 보편악 주장, 악의 극복에 대한 실천적 수단과 그 환경이라

는 논리적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행된 세 논변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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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래서 우리는 칸트가 전지한 신 및 전능한 신에 대한 요청이라는 

실천적 귀결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변경하였다는 포기 테제처럼 신과 영혼

만을 그의 철학에서 분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모든 논의의 시발점이 되는 보편악 주장의 두 근거, 곧 최상의 준칙

에 따른 행위자의 선악 여부 판단과 그러한 준칙이 가능한 모든 상황을 

관장한다는 전제마저 거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5. 부록: 프로이센의 검열과 칸트의 혼란한 서술

지금까지 이 논문은 칸트의 보편악 주장, 최상선, 그리고 최고선 논의

를 살펴보았고, 이 과정에서 전선, 전지, 전능이라는 신의 세 가지 성질

이 어째서 필요한지를 순차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에서 신의 세 성질은 

유혹에 대해 절대적인 무정념을 가지기에 흔들릴 가능성조차 없는 의지

력을 가지는 이상향으로서의 전선한 신, 우리의 의지력을 알고 그에 따

라 판단하는 전지한 신, 그리고 윤리적 공동체의 가상적인 지도자이고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완성시켜주는 전능한 신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칸트가 어떠한 의미에서 초험적 

대상들을 요청하여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논문의 전체 논의를 마무리 하는 이 지점에서, 필자는 그에 대한 답이 

확정될 수는 없을, 그러나 악의 극복에 대한 칸트의 그림에 대해서 충분

히 제기될 수 있는 두 가지 의문에 대한 추정적인 응답을 덧붙이고자 한

다. 첫 번째 의문은, 어째서 칸트가 자신의 철학적인 보편악 주장, 곧 불

순성으로부터의 보편악 주장을 숨겨 두고 악행들로부터의 상식적 악, 혹

은 자기 기만 곧 전도성의 악을 통해 보편악 주장을 전개하였는가에 대

한 의문이다. 우리는 2장에서, 보편악 주장에 대한 숨겨진 논변이란 허약

성, 불순성, 전도성이라는 세 성벽 중에서 불순성에 기인한 보편악 주장

이라는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본 논문의 나머지 장에서 그러한 토대 하

에서 칸트의 해결책을 최대한 일관되게 해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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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가 명백하게 받아들이는 두 전제 위에 서 있다는 철학적인 근거 역

시 살펴보았다. 그런데 어째서 칸트는, 이러한 철학적인 보편악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외적인 악행이 인간사 곳곳에 편재한다는 점과 자기-기

만으로부터 악행이 발생한다는 점만을 – 심지어 이러한 논의가 완벽하

지 않다는 점을 이미 스스로도 알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 보편악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는가?

이에 대한 추정적 답은, 종교라는 저서는 보편악 주장을 통해서 보

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칸트의 의도가 담긴 저서라는 

점에서 주어진다. 여기에서 다룬 불순성으로부터의 보편악 주장은, 칸트

가 받아들였을 법한 근거에 기인하면서도, 최고선 및 신과 영혼 불멸에 

대한 요청을 필요로 하는 그의 다른 저술에서의 철학적 체계와 잘 상응

한다. 그러나 만약에 칸트가 이러한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그 엄격

함으로 인해서 많은 독자들은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어

쩌면 그의 주장을 허무맹랑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칸트는 

자신의 철학적 보편악 주장을 그의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알아볼 만

한 방식으로 숨겨 두고, 일반적인 독자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악으로부터 

초래되는 치명적인 경우에 집중하였으리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칸트가 장엄하고 웅변적인 어투로 서술하였던 원래

의 두 부족한 논변, 곧 악행 및 자기 기만으로부터의 보편악 주장을 제

시하는 논변은 재평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칸트가 제시한 두 논변 중에

서 자기-기만에 따른 논변은 각 개인이 이에 대해서 엄정하게 자신의 마

음을 지속적으로 되돌아보지 않는 경우에, 돌이킬 수조차 없는 도덕적 

믿음의 체계적 붕괴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그는 이를 매우 강조하여 

서술하였을 것이고, 때로는 마치 이 전도성의 악만이 진정한 악인 것처

럼 논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아래에서 다룰 검열의 문제와 겹합되어, 종
교에서 당대의 일반적인 지성인에게 그 수준을 맞춘 이러한 서술이, 이

후의 해석가들로 하여금 전도성으로부터의 악만이 진정한 악이라고 여기

게끔 하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뒤따르게는 하는 데에 추가적으로 기여

한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철학의 귀결을 최대한 널리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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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을 칸트의 의도를 이로부터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자. 본 논문의 해석을 읽는다면, 포기 테제

의 주창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자 하는 반론으로 다음과 같은 두 

번째의 의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어째서 칸트는 최고선에 대한 그

의 이러한 원숙한 주장을, 종교라는 이 다소 불완전한 저서에서만, 그

것도 매우 파편적으로 전개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필자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은 결코 확정적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에 대해 여기에서 

제시할 추정적 답은, 해석가들이 종종 놓치곤 하는 프로이센의 잔혹한 

검열의 영향과 독자층에 대한 칸트의 고려라는 문헌적 특성에 기인한다. 

즉, 칸트는 독자에 대한 배려로 인해 그의 철학적 기획을 종교에서 온

전히 제시하지 않았고, 불운하게도 여기에 가해진 검열로 인하여 이러한 

불완전한 그림은 이후에 교정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일단 칸트가 종교에서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기획을 완전히 제시하

지 않은 것은, 이 저서가 그가 두 번째 서문에서 밝힌 바에서처럼 자신

의 입장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칸트는 종교의 초판을 간행한 이후 이 저

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의 체계를 이미 알고 있어야만 한다

는 서평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혹평에 대하여 칸트 스스로는 다음

과 같이 논한다:

“이 저술을 그 본질적 내용의 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평범한 도덕이 필요할 뿐, 실천 이성비판이나, 더욱이 이론 이

성 비판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덕이 (그 적법성의 

면에서) 의무에 맞는 행위들에서의 습성일 때에는 현상체 덕

[virtus phaenomonon]이라고 부르고, 그러나 동일한 덕이 (그 도

덕성으로 인한) 의무로부터의 그러한 행위들의 항속적인 마음

씨일 때에는 예지체 덕[virtus nomenon]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단지 학술상 사용될 따름이며, 그 실질 내용 

자체는 아주 대중적인 아동교육에서나 설교에서도 설령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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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R 6: 14)

여기에서 칸트는 행위의 선악 여부와 행위자의 선악 여부에 판단 기준

이 구분되어야 하며, 그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이러한 구분만으로도 종
교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전제가 독자에게 전부 제시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자평으로부터, 우리는 어째서 종교라는 저서의 내용이 매

우 빈약하고, 마치 칸트의 다른 논의들과 이어지지 않는듯한 느낌이 드

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우리는 내용상 종교라는 저서의 

보편악 주장은 윤리 형이상학에서의 형식적 덕 의무를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잠시 다룬 적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러한 내용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에서는 덕 의무라는 표현도,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논의도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오직 

우리는 종교와 윤리 형이상학이라는 두 저서가 준칙이라는 같은 소

재를 유사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의거하여, 비록 칸트가 종
교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의무의 구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 역시 형식적 덕 의무를 다루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러한 논리적 공백은, 많은 지성인들이 접근할 수 있었을 베를

린 월보의 논문들로 구성된 이 저서에서 칸트가 자신의 철학의 독특한 

내용들을 일부러 생략한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겠다. 즉, 

칸트는 자신의 고유한 입장이 보다 더 잘 드러나는 보편화 가능성에 대

한 강조를 비롯한 질료적 덕 의무의 내용을 생략하고, 사람들이 보다 이

해하기 용이해 보이는 형식적 덕 의무에 관련된 논의만을 진행한 것이

며,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 저서가 칸트의 실천철학 체계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난점은, 칸트에게 가해진 검열과 중첩되어 이 저서를 해석하기 

보다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다.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듯, 칸트

는 종교로 인하여 당국의 가혹한 검열의 대상이 되었고, 이 이후로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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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저술에서 신 혹은 종교적 논의에 대한 언급은 다소 수그러지는 모

양새를 띤다. 자신의 종교적 입장에 대한 칸트의 위축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포기 테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칸트의 입장 변화를 지지하

는 문헌적 근거로 여겨져 온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위축을, 그

가 초험적 요청들을 점차 제거하였다는 해석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칸트에게 가해진 가혹한 검열의 무게를 가벼이 평가한 것일 수 있다. 왕

의 검열관이 단지 책의 철회뿐만이 아니라 직접 연금 박탈 및 국외 추방

이라는 형벌을 언급하였다는 사실은, 적어도 칸트의 시대에는 검열의 무

게가 현대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보다 더 컸으리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 무게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칸트가 이러한 가혹한 검열 

이후에도 최고선과 그에 필요한 초험적 요청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

다는 점으로부터 미루어, 이러한 칸트의 위축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짧게나마 

끊기지 않고 나타나는 종교적 논의에 대한 칸트의 언급들은 그 시대의 

가혹한 검열에도 굽히지 않는 용기있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먼

저 윤리 형이상학에서는 신에 대한 칸트의 일관적인 입장 표명이, 신

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져야 하는, 형식적 의무와 최고선을 논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종교의 논의를 다소나마 반영한 형태로 서술된다. 이는 

다소 짧게 서술된 덕 이론의 2부, 곧 형식적 덕 의무, 달리 말해 도덕

적 의지력의 함양을 그 주제로 하는 ｢윤리학적 방법론｣에서 교사L과 생

도S의 가정적인 문답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7. L.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에 의해 우리 자신이 행복을 누

릴 품격이 있다고 (적어도 없지 않다고) 여기는, 그러한 능동적

인 선의지를 의식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위에 이러한 행복에 

참여하리라는 확실한 희망을 세울 수 있을까? S. 아닙니다. 단

지 그 위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을 얻는 

일이 언제나 우리의 능력 내에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

므로 우리의 행복은 언제나 단지 소망으로 남을 뿐입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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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떤 다른 권능이 덧붙여지지 않는다면, 이 소망은 단연코 

희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8. L. 이성은 그 자체로, 행복을 인간의 공과에 따라 배분하는, 

전 자연 위에서 지시명령하고 최고의 지혜로써 세계를 통치하

는, 그러한 권능을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다시 말해 신을 

믿을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S. 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자연의 작품들에서 우리로서는 어떤 

세계창조자의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기예에 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토록 광범위하고 심오한 지혜를 보기 때문

입니다. 이 세계창조자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세계 최고의 

장식이 존립하는 윤리적 질서에 관련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지

혜로운 통치를 약속할 수 있는 이유를 갖습니다. 곧 만약 우리

가 우리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일어나는바 스스로 행복을 누

릴 품격을 없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에 참여하게 되

는 것을 희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MS 6: 482, 칸트의 강조)

다소 길게 인용된 이 두 문답은, 칸트가 윤리 형이상학에서 윤리적 

교습은 문답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논한 후, 스스로 서술한 그러한 

윤리적 문답 사례의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에서 칸트는 신의 존재를 요

청해야 할 근거를 매우 축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상 칸트

는 이와 같이 다소 불완전한 논의에서도, 그가 검열 이후에도 여전히 자

신의 철학에서 신이 요청되어야 할 필요성을, 간접화법을 통해서나마 제

시하고 있다. 특히, 이 논의는 분명히 실천이성비판에서의 신에 대한 

논의보다 나아간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행복할 품격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논의가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종교에서처럼, 소극적으로만 제시되

고 있다는 것이다. 즉, 7번 문답에서 칸트는 괄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품격을 “적어도 없지 않다고 여기는” 한에서, 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행

복에 참여할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8번 문답에서는, 인용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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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고 있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행복을 누릴 품격을 

없게 만들지 않는다면” 행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다 명백하게 

소극적 의무를 논한다.129) 이러한 논의는 자신의 선해짐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만을 각주에서 언급하였던 실천이성비

판에서의 불명확한 논의와는 다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리 형이상

학에서의 칸트는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음을 자각하게 될 상황을 피하는 

것, 곧 마음의 불투명성 하에서 회심이 부여하는 소극적 의무를 행복에 

참여할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3장에서 종
교에서의 회심을 다루면서 논하였던 바와 동일한 귀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축약적인 윤리 형이상학의 형식적 덕 의무에 대한 짧은 칸

트의 논의가 종교의 논의를 잊지 않고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칸트는 이러한 문답의 의의를 설명하는 주해적인 문단에서, 우리

에게 닥쳐올 유혹의 거대함과 그에 상응하는 단적으로 무한한 윤리적 의

지력에 대한 필요성 및 그러한 초감성적 의지력에 대한 실천적 표상 가

능성 또한 다음과 같이 축약적으로 제시한다:

“무릇 이러한 문답이 인간이 젊차로 밟게 되는 연령대별로, 성

별로, 신분별로 서로 다르게 현명하고도 면밀하게 인간 고유의 

이성으로부터 전개된다면, 끝마무리로 와야 할 것은 영혼을 내

면적으로 움직여서, 인간을 다름 아니라 그에게 내재하는 근원

적인 소질에 대한 지고의 경탄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잇

고, 그에 대한 인상이 결코 퇴색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새우

는 일이다. - 곧 만약 지도교육을 마치면서 인간의 의무들이 

그 순서대로 다시 한 번 요약적으로 설명(개괄)된다면, 만약 그

가 그 경우마다에서, 인생의 모든 화, 곤궁, 수난이, 심지어는 

그가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지킴으로써 그에게 닥칠 수 있는 

129) 칸트는 또한 8번 문답에서 “세계창조자의 위대한 기예”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내용상 이는 아마도 판단력비판의 2부, 곧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서 칸트는 자연물의 위대함으로부터 신 존재 증명이 도덕적 신
존재 요청에 대한 보조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논한다. 다만 이 내용은 본 논문
의 관심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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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위협까지도, 그에게서 인간이 그 모든 것들 위에 있고 

그것들을 지배한다는 의식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이 주목된

다면 이제 그에게는 다음의 물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다. 즉 

네 안에 있는 무엇이 네 안의 자연본성의 모든 힘들과 너를 

둘러싸고서 감히 투쟁에 들어서고, 설령 그 힘들이 너의 윤리

적 원칙들과 충돌하게 되더라도, 그것들을 이겨 내게 하는 것

인가? 만약 그 해결을 사변이성의 능력으로는 완전하게 헤쳐 

나갈 수 없으되 저절로 생겨나는 이 물음이 마음속에서 일어

나면, 영혼의 자기인식에서의 바로 이러한 불가해성이, 영혼이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만큼 더 강하게 자기 의무를 신

성시하도록 활성화시키는 고양을 낳지 않을 수 없다.”

(MS 6: 483)

앞에서의 논의를 염두에 둔다면, 여기에서 칸트는 보편악 주장의 개인

적 극복 방안을 회심과 은총으로 구분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었던, 판
단력비판의 숭고함에 관한 논의에서 드러나는, 우리 안에 있는 초감성

적인 도덕적 이상향의 위대함을 매우 짧게, 그러나 자기에게 가해질 수 

있는 검열을 의식하여 불확실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위 인용구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물론 원문이 매우 축약적이라

는 점에서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 두 인용구를 

통해 칸트가, 검열 이후에도 신 및 초감성적 의지력에 대한 논의를, 간접

적으로나마 윤리 형이상학에서 형식적 덕 의무를 다룰 때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실천이성비판에서 보다 나아간, 판
단력비판과 종교의 입장의 적어도 일부를 이어받고 있다는 점은 짐작

할 수 있다.

칸트에게서 보편악 주장과 신에 대한 언급은, 칸트의 손을 거쳐 출간

된 마지막 저서인 그의 강의록, 실용적 관점에서의 인간학 마지막 부

분의 각주에서도 짧게 제시된다. 이러한 논의는 해당 저서의 마지막 문

단에 놓여 있고, 각주가 달려 있는 부분은 인류의 악한 성격으로 인해 



- 296 -

저지르곤 하는 악행들로부터 인류에 대한 조소가 일어나곤 한다는 내용

이다. 먼저 인류에 대한 조소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칸트에 따르면, 

인류는 이러한 성격, 곧 인류의 악한 성격이 그들을 “이성적 존재자들 

가운데서 어떠한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점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구절에 붙은 각주에서, 칸트는 인간의 악성을 주장하

는 프리드리히 2세와 인간의 선성을 지지하는 슐처라는 인물 간의 어떤 

짧은 가상적 대화를 빌어130) 이 위대한 대왕이 인류의 성격이란 악한 것

이라고 말하였다고 논한 후,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인류는 시민적 헌정

체제를 향해 노력하면서 종교에 의한 훈육도 필요하거니와, 그것은 외적

인 강제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양심의) 내적인 강제를 통해 성취

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한다. 이러한 논의는,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 가능

한 시민적 헌정 사회 이상의 공동체가 종교에 의한 훈육에 의해서 이루

어져야 한다는 말이며, 악의 극복 방안이 윤리적 공동체라는 환경의 건

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본 논문의 귀결과 상응한다.

또한 이 같은 부분의 내용이 다루어지는 본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칸트

는, 인류가 일반적으로 의욕하는 선의 실현이 어려운 것은 그러한 목적

의 실현은 인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그러니까 “세계동포적으로 결합된, 

지상 시민들의 진보하는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논하는

데, 이러한 논의는 위 인용문에서 제시된 “시민적 헌정 사회”라는 표현

과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살펴본 정치적 공동체를 떠올리게 한다. 이

러한 인류의 공동의 노력 위에 양심의 내적의 강제를 얹어야 한다는 논

의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정치적 공동체의 결점과, 이 결점을 메우기 

위하여 신이 요청되어야 하고 그러한 신이 다스리는 것으로 가정되는 윤

리적 공동체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칸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겠다(A 

7: 332). 이러한 서술로부터, 우리는 칸트가 잔혹한 검열의 영향 하에서

도 그의 마지막 저술에서까지 도덕종교 내지는 윤리적 공동체에 대한 필

130) 인간학의 마지막에 서술된, 인류의 악함을 보이고자 하는 칸트의 일화는 프로이
센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슐처(Johann Georg Sulzer)와 프리드리히 대왕 사이의 대화
로 서술되어 있는데, 번역자는 아마도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
다는 설명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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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그 자신에게는 일관적이었을 이러한 그의 입장을 우리

에게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즉, 그가 전선하고, 전지하고, 

또 전능하기도 한 그의 도덕종교적 신에 대한 입장을 가장 길게 드러내

었던 종교는, 보다 넓은 지적인 대중을 향한 저술이었기에 그의 철학 

전체의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서술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 

저술은 자신의 논변의 철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경험적인 

악의 증거만을 사용하여 보편악 논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대체

로 질료적 덕 의무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 서술되었다. 그로 인하여 악

의 극복에는 무한한 의지력, 그것도 무한히 전진하는 의지력조차도 도달

할 수 없는 단적으로 거대한 무한수와 같은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그의 

관점이나 질료적 덕 의무 곧 도덕 법칙의 내용이 거기에서는 명료하게 

표현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러한 악의 극복 방안을 서술한 이

후의 논의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한 논의를 전체적

으로 조망했어야 할 윤리 형이상학 및 여타 칸트의 후기 실천철학적 

논의들은, 칸트에게 가해진 프러시아의 검열의 영향 하에서 서술된 것으

로서 거기에서 칸트는 아마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는 데에 강한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지성은 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전된 입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그러나 문제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개진하였던 것으로 그의 윤리 형이상

학의 논의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상의 불운으로 인해 보편악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한 칸트의 

논의는 어느 저서에서도 그 전체가 저술되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칸트

의 혼란스러운 원문을 해석할 수 있다. 즉, 그가 이러한 논의를 최초로 

제시한 실천이성비판에서는 그의 논의가, 특히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

는 도덕적 이상향에 대한 표상이나 마음의 불투명성, 그리고 은총에 대

한 논의가 아직 충분히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아마도 판단력비

판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칸트의 명확한 입장은, 그러

한 입장 하에서 쓰인 최초의 저서인 종교에서는 대중설교라는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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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그의 독특한 철학적인 전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서술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 불완전한 저술인 종교에 가해진 검열은 적

어도 이를 명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의 사망년도인 1797년경까지 이어

졌을 것인데, 이러한 검열의 영향 하에서 저술된, 본래는 칸트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드러냈어야 했을, 동년도에 출간된 저작인 윤리 형이상

학에서 칸트는 검열에 대한 자신의 맹세와 이를 어겼을 때 발생할 수도 

있을 끔찍한 결과를 염두에 두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교의 입장을 염두에 두었을 해당 저서에서의 신과 영혼에 대한 논의

가 극단적으로 축약적이고 불명료하게 서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파편적이기는 하더라도 이 저서에는 유사한 논의가 있어야 할 곳에, 즉 

형식적 덕 의무를 다루는 곳에 간접화법을 통해서나마 조심스럽게, 그러

나 결코 꺾이지 않고 쓰여져 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이러한 자신의 입

장을 마지막 순간에, 1798년에 출간되기에 이르는 인간학을 저술하면

서까지 거두지 않았다고 볼 증거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칸트의 문제적 저서인 종교에 근

거 없이 제시되어 있었던 보편악 주장과 악의 극복의 가능성,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서 제시되는 최고선 논변과 그에 필요한 초험적 요청들을 

그의 입장이 일관되게 나아가야만 했던 하나의 곧게 뻗은 길로 볼 수 있

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논변을 그것의 근거 없음을 애석해하기 보다는, 

이 뿌리 없는 줄기와 같은 칸트의 대중설교적 저술과, 칸트의 표준 저서

들에 쓰여져 있는 뿌리를 접붙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

들일 때 보편악 주장과 그 극복 방안은 보다 명확하게 이해된다. 이렇게 

해석된 칸트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절망케 하는 물리적 관점에서 벗

어나게끔 하는 예지적 관점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스스로의 의지력을 삶

의 긴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하여, 곧 회심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이 회심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상황에 스스로

를 처하게 하지 않기 위해 각자의 악행을 긴 기간에 걸쳐 최소화해 나가

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악행의 최소화를 위해서 인류는 집합적으로 타

인들과 힘을 합하여 최고선이 구현되어 나가는 윤리적 공동체가 세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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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는 희망을 품고 인간의 힘 안에서 가장 정의로운 공동체인 정치적 

공동체를 건설할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칸트의 신은, 만약에 그러한 존

재자가 있다면, 회심을 경험하여 의지력을 삶 내내 우상향시켜온 존재자

의 의지력을 무한한 것으로 판정해 줄 은총어린 판단을 내려 주는 한편, 

그의 자비를 통해서 정치적 공동체 위에 어떠한 섭리를 통하여 윤리적 

공동체를 건설해 주는 조력을 행하는 존재로 요청된다.

6. 나서며

지금까지 우리는 최고선 및 최상선에 대한 칸트의 논의가 실천이성비

판에서 어떻게 불명확하게 서술되었는지를 확인했고, 그리고 그러한 불

명확한 논의가 종교에 대한 본 논문의 독해를 통해서 어떻게 보다 명

확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먼저 최고선에 대한 해석가들의 

논의로부터 이상사회 건설에 있어서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이 무엇인

지, 그리고 양자가 어떻게 양립가능한지 불명확하다는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불명확한 해석의 원인이 되어 온, 

실천이성비판에서의 다소 미숙한 최상선 및 최고선 논의를 살펴보았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의 재화의 분배 양

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역시 우리의 설명이 제시하여야 한다는 두 

번째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상선에 대한 다소 불명확하였던 논의

가 지난 장에서 살펴본 종교 2논고에서 보다 상세하게 재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최고선에 대한 논의 역시 종교의 논의를 통해

서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3논고의 논의에서부터 최고선에 대한 열쇠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해당 부분을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3논고의 논의

는 2논고의 개인적 맥락에서 살펴본 악의 극복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

에 있는, 악의 극복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 건설에 대한 논

의로 독해되었다. 종교 3논고는 최고선이 구현되는 이상 사회 건설이

라는 목표를 이룩할 방안에 관한 논의였다. 그리고 칸트가 이상 사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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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방안으로 제시하는 두 가지 요소, 곧 인간의 사회적 노력인 정치적 

공동체 건설과 신의 사회적 조력인 윤리적 공동체 건설은, 각각 2논고에

서의 인간의 개인적 노력인 회심과 신의 개인에 대한 조력인 은총과 대

칭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 하에서 3논고의 논의는 

최상선 실현의 의무가 구현될 현실적 최선의 환경에 대한 탐구로 다루어

졌다. 

그리하여 먼저 3논고의 첫 부분에 칸트가 서술한 바, 우리가 서로 시

기하고 비교하는 성벽을 지닌다는 논의, 달리 말해 반사회적 사회성을 

통해서 우리가 악해진다는 논의는 회심의 부과하는 악행 최소화의 의무

가 어째서 현실적으로 만족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칸트의 설명

으로 재해석되었다. 그리고 이후의 논의는, 이러한 의지력의 증가가 가장 

잘 이루어질 환경에 대한 논의와 그러한 환경이 구현되는 사회가 건설될 

방안 및 그 어려움에 대한 논의로 다루어졌다. 먼저 도덕에 반하는 유혹

이 최소화되는 사회는 최고선이 구현되는 사회, 곧 개인적으로는 각 개

인이 올바른 도덕적 믿음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믿음을 수행하

고자 하는 도덕적 의지력에 비례하여 행복을 분배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건설하는 것은, 마음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칸트의 논의로부터, 마음의 불투명성이 

내어 놓는 장애물은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하나는 정치적 공동체에서의 

행복 분배에 대한 모든 판정은 아무리 그러한 사회가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더라도 외적 행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

고, 두 번째 장애물은 순수하게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행

복의 분배 자격을 판정할 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난점은,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적어도 칸트에게는 극복 불

가능한 난점이고, 이로 인해 인간이 건설한 최선의 사회에서조차 전적으

로 사악한 마음가짐을 가진 존재자, 곧 순전히 행복의 충고만을 들으면

서 외적 행위만을 선하게 수행하는 악마적 존재자에게도 행복을 배분하

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직관적인 부정의가 일어나는 사회는 의지력을 함양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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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최선의 사회 건설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준칙에 따

라 행복의 자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지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가정되어

야 한다. 그리고 이 전능한 존재는, 자신이 판정한 각자의 자격에 맞게 

행복을 분배하는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도 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독해에 따라 최고선에 연관된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 간의 관계는 악

의 극복 과정에서 회심과 은총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앞

선 장에서 악의 극복에 있어서 회심이라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으로도 이

룰 수 없는 이상적 존재자와의 격차는, 초험적 영역에서 신의 조력인 은

총을 통하여 메워 주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인간의 의지

력을 함양함에 있어서 최선의 사회인 윤리적 공동체 건설 역시 인간의 

불완전한 사회적 노력에서 생기는 결점을 신이 사회적 조력을 통하여 메

워 줌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표상된다. 즉,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정

치적 공동체라는 불완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그칠 수 밖에 없는 불

완전한 인간의 노력은, 그러한 사회의 이념 위에 각자의 준칙이 가지는 

자격에 상응하는 행복을 초험적 개입을 통해 분배하는 신의 조력이 더해

지리라는 가정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윤리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노력으

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상 사회 건설에 대한 논의를 

전지하고 전능한 신을 가정해야만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에 대한 희

망을 가질 수 있다는 논변으로 종교 3논고를 이하헤기에 이르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에서 제시한 두 문제 역시 해명

되었다. 이 두 문제는 칸트의 이상사회 건설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신

의 조력의 의미 및 양자 간의 양립 가능성 문제, 그리고 최고선이 이루

어지는 사회에서의 물질적 재화의 분배 양상에 대한 설명 문제였다. 먼

저 우리는 전자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실천이성비판에 제시된, 최고선

의 첫 번째 조건이 최상선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

고, 이를 통해 두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이 때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개인적 악의 극복, 곧 최상선이 먼저 의무로 주어졌

을 때 이 의무가 가장 잘 만족되는 사회적 환경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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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이상사회는, 무한한 의지력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전지한 신의 판단인 은총이 필요하였던 것과 같이, 이상 사회에서 이루

어질 행복의 분배에 대한 신의 초험적 개입이 있다고 가정해야만 희망될 

수 있다. 이러한 신이 없다면, 마음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설

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는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각자의 행위에 맞게 행

복을 분배하는 정치적 공동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이 조력은 외적 행위로부터 추론된 행복할 자격에 따라서 행복을 분

배하는 불완전한 이상 사회인 정치적 공동체 건설이라는 인간의 노력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이 신의 조력은 인간의 동일한 노력이 최고

선의 이념에 맞는 이상 사회를 향한 노력일 가능성을 보존해 주는 역할

만을 수행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상적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신의 조력

과 인간의 노력은 양립 가능하다. 그리하여 이상 사회 건설에서도 신의 

조력과 인간의 노력은 필수불가결하면서도 양립 가능하며, 이렇게 첫 번

째 문제가 해결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본 논문의 해석 하에서 보다 쉽

게 해결된다. 본 논문의 해석에 따를 때,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도 인간의 의지력은 여전히 유한하고, 또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의 이상 사회에서 회심을 겪고서도 여전히 유한한 각 인간들은 각기 

다른 행복할 자격을 가질 것이고, 이러한 행복할 자격의 차이에 따라서 

물질적 행복은 차등적으로 분배될 것이며, 이러한 그림에는 어떠한 모순

도 없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칸트에게서 신의 선함, 전지함, 그리고 전능함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명해 주며, 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

력이 개인적인 측면에 결코 그쳐서는 안되고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교의 불완전한 서술로부터 칸

트의 이상사회 및 신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게 된다. 안타

깝게도, 아마도 프로이센의 가혹한 검열이라는 불우한 사건으로 인해 윤

리적 공동체에 대한 칸트의 온전한 입장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논의는 칸트의 잘 알려진 논의들을 통해 종교의 불

완전한 논의의 흠을 메움으로써,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이상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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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그리고 그러한 인격에 도달하기 위한 이상사회 건설에 대한 칸트의 

완성된 그림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라는 저작은, 그의 철학의 

불가피한 귀결인 현실에서의 인간의 보편적 악함에서 출발하여 이를 극

복하는 수단 곧 신적 이상향과는 구분되는 개인적 이상향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러한 이상향이 가장 잘 구현될 환경인 이상사회에 대한 희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칸트의 일관적인 논변을 감추고 있었던 작품이다. 그리

고 자신의 고유한 철학 체계의 많은 부분들을 생략한 채로 이러한 논변

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 저서는 동시에 그의 원대한 목표

를 최대한 많은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던 칸트의 희망을 보여주는 

일종의 대중설교적 작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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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종교에 대한 본 논문의 

해석이 칸트의 입장 안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해석에 

따를 때 칸트의 형식적 덕 의무가 일반적인 실천철학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고찰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라는 저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거기에서 논란이 되는 주장인 

보편악 주장과 그 함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긴 여정을 거쳐왔다. 먼

저 보편악 주장은, 칸트가 가지고 있었던 두 전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도출되는 형식적 덕 의무의 귀결이다. 이 두 전제 중 첫 번째 전제는, 행

위자의 선악은 그 사람의 최상의 준칙이 도덕 법칙과 합치하는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최상의 준칙이 고려되어야 하는 범

위는 행위자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라는 두 번째 전제를 더하면, 

이로부터 우리는 어떤 행위자가 칸트적인 의미에서 선하게 여겨지기 위

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을 얻게 된다: 즉, 행위자가 위해서는 그가 

처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그가 옳다고 믿는 바에 맞게 행위해

야 한다는 조건 말이다. 다시 이 귀결이 형식적 덕 의무라는 것은 이러

한 의무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믿음의 내용과는 독립적으로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종교의 논의는 질료적 덕 의무, 곧 칸트가 주장하는 도덕적 

믿음에 대한 내용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 논의는 그보다는 형식

적 덕 의무, 곧 그러한 도덕적 믿음을 언제나 지킬 수 있는 의지력을 함

양하라는 의무의 칸트적 귀결이다. 물론 칸트가 종교라는 저서에서 종

종 사용하는 “도덕 법칙”이란 표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이러한 논의는 

어느 정도 그의 도덕관, 그러니까 질료적 덕 의무를 참으로 전제하고 진

행한 논의이기는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칸트적 도덕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도 칸트의 형식적 덕 의무의 귀결을 설파하는 이 대중설교적인 

저작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데, 이는 칸트와는 다른 도덕적 믿음, 곧 

질료적 덕 의무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유효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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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칸트와는 다른 질료적 덕 의무가 맞다는 입장, 이를테면 공리

주의와 같은 관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상황에서 그러

한 도덕적 믿음에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의지력을 갖추라는 형식적 덕 의

무가 부과하는 또 다른 의무는 우리에게 언제나 유효하다. 그러한 도덕

적 믿음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아닌한 그 도덕의 내용은 자신이 믿고 

있는 도덕률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질 수 있는 상

황에서 생길 수 있는 유혹들을 뿌리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행위를 하

라고 요구하여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식적 덕 의무의 요구는 도

덕 법칙의 내용, 혹은 올바른 도덕적 판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 

개인의 믿음과는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종교의 핵심

이 되는 이러한 의지력과 관련된 도덕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요구는 일반적으로는 믿음과 판단의 내용을 다루는 영역이 아니라 어떤 

수양과 결의의 영역이며, 이러한 요구와 자신의 다른 욕구가 충돌할 때

에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명령은 대부분의 도덕 이론

에서 대체로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편악 주장에 대한 극복 방안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칸트는 

은총을 베푸는 전지한 신과 영혼 불멸에 대한 요청과 회심이 주는 의무

로 나아가게 된다. 즉 칸트는 어떤 사람이 선하다고 판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처하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유혹으로부터 도덕에 대한 장애

를 실제로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도덕적

으로 행위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귀결을 먼저 제시한 다음, 

이러한 의지력을 가질 경우가 거짓이 아니게끔 만드는 소극적 가능성, 

곧 희망을 간직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연이어 서술한 것이다. 각 

개인은 인간을 악한 존재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순전히 물리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되고, 다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예지

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 하에서 인간은 물리적 한계 

밖의 영역에 적용되는 초험적 가정인 의지력의 담지자로서의 영혼의 불

멸과 그러한 의지력의 크기를 아는 전지한 신이 존재한다는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있다. 이러한 두 초험적 가정 하에서, 마치 무한으로 발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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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에 대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유한한 좌표평면선상의 어떤 직선을 우

리가 무한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이, 어떤 행위자가 회심을 통해 그가 살

아 있는 동안 자신의 의지력의 크기가 끝없이 우상향시켜 왔다면, (영혼 

불멸의 가정에 의해) 그러한 인간의 삶이 영원하다고 둘 때 그의 의지력 

그래프는 무한으로 발산하는 것으로 전지한 신에게 관측될 것이다. 그리

고 이처럼 발산하는 의지력에 대해서 은총을 베풀어, 이 무한으로 발산

할 뿐인 의지력을 마치 무한수와 같은,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의

지력으로 판정해 주리라는 것이 칸트의 신이다.

여기에서 의지력 그래프의 기울기를 양으로 만드는 회심이 부여하는 

의무는 소극적 가능성만을 확보하라는 의무인데, 이는 마음의 불투명성, 

정확히 말하면 반투명성과 연결되어 이해된다.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인

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마음의 반투명성이 이러한 노력을 

명확하게 인식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없게 만든다. 칸트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반투명성은 각자의 선함 혹은 선한 정도에 대한 자각은 불가능하

게 만들면서, 각자가 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악행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그

러한 순간에 그가 악한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다는 인식적 입장이기 때

문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각자가 특정 순간에 악한 존재임은 자각할 

수 있지만, 각자의 마음이 선해지고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없

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선에 접근 중이라는 희망을 소극적으로 유지

하기 위한 행위 이상은 할 수가 없고, 이로부터 자신의 악성을 자각해버

리는 경우, 곧 유혹에 넘어가 저지르는 의도적 악행 및 자기-기만을 최

대한 피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된다. 마음의 반투명성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회심의 소극적 요구에 따라서 다시금 각 

행위자는 자신이 저지르는 의도적 악행을 최소화해 나갈 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 악행 최소화의 요구는 곧 우리로 하여금 전 인류가 공동으

로 영원히 투쟁해야 하는 또 다른 의무, 즉 정치적 공동체 위에 쌓아 올

려질, 최고선을 그 목적으로 하는 윤리적 공동체 건설의 의무를 부과한

다. 즉, 순전히 철학적 관점에서는 칸트는 단지 회심이 우리에게 부과하

는 소극적 의무, 곧 악행을 최소화하고 최상선에 이르라는 의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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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만으로 그의 논의를 끝낼 수도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보편악 

주장에 대한 극복 가능성은 일단은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여

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악행의 최소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도록 유

혹이 최소화되는 사회, 즉 최고선을 목표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방안

에 대한 논의를 이어서 진행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회심을 하겠다고 결

의한 사람들이 그러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악행을 수행하지 않도

록, 유혹이 최소화되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으로 표상된다. 

칸트에게서 이러한 사회는 윤리적 공동체라고 불리는데, 이 사회는 인

간이 건설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인 법적 혹은 정치적 공동체보다도 더 

이상적인 사회이다. 칸트에게서 정치적 공동체는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사회로 여겨지고, 이 사회에서는 외적 행위들에서 드러나는 사람

들의 행위 방식에 따라 유추된 그 사회의 각 구성원들의 윤리성에 맞추

어 그들에게 행복을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반면 윤리적 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체 위에 건설되는 사회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최고선을 

실현시켜 줄 신이 있으리라는 믿음 하에서 회심을 하겠다는 결의를 가장 

잘 지켜나가고, 그러한 최고선이 이루어는 경우로 표상된다. 그런데 인간

이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사회인 정치적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반례로 인

해서 윤리적 공동체로 표상되는 정의로운 이상사회에 원칙적으로 결코 

이를 수 없다. 마음의 불투명성을 받아들이는 칸트의 일관된 입장에 의

해서 정치적 공동체의 행복의 분배 원리는 인간들의 내적인 준칙일 수 

없고, 기껏해야 그들의 외적인 행위에 기반한다. 따라서 정치적 공동체에

서는, 순전히 행복만을 원하고 도덕은 결코 바라지 않는 악마적 존재도 

그의 외적 행위를 누구보다도 선하게 – 그것이 그 사회에서는 행복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므로 – 치장하고, 그 결과로 행복을 얻는 

부정의를 막을 수가 없다. 이러한 부정의를 허용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약점으로 인해서 윤리적 공동체라는 이념은 이러한 악마적 행위자들에게

서 행복을 분배되지 않도록 그 사회의 각 행위자들의 마음을 뚫어보고 

그 마음씨에 따라 그들 각자가 가지는 응분의 몫을 분배하는 전능한 신

에 대한 요청을 필요로 하게 된다. 



- 308 -

그러나 정치적 공동체는 윤리적 공동체 건설의 필요조건이다. 어떤 사

회가 윤리적 공동체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에서 명백하게 타인의 자

유를 침해하였지만 처벌받지 않는 경우, 혹은 이득을 얻는 경우가 없어

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한 건이라도 관찰된다면 그 사

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공동체가 최고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임을 깨닫게 되어 버릴 것이다. 이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공동체가 윤리적 공동체일 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희망조차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정치적 공동체 건설은 윤리적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유

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그리하여 개인의 의무였던 회심과 개인에 

대한 신의 조력인 은총은 인류의 집합적 의무인 정치적 공동체 건설과 

신의 사회에 대한 신의 조력인 윤리적 공동체 건설과 대칭을 이룬다.

이제 본 논문의 독해 하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 저서에 대해서 가졌던 

여러 의문을 풀 수 있게 된다. 먼저 종교의 구성은, 형식적 덕 의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무한한 의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보편악 주장을 1논

고에서 제시한 후, 그러한 악에 대한 일차적인 극복 방안을 영혼불멸과 

전지한 신에 대한 요청 하에서 가능한 개인의 노력인 회심, 그리고 개인

적 조력인 은총을 베푸는 신에 대한 요청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음을 2논

고에 서술하고, 이 회심이 부여하는 소극적 의무를 현실에 가장 잘 만족

시킬 윤리적 공동체를 전능한 신의 요청 하에 건설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3논고에 다룬 것으로 독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저서는 일관적이고 순

차적인 논의들로 엮이며, 그런 점에서 종교라는 저서는 대체로 칸트의 

표준적인 논의들 중에서 가장 배경지식을 덜 요구하고, 기독교적 교의와 

겹치는 부분들을 논한 작품이 된다. 그렇다면 이 저서는 그의 실천이성

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교설적 논의들 중에서 비교적 배경 지식 없이 이

해할 수 있는 논의를 정리한, 일종의 대중설교로 보아야 하겠다. 이는 칸

트가 스스로 종교 B판의 서문에서 논한 바, 곧 “이 저술을 그 본질적 

내용의 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평범한 도덕이 필요할 뿐, 실천 

이성 비판이나, 더욱이 이론 이성 비판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서술과 일치한다(R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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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저서는 저 유명한 칸트의 세 번째 물음, 곧 “나는 무엇을 희

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을 제시한 것으로 정리된다: 

즉, 비록 물리적인 관점 혹은 유한한 시간에서 바라본 나는 악한 존재지

만, 예지적 관점 하에서 영혼의 불멸과 전지한 신의 존재를 가정한 상태

에서, 개인적으로는 회심을 수행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윤리적 공동

체를 건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을 때에, 무한한 기간에 걸쳐 전개될 

나의 삶의 원리 전체는 전지한 신의 눈 앞에서 선하게 파악되기를 희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개인적 선함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에 더하여, 우리는 다시금 최고선이라는 이념에 따른 사회의 분배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곧 도덕적 의지력의 크기에 맞추어 각자가 행복을 

얻게 되기를 전지할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기도 한 신을 요청한 한에서 

희망할 수 있다. 이리하여 나는 개인적으로는 무한수에 상응하는 의지력

을 가지는 존재가 되기를, 사회적으로는 최고선이 구현되는 칸트적 이상 

사회 건설를 건설해 나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를, 전선, 전지, 전능한 

존재로 생각되는 신에 대한 요청 아래에서 희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교를 형식적 덕 의무에 근거한, 대중 설교로 의도된 저

서로 해석한 후,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는 어째서 그 동안 많

은 오해를 받아 왔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칸트는 자신만이 

가질 법한 입장들을 마치 자명한 참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칸

트는 위의 종교 서문의 인용구에서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 저술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현상체 덕이라고 하는 행위에서의 덕과 예지

체 덕이라고 하는 마음씨의 덕, 곧 행위자에서의 윤리기준을 구분하기만 

하면 된다고 논의하는데, 이러한 자기 평가는 우리에게 칸트가 그 자신

의 저서의 난점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R 6: 14). 이러한 서술

은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그의 보편악 주장을 이해하는 두 전제 중 첫 

번째 전제, 곧 행위자의 선악 판단은 그의 준칙 혹은 최상의 준칙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는 한다. 그의 또 두 번째 전제, 

즉 모든 가능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의지력을 요구하는 만드는 모든 

상황에 대한 고려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칸트 자신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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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제가 사실은 하나의 같은 전제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 그에게 

있어서 행위자의 평가 기준인 준칙은 최상의 준칙을 포함하는 준칙들의 

총체적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테고, 당연히 그러한 준칙은 모든 가

능한 상황에 적용될 것이기에 가상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역시 준칙과 행

위를 구분하는 순간에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해석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칸트의 철학에 매우 친숙한 사람들조차 행위와 준칙을 구분하는 

것에서 바로 가상적 상황들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는 점이 따라나온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첫 번째 전제가 두 번째 전제를 함축한다는 사

실은, 칸트의 생각과는 달리 적어도 부가적인 설명이 없이는 그다지 자

명한 것은 아니겠다.

이 저서를 이해하는 장애물은 단지 이러한 칸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선이해에 그치지 않고, 그가 고유하게 사용하는 여러 표현들에서도 

볼 수 있다. 종교에는 곳곳에 칸트의 사고방식이 녹아 들어가 있는, 혹

은 그가 고유한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며, 이와 같

이 칸트가 자각하지 못한, 혹은 자명하게 여긴 자신의 철학에 대한 이해

를 반영하는 표현들은 이 저서에 대한 이해를 여러 가지로 방해한다. 이

를테면 이 저서 곳곳에는 “도덕 법칙,” “예지적”과 같은 다양한 칸트의 

기술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칸트적인 실천철학에 대한 선이해 없이는 잘 

알아보기 어려운 여러 표현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등장하는 점 역시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된다.

이러한 난점들 중에서도, 칸트 전문가들에게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였

던 것은 일종의 대중설교로 기획된 종교의 특성에서 기인한, 종교적 

표현들 및 철학적으로 불완전한 보편악 논변이겠다. 일단 이 저서는, “이

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그 제목부터, 마치 철학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논의를 담고 있을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이 저서를 읽기 시작하면, 이 저서는 철학이라기 보다는 

신학적인 저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이 저서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단어들, 이를테면 우리가 주요하게 다룬 표현들인 “근본악,” “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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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개심),” “은총”과 같은 표현뿐만이 아니라 본문 안에서 주요하게 

반복되는 기독교신앙적인 용어들과 성경 구절, 광신에 대한 비판 등은 

칸트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저서가 철학적 내용이

라기보다는 종교평론을 담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하였을 것이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자신의 철학 안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논의만을 담고자 하였던 칸트의 의도로 인하여 이 저서는 보편

악 주장에 대한 불완전한 근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이것이 이 저

서의 출판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오래된 난점을 만들어냈다. 즉, 

칸트는 이 저서에서 보편악 주장의 정당한 근거인 불순성을 악의 근원으

로 강조하지 않고, 이에 기반한 보편악 주장은 다만 숨겨진 논변으로 제

시한 채, 이 책의 대중성을 염두하여서인지 현실에 만연하면서도 가장 

악랄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성벽인 전도성을 악의 근원으로 강조하였

다. 특히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전도성의 성벽에 근거하는 악이 

줄 수 있는 보편성은, 철학적 비판에 매우 취약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해석가들은 칸트의 악에 대한 논의가 그의 표준적인 입장과는 무엇인가

가 다른, 결함 있는 논의로 여길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인류의 가장 큰 

악들로부터 일상생활에서의 부조리함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한 자

기반성의 여지까지 없애 버리는 이 자기-기만으로부터 악, 곧 전도성의 

성벽을 근거로 하는 악의 심각성은 대중설교가 목적이라면 가장 주의해

야 할 악으로 강조될 이유가 있었겠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칸트가 

스스로의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근거, 즉 불순성에 따른 성벽에 근거하

는 악이라는 보다 엄밀한 근거를 “숨겨진 논변”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이

다. 그리하여 칸트의 철학적 관점에서 도출한 악이 아닌 대중에게 납득 

가능한 전도성에 기반한 악 개념의 보편성에 만족하지 못하는 철학자들

에게 이 책은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읽힐 수 밖에 없었다.

칸트 스스로가 자초한 이와 같은 혼란에 더하여, 아마도 이 저서의 논

의가 칸트에게 부과한 현실의 고난이 야기한 사태가 이 저서를 보다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최상선을 거쳐 최고선에 이르는 논의

는, 그러한 논의가 처음으로 저술된 실천이성비판에서 최후반부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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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의 논의는 너무 압축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

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심도 깊게 재론했어야 할 교설적, 곧 응용적 논

의인 윤리 형이상학에는 종교로 인해 칸트가 받게 된 가혹한 검열 

이후에 출간된 저작이어서 신에 대한 논의를 담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해당 저서에서 칸트는 오히려 덕 이론을 마무리하는 짧은 부록에서, 

자신의 입장이 종교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기까지 한

다.131) 물론 우리는 다른 저작들, 이를테면 영원한 평화나 칸트를 검열

하였던 기조를 만든 황제의 사망 직후에 출간된 학부들의 다툼의 서

문, 혹은 그의 마지막 출간작인 인간학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논의 등

에서 종교에 관한 그의 의견 표명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

의들은 너무 간략하게 서술되었거나 혹은 최고선의 기반이 되는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이들로부터 칸트의 윤

리적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읽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맥락적으로, 그리고 섬세한 문헌상의 검토를 

통해 따져 보고, 칸트의 실천철학적 전제들을 고려하면서, 이 저서를 검

열로 인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덕 이론 2부의 논의를 담고 있는 저

서로 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귀결을 얻게 된다. 먼저, 비록 칸트가 사

용하고 있는 여러 언어들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는 그의 실천철학의 형식적 덕 의무의 언어, 혹은 모든 윤리학 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내지는 도덕적 믿음의 강도에 대한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룬 바와 같이 “근본악,” “회심(혹은 개심),” “은

총”과 같은 표현은 각각 칸트의 입장에서 따라나오게 되는 주장인 악의 

보편성, 인간의 개인적 노력, 요청되어야 하는 전지한 신의 조력으로 재

1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매우 짧게 저술된 덕 이론의 수양론 부분에서 교사와
제자간의 문답법의 예시에서 최고선을 여전히 다루는데(MS 6: 482), 이 부록에서 “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순전한 이성의 한계들 안에서의 종교”이다”라고 논하면서 이
러한 논의가 가능할 수는 있다는 점을 남겨두고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덕 이
론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
후에 칸트는 “순수 실천철학인 윤리학 안에 이것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자신의 종교
적 중립성을 재차 강조하기까지 한다(MS 6: 488, 칸트의 강조). 하지만 앞에도 말햇듯
이 해당 부분 안에 드러나는 생도와의 문답법 안에, 칸트는 최고선에 대한 그의 논의
를 포함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수양론에 대한 부분이 최고선과의 연관성을 다루는
덕의 형식적 원리에 대한 내용임을 암시하고 있다(MS 6: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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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수 있다. 신의 은총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광신”에 

대한 비판은, 초험적 대상에 대한 불가지론을 거부하고 어떤 초험적 개

입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고자 헛되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저 악명 높은 “숨겨진 논변”에 대한 탐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앞서 우리는 해석자들이 대부분 무시하여 왔던, 1논고 2절에 이 논변이 

있다는 칸트의 언급에 따라 해당 구절을 찬찬히 살펴본 탐구의 결과로 

불순성의 성벽에 근거한 보편악 주장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

리가 수행한 논의들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도덕적 믿음에 따라 살아가

는 행위자라는, 매우 상식적인 도덕적 이상향에 다다르는 방안과 연관되

어 있다. 그렇다면 칸트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용어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실천철학의 용어들로 번역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에 친숙한 단

어들의 사용은 윤리학적 탐구를 가리는 장애물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칸

트 자신에게는 자신의 형식적 덕 의무의 요체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대중설교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어떠한 측면에서는, 서론에서 카시러의 주장을 다룰 때 언급

된 바와 같이, 종교라는 저서의 내용은 다른 비판서와 다른 것이 아니

며, 다만 칸트의 기존 논의와 그 귀결을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도 있다(Cassirer 1981 381). 그러나 이 저서를 둘러싼 상황이 야기한 불

운함으로 인하여, 다소 불완전하게 서술된 이 저서가 칸트의 최고선 논

변, 곧 형식적 의무에 관한 논의를 명료하게 담은 사실상의 유일한 책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책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칸트의 유명한 두 귀결, 곧 

각자가 채택한 최상의 준칙에 따라서 행위자의 선악이 판단되어야 한다

는 전제와 그러한 준칙은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는 전제를 접목시

켜야만 한다. 그리고 이 때 우리는 칸트의 형식적 덕 의무에 대한 완전

한 그림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은 우리를 악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전선, 전지, 전능한 신과 영혼 불멸과 같은 기이한 결론들을 받아들

여야 한다는 논의로 이끈다. 이 기이함으로부터 종교에 등장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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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덕 의무의 실천적 귀결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다. 

그러나 칸트가 사용한 전제들을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출발하고자 할 

때, 영혼의 불멸과 전지한 신의 존재에 대한 그의 초험적 요청들을 손쉽

게 거부할 수는 없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이한 초험적 대상들에 대한 요청에서 비롯

되는 부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칸트

에게서 덕 의무의 한 축인 형식덕 덕 의무, 곧 윤리학의 중요한 두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도덕적 믿음의 강도에 대한 논의가, 신과 영혼 불멸이라

는 초험적 대상에 대한 요청에 도달하는 것이 맞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러한 대상을 요청한다는 사실이 부과하는 이론적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덕은 부득불 종교에 이른다”고 설파하는 종교의 입장을 거부할 이

유가 되지 않는가(R 6: 8)? 아니면 이러한 형이상학적 부담마저 칸트의 

정통적 이론, 혹은 그와 유사한 의무론적 이론에 정당하게 포함시켜야 

하는가? 여기에서 이러한 거대한 철학적 질문에 온전한 결론을 내릴 수

는 없지만, 적어도 이러한 칸트의 논의가 갖는 철학적 득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도덕적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신과 영혼 불멸에 대

한 칸트의 입장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짧게나마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기에서 정리된 입장이, 신과 영혼 불멸이

라는, 현대에는 대체로 매우 드문 입장이 윤리학에서 어느 정도 필수적

이라는 칸트의 귀결을 그의 철학적 입장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제시되었

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단은 보편악 주장과 그 해결책은 형식적 덕 의무와 관련된다는 본 

논문의 해석이 참이라면, 신과 영혼 불멸의 요청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칸트주의적 도덕은 동일한 내용의 의무, 칸트의 표현으로는 동일한 질료

적 덕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한다. 일반적인 칸트주의자의 입장, 혹은 의

무론의 입장에서 보면,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형식적 덕 의무에 관한 입

장은 칸트적인 도덕의 내용, 곧 질료적 덕 의무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칸

트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비록 그러한 태도가 어느 정도는 도덕적 의지

력에 대한 본 논문에서의 사고 방식과 연관이 있기는 하더라도,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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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하여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도덕적 추론 방

식을 통해서 제시되었던 칸트적인 도덕적 믿음, 달리 말해 질료덕 덕 의

무의 내용은 무조건적인 명령, 그러니까 정언 명령에 따른 잘 알려진 판

단들, 이를테면 거짓말 금지와 같은 실체적인 도덕적 명령을 우리에게 

부과하고, 이에 따라 우리는 맥락에 상관 없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참인 

도덕적 판단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물론 질료적 덕 의무와 형식적 덕 의무는, 둘 다 정언 명령 혹은 보편

화 가능성이라는 이념을 공유하기에, 질료적 덕 의무에 따른 추론을 받

아들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형식적 덕 의무의 논의 역시 받아들일 근거

를 주기는 하겠다. 그러나 이로부터 질료적 덕 의무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형식적 덕 의무의 명령과 그 요청사항인 신과 영혼 불멸을 필연

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귀결이 반드시 나온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

다. 이 두 초험적 대상에 대한 요청의 필요성은 형식적 덕 의무를 온전

히 따르지 못하는 의지력의 유한성에서부터 그 필요가 제시되었다. 이러

한 점에서 이를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초험적 대

상이 존재하건 그렇지 않건, 질료적 덕 의무의 내용 및 정언 명령의 이

념으로부터 그에 맞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형식적 덕 의무에 대해 다

른 관점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형식적 덕 의무가 부과하는 특수한 의무의 내용은 어떻게 되

는가? 놀랍게도 이 특수한 의무에 대해서조차 신의 존재가 반드시 요청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형식적 덕 

의무는 그 자체로 악행의 최소화와 정치적 공동체 건설이라는, 인간이라

는 유한한 의지를 가지는 존재자에게 부과하는 특수한 의무를 질료적 덕 

의무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제시한다. 그런데 형식적 덕 의무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의무들 역시 질료적 의무와 마찬가지로, 신과 영혼에 

대한 요청과는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일단 개인적 측면에서 부과되

는 형식적 덕 의무의 요구사항인 회심, 곧 악행의 최소화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3장에서 형식적 덕 의무에서 영혼 불멸과 전지한 신의 은총이 없

이는 칸트에게서 인간이 선하다고 불릴 수 없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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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악행을 최소해 나가야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하는 회심은 은총, 

혹은 신과 영혼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언제나 인간의 삶 전체의 기간 

속에서 의지력을 끌어올리라는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칸트주의자들은 

초험적 대상들에 대한 요청 없이 현실적인 삶의 기간 내내 회심하라는 

의무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형식적 덕 의무의 

사회적 귀결인 정치적 공동체 건설에 대한 의무를 살펴보자. 4장에서 다

룬 바에 따르면, 정치적 공동체 건설, 곧 외적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주

어지는 각자의 행복할 자격에 따라 행복이 분배되는, 직관적으로 정의로

운 사회의 건설 역시 우리가 그 존재를 결코 알 수 없을 신의 존재와 상

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다만 여기에서 전지하고 전능한 신을 

가정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공동체 건설의 의무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윤리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는 결코 표상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형식적 덕 의무가 주는 특수한 개인적, 사회

적 의무 역시 신과 영혼 불멸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의무의 내용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유지된다. 

그럼에도 이 때 우리는 잃게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칸트가 신과 영

혼 불멸을 도입하면서 자신의 철학 체계 안에 받아들이고자 하였던 직관

으로서의 이상향, 말하자면 순진무구한 도덕적 이상향에 도달할 이성적 

희망이다. 칸트가 초험적 대상들을 요청하면서 얻고자 하였던 것은, 그러

한 신 혹은 영혼과 같은 대상들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는, 인

간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상적인 도덕적 행위자와 이상

적인 도덕적인 사회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철학적 가능성을 남기고자 한 

것이다. 그가 논한 최상선, 곧 개인적 이상향에 대한 논의에서 칸트가 방

어하고자 하였던 직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행위자라는 당연해 보이기

까지 하는 어떤 이념이다. 필자가 보편악 주장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반론 또한 바로 이 이념의 일상성에 기반하였다. 즉, 많은 사람들

은 어떠한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행위자라는 이념을 매우 손쉽게 

떠올리곤 하였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도덕을 어떤 축적적 개념이라기보

다는 행위자의 매 순간의 선택으로 보는 칸트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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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행위자가 실제로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시하곤 하였다. 이

들이 공유하였던 바로 이 매혹적인 도덕적 이념이, 많은 해석가들로 하

여금 보편악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인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겠다. 개

인적인 도덕적 이상향 뿐만이 아니라 최고선이라는 상식적인 분배적 정

의가 이루어지는 사회 역시 그 손쉬운 표상 가능성에 기인하는 자연스러

운 설득력을 가진다. 우리는 4장에서, 많은 해석가들 역시 덕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행복할 자격에 따른 행복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직관적으로 정

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신의 역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칸트의 최고선 논의에서 신의 역할을 제거하고자 하였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칸트가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이상에 다다르는 길을 

논의하면서, 이처럼 일반인들에게는 손쉽게 사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

던 무한한 의지력을 가지는 도덕적 이상이 철학적 반성을 거칠 때 사실 

얼마나 현실과 멀리 떨어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때 칸트는 그러한 이념을 포기하기보다는, 바로 그 머나먼 이념에 이를 

가능성을 도덕 이론이 최소한이나마 남길 방안을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

나 철학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너무

나 자명한 이념처럼 보였던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행위자

와, 각자가 가질 선할 따라 행복을 분배받는 사회라는 두 이상이 가지는 

철학적 난점을 칸트는 뛰어넘고자 한 것이다. 이 두 이념을 철학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전자는 무한수에 상응하는 의지력을 가지기를 요구하며, 

후자는 마음의 불투명성 내지는 기만적 악당의 존재라는, 부정하기 어려

운 사실과 충돌한다.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이상향들을 이성적으로 고찰

할 때, 자칫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상식적 도덕을 파괴해 버릴 수 있다. 

칸트는 이러한 높은, 하지만 넘어야 하는 이성적 벽을, 전선, 전지, 전능

한 신과 불멸하는 영혼을 요청(postulate)한다는 도구를 통해 뛰어 넘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칸트의 요청에 대한 입장을, 동일한 표현의 다른 번

역, 곧 실천철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 이러한 초험적 대상들이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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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postulate)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132) 즉, 

이러한 원리는 결코 부정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소를 부정하

였을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귀결을 야기하는 다른 체계가 될 수 밖에 없

는, 특정한 실천철학 체계의 성립을 위해서 참으로 가정되는 그런 요소

인 것이다. 이를테면 유클리드의 저 유명한 제 5공준(평행성 공준)을 부

정한다고 해서, 그러한 기하학 체계 안에서 반드시 어떤 모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공준이 표현하는 상황인 유클리드 평면 위에서

의 기하학을 거부하고, 평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다

른 정리를 도출하는 곡면 위에서의 기하학 체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초

험적 대상을 요청해야 한다는 칸트의 입장 역시, 그러한 대상이 존재한

다고 가정하지 않고서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존재자라는 개인

적 이상과 최고선이라는 사회적 이상이라는 이념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

다는 데에 근거한다. 물론 이러한 귀결을 포기한 도덕 체계가 불가능하

지는 않지만,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이 이러한 이상향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실천 이성의 사실이었고, 그리하여 자신이 보기에는 (실

천적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이상향을 포기

하는 것보다는) 큰 문제가 없었던 공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칸트의 입장을, 적어도 그의 철학 체계 안에서는 참 또는 

거짓 여부가 무차별하였던 형이상학적 대상들의 존재를 전제함으로써 그

의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실천적 귀결을 살려낼 길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칸트는 잘 알려진 순수이성비판의 논

132) 본 논문에서 참고한 번역본에서, 해당 표현은 수학적 맥락에서 사용되었음이 명백
할 때에는 “공리공준”으로 번역된다. 다만 유클리드를 곳곳에서 언급하는 칸트의 입
장에서 보면 보다 정확한 번역은 공리(axiom)와는 구분되는 “공준(postulate)”, 곧 특정
한 학문 내에서 그러한 학문을 참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공리일 것이다. 그리고
칸트의 시대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은 참으로 생각되었고, 이에 유클리드의 5공준 역시
거부할 수 없는 전제로 생각되었으나 실제로는 이 공준을 거부하여도 다른 방식의 윤
리학이 가능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의 귀결이 칸트의 두 초험적 대상이 가지는 공준으
로서의 성질에 대해서도 생각될 수 있겠다. 즉, 칸트가 제시한 두 요청은 형식적 덕
의무를 실현하는 도덕적 이상향에 대한 희망을 확보하기 위한 가정이다. 그리고 기하
학에서 제 5공준이 부정된다면 보다 직관적인 기하학인 유클리드 평면 위에서의 기하
학 체계가 아니라 곡면에서의 비유클리드 기하학 체계가 주어지는 것과 같이 초험적
대상이 없으면 도덕적 믿음에 있어서 무한한 의지력을 가진 행위자 혹은 최고선이 이
루어지는 사회를 이상으로 여기지 못하는 윤리학적 체계가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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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신이나 영혼과 같은 초험적 대상들을, 그것이 실재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우리가 논할 근거가 전혀 없는 대상들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

러한 대상들의 존재를 참으로 전제할 때, 칸트적 입장 하에서도 실천철

학의 대상들에 도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희망을 보존하게 된다. 반면, 잃

게 되는 것은 그 존재 여부가 칸트 자신에게는 무차별하였던 형이상학적

인 대상을 존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지게 되는 사소한 짐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칸트 자신은 그러한 짐을 기꺼이 지고 

실천철학의 근본 직관을 보존하는 길이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

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철학자는 이러한 칸트의 선택을 손쉽게 따르기를 선택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칸트와 같은, 형이상학적 대상들에 대한 과격

한 불가지론을 모든 철학자가 받아들인 적은 결코 없다. 그러한 점에서 

형식적 덕 의무의 도덕적 이상을 위하여 초험적 대상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입장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현대의 철학자들이 느끼

는 짐의 무게는, 칸트가 느꼈던 것보다는 보다 무겁다고 여겨져야 하겠

다. 또한, 이러한 요청의 이득과 손실을 살펴보면, 그 이득은 실천철학적

이고 그 손실은 이론철학적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의 비교가 정확히 어떻

게 가능한지가 불확실하다. 즉, 칸트의 이러한 선택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자신의 의지력을 통해 결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이상향에 대한 실천철

학적 직관을 보존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 신의 존재와 영혼불멸이라는 

초험적 대상들이 마치 참으로 가정되어야 한다는 형이상학적인 난점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둘 중 어느 쪽이 보다 중요한지에 대한 비교는 

손쉽게 결론내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이 어느 정도 무겁고 또 비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입장은 분명히 칸트적 보편도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고려

될 법한 윤리학적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칸트의 형이상학

적 태도, 곧 형이상학적 불가지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러

한 선택을 통해 그들이 가지게 될 이론적 손실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이고, 이러한 입장을 이미 받아들인 철학자들은 칸트의 초험적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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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청을 선택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칸트의 입

장을 선택할 만한 이유는 단지 이러한 형이상학적 짐의 가벼움에만 의존

하지는 않는다. 어떤 요청된 명제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원칙적으

로 그러한 요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귀결이 가지는 가지는 설득력이나 

효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니 말이다. 

앞서 우리는 일견 종교적으로 보였던 칸트의 언어는 일반적인 도덕의 

언어로 번역 가능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게 번역된 내용을 정리하

자면, 칸트가 보여주었던 것은 상식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이

상향이 철학적 반성을 거칠 때 그러한 이상향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러한 머나

먼 이상향에 다다를 수 있는 방안이 결코 생각될 수 없지는 않다는 데에 

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각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적, 외적 상태에 처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부도덕한 행위를 하리라는 생각은 직관적으로 타당

해 보인다. 그런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면, 맥락 독립

적으로 언제나 보편타당한 도덕은 불가능하기에 인간에게는 의무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상의 준칙은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는 주장과, 모

든 상황에 타당한 맥락 독립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 간에 생기는 이러한 

충돌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당위는 가

능을 함축한다”는 OIC 원리가 적용 가능한 의무론적 도덕, 혹은 정언 명

령에 기반하는 도덕이란 사실 허상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하

여 3장의 5.4에서 정리하였던, 예지적 관점의 도입을 통한 악의 극복 논

변 내지는 개인적 이상향에 대한 논변은 단지 신과 영혼 불멸을 다루어

야 한다는 것을 보이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논변은 도덕

의 근본 직관인 OIC원리, 거기에 기반하는 도덕적 이상에 대한 표상, 칸

트적 의무론의 보편적 성격, 그리고 인간의 의지력의 유한성에 대한 경

험적 판단 등을 양립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좁은 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개인적 이상향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이상향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앞 장에서 칸트의 사회

적 이상향인 윤리적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많은 해석가들이 신과 인간의 



- 321 -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하지 못함을 보았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해석에 따

르면 칸트가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거부할 수 없는 전제였던 마음의 불

투명성을 받아들일 때, 어째서 이러한 사회가 순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설 불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각자가 행복할 자격을 결

정하게 되는 인간의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준칙을 결코 완벽하게 알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이 자격이 개별 인간에게는 얼마나 주어질지를 아

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인간이 건설하는 최대한의 정의로운 사회조차 최

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표상되기 위해서는 신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확실한 악행을 저지른 행위자가 행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 곧 소극적 정치적 공동체는, 최고선 실현의 희망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회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사회 위에 신의 사회적 조력이 더해져야만 최고선이 이루어지는 사회, 

곧 윤리적 공동체가 가능하다. 이 점에서도 칸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의지력을 가지는 도덕적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철학적 탐

구를 거쳤을 때에 얼마나 인간에게서 머나먼 이상향임을 정확하게 꿰뚫

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명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인간의 노력이 저 상식적인 이상 사회를 건설

하는 노력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준 것이다. 그리하여 칸

트의 요청 이론은 맥락 독립적 도덕을 주장하는 윤리학이 행위가 아니라 

행위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각자의 행복할 자격에 따른 분배를 이상사

회로 여기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불투명성이라는 거부하기 어려운 전제

를 모두 참으로 하고자 한다면 피할 수 없는 논의이다. 이 때 요청되는 

신은 완전한 무정념성과 의지력을 통해 도덕 법칙을 언제나 전선하게 따

르고, 각자의 마음을 전지하게 꿰뚫어보는 전지성을 가지며, 그에 따라서 

불가시적으로 행복의 분배에 개입하는 전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표상되는 

한편, 상식적 이상 사회를 칸트의 체계와 양립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

요한 공준이다.

우리는 본 논문의 논의로부터 이와 같이 중요한 칸트적 원리를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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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칸트의 판단들, 특히 현대적으로도 참으로 여겨질 근거가 있는 마

음의 불투명성과 같은 다른 도덕적 판단들과 함께 참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혹은 어쩌면 유일한 방안을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정리하자면 칸

트의 형식적 덕 의무가 지켜내고자 했던 상식적인 개인적 도덕적 이상향

에 대한 논의는, 어떤 행위자가 어떠한 내적 혹은 외적 상황에 처하더라

도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혹은 의지력에 있어서 상식적인 도덕적 이상에의 희망을 정당하게 보존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의무론과 관련하여서는 

실천철학의 근본 원리인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는 원리, 인간의 의지

력의 유한성, 그리고 정언 명령이라는 이념이 모두 참일 방안을 남겨둘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의이기도 하다. 마찬가

지로 이상사회에 있어서도 최고선의 이념이 보여주는 응분의 몫에 대한 

관점은 어떤 설득력을 가진다 하겠다. 물론 현대의 철학자들에게는 신과 

영혼 불멸이라는 두 초험적 대상을 요청하는 점으로 인해 이 입장을 받

아들이는 데에 있어 짊어져야 할 형이상학적 짐이 칸트에게서보다 무겁

게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훌

륭한 도덕적 믿음을 유지할 방안 역시 가능하기는 하다. 그럼에도 칸트

의 요청 이론이 개인적, 사회적 이상향에 다다를 희망을 보존해 준다는 

역할이 주는 이득을 고려해 본다면, 보편적인 의무론적 직관 혹은 사회

적 응분의 몫의 직관을 지지하는 실천철학자에게 있어 이 입장은 그 이

득을 충분히 고려해 봄직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형식적 덕 의무가 가지는 실천적 함축을 살펴보는 과

정을 통해, 본 논문의 머리말에 제시한 의문, 곧 어째서 이 저서가 담고 

있는 종교철학적 논의의 발표가 칸트에게 그렇게나 중요한 일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긴 논의를 끝내기로 하자. 먼저 형식적 

덕 의무는 도덕적 믿음과 독립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곧 윤리를 중요하

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떠한 도덕적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를테면 칸트가 주장한 관점 하에서 주어지는 여러 유명한 의무들(이를

테면, 거짓말 금지)을 믿지 않는 공리주의자라고 하더라도 형식적 덕 의



- 323 -

무에서 오는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 의무가, “(어떠한 상

황에서든지) 네가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행위하라”라는, 도덕적 믿음

의 내용과 무관하게 참으로 주어지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

편성은 반드시 칸트적인 의무론적 직관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

니라, 도덕이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이 어디까지 준엄해야 하는지에 관련

된, 보다 일반적인 직관에 관계한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형식적 덕 의

무를 만족시키는 환경 역시 고려되어야 하고, 이는 단지 개인적 덕의 함

양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노력을 통한 윤리적 공동체 

건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았다. 그렇다면 칸트의 형식적 덕 의무는 

이론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 불멸과 전선, 전지, 전능한 신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실천적으로는 이러한 관점을 사회 구성

원들에게 – 설사 그들이 다른 도덕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 

최대한 널리 전파하여 윤리적 공동체를 향한 인류 공동의 노력을 조금이

라도 촉진시키기를 촉구하겠다. 이 실천적 귀결에 맞도록 칸트는 이 형

식적 덕 의무에 따른 탐구의 귀결을, 종교를 통해서 프로이센의, 혹은 

세계의 시민들에게도 최대한 설파하려 시도하였을 것이다. 

형식적 덕 의무의 이러한 실천적 함축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우리는 

이 저서의 논의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 논문 형식으로의 출간, 당

국의 1차 검열, 저서로의 재출간, 재검열로 인한 저서의 철회, 그리고 왕

의 서거 직후부터 칸트의 마지막 저서에까지 이어진 종교철학에 대한 지

속적인 입장 표명 등 - 새로이 볼 수 있다. 칸트에게 있어 자신의 종교

철학적 논의, 곧 형식적 덕 의무를 널리 알리는 것은, 프로이센의 가혹한 

검열이 야기한 현실의 곤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식적 덕 의무가 부

과한 실천적 귀결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진솔하게 나아가야만 했던 한 

철학자의 현실에로의 좁은 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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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deals with Kant's universal evil doctrine and its two 

solutions in three chapters. The first chapter handles the doctrine. This 

strong and notorious doctrine consists of two claims: 1) every human being 

is evil and 2) the ground of this evil, (in Kant's terms) the propensity, is 

freely chosen. Strangely, Kant, famous for his a priori philosophy, only 

suggests empirical and tentative reasons. First, he claims that we can 

acknowledge universal evil because evil actions are omnipresent. Second, 

since every human being conflates his good actions with good intentions, 

they should be condemned to evil. Since those two grounds are too weak to 

sustain the universal evil doctrine, commenters have tried to interpret Kant's 

strong doctrine as weaker or to find other grounds. 

In the first chapter of the dissertation, I establish a firm foundation for 

the universal evil doctrine. Textually, this alternative ground is based on 

Kant's short mention of "hidden argument," and I reconstruct the argument 

from his reference to evil from the propensity of impurity, which has often 

been neglected. Logically, this argument has two famous Kantian pre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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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riterion for judging a person's character is not their outward 

behavior, but their internal maxim and 2) the maxim, especially the highest 

maxim, should be considered for all possible situations. If we accept those 

two premises, then, since there could be an infinite quantity of temptation in 

some miserable situations, it is necessary to have infinite willpower, that is, 

willpower that is stronger than any possible temptation, to be a good 

person. Since it is impossible for real human beings to have such 

willpower, the universal evil doctrine is inevitable. Surprisingly, however, 

Kant says that there could be prescriptions for his radical diagnosis in a 

certain sense, and textually we can find three of them: 1) the 

omnibenevolent god: a presupposed and unreachable ideal who never has 

any temptation from any possible situation; 2) the wise man: the allusion of 

Jesus, an ideal with infinite willpower we can and should rightly hope for; 

and 3) members of Kant's ideal society: a society in which the highest good 

has been achieved. Among those three exceptions, since the first type of 

exception is unachievable for us, the solutions to reach the last two are the 

objects of the following chapters.

The second chapter inquires about Kant's first and individual solution 

to evil. If the interpretation of the doctrine of universal evil in the previous 

chapter is correct, then Kant must suggest a miraculous prescription for each 

person to earn infinite willpower. By deciphering Kant's enigmatic original 

text, I present how Kant comes up with the solution to reach there in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I delve into Kant's "Change of Heart." It will be 

explained that this superficially religious term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individual effort to reach the mathematical infinity. Also, it is only possible 

only if we postulate the omniscient god and the immortality of the soul. 

These two postulates correspond to the divergence condition from linear 

functions to infinity in mathematics. In order to judge that a linear function 

diverges to infinity, 1) the length of the x-axis of the coordinate plan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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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he function is drawn must be infinite, and 2) the function's slope 

must be positive. Nevertheless, in the scientific view, since we are mortal 

beings and our minds are opaque (by Kant), those two conditions cannot be 

met. Kant escapes this problem by positing transcendent postulates, in other 

words, taking a noumenal view. First, the length of the x-axis could be 

infinite if our soul is, unlike our physical body, immortal. Second, even 

though we cannot directly observe our maxims, so we cannot ascertain the 

slope of our willpower graph, the omniscient god could. Thus, if the 

existence of the god is posited, there is at least one observer who can 

precisely draw the graph of our willpower so the second condition could be 

met and so can we secure a weak possibility to reach infinite willpower in 

a mathematical sense. However, it will also be shown that even 

mathematical infinity is insufficient to overcome evil. Thus, in the next 

stage, I argue that Kant additionally postulates another type of divine 

support, named "grace." While the quantity of willpower to overcome evil 

should be equal to that of an absolute infinite number, a mathematical 

infinite cannot. This problem leads to the postulate of grace, the divine and 

merciful judgment of an omniscient god, which regards the mathematical 

infinity caused by our best efforts as the same as the absolute infinite. 

Thus, only by combining individual effort (change of heart) and divine 

support (grace) can we preserve the slight possibility of becoming a good 

person. 

Then, how can we actualize the possibility? The answer, Kant's social 

solution to this question, is the topic of the third chapter. Kant holds that 

the duty of the change of heart commands us to incorporate a moral maxim 

to minimize bad action. He then argues that this can best be achieved in 

the "Ethical Community," an ideal society where the highest good is 

realized. In such a society, people would have very little temptation, and 

their evil deeds would be minimized. However, even with our best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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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not have the possibility of building the ethical community since the 

opacity of the mind prevents us from satisfying the condition of the 

realization of the highest good. The idea of the highest good requires that 

the distribution of happiness be commensurate with the qualification to be 

happy, determined by the goodness of people's maxim. However, because of 

the opacity of the mind, even the best society we can build, the "Political 

Community," can at best distribute happiness according to people's external 

actions, not maxim. Thus, to preserve the possibility of the idea of the 

highest good, the omniscient god who determines the amount of happiness 

that should be distributed to people, should be postulated again. In addition 

to this, in order to be able to hope that such distribution of happiness is 

actually achieved in the real world, the omnipotent god who distributes the 

deserves, should also be postulated. Only with those necessary assumptions 

can the human's communal effort to build the political community be 

represented as an effort towards the ethical community. Thus, we can 

understand Kant's discussion of universal evil doctrine and its individual, 

social solutions by postulating the omnibenevolent, omniscient, and 

omnipotent god.

Keywords     : Kant, Religion within the boundaries of mere reason, 

universal evil, radical evil, moral responsibility, 

postulates, moral perfection, immortality, highest good, 

ethi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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