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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 진 (서울대) 

머리밀 

루소의 자연사상은 근대화 과정에 접어든 서유럽의 18세기를 

풍미한 계몽사상의 연속과 단절을 드러내는 이중적 의마를 함축 

한다. 로크와 몽테스키외를 계숭한 루소의 정치사상이 프랑스 

대혁명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면， 합리적 이성에 기 

초한 계몽주의의 자유이념올 감성의 차원에서 보완한 그의 자연 

사상은 이후 문화와 예술에 관한 역사철학적 연구와 성찰에 있 

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후진성올 면치 못하고 있었던 독일 

의 경우 루소가 끼친 영향은 중대하다. 봉건 영주들이 통치하는 

수많은 소공국으로 난립해 있던 독일은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 

소에 의해 대표되는 프랑스 계몽주의의 혁명적 정치사상올 실천 

적인 변에서 광범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아직 갖추 

고 있지 못했던 반면 루소의 자연사상은 독일의 많은 문화이론 

가들과 예술창작가들올 매료시켰다. 후기 계몽주의 문학을 특정 

짓는 감성주의 혹은 감상주의 시대를 열어주었던 루소의 자연사 

상은 합리주의에 대한 반작용 또는 그 보완으로 대두한 감성주 

의를 극단화시킨 폭풍노도의 대표적 이론가들과 작가들에 의해 

더욱 열광적으로 수용되었으며 계몽주의 정신과 폭풍노도 운동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α)()-A22이)6) 



64 이병진 

을 미적 가상으로 종합시켰다고 볼 수 있는 고전주의 시대의 문 

학이론과 창작에도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18세기 독문학의 중요한 역사철학적 배경을 이루는 루소의 자 

연사상이 독일 계몽주의의 이론적 선구자이자 고전주의 시대의 

대표적 철학자인 칸트에 의해 수용된 것은 더욱 주목할 만한 현 

상이다. 왜냐하면 지성위주의 합리주의를 배격하고 감성중심의 

바합리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완전한 계몽적 이성의 사회적 

살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루소가 프랑스의 합리주의와 영 

국의 경험주의를 종합하여 독자적인 초험철학을 정립한 칸트에 

의해 수용된 것은 일견 모순된 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루 

소가 자유로웠던 자연상태를 근거로 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치적 펼연성플 도출한 것과 대조적으로， 칸 

트가 이상적인 시민사회의 건설올 자연의 이념의 역사적 설현으 

로 본 역사철학적 구상에서 부자유한 자연상태에 머물러있는 현 

실세계를 초월하는 이상주의적 도덕철학을 추론해낸 것은 매우 

역설적이며 홍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루소와 칸트의 자연과 자유에 대한 

상이한 표상이 어떻게 각각 구성적 사회이론과 목적론적 역사철 

학에 연결되는지， 또 루소의 감성주의에 바탕을 둔 자연교육론 

이 어떻게 칸트의 합리주의에 토대를 둔 도덕철학에 접목되는지 

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 문명비판적 시각에서 예술이 갖는 가상 

적 성격을 폭로한 루소의 입장과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영역을 

매개하는 미적 판단력에 관한 논의를 전개시킨 칸트의 입장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로써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루소의 자연사상의 핵섬적 논제와 18세기 독일 시민사회의 역사 

철학과 도덕첼학올 표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칸트의 자유이념 

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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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소의 자연깨냄 

1. 역사적 자연개냄 

재네바에 살았던 청년시절부터 시작하여 파리에서 거주할 때에 

도 수많은 직업얘 종사했던 루소는 1750년 디종 학술원에서 공모 

한 학솔현상논문에 당선되어 일약 명성용 얻게 된다. 진보적인 

계몽사상이 지빼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주어졌던 현상논문의 주제 

-“학문과 예술의 부홍이 윤리풍속올 순화하는 데 기여했는가?"

에 대하여 루쏘는 심사위원돌이 당연한 것으로 기대했던 긍정적 

인 답변올 내놓는 대신 인류외 문명에 관하여 극단적으로 부정 

적인 견해를 펴력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웅모하였다가 예상외로 

당션， 발표됨으로써 큰 물의를 일으켰던 그 글에서 루소는 과장 

되고 열정적이고 신랄한 어조로 당시 계몽주의 시대에 일반화된 

역사의 진보얘 대한 믿음올 공격한다. 보통 제 1논문이라고 불리 

는 이 r학문예술론J(1750)에서 루소는 본래 선량했던 인간의 도 

덕적 섬성과 훌륭한 윤리풍속이 화문과 예술의 발달로 인해 타락 

하고 말았다는 요지왜 문화비관론올 전개하고 있다. 

학문예술론의 서두에서 “유럽은 초기시대의 야만으로 퇴보했 

다"(WK 33)라는 과격한 명제툴 내세운 루소의 일관된 문명비판 

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사회적 불평동과 인간의 허위의 

식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되는 그의 부정적 시대진단에 었다. 루 

소는 문명화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미덕이， 자신의 입신양명 

올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덕을 자행하는 

것올 서슴지 않는 한 사회적 불명둥올 고착시키며， 또 학문과 

예술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생엽의 임무에서 벗어 

난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한가로움과 사치외 산물인 

이상， 사회적인 불평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올 강조한다. 그렇 

듯 학문과 예술활동 전체를 인간의 이기주의적 속성과 과도한 

경쟁의 산물로 간주하는 루소의 격렬한 문명비판은 인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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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본적으로 몰락의 역사로 간주하는 <부정척 역사철학>의 

성격을 띤다.I) 그러나 일견 무차별한 그의 문화비판은， 18세기 

프랑스 절대왕정기 궁정문화의 실상을 고려해볼 때， 분명히 그 

정당성을 얻는다. 따라서 루소의 철저한 문화비관론이 무엇보다 

그의 정치적인 판단과 결부되어 있음올 간과하고 그를 단순히 

문화에 염증을 느낀 퇴폐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2) 

그리하여 루소는 이른바 계몽의 세기에 찬양되었던 “섬세한 풍 

속”과 “공손함”이라는 가만적인 너울 아래 악의와 불신과 차가 

움과 증오가 가려져 있음을 간파하고 이 모든 악덕이 다름 아 

닌 인간의 “허영에 찬 지식욕”의 산물인 학문과 예술이 낳은 해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의 심성은 우리의 학문과 예술이 완 

전해진 만큼 타락하게 되었다”고 말한다.(WK 36 f.) 그는 문화 

가 가지는 악덕과 해악을 발생과 영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 

한다. 학문과 예술은 발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물질적인 사치와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려는 심정적인 

탐욕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평둥한 삶에서 

생겨나는 미덕에 배치되는 악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영향적인 

측면과 관련된 문화의 해악으로 루소는 한편으로는 점차 구체적 

인 삶과 유리되어 정신화된 학문의 추상적 성격을， 그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가는 데 유용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심성을 유약화시키는 예술의 감성적 성격을 지적한다.3> 

1) 볼테르에게서 유래하는 역사철학이라는 개념은 문명화된 근대인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부정적 성격을 띠기도 하고 긍정적 성 
격을 띠기도 한다. 후소의 부정적 역사철학은， 혜첼이 주창한 긍정적 
역사철학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현대에 이르러 <비판이론〉의 대표 

자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융 관류하는 부정 

적 역사철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고대 이후 진행된 
서구 계몽의 역사를 비판하면서 바합리적인 신화의 세계에서 벗어 

난 계봉이 자연대상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을 절대화한 나머지 마 
침내 다시 신화로 퇴보하는 결과활 초래했다고 본다. 

2) 1. Fetscher, Rousseaus politische Philosophie, 21 쪽. 
3) 이 점에서 루소의 예술관은 감성에 호소하는 예술을 이성에 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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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학문이 그 대상과 관련하여 무악한 것이라면， 화문은 그것이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 더욱 위험하다. 학문은 한가로옴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또 나릅대로 다시 한가로움올 부추기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시간낭비는 학문이 사회에 끼치는 첫 번째 해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늪 것은 정치에서나 도덕에서나 크나큰 해악이며， 유 

악하지 못한 모든 시민은 해로운 인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WK 46) 

또한 비교적 단순한 삶올 살았던 고대인이 건강한 신체와 건강 

한 심성과 건강한 정선올 유지하였던 것과 반대로， 학문과 예술 

의 발전으로 인해 근대인의 

삶의 안락함이 증대되고 예술이 완전해지고 사치가 확산될수록 진정 

한 용감성은 무력해지고 호전적인 덕은 사라지는데， 이 또한 명온한 

내실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과 학문의 작품인 것이다. (WK 51) 

요컨대 윤리， 학문， 예술 등 인간의 정신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는 한편으로 건강한 신체를 해치고 선량한 심성을 타 

락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에 유용한 실제적인 행위를 저해 

하는 기만적인 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듯 루소의 문명비판의 

표적은 사회화된 인간이 추구하는 가상적인 행복과 기만적인 덕 

에 집중되어 었다. 그와 반대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루소가 

학문예술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듯이 “우리 자신의 내부” 

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며 고귀한 덕은 인간이 “자기 자신 안으 

로 들어가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다.(WK 59 f.) 

여기서 우리는 루소의 시대비판과 문명비판이 그릇된 사회적인 

규범에서 멀리 떨어진 개인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잘못 흘러온 

역사의 발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을 상정하 

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루소의 문명비판의 단초를 이루는 이와 같은 사고는 그가 두 

인 것으로 간주하고 혐하한 플라톤의 전통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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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웅모한 글인 「인간불평동기원론J (1755)에서 보다 구체화 

된다. 루소의 명성을 드높인 이 문제의 글은 r학문예술론」올 훨 

씬 뛰어념는 과격한 주장으로 인해 당선되지 못했으냐 이미 이 

름이 알려진 루소의 저작으로 발표되면서 더욱 큰 물의를 일으 

키게 된다. 제 2논문으로 불리는 이 글에서 루소는 채 1논문에 

서 제기된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 타락한 현재의 

시점에서 문명화되기 이전의 자연상태를 가정하면서， 인류가 어 

떻게 그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화된 상태에 이르게 되 

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데 역점올 둔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적인 관심에서 출발한 루소의 문명비판에서 바로 그의 이상 

화된 자연상이 도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루소 

의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상은 부정적인 문화상태의 부정 속에 

드러난다.4) 따라서 그가 규정한 자연인의 속성이라는 것도 역사 

적인 산물인 문명인의 속성들이 제거되고 사상된 결과로 드러나 

는 것이다. 루소가 문명인의 속성으로 폭로하는 이가심이나 탐 

욕과 반대되는 자연인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그는 인간의 자연 

적 본성으로 자기보존본능과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들고 있는 

데， 자기보존을 위한 원시인의 본능적인 자가애는 타인에 대한 

그의 타고난 동정심과 짝을 이룬다. 

인간에게는 특수한 경우에 야성적인 자기애 또는 L) 자기보존올 
위한 배려를 제한할 수 있는 하나의 본능이 주어져 있다. 자신과 같 

은 부류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기를 천성적으로 싫어하는 그의 

심성이 자신의 안락함을 쫓는 욕심을 누그러뜨린다. (…) 이 유일한 

자연적 덕성이 인간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c..l 그러한 
동정심， 즉 우리와 같이 그토록 유약하고 또 그토록 많은 해악에 총 

속된 피조물에게 아주 적합한 그 성향은 c..l 일반적이고 인간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유익한 덕성이다 (…). mGU 218 f.) 

4) G. Mensching, Rousseau zur Einführung, 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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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사회를， 계몽주의 시대의 얼반적인 견해와 마찬가지로 

일차적오로 인깐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역사적 산물로 간주한 

다. 풍시에 그는 고래로부터 완만하게 진행된 샤회화 과정을 역 

썰적이게도 하나의 <자연사>의 과정으로 파악한다.5)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적인 사회화 과정의 필연적인 쩔과로 자 

연적 인간야 누렸던 자유는 사라지고， 자연적 인간들 사이에 유 

지되었던 평동판계는 농경생활의 시작과 더불어 형성된 사유재 

산제가 고착화됨으로써 지배와 예속이라는 불평둥관계로 대체되 

었다논 사실이다. 아울랴 개인들의 다양환 농력에 따륜 노동분 

화가 촉진되어 개인물 사이의 경쟁관계가 심화되었으며， 타인둘 

의 노통올 대가로 일부 계층의 사치와 향락이 생겨난다. 그렇게 

자연발생적인 발전을 통하여 생겨난 사회가 토지의 소유권올 근 

거로 지배계충이 행사하는 부당한 폭력파 이것올 규범화한 법어1 

의해 유지되면서 결국 하나의 <새로운〉 자연상태6)가 생겨난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무엿보다 사유재산의 형성과 더불어 불가피 

하게 진행된 사회의 자연사적 발전은 인류역사 발전외 필연적인 

귀결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루소가 강조하논 자연상태 

가 이념적 구성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실체라는 상반된 

의미롤 갖는다는 점올 주목할 펼요가 있다. 이와 판련하여 그는 

불평둥기훤론의 머리말에서 그가 이제 기술하고자 하는 자연상 

태에서 문명상태로의 이행이 한편으로는 역사척 사실올 넘어서 

는 “사물의 본성”올 규명하기 위해 “가정된 이성적 추론”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류가 실제로 경험한 “전체 

역사”임올 또한 강조한다.(UGU 193) 그렇게 루소의 자연상태는 
(순수한) 이념이면서 동시에 (사실적인) 현상이기도 한 이중적 

개념 7)으로 파악된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칸 사이의 불평 

둥의 기원을 선사시대로 더듬어 올라가면서 (문명상태에 선행하 

5) 갈은 책， 51쪽 55쪽. 

6) 같은 책， 58쪽. 
7) E. Cassirer, Rousseau, Kant, Goethe,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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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가정된) 자연상태를 거듭하여 역사적인 현상으로 기 

술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그가 타락한 

현재의 사회상태롤 폐기시키고 자유와 평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확실한 근거 

로서 실제로 존재했던 자연상태라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지 않 

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았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이행하게 된 원인 

은 어디에 있었는가? 루소는 원래 고립된 삶을 살았던 원시인이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된 원인오로 인간의 외부적 환경의 변화와 

우연적 계가들， 그리고 이에 따른 인간의 자연적 능력들의 계발 

둥올 꼽고 있다. 그가 가정하는 자연상태의 원시인은 본래 자연 

속에서 다른 동물들과 유사하게 오직 자기보존본능만을 충족시 

키면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온 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았 

다. 그러나 독렵 자존적이었던 원시인은 홍수， 화산폭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적인 위기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책으로 점차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된다. 또한 자연적인 인구증가는 원시인 

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제 가족 

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재 된 원시인은 수렵에 의존했던 유 

목민의 생활을 청산하고 한 지역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시작한 

다. 그리고 이에 따른 토지의 사유화는 점차 부를 토대로 한 인 

간 사이의 지배관계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 

로 루소가 말하는 인간의 사회적 불평등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원시인의 외부적 생활조건의 변화는 또한 인간의 내적 심성의 

변화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루소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통정심을 자연적 심성으로 지니고 있었던 고립된 

개인들의 사회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필연적으로 자신올 타인과 

견주게 되는 경쟁심을 비롯한 허영섬， 명예욕， 우월감， 시기섬 둥 

인간의 여러 가지 <부정적 정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 부 

정적인 정념들은 모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상태에 만족해 있 

던 인간이 이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고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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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발달하는데， 이 과정에 

서 또한 신체적이고 정선적인 능력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자연적 

불평둥이 심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루소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기보존 

본능과 더불어 인간에게 주어진 중요한 자연적 본성으로 간주하 

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은 자기보존을 위 

한 자기애와 (이에 상보적인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동물적인) 

자연적 본능으로， 그리고 이성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비동물적 

인) 자유의지를 자연적 이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원시인은 

일차적으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보존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간다. 동시에 인간은 단순한 본능에 따라 사는 동물이 자연 

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주어진 자연조건 속에 

서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적 인간을 자연적 동물과 구별하는 결정적인 근거이면서 인 

간의 행위의 동기가 되는 자유의지가， 원시언에게는 아직 무해 

한 잠재력으로 주어져 있었으나 고립된 원시인들이 모여 공풍 

체를 이루게 되는 둥 인간의 외부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생겨난 부정적 정념들과 상호 영향을 주는 가운데 더욱 발달하 

여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 있다. 루소는 이 

러한 자유의지의 발달과정을 인간에게 고유한 <완벽주의>로 설 

명한다.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은 인간이 무엇을 “욕망”하거나 

“선택”하는 능력인 자유를 “의식”하는 데서 연원하지만. 또한 바 

로 자연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신을 보다 완전하게 만드는 능 

력”으로 인해 인간의 불행한 역사와 (자신을 포함한) 자연의 지 

배가 시작된다.(UGU 204 f.) 왜냐하면 인간은 점차 그에게 주어 

진 자유의지를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그가 동물과 

마찬가지로 지니고 있었던 (자연적인) 감각과 본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명화 과정을 수반한 인간의 자연성의 상실은 

곧 외적， 내적 자연 지배를 낳는다. 이렇듯 루소의 역사철학적 

고찰은 인류학적 고찰과 결부된다. 그는 (자연현상을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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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위를 가능케 하는) 지성과 (인간의 증대된 욕구들을 

충족시키려는) 정념의 상호영향관계 속에 펼쳐지는 인간의 탈자 

연화 과정8)의 역사를 기술한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 

적 인간이 타락하고 사회적 부패가 만연하게 된 것은 자연인의 

긍정적인 속성인 자가애와 동정심이 문화인의 부정적인 속성인 

배타적인 이기섬으로 전도된 데 그 원인이 있다. 

자기애는 모든 통물로 하여금 자기보존에 신경을 집중시키게 하는 

자연적인 감정이다. 여기에서 (. .. ) 덕성과 인간성이 생겨난다. 이기 

섬은 사회에서 형성되며 (...) 인간들이 서로 악행을 저지르도록 하 

게 하는 상대적인 감정이자 명예심이 생겨나는 근원이다. (UGU 
297, Anm. XV) 

인류학적 관점에서 루소는 인간의 탈자연화 과정， 즉 자연상태 

에서 문화상태로의 이행의 중요한 원인을 도덕성의 타락에서 발 

견한다. 그러나 그가 비판하는 인간의 윤리풍속의 타락은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다름 아닌 소유관계에 바탕을 둔 객관 

적인 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연과 역사에 관한 그와 

같은 이중적 시각이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 

서 루소의 자연사상을 단순히 비역사적이고 비사회적인 부정성 

의 철학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인류학적 혹은 정치학적 관점에 

편향되게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그의 자연사상과 문 

명비판은 인간의 외적 자연을 지배하고 내적 자연인 감성을 억 

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합리주의를 총체적인 세계관으로 발전시 

킨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예견했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를 갖는 

8) 루소에서 인간의 자연성의 상실을 초래한 탈자연화 혹은 문명화 과 
정은 다름 아년 합리적 이성에 의해 주도된 자연지배의 역사로 설명 

될 수 있으며， 그가 주장한 <자연으로의 귀환〉은 말 그대로의 의미 

가 아닌， 인간의 <자연성에 대한 기억> (M. Horkheimer und Th. 
w. Adomo, Dialektik der Aufklärung, 47쪽 참조)이 라는 의 미 로 해 
석할 때 w계몽의 변증볍』의 저자뜰의 주장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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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루소가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원시인의 사회화 

과정과 더불어 시작된 부정적 정념의 발달이 문명인외 일반적인 

도덕의 타락으로 귀결된 것이 하나의 불가피한 역사과정으로 간 

주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1 그처럼 타락한 문명상태롤 개션시킬 수 

았융까 라는 물음융 제거하게 된다. 이에 관한 답변은 불평동기 

웬론에서 주어져 있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서 중요한 실마리률 찾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루소에서 자유의 

지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올 촉진시켰던 자연적 능력이면서 동시 

에 그 타확한 상태률 개션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능력이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연적 본능인 자기애와 동정심이 과거 

외 자연상태에서의 자유와 평둥을 가능케 했다면， 인간의 자연적 

이성인 자유의지는 예속과 불평동에 빠진 현재의 문명상태를 종 

식시키고 건셜되어야 활 미래의 사회적 상태에서의 자유와 평둥 

올 가능캐 하는 근거가 된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처랩 자연적 

이성에서 사회적 이성으로 전화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살 

펴볼 루소의 사회이론에 중요한 인간화적 단초가 된다. 

2. 구성적 사회이론 

루소의 인간학적 명채와 시대비판은 그의 정치철학의 요체를 

담고 있는 『사회계약.!I(1762)의 출발점올 이룬다. “인간은 자유롭 

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있다."(GV 12) 그러므로 인 

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자유롤 포기하는 것온 인간적인 속 

성과 더불어 인간의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의무를 포 

기하는 것올 의미한다."(GV 19) 이처럼 인간의 자유가 하나의 

자연권으로 간주되는 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예속관계는 민중과 

지배자의 진정한 합의에 의해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 

하여 이미 불평등기원론 말미에서 언급된 바 있는 사회계약에 

관한 루소의 사상적 단초는 이제 그의 구성적 사회이론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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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계약론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루소가 두 저작에서 언급 

하고 있는 사회계약온 각각 다론 의미를 갖는다. 사회계약이 전 

자의 경우에는 권리와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그촬에게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체갤된 불평등한 계약으로 기술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바로 이 부당한 사회계약으로 인해 파생된 사 

회적 불평둥올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제시된 

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루소의 정치철학이 앞의 두 논푼에서 

전개되었던 과도한 문화비판을 상당한 정도로 수정하고 있음올 

확인할 수 었다. 그리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자연적 자유의 요구가 연간이 또한 자신을 속박하는 사회 

를 이탈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펼연적으로 생겨나는 정치적 지 

배의 요구와 어떻게 합치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중심에 놓여 

있는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자발적인 합의에 따른 계약공동체 

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루소가 원시적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지양 

하는 사회적 인간의 <이성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계약의 근 

거로 <일반의지 volonté générale>라는 개념올 도입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사회계약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격과 온 햄을 

일반의지라는 최고의 지침 아래 세우고 모든 구성원올 전체와 

불가분한 부분으로 공동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된다.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의지를 반영하는 그러한 사회계약을 통하여 

“공동체척 자아”가 형성되고 독립적 존재로서 독립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을 한데 묶는 “윤리적이고 집단적인 공동체” 

가 결성되는 것이다.(GV 27 f.)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요 

구되는 법제도 역시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이해를 반영하는 일반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 

와 평등을 누렬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유대와 조화의 기초가 되 

는 일반의지는 그 개념에 부합하게 한편으로는 각기 다른 이익 

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특수한 개별의지와 구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이해를 수렴 내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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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그러면 일반의지는 어디서 유래하는가? 루소에 의 

하면 일반의지는 본래 독립적인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에 따라 

생겨난 상이한 이해들의 충돌을 조정하려는 현실적 요구에서 탄 

생한 공통의 의지다. 그렇게 볼 때 일반의지는 일차적으로 역사 

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루소가 양도하거나 분할활 수 없 

고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일반의지는 초시대적이고 

초역사적인 성격올 띠고 있다. 더 나아가 루소는 자연적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애를 사회적 인간이 그가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해 당연하게 가지게 되는 애국심으로 연결시킨 

다. 그리하여 루소는 얀류학적인 측면에서 모든 개별적인 특수 

의지를 통합하는 집단적인 일반의지에 절대적 타당성을 부여하 

면서， 그러한 일반의지가 특히 아직 산업화되지 않은 채 목가적 

인 생활올 영위하는 소규모의 국가에서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서술한다. 루소가 강조하는 집단적 일반의지는 역사적인 필요에 

서 탄생한 민중의 정치적 합의 도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현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자연 

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회구성원의 감정적인 친근함에 의존해 

있는 일반의지는 또한 경우에 따라서 비합리적이고 배타적인 애 

국심으로 기울거나 혹은 상호 조정될 수 없는 개별적인 이해를 

무시하는 총체성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위 

험을 내포한다.9) 

루소에서 자연개념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유이념과 

관련하여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루소가 (자유롭고 평둥 

한) 가설적인 자연상태에 (부자유하고 불평둥한) 역사적인 사회 

상태를 대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사물의 본성과 

(사회적인) 인간의 합의를 구분하고 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 

회계약에 토대를 둔 민주적 정치제도에서 모든 인간이 향유하게 

될 (사회적} 자유는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9) G. Mensching, 앞의 책， 109쪽; 11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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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한 사회화되기 이전의 원사적 자연상태에서 타인파 관계를 

맺을 필요 없이 자존하는 개별적 인간이 누렸던 (고립적) 자유 

의 의미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둥 

관계를 폐지하고 수립되어야 할 새로운 사회적 질서는 모든 다 

른 권리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로서 “자연에서 유래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합의에 근거”한다.(GV 12) 이 점에서 루소는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자연권> 옹호론자들과는 다른 입장에 

서있다. 이들이 인간은 처음부터 이성과 사회적 욕구를 가진 존 

재로서 이미 자연상태애서 이성적인 자연법칙에 복종했다고 주 

장했던 것과 반대로， 루소는 그가 군주제나 귀족정치를 지양하 

는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상정하는 공화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자연적 관심과 이성적 법이 상호 대립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그렇게 볼 때 『사회계약』의 주제는 이 책의 서두에서 언 

급되었던 사슬의 지양이 아니라 사슬의 합법화10)라는 역설도 

성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불평등기원론에서는 

모든 사회악을 배태시킨 근원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유재산이 사 

회계약론애서는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요건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11) 그에 따라 루소는 토지에 대한 부당한 선점권과 (필요 

와 노동에 따라 경작된)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구분한 

다.(GV 35) 토지의 소유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강자와 지배자를 

위해 생겨난 법이 사회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권리와 의무를 결합시키고 정의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는 합의와 법이 펼요"(GV 53)한 것이며， 법은 “시민사회가 성립 

하기 위 한 조건"(GV 56)이 된다. 

하지만 법이란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이 말올 단지 형이상학적인 

사고와 연결시킨다변 뜻도 모르면서 그 개념을 두고 영원히 싸움올 

10) 1. Fetscher, 앞의 책， 102쪽， 
11) G. Mensching , 앞의 책，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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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활 것이며， 또한 자연법율 정의하려고 한다연 그 때문에 국가법 

에 관해 더 이상 알게 되지 못할 것이다. (GV 54) 

그리하여 루소가 상정하는 국가의 본성은 법의 집행과 정의의 

실현에 있는 것이다. 플라톤을 따르고 있는 정치철학자 루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자기보존본농을 인간의 유일한 자연적 본능으로 간주했으나， 점 

차 씬간의 행복의 조건으로 인류의 권리를 중요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12) 

그와 같이 자연상태에서 시민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은 인간에게 괄 

목할 만한 변화률 가져다 주었는데， 이제 그는 본능 대신에 정의를 

자신의 행동의 지침으로 삼게 되었고 이전에는 결여되어 있었던 윤 

리를 자신의 행위에 부각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 

에게만 주의를 기울였던 인간은 의무의 목소리가 신체적인 충동의 

자리에， 그리고 권리가 욕망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시점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다른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성향에 귀를 기울 

이기 이전에 자신의 이성에 물음올 던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J 사회계약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자 
유와 더불어 그가 얻고자 애쓰고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반면， 자신의 시민적 자유와 자신에게 

속하는 모든 것의 소유권올 얻게 된다. (..J 개인의 힘들에 그 한계 

가 닿아 있는 자연적 자유와 일반의지에 의해 제한되는 시민적 자 

유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함이나 처음 온 사랍이 

요구하는 소유와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소유률 또한 우 

리는 구분해야 한다. (GV 32 f.) 

루소는 초기저작에서 느낌과 마음의 권리를 열렬히 주장한 것과 

달리， 후기의 법이룡과 국가론에서는 감정의 우위를 의문시하고 

법과 국가를 의지의 구성물로 규정한다，13) 자연상태에서 시민상 

12) E. Cassirer, 앞의 책，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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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이행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의 자연적 자유는 사회의 윤리 

적 자유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루소는 사 

회계약론의 서두에서 권리와 이해 또는 정의와 유용성이 서로 

불가분하게 결합되 어 었음을 강조한다.(GV 11) 그에 게 중요했던 

점은 인간의 자연권을 수호하기 위해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못지 않게， 인간의 자기중섬적 자유를 사회적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진정한 결속은 인간의 

탈자연화 및 도덕화와 정신화를 통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 

다 14) 그리하여 루소는 사회상태를 이룩함으로써 인간은 “진정으 

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는 윤리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 

다”고 말한다.(GV 33) 자연적 자유가 사회 적 자유를 위 해 제 한 

되는 대신， 자연적 불평둥은 사회적 평동에 의해 보상 내지 상 

쇄되는 것이다. 사회계약으로 언해 

자연적 평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은 사물 사이의 불평둥에서 자연적으로 비롯된 인간 사이의 불 

평둥올 대체한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재능의 차이에서 생겨난 불평 

둥이 합의와 권리를 통한 평둥으로 바뀌게 된다. (G 37) 

자연상태에서 독립적인 인간이 누린 자유와 평등이 절대적인 개 

념이었다면， 사회상태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와 정의는 상대 

적인 개념이다. 또한 루소가 자연상태의 특정으로 기술한 바 있 

는 자유와 평등의 일치가 사회상태에서는 더 이상 역사적 사실 

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 

는 하냐의 윤리적 이상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이 윤리적 이상은 

사회를 구성하는 이념으로서， (칸트에서처럼) 순전한 의미에서의 

윤리적 이념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말이 지니는 철학 

적 의미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던(GV 33) 루소에게는 인간 

13) 같은 책， 31쪽. 
14) 1. Fetscher, 앞의 책，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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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불평둥이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실천 

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펀 우리는 일반의지의 개념으로 집약되는 루소의 정치철학 

이 다름 아년 그의 자연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그의 자연사상은 일차적으로 18세기를 지배했던 자연 

관에 바탕을 둔다. 주지하다시피 신중섬의 사고에서 인간중심의 

사고로 전환한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관은 이른바 라이프니츠에 

의해 대표되는 변증론 혹은 이신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리 

하여 이 전환의 시기애는 자연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불가사의했 

던 자연세계의 운행법칙을 밝혀냈던 근대의 합리적인 세계관이 

특이하게도 자연이 신의 완벽한 창조물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와 

결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연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루소의 자 

연사상의 기초를 이룬다. 칸트의 초월철학에서도 그 흔적을 남 

기고 있듯이， 루소가 표상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중세 이후 

진행된 근대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바 생산적 관심을 불러일으 

키는 지배적 관계가 아니라， 무관심적 만족올 불러일으키는 관 

조적 관계에 바탕을 둔다. 그러나 과학적 타당성올 입증할 수 

없는 감성적 체험에 근거한 루소의 신비주의적 자연종교는 전통 

적인 방식으로 초월적 존재인 신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했던 루소의 인 

간학적 입 장과 결부된다고 볼 수 있다.15) 

루소가 가정하는 바 자연상태의 인간이 자유롭고 평둥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파악하고 자연의 전 

체질서를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루소가 표상하 

는 바 탈자연화되고 비도덕화된 문명상태를 지양한 이상적인 사 

회의 구성원인 개인은 자신의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를 쓰 

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타인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자연질서에 순웅하며 살았던 자연 

15) G. Mensching , 앞의 책 ， 34쪽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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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간과 홉사하게， 이제 공공의 안녕에 관심을 두는 시민적 인 

간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공통의 정치체인 국가를 건설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소가 민중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건설된 이상적인 사회상태인 국가를 개인들올 포팔 

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파악한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루소 

가 역사적인 실체로 가정한 유기체적 자연상태의 이념이 바로 타 

락한 문명상태를 지양하는 새로운 사회상태로 실현되는 것이다. 

자연적 자유는 사회적 자유 혹은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윤 

리적 자유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덕을 실현시 

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윤리적인 자기극복올 필요로 하는데， 그 

까닭은 공적인 이해와 어긋나는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다 

름 아닌 (사회화된) 인간의 속성인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인 반 

면， 개인이 전체 사회의 한 구성원앙올 인식하고 자신의 부정적 

정념인 이기섬올 억제할 때에만 비로소 도덕적인 영역이나 정치 

적인 영역에서 자유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6) 이는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 발전과 판련하여 부정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던 인간의 자유의지가 단순한 자연적 본성에서 고 

차적인 사회적 이성으로 전화되어야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3. 자연교육론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은 선량하고， 인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은 타락한다"(E 9)라는 말로 시작되는 『에밀~(1762)은 루 

소의 문명비판적 관점에서 씌어진 자연교육의 성서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루소가 심혈올 기울여 기술하고 있는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곧 “자연의 목적"(E 11)이다. 그러나 자연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야 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두 논문에서 개진된 바 었는) 인간에 본래적인 자 

16) 1. Fetscher, 앞의 책 ，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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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척 성향올 계발시켜 인간을 (사회계약론에서 구상된 바 있는) 

정의로운 사회의 자유로운 시민으로 만드는 데 있다. 

자연적 인간은 자신의 내부 속에 평용하게 머물러 었다. 그는 하나 

의 홍일쩨이자 하나의 전체이므로 자기 자신이나 자신과 같은 부류 

에게만 관계한다. 시민으로서의 인간은 (".l 전체， 즉 사회구성체와 

의 관계 속에서만 가치롤 지닌다. 훌륭한 사회적 제도는 인간의 본 

래적인 자연올 벗겨내고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률 대신하는 상대적 

인 존재률 부여 한다. (E 12) 

그러면 루소가 강조하는 서로 상반되는 교육， 즉 자연적 인간으 

로서의 교육과 시민으로서의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까? 이 불음과 관련하여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은 루소가 

표상하는 교육의 목표 - 자유롭고 평둥한 인간의 완성 - 는 다 

만 〈부정적 교육>을 통해서 달성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정적 

교육은 부정적 사회를 부정하는 방식， 즉 부정성의 부정으로 이 

루어진다. 왜냐하면 루소가 진단하는 문명화된 사회가 근본적으 

로 인간올 예속과 압박과 강제 속에 가두어두는 부정적 사회이 

기 때문이다. “샤회적 인간은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죽는 

다."(E 16) 본래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을 사슬에 묶어놓은 부정 

적 사회상태를 부정하는 교육은 특히 신체적인 성장과 감각적인 

단련과 자연적인 욕구 충족에 비중올 두어야 하는 유년기의 교 

육에 해당한다. 에밀의 교육자이며 『에밀』의 화자는 독자에케 

이렇게 말한다. 

최초의 교육은 전적으로 부정적이어야 합니다. 즉 어린아이를 덕성 

이나 진려라는 이륨으로 억눌러서는 안되며， 가슴올 악덕으로부터 

지성올 오류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 어련아이의 신체와 사지풀， 

그의 감각과 힘들올 단련시키십시오! 하지만 어련아이가 마옴 속에 

간직하고 있는 힘틀은 가능한 한 평온하게 두십시오! (..J 그를 이질 

적인 인상들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악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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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션을 행하는 것올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랍은 단지 이성의 빛 아 

래서만 선울 행할 수 있습니다. (…) 유년시절이 어린아이 내부에서 

무르익게 하십시오! (E 72 f.) 

우리는 여기서 루소가 인간의 윤리적 행위를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는 자연교육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규범에 

의해 왜곡되거나 억압당하지 않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인 감성 

의 교육올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 

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인간으로 재단되지 않은 인간의 <감성적 교육>은 다름 

아닌 인간다운 삶올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을 교육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설천적 행위를 위한 조건으로 감성에의 호소를 

강조하는 에밀의 교육자는 이렇게 말한다. 

청소년에게 결코 건조한 이성적 궤변으로 대하지 마시오. 그들에게 

이성올 이해시키려거든 이성에 신체의 옷올 입히시오. 이성의 언어를 

가슴을 통과하게 하여 이 해시키 시 오. 거 듭 말하자연， 차가운 논증은 

우리의 견해를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은 아닙니다. 차가운 논중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만 우리를 행동으 

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지， 누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E 346) 

이렇듯 계몽비판적인 계몽주의자인 루소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 

은 그가 다른 계몽주의자들과 탈리 인간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 

이 합라적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 충동임을 간파했을 뿐만 아니 

라， 사물에 대한 판단능력과 실천적 행위를 명백히 구분하고 었 

다는 점이다)7) 그렇다고 루소가 주장하는 감성적 교육이 결코 

17) 쉴랴의 r미적 교육론」의 출발점이 되는 계몽비판에서도 바로 이러 

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성 일변도의 계몽주의에 대한 

루소의 비판은 독일에서 열광적으로 수용되어 18세기 중반 이후 이 
른바 감성의 문학시대를 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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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이성적 측면올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정의로운 사회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자유로운 시민이 이성의 법 

칙을 주입시킴으로써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교육이 무르익으면서 생겨난 이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다 

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훌륭한 교육은 이성적인 

인간올 형성하는 것이다"(E 68)라고 말하는 루소가 강조하는 감 

성교육은 다만 감정의 측면을 억압하는 합리성 위주의 교육， 그 

리고 감각을 통한 구체적인 경험을 배제한 추상적 인식을 중요 

사하는 교육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 그가 자 

연적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는 이성적인 인간은 다름 아닌 “신체 

와 심성이 건강한” 이성적인 인간(E 95) 이다. 그처럼 감성과 지 

성이 서로 분리되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유는 사물을 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되는 이성이 바로 그 사물 

에 모방적으로 접근하는 감각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감각적 

인 이성은 지성적인 이성의 기초를 이룬다.(E 111) 그리하여 루 

소가 표상하는 완성된 인간은 “행위하고 사고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랑하고 느끼는 존재”이며 교육의 과제는 “감정으로써 

이성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E 203) 그러므로 경직된 합리주의 

를 반대하는 루소를 지성을 펌하하고 감성을 절대시하는 비합리 

주의롤 대표하는 사상가로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우라는 한편으로 인간의 자연교육과 관련하여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루소가 다른 한편으로 자연적인 정념과 

위험한 정념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가 

이마 불평둥기원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에 본래적이 

며 유일하게 자연적인 정념인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타 

인에 대해 무관심한 감정인 반면에 인간의 섬성을 타락시키는 

부정적 정념인 이기섬에서 파생되는 경쟁섬， 질투심， 사기심， 허 

영심， 소유욕， 비겁함 등은 모두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겨난다.(E 

70 f.) 한편 자연적 인간을 도덕적 타락으로 이끈 부정적 정념은， 

이것이 인간들의 생존경쟁에 수반된 현상으로 간주되는 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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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성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루소가 아직 이기 

적이고 타산적인 합리성에 의해 침투되지 않은 순수한 감성의 보 

존올 자연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자연 

적 본성을 인간의 사회적 판계로 확장시키는 데 본연의 목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루소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명상태에 진입함으로써 자연적 자유를 상실한 인간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호 충돌하는 개인의 이해관계률 조정 

하는 법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사회적 자유률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인간을 자연성과 

사회성을 갖추고 있는 이중적 존재로 규정하고， 또 인간을 물리 

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도덕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전자는 인간 

의 자연적 본성이며 후자는 인간의 사회적 특성이다. 그렇기 때 

문에 아직 물리적 존재에 불과한 어린아이는 무엇보다 그룰 둘러 

싼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를 배워야 하는 반면， 이제 자신이 도덕 

적 존재임을 의식하는 성인은 그가 교제하는 다른 인간들과의 관 

계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E 213 f.) 전자의 경우 외적 자연에 대 

한 감수성이 중요하다변，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자연， 즉 인간 

관계에 대한 성찰이 관건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요구되는 자연 

적 감수성과 합리적 성찰이 모두 자기애라는 인간의 자연적 감정 

혹은 정념에 근원올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 

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이기심을 제한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 

는 정의감， 즉 정의에 대한 사랑이 된다. 

우리가 이기심올 다른 사람들에게로 연장시켜볼 때 우리는 그 이기 

심올 덕성으로 바꾸게 된다. 이러한 덕성이 자리잡고 있지 않은 인 

간의 가슴은 없다. L .l 인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정의에 대한 사 

랑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에밀이 사랑하고 인식해야 한다면 그는 

되도록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흘 줄여야 할 것이다. (…)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인류의 일부이지 다른 개인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동정심이 유약함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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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정샘올 알반화시키고 인류 전체에 확장시켜야 한다. 우리는 단 

지 정의로운 동정섬에만 자신올 내맡긴다. 왜냐하면 쟁의는 가장 많 

이 인간의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E 261) 

이상과 같이 감성교육과 도덕교육올 골자로 한 루소의 자연교육 

은 다름 아닌 <자율성 원칙>에 기반을 둔다. 그가 주창하는 자 

연교육의 원칙은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고 행통하는 자율적 인간 

을 교육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루소눈 에밀이 무엇보 

다 자율적인 인깐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엄무를 맡은 교 

육자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게도 “아부것도 하지 않는 것"(E 

104)이라고 말한다 18) 루소가 이처럼 최상의 아동교육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율성의 이념은 또한 <자유의 이념>과 불가분 

의 관계를 맺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인간은 

자유로우며，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가 때 

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루소는 에밀이 직접적인 경험올 통해 

사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올 방해하고 타인의 선입견에 

물들게 할 뿐인 일체의 서적올 경계할 것을 권유한다. 자연에 

관한 간접적인 지식을 매개해주는 책들에 의존하는 대신 직접적 

인 경혐을 통해 사물에 대한 판단력올 스스로 길러야 하는 에밀 

이 최초로 읽어야 하는 유일한 책은 『로빈슨 크루소』다. 자연사 

물들에 관한 자주적인 판단올 흐리게 하는 자연에 관한 책들과 

마찬가지로， 역사가의 판단에 따라 인간들의 행위를 기록한 역 

사책들이나 철학자들의 선입견올 담은 철학책들 역시 에밀 스스 

로 올바르게 인간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렴에도 불구하 

고 인간올 자연적 인간으로 교육시키려는 목적이 

18) F. Wersc바ull， Asthetische Bildung und reflektierende Urteilskraft, 
147쪽: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루소 스스로 『에밀』의 소설적인 성격올 
인정하면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소셜이라고 강변하고 있듯이， 그가 강 
조하는 인간외 자율성에 토대를 둔 자연교육은， 그것이 에밀의 교육자 
인 장자크의 세심한 배려와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인위적이고 

가상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점을 베르쉬쿨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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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원시인으로 만들어 깊은 숲 속으로 쫓아버리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사회척인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념들이나 또는 

군중의 의견에 의해 분열되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가 

슴으로 느끼고， 자신의 이성 이외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도 지배당하 

지 않도록 하는 것 으로 충분하다. (E 264) 

루소에서 자연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자율성의 원칙과 자유의 이 

념은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연적인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 

서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에밀을 

사회적인 인간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 

칙이 된다. 그리하여 루소는 에밀의 사회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수공업자의 활동이 자기생산과 보존을 위 

해 유익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와 반대로 예술가의 창작활동은 

“오로지 한가롭고 부유한 사람들"(E 182)올 위한 것이 된다. 루 

소가 일찍이 학문예술론에서 도덕적 타락이라고 규정한 문화의 

산물인 학문과 예술의 본질이 어떻게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고찰 

되고 있는지， 또 학문이나 예술이 어떻게 정치경제구조에서 발 

생한 사회적 불평둥올 반영하고 또 재생산하는지는 앞에서 설명 

한 바와 같다. 더욱이 에밀이 그처럼 사회적인 제도에 종속되어 

타인의 취향이나 안정에 의존해 있는 학자나 예술가의 명성을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정직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는 수공업자의 기술올 익혀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 

간의 삶이 “가상이 아닌 오직 언제나 현실"(E 202)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삶의 우위에 있는 가상적인 

삶에 대한 루소의 비판은 학문과 예술， 사회적 불평둥， 그리고 

자연교육에 관한 그의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이 

유는 여러 측면에서 드려나는 가상과 현실의 대립이 바로 그가 

일관되게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회적 예속과 자연적 자유의 대 

립관계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루소가 가차없이 폭로하는 문화의 

가상적 혹은 허위적 성격은 자연상태에서의 원시적인 삶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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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루소가 도덕적 타락과 사회 

적 부패가 만연한 문명상태에 선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자연상 

태에서 인간은 단지 자연적인 자가보존본능에 따라 살기 때문에 

자유로우며 또한 타고난 동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그렇듯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면 

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던 자연상태의 인간은 자유 

와 평등을 누렸던 반면 이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쫓으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갈급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명상태의 인간은 부자유와 예속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타인과 평둥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던 야생적 인간 

은 루소에 의하면 자기 <안>에서 살고 있는 데 반하여， 권력을 

소유한 자들에 의존하여 노예로 살아가는 사회적 인간은 언제나 

자기 <밖>에 존재한다.(UGU 264) 그렇게 볼 때 문명 인의 불평 
둥한 관계를 교묘하게 은폐하는 사회생활의 규범으로 통용되는 

윤리는 원시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대신한 것이며， 학문 

과 예술은 원시인이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자 

유롭게 자존하는 삶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렇듯 타인에 종속 

되지 않은 자율적인 삶에서 실현되는 자유의 이념은 더 나아가 

<행복의 이념>과 연결된다. 루소의 확신에 따르면 인간이 추구 

하는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생겨나는 가상이 아닌 자신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인간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행복하게 보이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은 백 배 쉬운 것이다".(E 384) 하지만 약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교적이 되는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행복”을 누리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는 고독하다”고 루소는 말한다.(E 222) 
루소가 강조하는 자연교육의 골자를 이루는 감성교육， 그리고 

자율성의 원칙 및 자유이념에 부합하는 행복의 이념 등이 모두 

실천적 삶의 유용성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칸트의 경우 인간 

의 신체와 감정에 바탕을 두는 감성적 계기와 행복의 이념은 보 

다 고차적인 윤리적 차원을 위해 제한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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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또 자연적 인간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자유이념은 사회적 

정의의 구체적인 실현올 위해 사용되는 대신， 이제 인간올 유한 

한 자연성을 초월한 이성적 존재로 교육시키기 위한 이상주의적 

도덕철학으로 희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 

11장에서 보다 자세히 조명하기로 한다. 

4. 미적 가상 

루소가 제시하는 진정한 삶과 대립되는 미적 가상의 문체에 

관하여 언급하기 전에 우리는 그가 당시 마학적 논의의 중심을 

이루던 <기호 Geschmack>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래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의 하나인 미 

각을 일걷는 기호라는 용어는 점차 전반적인 문화생활에 대한 

감각과 미적 감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그에 따라 18 

세기 중엽 프랑스의 부알로와 뒤보를 중심으로 얼어났던 기호에 

관한 논쟁은 독일에서도 수용되어 고트셰트와 콰니히 동에 의해 

합리주의적 관점과 감성주의적 관점에서 전개된 미학논쟁으로 

이어진다 19) 그 후 미학의 중요한 탐구대상이 된 기호의 문제는 

바로 주관적인 감각에서 발생한 기호가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판단력의 문제로 발전하여， 18세기 후 

반 칸트에 의해 <미적 판단력>이라는 마학의 범주로 개념화된 

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기호를 인간의 감각적 안락이나 도덕 

적인 선과 구별하여 주관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닌 자연미에 대 

한 합목적적인 판단으로 규정한다. 또 그는 자연미를 관찰하는 

주체의 판단능력을 기호라고 규정하는 한편， 자연미를 모방하는 

예술미의 주체로서 천재의 개념올 부각시킨다. 

이러한 칸트적인 미의 규정이 바로 루소의 <자연적 기호>에 

19) A. Baeumler, Das Irrationalitätsproblem in der Asthetik und 
Logik des 18. Jahrhunderts bis zur Kritik der Urteilskraft, 23쪽 이 
하; 49쪽 이하; 6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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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탐올 두고 있용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루소에 의하면 다수의 

씬간와 마음에 드는 것에 관해 판단하는 능력인 기호는 우리의 

욕구들과는 관계가 없는， 무관심한 사물들올 대상으로 한다.(E 

367) 또한 인간은 자연올 모방함으로써만 미를 창출해내며， “모 

든 진정한 1 기호의 모범둘온 자연 속에서 발견된다."(E 368) 더욱 

아 져연사상가야며 문명비판자인 루소가 자연적 기호률 사회적 

기호와 구별하는 것온 당연하다. 자연적 가호가 곧 자유로운 자 

연상태에서의 마적 경험인 데 반해， 사회적 기호는 예속된 사회 

상태에서의 타략한 풍속과 판련된다. 그리하여 예술가나 권력자 

나 부자의 관심이나 허영에서 생겨난 “사치와 나쁜 기호는 불가 

분의 관계로 절합되어 있다. 값비싼 기호는 언제나 타락한 것이 

다 손쉽게 향유할 수 있는 것과 비례해서 그만큼 더 기호는 타 

락하는 반면， “훌륭한 기호는 훌륭한 윤리에 달려있다."(E 368) 

또한 현대인의 기호는 파리에서 보는 것처럼 과도한 섬세성으로 

인해 타락한 반면， 마음에 호소하는 기호의 단순성은 자연에 가 

까이 있었던 고대인의 문학에서 발견된다.(E 369 f.) 그리고 그 

처럼 타락한 현대인의 기호는 도댁과 윤리와 진실을 배우는 장 

소의 구실올 하는 대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오락올 제공하 

는 연극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E 372) 그에 반해 자연적 기호는 

사치와 허영을 경계하는 가운데 절제된 생활 속에서 자연이 인 

간에게 준 감각율 충족시키는 데 있으며， 더 나아가 자기만올 

위한 배타쩍인 만족이 아닌 진정한 만족은 자연적 기호를 민중 

과 함께 나누는 데 있다.(E 383) 이와 같이 루소가 (자연적 기호 

에 어긋나게) 사회적으로 매개된 기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올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기호 및 미적 경 

헝 일반에 대해 적대척인 것은 아니다. 단지 그가 표상하는 미 

적 경험과 미적 판단은 언제나 도덕적 의식이나 사회적 지배관 

계에 대한 통찰과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을 뿐이다. 자연 

과 문화 혹은 현설과 예술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모순이 자연 

상태의 옹호자이면서 투철한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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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하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반면， 그의 문화비 

판을 수용한 독일의 이상주의자들은 그러한 문제를 마학으로 해 

결하려고 시도하게 된다.20) 

루소는 학문예술론에서 학문과 예술의 발달로 인해 자연상태 

의 인간이 누렸던 자유가 상실되고 인간의 도덕적 섬성과 윤리 

적 품성이 타락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학문과 

예술의 발담이 언간올 조야한 자연상태로부터 해방시켜 도덕적 

섬성을 순화시킨다고 믿었던 전통적 문화낙관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바 있다. 일종의 문화비관주의가 바로 그의 예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근거 짓는데 그 이유는 예술에 가상적 성격이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과의 합일상태에서 미적인 경 

험을 향유하는 것과는 탈리 일차적으로 인간정산의 산물인 예 

술은 루소가 동경하는 자연상태에서 멸리 떠냐 있다. 또한 루소 

는 플라톤의 예술이론에서처럼 도덕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영 

향마학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예술의 가상적 성격올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리하여 문명의 역사를 통해 자연상태에서 누렸던 

자유가 상실되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루소는 「달랑베르에게 

보내는 편지 J (1758)에서 예술에 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그가 여기서 자신의 고향언 제네바에 극장올 설립하려 

는 계획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엿보다 연극이 문명의 역사를 통 

해 타락한 윤리풍속을 개선하는 대신 오히려 타락을 심화시케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 한 시대를 지배하는 잘못된 통념과 윤리 

를 반영하는 사회적 기호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보 

기 때문이다.(8 352 f.) 

루소가 이 편지에서 정의하는 연극의 본질은 유용성에 반대되 

는 <오락성>에 었다. 유익한 일거리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인간의 속성인 내적 평온올 유지하고 있다면， “무익한 

소일거리”에 불과한 연극에서 만족을 구하는 관객은 “자기 자신 

20) F. Werschkull, 앞의 책，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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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불만족”을 드러낼 뿐이다. 그렇게 하여 연극은 민중으로 하 

여금 “자기 자신의 삶”을 경멸하게 만드는 대신 “다른 사랍들의 

삶n과 유회하는 것을 가르친다.(8 348 f.) 그렇게 오락성올 추구 

하는 연극이 민중에 끼치논 악영향은 무엇보다 그것이 루소가 

부정적으로 규정한 바 있는 인간의 부정적인 정념들을 부추기는 

데 있다. 왜냐하면 연극의 무대는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정념틀을 담은 한 폭의 그림"(8 350)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시 말해 실제와 다른 가 

상의 세계를 무대에서 펼치는 연극은 관람객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와 이웃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섬올 소멸시 

킨다. 그리하여 루소가 불평동기원론에서 자연상태의 인간이 가 

지고 었는 자연적 본능으로 높이 평가한 바 있는 동정심이 실제 

가 아닌 연극무대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불러일으켜질 때 그것은 

다만 현실에서의 문제를 은폐하고 회피하는 구실만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고대비극이 유발하는 공포와 동정섬에 관해 루소 

는 이렇게 말한다. 

덧없고 공허한 전율은 이것올 불러일으키는 가상이 지속되는 것 이 

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적인 느낌의 잔재임에도 불구하 

고 바로 다시 정념들에 의해 질식당하는 비생산적 동정심은 그 자 

체의 눈물로 적셔지지만， 단 한번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행위를 불러 

일으키지는 않았다. (B 357)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루소가 고대 이후 인간의 행위를 

모방한 연극의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 

하고 있는 것은 연극이 가지는 허구적 성격에 내재한 이데올로 

기에 대한 비판에 근거를 둔다. 이는 예술 일반의 가상적 성격 

에 대한 비판으로서 예술의 모방적 성격과 가상적 성격올 규명 

한 플라톤의 입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은 존재론적 입 

장에서 예술이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현상 세계를 다시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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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서 더욱 이념적 실재로부터 멀어진 가상임올 비판한 

다. 그는 또한 영향적인 측면에서 예술이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 

는 비이성적인 측면을 들어 그의 이상국가에서 시인올 추방한 

바 았다.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루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극 

의 기능으로 강조한 바 있는 카타르시스 이론에 대해 반론을 재 

기한다. 지나치게 자극당한 정념들은 오히려 악덕으로 타락한다 

는 견해를 견지하는 루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연극시학이 그 반대률 할 수 였다고 가장하며， 정념들을 불러일으킴 

으로써 정념들올 순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 

지만， 이러한 규칙올 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올 고백한다. 

사람이 영리하고 이성적으로 되고자 할 때 그보다 먼저 미친 듯이 

그리고 어리석게 되어야만 할까? (B 352) 

이와 반대로 하나의 정념을 자극하면 수많은 다른 정념들이 불 

러일으켜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루소는 다시 플라톤적인 견 

해에 압각하여， “정념들을 순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이성이며 

(..J 이성이 극장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단정 

짓는다，(B 353) 그렇게 해서 연극은 관객이 도덕성에 맞게 행동 
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들의 삶의 활동이 이처럼 한가로운 만 

족으로 인해 중단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 

고 자기 외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B 392) 

루소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듯 사회현실의 문제와 대립되는 예 

술의 가상적 성격은 이성적 판단으로 매개되지 않은 인간의 격 

정을 중대시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윤리척인 의식과 사회적 

인 행동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달리 말해 연극은 다만 “현 

실을 가상과 맞바꾸어버린"(B 398) 타락한 민중에게 제공되는 

현실보상적 오락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정신 

은 “이성의 목소리”에 마음은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리 

고， “행복하게 사는 일보다 행복하게 보이는 일”에 더 관심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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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이는 것이다.(B 416 f.) 

그밖에도 루소는 제네바에 극장셜립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로 연극무대를 위해 지출되는 막대한 경비문제， 연극관람올 위 

해 조장되는 사치스러움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특히 여배우)들 

의 방종한 생활 등올 꼽고 있다. 이처럼 루소가 연극에 대해 취 

했던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는 물론 그가 살았던 당시의 사 

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향락과 부패에 빠진 부르주아 계층 

의 대한 그의 염오， 그리고 일반 민중이 겪는 궁핍에 대한 분노 

의 표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의 궁중생활 

과 상류사회가 드러낸 정치적 부패， 도덕적 위션， 예술적 기만은 

결국 사회화되기 이전의 자연과 고독을 예찬한 루소의 극단적 

문화비관주의를 낳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루소가 비판해마지 않았던 예술에 내재한 부정적인 측면 

이 이후 예술의 자윷성올 옹호한 독일 미학자들의 경우 바로 긍 

정적인 측면으로 뒤바뀌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칸트에 관한 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11. 칸트의 자유이념 

1. 초월적 자뮤이념 

학문탐구에 열중하던 계몽주의자 칸트는 루소를 통하여 비로 

소 인간올 존중하는 법올 배우고 인류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 

다는 신념올 갖게 되면서 모든 인간에 본래적인 <자연적 이성> 

에 몰두하게 된다.2]) 칸트는 루소와 비슷하게 인간올 자연적 존 

재와 이성적 존재로 이중규정하지만， 루소가 자연적 본능과 대 

립되는 이성을 사회적 산물로 본 것과 달리 이성을 인간의 자연 

적 속성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인간이성의 발생에 관한 입장의 

21) ]. Grondin, Kant zur Einführung, 1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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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도 불구하고 칸트에서의 자연적 이성개념이나 루소에서의 

사회적 이성개념은 모두 근대 계몽주의 정신 아래 사회의 변화 

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실천적 자유이념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 

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칸트의 문화긍정적 역사철학의 전제 

가 되는 이념적 자연개념은 루소의 문명비판적 사회이론에 정당 

한 근거를 부여하는 역사적 자연개념과 상충한다. 왜냐하면 칸 

트는， 루소가 문명상태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자연상태의 인간 

이 타언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본능에 충설하게 행동 

하며 자유롭게 살았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되는 업장에서， 자 

연법칙의 지배를 벗어나는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 이념이 문명 

상태에서 비로소 설현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 

리적 이성에 기초한 인간의 계몽과 이를 토대로 한 시민사회의 

건설을 낙관하고 있었던 칸트에게 중요했던 자연성은 - 미래의 

역사에서 설현될 목적을 자체 내에 지니고 있는 “이성적 자 

연"(KPV 71)으로서 - 루소가 과거의 역사적 자연상태에 살았던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었다고 가정한 자연성 - 부정적 

인 소질들의 발달과 더불어 사라진 혹은 묻혀버린 감성적 자연 

- 과는 다르다. 그리하여 칸트는 루소가 자연과 문명올 상호 대 

립적인 것으로 파악했던 것과 반대로， 자연을 (문명과 대립되면 

서 또 동시에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이중적인 개념으로 파악한 

다， 다시 말해 칸트는 인류역사의 발전을 (문명과 대립되는) 자 

연의 부정적인 개념올 지양하여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자연의 

긍정적인 이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이 칸트는， 루소의 역사철학이 비관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과 달리，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성에 의한 

역사의 발전을 신뢰하는 낙관적 역사철학 구상을 발전시킨다. 

하지만 신의 창조물인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바탕을 둔 루소의 

자연종교관은 칸트가 자연현상에 국한된 지성인식을 배후에서 

체계적으로 통일시키는 <규제적 이념>을 상정한 자연목적론에 

서 다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루소에게서 오직 감성적으로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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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할 수 있는 조화로운 자연은 또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우주적인 합목적성을 발견하는 미적 판단을 무관심적 만족 

으로 특정지은 칸트 미학의 대상이 된다.22) 그처럼 일찍이 인간 

을 중시하는 루소의 자연사상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칸트의 엽 

적은 무엇보다 초월철학이라고 불리는 방대한 사유체계를 확립 

한 데 었다.23) 그리하여 루소가 강조한 바 있는 자연상태의 의 

미가 문명상태에 있는 인간이 문명 이전의 원시상태로 되돌아가 

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역사를 되돌아보는 데 있 

다는 점에 주목한 칸트는 루소에서 역사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원칙이었떤 자연상태를 역사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원칙으로， 

그라고 루소가 강조한 자연적 인간을 감성적이고 역사적인 의미 

가 아닌， 윤리적이고 목적론적인 의미로 해석한다.24) 더욱이 역 

사적으로 실재했올지 모르는 자연상태가 아닌， 인간이 계몽적 

이성에 기반하여 도달해야 할 문명상태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합 

리주의자 칸트가 루소로부터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것은 무엇보 

다 일견 반문명적이고 비합리주의적인 경향을 보일 정도로 철저 

했던 루소의 사회비판의 바탕을 이루는 윤리의식이었다. 그리하 

여 루소의 자연사상을 독자적으로 수용한 칸트의 역사철학에서 

는 루소의 감성적 자연개념 대신 이성적 자연개념이， 그리고 그 

의 비판철학에서는 루소가 주창한 실천적 자유이념보다 초월적 

자유이념이 더욱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의 역사철학적 관심에서 후기의 비판철학적 관점으로 옮아간 칸 

22) G. Mensching, 앞의 책 ， 35쪽. 
23) 철학사적으로 볼 때 칸트의 초월철학은 18세기의 계몽사상이 19세 

기의 관념철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정올 이룬다. 왜 
냐하면 칸트의 지성개념과 자연적 이성이 각각 혜겔의 이성개념과 
역사적 이성으로 확대，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듯 칸트는 이후 그의 도덕적 이념을 치환한 정신적 이념올 세계 
인식의 중심에 둔 관념론적인 역사철학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셈 

이다. 

24) E. Cassirer, 앞의 책 12쪽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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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어떻게 초월적 자유이념을 이성적 자연 개념에 정초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칸트의 철학적 관심이 감성에서 지성으로 그리고 이성으로 선 

회 하고 있음은 『순수이 성 비 판 Kri tik der reinen Vernunft.!l (1781) 

의 구성에서 잘 드러나 있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자연사물에 

대한 인식경혐의 기본조건들올 논의한 이 제 1비판의 r 기초론」 

에서 경험적 인식의 대상이 주어지는 선험적 직관의 형식인 시 

간과 공간올 설명한 r초월적 감성론」에 이어 경험적 인식을 구 

성하는 선험적 개념인 지성의 구조를 밝혀낸 r초월적 논리학」을 

서술하고， 이를 다시 순수지성의 개념과 원칙을 분석한 「초월적 

분석론」과 순수지성의 사용한계를 지적한 r초월적 변중론」으로 

나누고 있다. 이 변증론 부분에서 칸트는 사물이 현상하는 감성 

적 경험계와 사물 자체가 속하는 초감성적 예지계를 구분하는 

특유의 이원론적 사고체계에 따라， 유한한 인간의 감성적 직관 

에 의해 주어진 대상올 종합하는 순수지성이 이제 감성의 제약 

을 벗어냐는 무한의 세계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 

모한 시도훌 <초월적 가상 transzendentaler Schein>이라고 비 

판하면서， 통사에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현상계를 벗어나기 

위해 펼연적으로 요구되는 순수이성개념을 <초월적 이념 

transzendentale Ideen>으로 규정 한다. 이 처 럼 칸트가 자연사물 

의 경험적 인식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감성과 지성의 한계 

를 벗어나는 순수이성개념으로 도입하고 있는 이념은 그에 일치 

하는 대상이 감성 속에 주어질 수 없는 초월적 이념으로서 

이성의 자연적 본성 Natur der Vemunft 자체롤 통하여 부과되어 
있다. 그것은 (초월적 이념은) 궁극적으로 초월적이기 때문에 모든 

경혐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인 반면， 경험 속에는 결코 한번도 초월 

적 이념에 적합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날 수 없다. (KRV 331) 

또한 그렇게 감성의 제약을 받는 경험인식을 벗어난다는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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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순수한 이성개념이자 초월적인 이생개념은 제한된 조건들올 

종합하고 통일하는 총체성의 개념으로서 

책어도 지성의 통일올 가능한 한 무제약자에까지 진행시키기 위한 

과제로서 펼연적인 것이며 인간이성의 자연적 본성에 근거한다. 

(KRV 328) 

여기서 초월적 총체성， 즉 절대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순수이성 

이 다륨 아난 인간이성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성으로 간주되 

는 이유는 개개의 자연현상들을 일반적인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지성이 그 경향상 보다 고차적인 이성에 의한 자연전체의 

통일을 하나의 <이념〉으로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 

나 칸트에게는 이론이성이 적용되는 현상계를 초월하는 물자체 

가 (지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의 대상이듯이， 

지성이 경험적 인식올 구성하는 개념인 데 반하여， 경험의 한계 

를 벗어나는 이성은 단지 경험적 세계를 규제하는 이념이 된다. 

순수이성의 이념인 초월적 이념은 결코 경험에 대하여 구성적으 

로 konstitutiv 사용할 수 없는 대 신 지 성을 가능한 경 험 의 한계 

밖에 있는 최대의 통일성올 향하여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규제적 

으로 regulativ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 다.(KRV 565) 

칸트는 더 나아가 규제적 기능올 갖는 초월적 이념에 실천적 

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상이 아닌 것으로서의 이념의 개념규정 속에 이미 우리가 피 

할 수 없는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 실현되어야 한다는 가치규정 

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가능적인 것 

이 현실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듯 칸트가 (유한하고 불완전 

하고 상대적인) 경험적 현실을 벗어나는 (무한하고 완전하고 절 

대적인) 초월적 이념을 (이론이성에 과제로 주어진) 하나의 실천 

적 개념 25)으로 파악하고 있는 한 이론이성에서 실천이성으로의 

매개를 담당하는 초월적 이념은 실천이성의 이론적 영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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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반영26)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선험적 지성올 보이지 않는 

매후에서 통일하는 초월적 이념이라는 것은， 경험적 대상 배후 

에 있는 초월적 대상인 물자체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론 

의 영역에서 실천의 영역으로 이행하기 위해 칸트가 설정한 하 

나의 <한계개념>이다. 왜냐하면 단지 주관적 논리성올 갖는 선 

험적 지성의 체계적 통일을 위해 요구되는 초월적 이념은 그것 

이 추구하는 “객관적 실재성”을 (단지) “제시 "(KRV 568 f.)해주 

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론적 혹은 사변적 관심올 넘어서는 

실천적 관심에서 추론되는 순수이성개념이 칸트에게는 (각각 절 

대적 객체의 세계， 절대적 주체， 주체와 객체를 포함한 모든 존 

재의 근원에 해당되는) 세 가지 초월적 이념인 “의지의 자유， 영 

혼의 볼멸， 그리고 선의 존재"(KRV 672)로 완결된다. 

칸트가 그처럼 초월적 가상과 초월적 이념의 변중법적 관계를 

규명하면서 이성의 사변적 관심의 한계와 동시에 이성의 실천적 

관심의 정당성을 논의한 변증론에서 (실제로는 동일한) 순수이성 

의 이론적 사용과 실천적 사용을 구분할 때 중요한 척도로 삼는 

것이 바로 자연의 개념과 자유의 이념이다. 칸트에 의하면 자연 

의 개념은 감성적 세계에 의해 제약되고 조건지어져 있는 반면， 

자유의 이념은 초감성적 세계의 무제약성과 무조건성을 그 본질 

로 한다. 더욱이 이 초감성적 세계의 자유는 자연의 인과성을 벗 

어냐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이제 어떤 자연현상들 

의 계열올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의마에서 “절대적 

자발성 ”을 가진 “초월 적 자유 transzendentale Freiheit'’ (KRV 

428)라는 것이다. 인간의 인식을 담당하는 이론이성이 구속되어 

있는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바로 이 <초월적 자유이념>에 인간의 

행위를 주관하는 살천이성이 기초한다. 왜냐하면 자연현상에 국 

한된 지성개념을 초월하는 이성개념 즉 초월적 자유이념은 그것 

25) 한정석， 칸트철학의 인간학적 지평. 152쪽 참조. 
26) 같은 책.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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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연현상 속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자유를 지시한다 

는 점에서 칸트의 도덕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실천적 자유의 이념 

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자유를 통해 가능 

한 모든 것은 실천적 "(KRV 673)이며 “도덕적 법칙”만이 “순수이 

성의 실천적 사용”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처럼 칸트철학의 지표 

가 되는 자유의 개념은 초월적 자유로부터 실천적 자유로 이행하 

는 가운데 가능적인 것의 규제적 원칙에서 현실적인 것의 구성작 

원칙으로 전환하게 된다，27) 다시 말해 아직 개연적이며 무규정적 

인 사변적 이념으로서의 자유가 당위적인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도덕법칙에 부합하는 실천적 이념으로서의 자유로 전환하는 것이 

다.잃)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의 출발점 

이 된 종래의 형이상학 비판이 다름 아닌 새로운 형이상학의 필 

요성을 도출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구상된 것처럼， 그의 비판철 

학의 관건은 경험적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월적 이성을 바로 

다름 아년 도덕적 실천이성으로 정립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계몽주의에 뿌리를 둔 주관성의 철학의 기반올 마련한 칸 

트의 사상 전체는 요컨대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 약간의 펀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자유이념에 토대를 둔 도덕철학으로 

수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칸트의 순수이성 논구 

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물음은 “의지가 자유롭고 신과 미래 

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KRV 674)라는 

물음인 것이다. 한편 이 구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라이프니 

츠 전통의 도덕신학을 계숭한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에서는 아직 

신학적 배경이 근원적이다，29) 하지만 그렇게 영혼불멸과 신의 존 

재가 『순수이성비판』에서는 실천이성에서의 형이상학적 출발점 

을 이룬다면Ii"실천이성비판』에서는 이른바 요청개념 (KPV 264) 

으로 서술된다. 다시 말해 후자의 경우 실천이성은 그 자체가 도 

27) 같은 책， 177쪽 이하 참조. 
28) 질 들뢰즈， 칸트의 비판철학， 81쪽. 
29) ]. Grondin, 앞 의 책 , 103쪽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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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전자의 경우보다 더욱 자울성을 

획득하여， 신의 존재와 영혼불멸은 이채 도덕적 행위가 요청하는 

결과가 된다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회망한 것처럼 초월적 자유이념이 

과연 실현훨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초월적 자유이념이 어떻게 구 

체적인 실천행위와 매개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여전히 남는 

다. 왜냐하면 칸트가 표상하는 실천적 자유는 다만 경험적 사실 

올 벗어나는 “순수이성의 사실"(KPV 142)로 주어져 있으면서 현 

실의 법칙과 무관하게 스스로 볍칙을 제정하는 도덕적 자유에 기 

초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칸트가 한편으로 “실천적 자유 

는 경험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 

유의 법칙은，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관해 다루는 자연볍칙과 달 

리，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만 동시에 그것이 아마 

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 

다고 말하는 모순이 생 겨 난다.(KRV 675) 마찬가지 로 칸트의 시 

각에서 볼 때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도덕적 행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현가능성과 무관하게 션을 

행하려는 의지， 즉， 오직 자기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도덕 

적 의지이다. 그러한 <선(善)의지>가 칸트에게는 이 세계에서뿐 

만 아나라 이 세계 밖에서도 유일하게 제약받지 않는 선으로서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나 작용을 통해서， 또는 미리 정해져 있는 어 

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성올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의지를 

통해， 다시 말해 그 자체로서만 선한 것이다 L) (KPV 19) 

칸트가 그처럼 실천이성의 총체인 선의지를 구체적인 행위나 실 

제적인 유용성을 모두 배제한 의지 자체로 규정하는 한， 그가 

이론이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제시한 실천이성은 결국 

30) 같은 책 , 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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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의 실천적 자유이념과는 아직 거리가 먼 초월적 자 

유이념에 머물게 되는 모순을 피할 수 없다. 그리하여 도덕적 

의지의 절대성율 강조하는 칸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모든 

개별적인 경우외 특수한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타당한 것으로 통 

용될 수 있는 보편적 <도덕법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 

간옳 “결코 수단으로 삼지 말고 언제나 목적 자체로 대하 

라"(KPV 66)는 칸트의 실천명령에서 천명되고 있는 바 의심할 

나위 없이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이 가지는 

문제는 그것이 적용되어야 할 특정한 내용이 사상될 뿐만 아니 

라， 또한 일체의 자연적 감정에 대해 무관심， 즉 <무감각>을 요 

구한다는 점에 었다. 왜냐하면 칸트는 동물적 자연을 인간적 이 

성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인간학 및 도덕철학의 기본원칙으 

로 삼고 자연적인 본능과 충동올 억제하는 도덕법칙들올 절대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루소가 사회적 윤리의 근간이 되 

는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동정심올 인간의 자연적 정념으로 간 

주한 것과 정반대되는 입장으로서， 루소에서 중요한 감성적 자 

연개념과 실천적 자유이념이 칸트에서는 각각 이성적 자연개념 

과 초월적 자유이념으로 추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칸트는 인식론에서 갑각적으로 주어진 현상세계롤 

선험적 지성으로 종합하는 행위에 비중을 둔 것과 유사하게， 역 

사철학에서는 인간의 개별화의 원칙과 사회화의 원칙에서 드러 

나는 (특수한) 감성과 (일반적인) 지성의 대립분열을 지성의 힘 

으로 극복하는 것올， 그리고 도덕철학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도 

덕적 의무로 극복하는 것을 최고목표로 삼고 있으며， 미학에서 

는 자유로운 주관적 감정이 도덕적 이념올 일깨우게 된다. 이러 

한 관점에서 다음의 논의는 인간중심 사고에 뿌리를 둔 근대철 

학을 대표하는 칸트의 자유이념이 목적론에 토대를 둔 그의 역 

사철학， 도덕철학， 미학에서 각각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를 살 

펴보는 데 주안점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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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론적 역사철학 

합리적 사고에 바탕올 둔 계몽주의에서 출발하여 관념적인 도 

덕철학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사상적 특정을 보여주는 칸트의 역 

사철학은 목적론적 역사관에 바탕을 둔다. 그리하여 「계몽」과 

r세계시민적 보펀사」에 관한 두 논문 둥 비교적 짧은 글들에서 

단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칸트의 역사목적론은 그가 계몽비판 

적 계몽주의자인 루소의 자연사상에서 받은 영향과 동시에 그 

변용의 흔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목적론에 바탕올 

두는 칸트의 역사철학적 논의들은 대부분 인식의 한계를 규병 

하기 위해 고심했던 비판철학자로 알려진 칸트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초월철학의 체계가 정립되기 이전의 시기에 발표된 것으 

로서， 혼히 아직 형이상학적인 잔재를 벗어나지 못한 비역사적 

인 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또한 칸트의 역사목적론은 (본 

질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일치를 전제하는) 이른바 <자연계획>이 

라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체인 

인간의 행위룰 소훌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31) 

독일 계몽주의의 강령이라고 볼 수 있는 논문인 「계몽이란 무 

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J (1783)에서 칸트는 계몽의 핵심 

을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성의 사용으로 요약한 바 있 

다. 그는 여기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 

신을 규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인간， 즉 자율적인 인간 

이 되고，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에 의해 규정되는 타율적인 인 

간은 아직 미성숙 상태에 빠져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자신에 

게 자연적으로 주어져있는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게으름과 비겁 

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GP 53) 칸트가 그처럼 믿어 의심 

31) P. Kleingeld, Fortschritt und Vemunft, 1쪽: 그러한 칸트 역사철학 
의 해석은 일면적이며 칸트의 역사철학의 토대가 되는 역사목적론은 
이성의 요구에서 출발하는 칸트 비판철학의 체계 속에 들어있다고 

클라인컨트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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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았던 이성의 자연적 규쟁은 인간의 또 하나의 자연성인 동 

물적 본능올 다스리는 윤리적 이성의 실체성과 절대성올 보증하 

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볼 수 었다. 

자율성 개념을 자연적인 능력인 이성에 근거짓는 칸트는 더 

나아가 이성의 사용을 사적인 사용과 공적인 사용으로 구분한 

다. 그에 따르면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전체 사회의 체제를 유 

지시키고 재생산하는 역할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반면， 이성의 

공적인 사용은 기존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요구 

된다.(GP 55 f.) 그러나 칸트는 동시에 당시의 지식인 계층에 속 

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올 행사하는 성직자나 학자가 옳고 그름 

을 판별할 줄 아는 자신의 양섬에 따라 저술활동올 통해 사회제 

도의 모순을 비판하는 사회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처럼 국가의 공복이라 자 

처하는 계몽 절대군주의 민주적인 통치방식이 전제가 된다고 강 

조한다.<GP 59) 그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미성숙 

한 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종의 계약， 즉 이성의 

자유로운 사용과 합리적 절대군주 앞에서의 복종 사이의 계약을 

제안하고 있는 셈이다，32) 그처럼 칸트는 한편으로 시민사회가 

성립하게 된 18세기 초반 범유럽적인 현상으로 경채적인 성장올 

통하여 사회적 입지를 구축한 시민계층의 형성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종교적， 정치적 차원에서 개혁을 주 

도한 계몽사상올 수용하여 봉건국가의 구제도를 개선하고자 했 

던 봉건군주들의 지배체제를 상당한 정도로 인정하고 었다. 물 

론 칸트는 그가 처해었던 시대를 (이미) 계몽된 시대로 규정하 

는 대신 계몽의 시대， 다시 말해 이제 계몽이 시작되어 진행중 

32) 미셀 푸코， 계몽이란 무엇인가， 싫4쪽; 347쪽. 푸코는 진정한 의미의 

계몽에 뿌리를 둔 철학척 탐구는 특정한 역사적 시대에 대혜 비판하 
려는 철학적 에토스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칸트의 계몽에 
관한 논문은 그러한 비판적 성찰과 역사적 성찰의 교차점에 놓여 있 
는 최초의 텍스닫라고 말한다. (같은 책 .356쪽; 3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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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대로 파악한다.(GP 59) 이러한 칸트의 낙관주의적 역사철 

학이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역사의 

진보에 관한 믿음에 바탕올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인간이 자연적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의 실현으로 간주되 

는 역사에 대한 칸트의 선뢰는 더 나아가 종파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계몽사상에 근거한다. 그리하여 그의 역사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논문인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1784)에서 칸트는 계몽올 이끌어 가는 인간의 이성이 자연적으 

로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계시민적 계몽주의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인간과 자연과 역사의 개념을 하나로 연결시 

킨다. 그에 따르면 “반사회 적 사회성 ungesellige Geselligkeit"을 

속성으로 가지고 었는 인간은 개별화와 사회화를 동시에 추구한 

다.(GP 37 f.) 그렇게 인간에 본래적인 반사회성과 사회성이 서로 

충돌， 대립하기 때문에 많은 악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로 인해 인간의 자연적 능력들은 계발되고 사회와 문화가 형성 

된 결과 인류 전체의 역사는 발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칸트 

가 확신을 가지고 예견하는 인류사의 발전은 (자연적으로) 고립 

적인 성향이 있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불가피하게 서로 충돌하는 개인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법 

제도를 확립하여 시민적 상태를 만들고 더 나아가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개별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제적인 규약을 제 

정하여 세계시민적 상태에 이르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올 “자연의 숨겨진 계획 "(GP 45)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셜명하는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의도"(GP 39)에 맞게 실현되는 것 

이 곧 역사의 완성인 시민사회의 건설이라는 공식을 도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의 계획 내지 자연의 의도라는 말로 표 

현되는 바 칸트의 목적론적 역사철학의 관건이 되는 자연의 개념 

이 단순히 현상적으로 주어진 자연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으로 

가정된 자연을 의미하며， 역사를 이끌어 가는 이 <이념적 자연> 

은 또 (인간에게 본래적인) 이성적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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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특정한 

목적올 가지고 있는 자연은 단순히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의 목적 

올 객관화하는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도 

목적지향적인 활동올 하는 <합목적적으로 운행하는 자연>으로서 

감성적 세계외 현상적 자연과 초감성적 세계의 예지적 자연 사이 

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잃) 또한 우리는 칸트가 자연을 수 

동적인 객체률 넘어서서 활동하는 주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바로 

그가 인간성의 특정으로 지적한 반사회적 사회성， 즉 인간의 역 

사와 더불어 시작된 사회적 대립관계의 존속에 있음올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그리하여 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의 부정적 

인 측면올 필요악으로 간주하는 라이프니츠 전통의 계몽주의적 

변신론올 계숭한 칸트의 계몽주의적 역사관은 상호대립적인 것의 

충돌과 조정이라는 변중법적인 발전올 통해서 자연의 이념이 완 

성되는 것이 곧 역사의 발전이라는 목적론적 역사철학에 토대를 

둔다.34) 

칸트는 그처럽 자연목적론올 견지하는 계몽주의자답게 자연적 

이성올 기초로 하여 자연의 최고과제를 시민적 공동체를 이상으 

로 하는 정치제도의 실현에서 보는 한편， 국가 간의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국제적 기구를 결성하는 세계시민적 

상태에 이르는 보편적 세계사의 전개를 다시 자연 및 섭리의 정 

당화로 간주한다. 이렇게 칸트는 인간성이념의 완성올 자연이념 

의 완성으로 확대시키고 역사이념의 완성에 적용시키면서 인간 

이 반사회적인 경향을 극복하고 사회화하는 과정올 인간이 조야 

한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 문화상태로 진보하는 과정으로 파악 

한다. 따라서 그가 구상한 “세계사의 이념”은 역사가 종종 오류 

33) F. 카올바하， 칸트 비판철학의 형성과정과 체계， 205쪽 참조. 

34) 이와 같은 사고는 후일 혜겔의 역사철학올 주도하는 <이성의 간 
지〉로 표현된다. 헤겔에 이르러 칸트의 자연의 이념은 이성의 영역 

에 귀속되어， 칸트의 자연적 이성은 곧 헤겔의 역사적 이성으로 바 
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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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계몽주의의 씨앗”이 싹터 발전 

한 결과 인류의 진보를 가져온다(GP 49)는 믿음을 반영한 것이 

다. 봉건절대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성되기 시작한 시민사회가 점 

진적인 진화를 통하여 세계시민사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은 프랑스혁명을 지켜본 칸트에게 더욱 확실한 것으로 된다. 그 

렇듯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성을 신뢰하는 계몽주의 

의 전통 속에서 과거역사폴 돌아보고 미래역사의 전망을 제시하 

는 칸트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진보적이지만， 그의 지나친 낙관 

주의는 또한 역사의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역사 속에서 출현하 

는 모든 대립항쟁적인 모순돌을 긍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칸트는 개인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제한하고 조정 

할 수 있는 지배자의 존재를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 

라， 인간의 반사회성의 극단적인 표출인 전쟁을 이를 종식시키 

는 평화의 결과를 낳는 필연적인 계기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 

이 다.<GP 40 f f.) 

칸트의 역사철학이 함축하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보다 그가 

말년에 쓴 정치철학논문인 r영왼한 평화에 대한 고찰J (1795/96) 

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칸트가 보편사의 논문에서 인류 

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설정했던 세계시민적 상태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인 국가 간의 지속적인 평화는 이제 영구평화론에서 

“위대한 예술가인 자연"(GP 217)에 의해 보장되는 영원한 펑화 

로서，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하냐의 (살천적) 과제가 된다.(GP 

251) 칸트는 여기서， 홉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상태를 전쟁 

상태로 규정하면서 인간 사이의 평화상태는 이 자연적인 전쟁상 

태에 반대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GP 203) 또 

그렇게 인간들의 불화로부터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은 기계적인 

자연과정에서 드러나는 합목적성으로서 우리가 그 작용법칙을 

알 수 없는 “운명”이자 인류의 객관적 최종목표이며 세계과정을 

예정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섭리”라는 것이다.(GP 

217) 그리하여 인간은 그가 자유법칙에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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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올 이제 “자연의 강제”에 의하 

여 국가법， 민족법， 세계시민법이라는 세 가지 공공법에 따라 행 

하게 된다는 것이다.(GP 223)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칸트의 영구 

평화 구상이 실천적 의도를 가진 자연계휘을 가정하는 것으로서 

평화를 수립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화 

률 촉진하는 자연의 실천적 의도를 가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도 

덕적 평화계율을 의식하는 것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35)， 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절대성을 제한하고 단지 공동선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칸 

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전개되는 실천철학의 원칙 - “너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을 네가 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적을 규정하지 않는 

실천이성의 “형식원칙”으로서 보편적인 “융리적 과제”를 강조하 

는 데 불과한 것이다.(GP 239) 이러한 사고는 초기의 역사철학 

적 구상을 대체했다고 볼 수 있는 칸트의 도덕철학의 토대를 이 

루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과 역사의 관계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는 

칸트의 역사철학에서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성을 사용하 

여 평등한 시민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정치척 의미 

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이기심에 빠져있는 자연적 인간을 

타언을 배려하는 윤리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올 목적으로 하는 도 

덕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칸트의 역사철 

학이 함축하는 <도덕적 의미>는 그가 자연의 이념과 역사의 이 

념을 일치시키면서 민주적인 시민제도의 확립의 중요성과 필연성 

을 역설한 보편사 논문의 말미에서 도덕적 인간의 완성을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여기서 

칸트가 현상세계의 합목적적 통일성에 관련하여 제기하는 물음은 

아직 (도덕적， 실천적인 물음으로 발전하지 않은) 이론적， 사변적 

35) P. Kleingeld, 앞의 책，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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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물음으로서 일차적으로 이론적인 의도에서 구상된 그의 역사 

철학에 관련되고 있을 뿐이다，36) 그 대신 칸트에게 중요한 자연 

과 역사와 도덕의 관계에 대한 규정은 유기체률 이루는 자연의 

모든 현상올 목적론적 관점에서 관찰한 『판단력 바판』의 제 2부 

인 r목적론적 판단력」 의 한 부분에서 다시 둥장하게 된다. 여기 

서 칸트는 개별적인 자연현상은 모두 다른 자연현상들의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올 설명하면 

서 t (이성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을 목적론적 판단 

력의 관점에서 자연의 최종목적으로 규정한다. 그에 따라 인류의 

문화는 자연의 최종목적이 되지만 도덕적 주체로서의 인간은 더 

나아가 창조의 궁극목적이 된다，(KU 389 ff.) 그렇게 볼 때 문화 

는 자연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원칙인 인류의 도덕적 규정이라 

는 목표롤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37) 자연목적론적 

으로 규정된 역사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칸트는 결국 문화의 

산물인 도덕성을 인류가 달성해야 할 궁극목표로 설정하기에 이 

른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 함의를 짙게 깔고 있는 칸트의 낙관적 

역사철학은 문명화 과정이 자연적 자유의 상실과 도덕적 타락을 

수반했다고 본 루소의 비관적 역사철학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 

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섭리에 맞게 악에서 선을 향하여 발전 

해 나간다는 견해를 피력한 r추측해본 인류사의 시초J (786)에 

서도 칸트는 루소의 문명비판적 자연사상올 진보적 역사관의 입 

장에서 변형， 수용하고 었다. 한편 루소가 성선설을 주장한 것과 

달리 인간은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자연본성을 가지고 었다고 

보는 칸트는 최초의 인류사와 관련하여 신의 작품인 “자연의 역 

사”는 선에서 시작하지만， 인간의 작품인 “자유의 역사”는 악에 

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또 그는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자유를 누 

36) 같은 책， 31쪽. 
37) 같은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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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개인의 관점엑샤 볼 때 손해인 것이 인류 전체에 관련된 

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GP 93) 
이러한 관점에서 루소의 자연사상을 자신의 역사철학에 접목시 

키고자 하는 칸트는 루소가 학문예술론 및 불평등기원론에서는 

문화를 “신체적 존재”로서의 인깐의 본성과 충돌하는 현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반면 자연교육론과 사회계약론 및 다론 저작 

에서는 문화훌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류의 자연적 성향올 발전 

시켜나가는 과정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GP 93) 
따라서 칸트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윤폐되고 왜 

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인간>， 

즉 인간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이다.잃) 칸트는 루소가 기 

술한 문명과 자연의 대립관계 및 인간의 불평등기원과 관련하여 

원래 신이 창조한 선의 세계 속에서 인간은 “신의 목소리 "(GP 

87)와 같은 “본능”올 충족시 키 며 자연과 조화를 이 루고 살았으 

냐， 점차 자연은 한편으로 인칸에게 두 가지 속성， 즉 동물적 속 

성과 윤리적 속성올 부여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인간에게 자유 

와 더불어 (이 자유를 시민법을 통하여 제한하는) 이성올 부여 

했다고 말한다(GP 95). 그러나 인간의 본성올 자연성과 윤리성 
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칸트의 궁극적인 관심은 인 

간이 조야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섬세한 문화상태로 이행하는 

데 있었다.39 ) 그리하여 단순한 자연상태가 진보하는 문화에 의 

해 중단되고 완전한 문화가 바로 자연으로 되는 상태가 바로 인 

38) E. Cassirer, 앞의 책 ， 22쪽. 
39) 쉴러의 인간학적 고찰도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출발한다. 쉴러는 
다만 인간본성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도 
덕성으로 하여금 자연성을 지배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 칸트와 달리， 
감성과 도덕의 측면올 동시에 갖추고 었는 미적 상태 속에서 매개되 
고 화해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쉴러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윤리상태로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미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F. Schiller, U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r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 641쪽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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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윤리적 규정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이다.(GP 102) 

3. 도덕훨회 

『실 천 이 성 비 판 Kritik der praktischen Vemunft .JJ (1788) 에 서 인 

간의 행위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찰하고 있는 칸트의 도덕철학 

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규정하는 보편적 

법칙이다. 그리하여 (개별적 인간의 행위의 지침이 되는) 주관적 

인 <준칙>파 (모든 인간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 
법칙〉을 구분하는 칸트의 도덕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실천이성 

의 가본법칙은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볍척 

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KPV 140)는 <정언명령>으로 표현 

된다. 칸트는 이와 관련하여 행위의 기준이 되는 실천원칙을 경 

험세계에서 통용되는 질료적 원칙과 경험세계를 벗어나는 형식 

적 원칙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이분법이 물질적 현상계와 

이념적 가상계를 구분하는 그의 이원론적 사고체계에 바탕을 두 

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사물 

에 대한 인간의 인식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론이성의 적용범위를 

감성적 세계에 국한시켰던 반면Ii'실천이성비판』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실천이성을 초감성적 세계로 확장시 

킨다. 그런데， 이미 『순수이성비판』의 변증론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칸트가 이처럼 끊임없이 자연법칙의 구속을 받는 경험 

계를 벗어나서 자유의 법칙이 관철되는 예지계를 갈망하고 또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상계를 지배하는 필연적인 자연법 

칙이 가상계에서 관철되는 자유로운 도덕볍칙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칸트가 인간을 자연적 존재인 동시에 다 

른 자연적 존재들과 구분되는 이성적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이 

다. 요컨대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세계의 중섬에 놓이기 위해서 

는 그가 종속되어 있는 자연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 

동할 수 있는 이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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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칸트가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 밝혀내고자 부심 

하는 보편적 도덕법칙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법칙을 벗 

어나서 스스로 법칙을 부여하고 또 그로 인해 자연세계 속에 일 

련의 사건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자유에 본질을 둔다. 다 

시 말해 스스로 하나의 상태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 (KRV 갱8) 

으로 정의되는 자유는 자연법칙에 맞게 선행하는 어떤 원인의 

펼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자발적인 원인으로서 펼연적인 다른 

결과들을 초래하는 독자적인 법칙올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 

하여 감성적 현상계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 혹은 자연의 인과 

성을 예지적 가상계를 지배하는 자유의 법칙 혹은 자유의 인과 

성과 구분하는 칸트가 자연의 개념에 대립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자유의 개념은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제 우리는 칸트가 실천적 능력인 자유와 도덕적 행위의 관 

계를 설명하면서 양자를 매개하려는 시도로써 자유로운 의지라 

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개별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편타당성을 요구하는 도덕법칙 

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는 인간으로 하여금 감각적 충동과 자 

연적 욕망을 극복 내지 초월하게 하는 <자유의지 freier Wille> 

의 산물이어야 한다. 칸트가 희망하는 바 그렇게 초월적 자유를 

실천적 자유로 전환시키면서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의지는 

“경험적 조건들과 무관”하며 실천법칙의 “단순한 형식”을 통해 

서만 규정되는 “순수한 의지 "(KPV 141)인 것이다. 다시 말해 칸 

트가 정의하는 윤리적 행위는 초월적 순수실천이성의 자율적 윤 

리법칙을 따르는 것이며 그러한 실천이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자유의지 역시 <자율 Autonomie>을 특정으로 한다. 

따라서 의지는 마땅히 유한한 인간의 감각적 경험내용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의지의 자율은 모든 도덕법칙과 이에 부합하는 의무의 유일한 원 

칙이다. (..J 윤리의 유일한 원칙은 (욕망의 대상인) 법칙의 질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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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독립에 있다 (…) 도덕법칙은 다름 아닌 순수실천이성， 즉 자 

유의 자옳로 표현된다 <".l 자유로운 순수의지의 법칙은 이 의지률 

경험적 세계와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다， L.) 실천적 행위의 모 

든 질료는 항상 주관적 조건뜰에 바탕융 두고 있으며 (…) 언제나 

전체가 자기 자신의 행복올 중시하고 있다，" (KPV 144 f.l 

그로써 의지는 자기입법적 실천이성에 의해 규정되는 도덕법칙 

에 부합하는 객관적 <의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경험적 행위 

를 유발하는 주관적 <동기>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칸트가 이처 

럼 (초월적 세계에 주어져 있는) 객관적 도덕법칙과 (경험적 세 

계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 도덕행위를 매개하는 중요한 개념으 

로 규정한 의지가 (도덕적 행위의) 감성적 내용을 부정함으로써 

만 (도덕적 법칙의) 초감성적 형식을 긍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모든 감각적 내용이 사상된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자유로운 의지는 

단순히 감각적인 충동의 작용 없이 규정될 뿐만 아니라， 모든 충동 

을 거부하고 모든 욕망올 타파함으로써 C .. ) 단순히 법칙을 통하여 

규정된다. 그런 한에 있어서 동기 Triebfeder로서의 도덕법칙의 작 

용은 단지 부정적이다 L.) (KPV 192) 

더욱 중요한 것은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의지가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절대적인 계율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유한한 경험적 존재인 인간이 행하 

는 모든 도덕적 행위는 그것이 (상대적인) 감정들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그 개념상 (절대적인) 도덕법칙에 완전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적 행위자인 인간이 자신 

의 감각적 욕망에 반하여 도덕적 법칙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자 

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도덕법칙의 

요구에 의해서다. 이러한 도덕적 행위방식을 칸트는 경험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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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순수이성이 경험세계에서 실현되는 실천적 작용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가 강조하는 실천행위라는 것은 결국， 경험적 

판섬에서 유발되는 행위가 아니라， 실천이성의 명령에 의해 일 

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위를 유발하는 인간의 <욕구능력>올 물질 

적인 대상에 직접 관련되는 세속적 행복과 초감성적 이념에 따르 

는 윤리적 의무로 구분하는 칸트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행복보다 (상황의 제약용 받지 않는) 절대적 도덕법칙올 우위에 

놓고， 오로지 선체적인 느낌에서 벗어난 <순수한> 도덕성만이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수행하는 의무임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행복이 개인의 감각적 충동들을 충족시키려는 <자기애 

>에 바탕올 둔다변， 이러한 이기섬에서 비롯되는 감각적 충통들 

올 억누르는 도덕법칙은 <존경〉의 대상이며， 의무를 그 윤리적 

행위로 수반한다. 다시 말해 자연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도덕법칙 

에 대해 품게 되는 존정심인 <도덕적 감정 >(KPV 208) 혹은 <도 

덕적 관심>(KPV 201)은 자연적인 욕망올 충족시킴으로써 경험 

하는 쾌의 감정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일체의 주관적 감정이나 내 

용적 관심올 배제하고 나서 남는 형식적인 추출물이다. 

행복한 삶은 이성적이면서 유한한 모든 존재가 펼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의 욕구능력 Begehrungsvennögen올 규정하는 필연적인 

근거다. (..J 모든 사랍이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는 각자의 

특수한 쾌와 불쾌의 감정에 탈려었다 C.J 그러므로 주관척으로 혈연 
적인 법칙은 (자연법칙으로서) 책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우연적 

인 실천법칙인데 (..J 그 이유는 행복을 갈망할 때 중요한 것은 법칙 

성의 형식이 아니라， 단지 질료이기 때문이다. (KPV 133 fJ 

순수실천이성은 자기애 Selbstliebe를 타파한다. (..J 그러나 그러한 

(도덕)법칙은 그 자체로서 긍정적인 것， 즉 자유라는 지성적인 인과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존경 Achtung의 대상이다. (..J 그 

러므로 도덕법칙에 대한 폰경심은 지성적인 근거로 작용하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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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KPV 193 f.) 

칸트가 강조하는 바 물질적 행복으로부터 자유로운 윤리적 의식 

은 단지 계몽주의가 추구한 행복주의의 기초가 되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40) 젊은 칸트가 아름답고 사 

교적인 문화생활이 갖는 매력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지니고 있 

었다면， 노년의 칸트는 인간의 삶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모두 단 

념하고 오직 윤리적 <엄숙주의>에서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 

다.41) 이로써 루소에서 윤리적 종교적 사고의 바탕을 이루는 행 

복주의를 거부한 칸트에서 문화란 인간의 자유를 증명하고 시험 

하는 장소였으며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얀간의 존엄인 것이다.42) 그리하여 “의무에 대한 경외는 삶의 향 

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KPV 212)고 역설하는 칸트는 또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개인 Person과 (자연법칙을 초월한) 

언격 Persönlichkeit올 구분하고(KPV 210), 불완전한 인간에게 

결여되어 있는 완전한 덕올 추구하면서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하 

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본다쩌) 

그러나 그렇게 『실천이성비판』의 제 1부인 「분석론」에서 덕과 

행복을 분리시켰던 칸트는 제 2부인 r변증론」에서 순수실천이성 

의 총체적 대상인 <도덕적 선>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양자의 결 

합을 시도한다. 인간의 감각적 욕망과 자연적 욕구에 기반을 두 

는 제한적인 실천행위를 벗어냐 무제한적인 실천행위를 추구하 

는 순수실천이성의 목표는 이제 “최고션 das höchste Gut"에 도 

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KPV 235) 그러나 문제는 칸트가 이렇 

40) H. • G. Gadamer, Ethos und Ethik, Gesammelte Werke, Bd. 3, 352 
쪽. (]. Gron이n， 앞의 책， 111쪽에서 재인용.) 

41) E. Cassirer, 앞의 책， 42쪽. 
42) 같은 책， 43쪽. 

43) 이러한 사고는 감성적 인간보다 윤리적 인간올 우위에 놓는 쉴러의 
고전주의적 인간상에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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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복과 덕올 결합하기 위해 도입한 개 

념인 최고선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능한 세계"(KPV 

239)에서 실현된다는 점에 었다. 그는 여기서 어떠한 방식으로 

덕과 행복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이 과연 역사적 

으로 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는 대신， 단지 모든 

도덕적 행위의 총체인 최고선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뿐이다. 그 

리하여 칸트의 역사철학에서 암시된 바 있는 도덕의 역사적 실 

현가능성은 결국 그의 도덕철학에서 비역사적 실현가능성으로 

변질되고 만다.44) 

그와 더불어 칸트의 역사철학에서 시도되었던 자연적이고 역 

사적이고 구체적인 인간규정은 이제 그의 도덕철학에서 이성적 

이고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인간규정으로 바뀐다.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무엿보다 인간의 감성적 자연이 가지는 유한성올 이성적 

자유가 추구하는 무한성을 통해 극복하려는 칸트의 일관된 비판 

적 초월철학의 과제에 부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성적이 

면서 또한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감성적 자유 

와 자율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의 감성적 자연이 경 

험적으로 제한된 자연법칙인 이성의 타율의 지배를 받는 반면， 

이성적 존재의 초감성쩍 자연은 경험적 조건들과 무관한 법칙인 

순수이성의 법칙인 자옳의 지배롤 받기 때문이다.(KPV 156) 더 

욱 중요한 것은 타융적 객체에 불과했던 자연적 인간이 스스로 

법칙올 부여하는 자유와 자율을 통해 다른 자연적 존재들과 구 

분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연을 지배하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유한한 존재 

인 인간이 동시에 자신의 유한한 자연성을 극복하고 초감성적 

존재로 승격될 수 있는 존재인 한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이 수 

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오로지 인간만이 “자기목적”이 

44) 그러므로 클라인킨트가 칸트의 목적론적 역사철학이 긴밀하게 실천 
이성비판의 변증론으로 연결된다(P. Kleingeld, 앞의 책， 152쪽 참조) 
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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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는 다름 아닌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 자율”의 능력 덕 

분인 것이다.(KPV 210) 

계몽주의자인 칸트가 여기서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는 인간중 

심 샤상은 한편으로 프랑스 대헥명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감성 

적 · 역사적 자연성을 배제한 이성적 · 초월적 자유이념에 바탕을 

둔다. 또한 그가 강조하는 의지의 자유는 한펀으로 (타율적으로 

규정되는) 자연법칙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동시에 (자율적 

으로 규정되는) 도덕볍칙이 부과하는 의무에 스스로를 굴복시키 

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칸트는 자유로운 도덕법칙을 다 

시 펠연적인 자연볍칙으로 만옳으로써 가설을 실재로 둔갑시키 

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칸트의 도덕철학은 그의 정언명령에서 

표명되듯이 개인의 행위가 가지는 정당성을 타인의 행위와의 관 

계 속에서 규정함으로써 근대적인 의미의 자유와 평동， 그리고 

이를 설현시키는 법에 관한 이론을 정초했다는 점에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 형식 

적인 의무개념에 호소하는 칸트의 도덕철학은 (인간행위의 구체 

적인 지침이 되는) 윤리학 대선 (인간행위의 초월적 원칙으로 

제시된) 도덕의 형이상학에 집중됨으로써45)， 오히려 도덕적 볍칙 

올 하나의 현상적 사실로 규정하는 자연주의적 오류추리46)에 빠 

지게 된다. 그리하여 칸트의 도덕철학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세계를 사회적으로 변화시키는 요구를 포기하는 대선， 자연세계 

에서 통용되는 자연법칙들을 자유의 법칙이라는 이름 아래 내변 

화하고 형식화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서， 현실세계에서 부자 

유와 소외를 경험하는 무력한 개인들올 내면적 자유와 상상적 

화해의 이상으로써 위로하는 프로테스탄트적 시민도덕을 확립한 

다. 여기에 그의 자유이념에 기반한 도덕철학이 역사적 현실에 

45) G. Grondin, 앞의 책 , 115쪽 이 하. 
46) 같은 책，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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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혜 가지는 양가성， 즉 외부현실에 대한 저항과 그로부터의 내 

면적 도피라는 이중적 측면이 었다.47)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칸트는 역사적 현실을 교정하는 척 

도로서 자연개념을 도입한 루소의 논거를 실천이성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평가하였지만， 루소의 구성적 사회이론에서 표명되고 

있는 실천척 정치사상을 본질적으로 윤리적 측면에서 수용하여 

관념적 도덕첼학으로 체계화시켰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칸트가 

정언명령에서 인간행위률 보편적 법칙으로 근거짓고 인간성을 

자기목적으로 규정한 것은 각각 루소의 정치철학과 교육이론에 

상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에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토대가 

되는 보편의지가， 후자에서는 『에밀』의 핵심주제인 자연적 인간 

성이 재발견된다.4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칸트는 루소의 사회 

이론과 교육이론의 핵심적 사상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루소가 주 

장한 자연상태와 사회계약의 기초가 되는 역사적 자연개념을 규 

제적 자유이념으로 변환시켰다고 볼 수 있다쩌) 그 결과 칸트가 

자유이념에 내재하는 것으로 강조한 실천의 의미는 구체적인 행 

동올 사상해버린 보편적 도덕법칙으로 퇴색해버리고 만다. 그러 

므로 자유의 이념에 관한 루소와 칸트의 입장의 차이가 그 역사 

적 수용에서도 중명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루소의 자유이념 

이 프랑스 대혁명올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여졌다면， 칸트의 자유이념은 구체적인 행위와 실제적인 

목적에 제한되지 않는 보편타당한 인간의 도덕행위률 수행하게 

하는 기본원칙으로 확립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역사적인 사실들과 

무관한 추상적 이론의 체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47)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칸트의 도덕적 자유이론이 사회적 관 
계에서 가지는 긍정적 의미를 구제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억압적인 

현실과 연합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올 지적한다. (Th. W. Adomo, 
Negative Dialektik, 214쪽 이 하 참조.) 

48) E. Cassirer, 앞의 책， 34쪽. 
49) 같은 책 ，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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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칸트에게 중요했던 것은 루소가 강조한 자연적 감정에 뿌리 

를 두고 자라난 자주적 정신이 아니라 반대로 (경험올 넘어서 

는) 초월적 자유이념이 (경험적으로 주어져 었는) 자연적 감정에 

대해 가지는 <강제적 작용>인 것이다. 그리하여 칸트는， 루소가 

인간의 독립적 자연성올 개인의 타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평등 

한 자유이념으로 발전시킨 것과 반대로 인간의 자기중심적 자 

연성올 타인올 배려하는 사회적 관계에 적용시키는 대선， 인간 

의 내재적인 자연성을 도덕성이라는 초월적인 이념으로 극복하 

는 것을 역사의 목적으로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칸트가 저급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간욕망으로 규정한 (감각적) 감성의 차원 

은 다음에 살펴보게 될 그의 미적 판단력에서도 역사 배제되어 

야 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4. 미적 E판단력 

『판단력비판 Kritik der U rteilskraft~ (1790)이 칸트의 비판철학 

올 완성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이 제 3비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성적 판단력>이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에서 

각각 논의된 바 있는 인간의 인식능력과 실천행위 사이의 간극 

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자연대상을 인식하는 이론 

이성이 적용되는 감성적 자연계와 인간행위의 법칙이 되는 실천 

이성이 적용되는 초감성적 예지계를 매개하려는 의도에서 씌어 

진 칸트의 『판단력비판』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펼연성의 

왕국>에서 도덕법칙이 실현되는 <목적의 왕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칸트는 

“자연개념에서 자유개념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판단력을 

개개의 자연현상 속에 내재하는 초감성적 실체가 규정가능한 것 

으로 판단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KU 108) 그는 이렇게 특수자 

속에서 일반자를 찾아내는 “반성적 판단력 reflektierende 

Urteilskraft"을 이론이성이 경험대상에 적용되는 경우 일반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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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수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규정적 판 

단력 bestimmende Urteilskraft"과 구분한다.(KU 88) 그렇듯 다 

양한 자연대상들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는 원리， 즉 자연의 합 

목적성을 찾아내는 반성적 판단력은 다시 주관적이고 형식적인 

합목적성을 인식하는 마적 판단력과 잭관적이고 실재적인 합목 

적성을 인식하는 목적론적 판단력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마 

적 판단력은 개별적인 자연현상에 깃들어있는 합목적성올 쾌와 

불쾌의 감정을 통해 미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며， 목적론적 판 

단력은 유기체적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합목적성올 지성과 이 

성을 통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다. 전자는 “자연미 

Naturschönheit"를， 후자는 “자연목적 Naturzweck"을 대상으로 

한다'<KU 104) 

칸트의 자연목적론이 루소에서의 자연경험과 다르듯이， 칸트 

가 분석하는 마적 판단력의 기초가 되는 목적론적 미학은 루소 

에서의 미적 경험과 다르다. 칸트와 루소는 모두 자연미에 대한 

직접적 관섬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일치한다. 그러나 칸트는 한 

편으로， 루소가 자연미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윤 

리적 이상의 실현을 저해하는 예술미의 허위적 측면을 폭로한 

것과 반대로， 자연과 예술에서의 미를 윤리적 이상을 구현하는 

매개물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칸트에게는 미적 판단， 즉 기호판 

단 Geschmacksurteil의 대상이 되는 미가 궁극적으로 <도덕선 

의 상정>이 된다. 칸트는 미를 일차적으로 (논리적 지성이나 도 

덕적 이성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감성적 측면에서 고찰하면서도 

미적 판단력의 「변증론」의 말미에서 “마는 도덕선의 상정”이며， 

“예지적인 것”이 바로 기호의 목표아자 인간의 고차적인 인식능 

력들이 합일되는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KU 297) 그렇다고 그가 

미를 도덕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자연에서의 미적 

현상 혹은 예술에서의 미적 가상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도덕적 

선의 실재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이성의 활동이 감성적 

세계에 국한됨으로써 바로 역설적으로 실천이성이 작용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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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 초감성적 세계의 실재를 예고해주는 것과 홉사하다. 따라 

서 칸트가 파악하는 미와 선 또는 예술과 자유의 관계에서 중 

요한 것은 그가 인간의 인식능력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성의 개념이 쾌와 불쾌라는 인간의 감정올 통하여 

매개되는 미적 판단력에서 (단지) 하나의 <규제적 원칙>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느 

끼는 쾌의 감정에 바탕올 두는 이른바 기호판단의 궁극적인 목 

표는 자연계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의 심성올 자연개념을 극복 

내지 초월하는 자유개념 즉 도덕적 감정에 대해 민감하도록 만 

드는 데 있는 것이다. 

자연의 합목적성 Zweckmäßigkeit der Natur에 관한 판단력의 개념 

은 아직 자연개념들에 속하는 것이지만 단지 인식능력의 규제적 원 

칙 regulatives Prinzip으로서 다. 이 는 (…) (자연 이 나 혹은 예 술의 ) 

어떤 대상뜰에 관한 미적 판단이 쾌와 불쾌의 감정 Gefühl der Lust 

oder Unlust과 관 련 해 서 는 하나의 구성 적 원 칙 konstitutives Prinzip 

임에도 그렇다， 인식능력들의 유희 Spiel der Erkenntnisvermögen의 

토대가 되는 자발성온 자연개념과 자유개념의 영역들올 연결하면서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개념을 유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 

는데， 이는 동시에 섬성의 도되적 감정의 수용능력을 촉진시킨다. 

(KU 108 f.l 

미적 판단력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자연법칙과 자유이념올 매개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이중적 속성에 근거한다. 즉 

인간은， 칸트가 도덕철학에서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유한한 자 

연적 존재인 동시에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칸트는 자연을 대상으로 한 미적 판단력을 미와 숭고로 

나누어 기술한다. 미가 본질적으로 자연과의 조화에 기초를 둔다 

면， 숭고는 자연과의 대립에 기초한다. 왜냐하면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합일을 통하여 인간의 인식능력 일반올 강화시키는 미 

적 만족감이 인간의 <외부>에 있는 자연현상의 합목적성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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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다면， 인간이 자신을 압도하거나 위협하는 자연의 위력 

율 마침내 자신의 정신력으포 극복하는 숭고의 감정은 인간의 <

내부>에 았는 합목적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KU 167) 그처럽 

마의 근저에는 자연개념이 있고 숭고의 근저에는 (자연개념에 의 

해 부정적으로 매개된} 자유깨념이 있다，50)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호판단올 <무목적적 합목적성>으로 

규정하는 칸트의 미학은 미적 경험올 감각적 안락이나 인식행위 

혹은 도덕성과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해 자 

용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미의 분석론」에 

서 감각과 지성 그라고 이성에 종속되지 않은 미적 자율성을 

질， 양， 관계， 양태라는 내용적으로 서로 관련된 네 가지 계기에 

따라 무관섬성， 무개념성， 무목적성， 필연성으로 특정짓는다. 첫 

째， 대상의 현존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미적 만족은 단지 “대상 

의 표상”에 관련된다.(KU 116) 둘째， 특정한 개념이 없이 상상 

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회”에서 느끼는 마적 만족은 누구에게 

나 가능한 것으로서 “주관적 보편성”을 가진다.(KU 132 f.) 셋 

째， 특정한 목적이 없는 미적 만족은 “주관적 합목적성 "(KU 

143)을 구현한다. 넷째 그렇게 주관적 인 미 적 만족은 모든 사람 

에 게 공통된 감각， 즉 “공감각 Gemeinsinn"(KU 225)에 근거 하 

는 “주관적 필연성 "(KU 156)을 요구한다. 이렇게 감각적 안락， 

개념적 인식， 도덕적 관심 둥 모든 이질적인 요소들이 제거된 

순수한 미의 본질은 “형식적이고 주관적인 합목적성 "(KU 144)에 

있다. 칸트는 이러한 미의 규정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서 외부 

로부터 부과되는 특정한 목적과 의미를 배제한 미의 가장 순수 

한 형 태를 “자유미 freie Schönheit"라고 부른다. 또 자유로운 자 

연미에는 아무런 목적 없이 풀밭에 피어있는 꽃， 공중올 나는 

새， 바다에 사는 갑각류가， 그리고 자유로운 예술미에는 소묘， 벽 

지， 주제나 가사가 없는 음악 등이 속한다. 그와 반대로 인체나 

50) 한정석， 앞의 책. 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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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그리고 건축물의 미는 특정한 목적올 실현하기 위한 완전 

성의 개념올 가지고 있는 “부가미 adhärierende Schänheit'’에 속 
한다.(KU 146 f.) 그러므로 칸트의 기호판단의 대상은 바로 인간 

올 위한 (직접적인) 목적성과 유용성과 무관하게 순수한 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미적 대상이며， 또한 대상 자체에 무관심 

한 순수한 미적 경험은 오직 <정관적 관찰>을 통해 성립하는 

것이다. 미적 판단에서의 쾌는 

단지 정관적이며 객체에 대한 하둥의 관심 없이 작용한다. C.) 표 

상올 통해 하나의 대상이 주어지면서 바롯되는 주체의 인식능력들 

의 유회 속에서 생겨나는 순전히 형식적인 합목적성의 의식은 쾌 

그 자체이다. (…) 우리는 미를 관찰하는 데 머무르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관찰이 스스로를 강화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C.l 이 때 

심성은 수동적이다. (KU 137 f.) 

칸트는 이처럼 연간의 주관적 감성에 근거한 <순수한> 기호판 

단을 논의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근대 이후의 자율성 미학을 정 

초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미적 

판단력의 토대가 되는 기호판단은 단순히 쾌와 불쾌의 감정 속 

에 자존한다. 둘째， 미적 판단력은 오직 인간의 인식능력들의 자 

유로운 활동을 위한 주관적 조건만을 표현51)할 뿐이다. 요컨대 

칸트의 미적 판단력은 그것이 또한 보편성과 펼연성에의 요구 

를 내세우는 바 감성과 상상력과 지성을 갖춘 언간 누구에게나 

해당한 것으로 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주관적 

감정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인식능력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칸트는 스스로 볍칙을 제정하는 자율성에 기초하면서 도덕적 

행위의 실현을 지시하는 선의 개념과 구별하여， 대상의 현존에 

완전히 무관심한 채 주관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볍 칙 을 제 정 하는 미 의 개 념 을 “자기 자율성 Heautonomie" (KU 

51) 질 들뢰즈， 앞의 책，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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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칸트가 미적 

주체와 관련하여 미를 일체의 현실적인 유용성이나 기능성으로 

부터 분리된 순수한 감성적인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다면， 미적 

대상과 관련해서는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칸트에게는 개별적으로 주 

어져 있는 미적 대상을 경험하는 미적 주체의 주관적 감정이 중 

요52)한 것 이상으로， “목적론적 판단”이 궁극적으로 “마적 판단 

의 토대와 조건”이 되기 (KU 247)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미적 

판단을 통해 드러나는 자연의 합목적성이라는 이념은 이론이성 

이나 혹은 실천이성에서처럼 인간의 인식작용이나 도덕행위를 

단지 구성하는 개념이 아나라 오히려 자연현상을 규제하는 자 

유이념이다. 그리고 주관적인 감정을 통하여 개별적인 자연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밀한 자유이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반 

성적 판단력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에서 자유이념 

및 자율성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래 인간이 자유롭 

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도덕법칙에 관련된다. 그러므로 

칸트의 도덕철학의 핵심을 이루었던 윤리적 자율성의 개념은 한 

편으로 그의 미학에서 개진되고 있는 마적 자율성의 개념의 토 

대가 된다. 그러나 칸트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미의 개념은 

52) G. Böhme, Kants Kritik der Urteilskraft in neuer Sicht, 21쪽 이 
하 참조: 칸트의 미학을 일반적으로 그의 초월철학의 체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입장에 따르는 난점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봐메가 칸트의 

미학을 로코코 양식이 지배했던 당시의 시대상올 반영하는 역사적인 

산물로 파악하기를 제안하는 것은 분명 일리가 있다. 그는 이에 대 
한 증거로 칸트가 예로 들고 있는 미가 거의 특정한 목적 없이 그리 

고 특정한 개념으로 고정되지 않는 무한한 유회를 쫓는 디자인의 성 

격을 띠고 있음올 지적하면서， 칸트에서 미적 창조와 미적 경험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교양을 쌓은 시민계층의 일상생활올 아름답게 장 

식하고 그뜰의 사교적인 생활을 매끄럽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칸트의 미학은 단순히 미에 

관한 판단의 일반적인 법칙을 논의한 판단력 이론이 아닌， 순수한 

미적 경험을 다룬 미의 이론으로 읽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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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자연현상들 속에서 (마땅히) 실현되어야 

하는 (이념으로서의) 윤려적 자율성올 간접적으로 읽어내는 마 

적 판단력에 의거하고 있는 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올 갖 

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의 자율성을 정초한 것으로 간 

주되는 칸트의 마학온 그것이 암묵적으로 도덕철학적 목적론에 

의거하고 있는 한， 끈본적으로 미의 타율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53) 

완전한 의미의 미적 자율성의 개념은 칸트를 계승하면서 그와 

비판적으로 대결한 쉴러에 이르러 비로소 확립된다. 그리하여 

칸트의 마학에서 정초된 미적 자율성의 개념은 미를 “현상에서 

의 자유"54)라고 정의하면서 미의 이념적 측면과 더불어 미의 현 

상적 측면율 동등하게 강조한 쉴러에 의해 더욱 심화되어 고전 

주의 미학 및 창작에서 그 정점올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우리는 바움가르텐이 미학을 최초로 인간의 감성에 기초 

한 마적 인식을 다루는 독자적인 학문으로 규정한 이후 활발하 

게 전개된 독일의 자율성 미학을 대표하는 철학자， 미학자들이 

인간의 〈자가규정〉 에 기초하고 있는 루소적인 자유이념올 냐 

름대로 수용하는 가운데 크게 변형시켰다는 점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략적인 의미로 파악하자면 루소의 정치 

적 자율성이 칸트의 윤리적 자율성으로 그리고 마침내 쉴러의 

미적 자율성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이다. 루소가 윤리적， 사회비판 

적 맥락에서 미적 가상의 기만성을 폭로한 것과 달리， 독일 고 

전주의 미학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조화와 화해를 예술에서 실현 

시키는 미적 가상에 내재한 진실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된다. 한 

편 칸트가 미적 판단력에서 시도했던 자연과 자유의 종합은 결 

국 내용적 기능이 없는 형식적 종합에 머무는 한계를 보이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각시킨 감성의 자율성은， 그것이 산업 

53) J. Grondin, 앞의 책 , 138쪽. 
54) F. Schiller, Kallias oder Uber die Schönheit, 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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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접어든 시민사회롤 지배한 합리적 사고가 절대시한 개념 

성， 목적성， 유용성， 기능성에 대립되는 <타자의 유토피아〉의 이 

념을 제시하고 었다는 점에서， 물화된 의식이 지배하는 물화된 

세계가 존속하는 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칸트가 신봉한 도덕적 자유가 비판적 사회윤리를 형식 

화하고 내변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매개된 사회 속에서 개인이 경험 

하는 속박에 저항하는 기능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끝으로 칸트 미학이 가져온 역사적 영향에 관해 간략하 

게 언급해보기로 한다. 한편으로， 칸트는 미의 본질올 사물에 관 

한 단순한 표상으로 규정하고 또 미적 경험올 현실적 대상에 

무관심한 만족으로 특징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적 대상 

인 자연세계가 그것을 감상하는 미적 주체를 위하여 <마치> 객 

관적 합목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KU 329 f.) 이른바 형식주의적 · 주관주의적 미학 

의 단초를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칸트가 미적 판단력의 후반 

부에서 자연미를 일차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은 기호론에 이어 예 

술미의 특정을 규명하기 위해 서술하고 있는 천재론은 이후 19 

세기의 관념론적 미학과 예술창작이 표방하는 내용주의적 · 주관 

주의적 미학에 많은 영향올 끼치게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자율성에 기초한 칸트의 주관주의적 미학의 역사적인 수용 

과정에서 그처럼 형식미학에서 내용미학으로 전환한 것이 우연 

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미 칸트의 미의 분석에 이어 

지는 숭고의 분석에서 보듯이 인간이 자연과의 합일에서 느끼는 

자기만족감이 점차 인간이 자연지배에서 느끼는 자기우월감으로 

바뀌고 있으며， 또 그의 기호론에 이어지는 천재론에서 보듯이 

초월적 신의 창조물로서 일정한 법칙에 의해 운행되는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창조적 인간정신의 산물인 예술에 대한 관심 

으로 옮아가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감성에 바 

탕을 둔 칸트의 주관주의적 형식미학은 정신에 바탕을 둔 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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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관주의적 내용미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칸트와 헤겔의 미 

학에서 두드러지는 주관주의적 색채는 그들의 미학이 모두 각각 

다른 의미에서 객관성을 표방하고 있움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칸트에서는 아직 내재적 세계를 긍정하는 인간중심적 

사고와 초월적 세계률 동경하는 형이상학적 관심이 공존하고 았 

었다. 그에 반해 자연올 지배하는 인간의 정신올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제한하는 이원론적 사유에 바탕을 두는 그의 비판철학은 

이후 세계와 역사률 구성하는 원칙인 정신을 절대화하는 헤겔의 

관념철학으로 대체 혹은 완성된다. 이에 상응하게 18세기의 종 

교적， 정치적 지배라는 외부적 영향관계로부터 독립한 미의 개 

념을 정초한 자올성 미학은 19세기에 이르러 전반적인 현실의 

영향관계에서 분리되어 마칩내 자기목적올 추구하는 예술을 숭 

배하는 예술형이상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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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Rousseaus Naturbegriff und Kants Freiheitsidee 

Byung Jin Lee (Seoul National Univ.) 

Bekanntlich hat Rousseaus Naturgedanke, der sowohl eine 

Fortsètzung als auch einen Bruch des Aufk1ärungsprozesses 

im 18. Jahrhundert darstellt, in Deutschland einen enormen 

Einfluss auf die maßgeblichen Dichter und Kulturtheoretiker 

gehabt. Dies führte dazu , dass der frühaufklärerische 

Rationalismus durch die spätaufklärerische Empfindsamkeit 

erg하nzt und durch den Sturm und Drang ersetzt wurde. 

Dieser radikalisierte Gefühlsaufschwung und jener auf

klärerische Geist werden dann in der Klassik zum 

sogenannten ästhetischen Schein synthetisiert. Es ist 

besonders bemerkenswert, dass Rousseaus Naturgedanke, der 

im Gegensatz zur verstandesorientierte Aufklärung das 

Moment der Sinnlichkeit hervorgehoben hat, von Kant 

aufgenommen wurde, der nicht nur zu einem hervorragenden 

Wegbereiter der deutschen Aufklärung geworden ist, sondem 

auch das umfangreiche System der transzendentalen 

Philosophie geschaffen hat. Als Aufk1ärer war Kant stark 

beeinflusst von den Rousseauschen Menschenrechtslehren. Als 

Moralphilosoph hat Kant den Naturbegriff, der bei Rousseau 

einen Gegenbegriff zur Kultur darstellte, weitgehend so 

modifiziert, dass er den seines sinnlichen und geschichtlichen 

Charakters entledigten Naturbegriff mit dem ideellen 

Vemunftbegriff in Verbindung setzte. Während Rousseau 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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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Annahme des freien Naturzustandes die politisch durch

zuführende Aufhebung des unfreien Ku1turzustandes gefolgert 

hat, war es nun Kants Hauptanlíegen, aus der unfreien 

Naturwelt zum freien Sittenreich überzugehen. 

Unter diesem Aspekt habe ich mich in der vorliegenden 

Arbeit darauf konzentriert, die unterschiedliche Vorstellung 

von Natur und Freiheit bei Rousseau und Kant herauszu

arbeiten. Dabei habe ich versucht, die Unterschiede der beiden 

Denker in Geschichtskonzeption, Gesellschaftstheorie, Moral

philosophie und Asthetik zu ermitteln. Erstens habe ich 

dargelegt, wie Rousseau für seine Zivilisationskritik dem von 

ihm als geschichtlich angenommenen Naturzustand eine 

normative Bedeutung zuschreibt, während Kant für seine 

Freiheitslehre die ideelle Natur als eine dem vemünftigen 

Menschen inhärente voraussetzt. (1. 1./ 11. U 1m zweiten 

Schritt habe ich die konstitutive Gesellschaftstheorie 

Rousseaus mit der teleologischen Geschichtsphilosophie Kants 

verglichen. Rousseau rekonstruiert den Naturzustand 머s em 

geschichtliches Modell, auf das eine neue gesellschaftliche 

Formation zurückgreifen soll, während Kant die Natur als 

eine teleologische Idee auffasst, die in der Geschichte ver

wirklicht werden soll. Damit wird die Charakteristik und 

Grenze der Geschichtsphilosophie Kants sichtbar. Denn er hat 

Rousseaus negative Geschichtsphilosophie quasi in eine 

optimistische, Rousseaus konstitutive Gesellschaftstheorie in 

eine teleologische Geschichtsphilosophie verwandelt. (I. 2./ 11. 

2,) Dieser Sachverhalt bezieht sich femer auf die 

Erziehungslehre Rousseaus, in deren Mittelpunkt die Be

deutung der sinnlichen Natur des Menschen steht, und auf die 

Moralphilosophie Kants, in der die vemünftige Natur des 

Menschen eine zentrale Rolle spielt. Außerdem ist es wich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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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zusehen, dass bei Rousseau die Idee der Freiheit, die als 

eine solipsistische Freiheit dem Naturmenschen zukommt, im 

Grunde auf die soziale Freiheit ausgerichtet ist. 1m Gegensatz 

dazu bleibt die Idee der Freiheit bei Kant im Großen und 

Ganzen auf die sittliche Freiheit beschränkt. (I. 3./ 11. 3'> 

Schliesslich wurde darauf eingegangen, dass die kritische 

Einstellung Rousseaus zum Scheincharakter der Kunst 

wiederum aus seiner Reflexion über die soziale Unfreiheit 

bzw. Ungleichheit hervorgeht, während Kant der ästhetischen 

Urteilskraft die zwischen der Naturwe1t und der Freiheitsidee 

vermittelnde Funktion zuweist. Während Rousseau im Blick 

auf den gesellschaftlichen Zusammenhang den ideologischen 

Charakter der Kunst als Schein enthüllt hat, hat Kant der 

Schänheit ihren Realit허tsbezug genommen, indem er sie als 

interesseloses Wohlgefallen definiert. (I. 4./ 11. 4'> 

Auf diese Weise wurde Rousseaus Naturgedanke durch die 

deutschen Philosophen und Asthetiker stark modifiziert aufge

nommen. Das gilt besonders für die Autonomiekonzeption, die 

sich 머s ein wichtiges Movens der Aufklärungsbewegung in 

verschiedenen Richtungen herausgebildet hat. Der Begriff der 

Autonomie bei Rousseau im Sinne von Selbstbestimmung des 

Menschen hatte im Grunde eine politische Implikation. Diese 

politische Autonornie wird bei Kant in eine sittliche Auto

nornie umgewandelt. Denn er verknüpft in seiner Moral

philosophie den Begriff der Autonomie vor allem mit dem 

Begriff der Freiheit, die als eine selbst gesetzgebende über die 

unfreie Naturwelt hinausgeht, obwohl er diese transzendentale 

Freiheit wied하um mit allem Nachdruck als eine moralische 

Handlungen motivierende, praktische Freiheit zu bestimmen 

versucht. Damit hängt auch die Doppelstruktur von Kants 

Asthetik zusammen. Bei ihm wird die ästhetische Autonomie 



132 이병진 

stets, wenn auch indirekt, auf die sittliche Autonomie 

verwiesen, obwohl er die sinnliche Wahmehmung der 

Schönheit entschieden von der begrifflichen Erkenntnis und 

der moralischen Handlung abgegrenzt hat. Insofem lässt sich 

Kants Asthetik, die sich um die Verbindung des Gefühls der 

Lust mit dem Begriff der Zweckmäßigkeit der Natur bemüht, 

nur im beschränkten Sinn als eine Autonomieästhetik 

bezeichnen. Die Konzeption der ästhetischen Autonomie im 

vollen Sinne wird erst bei Schiller ausgearbeitet, der sie in 

der Klassik als ein Ideal der Kunstauffassung und des 

Kunstschaffens begründet hat. Diese geschichtliche Ent

wicklung der Autonomiekonzeption von Rousseau über Kant 

bis Schiller lässt sich auf die Formel bringen: von der 

politischen über die sittliche zur ästhetischen Autonomie. 

Daraus ergibt sich weiterhin das Problem, dass nach der 

transzendentalen Philosophie Kants in der Folgezeit die 

geistige Kultur, wie Philosophie, Morallehre und Asthetik, 

immer mehr von der Realität abstrahiert wird. Die Philosophie 

wird wie im Hegelschen Idealismus zu einem totalitären 

System der reinen Begriffe, die Moral verhärtet sich zum 

inneren Bollwerk gegen die naturwüchsige Gesellschaft, die 

Kunst flüchtet sich in das Reich des schönen Scheins, in dem 

Versöhnung und Harmonie, die man in der Wirklichkeit für 

unerreichbar hält, angeblich zustande gebracht werden können. 

Kants Freiheitsidee hat trotz dieser negativen Auswirkung auf 

verschiedene Bereiche von Kunst und Philosophie dennoch 

insofem einen positiven Einfluss gehabt, als sie die 

Wirklichkeit transzendiert, auf die Utopie der Andersheit 

verweist und dadurch auch gegen die vo야r다띠ha없n띠d야ene뻐e Wir까k때‘d띠licl마h괴ke‘<eit t 
pro야tes앙tl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