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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그 짐멜의 가치론 

김 덕 영 (카셀 대학) 

1. 머리말 

19세기 후반 이 래로 가치 든 연종의 가본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와 더불어 가치콘은 다양한 정험과학과 철학에서 매우 종요한 위치와 의미를 

점하게 되었다. 가령 그 딩사 경제학의 정신사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 

논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님 듯싶다. 경제학적 연구와 논의는 주로 쌀 맹거틀 

중삼으로 하간 오스트리아 한게효용학파의 주관주의적 가치론과 칼 마르크스 

나 이탐 스n]스 게통의 객관주의적 가치펀의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중섬으 

료 이루어졌다.1) 또한 정제학익 주관주의적 가치론으로부터 영향음 받은 크 

라스찬 폰 에렌펠스와 알렉사우스 폰 마이농과 갇은 사람틀은 선리학적 가치 

1) 독일 역사핵파 정제희 역시 전동석인 관념판 첼핵의 영향 하에서 일종의 주관주의적 가치 

론읍 반선시킨 석이 있다. 하지만 이 희파는 주제석으로 (정제)행위를 습F 개인들을 초 

개체적인 국가외 민족의 삶을 구성하는 유기석인 요소포 간주하며， 또한 개인적 삶은 어 

디까지나 국가와 민족이라쓴 커다칸 테두리 안에서 의\1]플 지니고 윤리석으로 정딩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겸국 독인 역사한파 정제학은 윤리석이고 집합주의적으로 각인된 

것이다 독일 관낚콘이 가지폰의 형성과 밥달어1] u] 천 영향에 대해서는 Rudolf Kaulla, 

Die geschichtliche Entwicklung der modernen Werttheorien , Tübingen 1906, 209쪽 아래 
른 보라. 또한 독일 역사희파 정재학의 주관주의석 가치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플 암조할 것. Erich Streissler, “Carl Menger (1840-1921)", in: Joachim Starbatty 
(Hrsg.), Klassiker des ökonomischen Denkens. Z1Veiter Band: Von Karl Mar.λ bis John 
Maynard Keynes , München 1989, 119-134쪽. 그러고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의 윤리적-집 

딴주의적 특생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Duk-Young Kim. Der Weg zum sozialen 
Handeln. Eine Stlldie ZlIr En l1ricklllngsgeschichte der Soziologie bei Max Weber. Werk
und ideengeschichtlich betrachtet, MünsterlHamburg 1994, 112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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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발전시켰는데， 이에 따르면 가치란 인간의 심리적 과정들로 소급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밖에도 철학자 헤르만 로체는 가치개념파 가치론을 진정한 

철학적 주제와 문제로 만들고자 시도했으며， 이에 힘입어서 벌헬름 빈텔반트， 

하인리히 리케르트， 후고 뭔스터베르크 및 요한네스 폴캘트와 같은 철학자들 

은 가치철학을 철학연구의 중심에 위치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충분히 세기 

전환가의 지적-정신적 분위가를 “가치철학 운동”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가치의 철학은 “모든 가치들의 재평 7}'’라는 프리드라히 니체 

의 공식윤 통해서 일종의 “유행철학”이 되었다，2) 

이렇듯 경험과학파 철학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가치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현대인과 그의 문화적 삶이 지니는 문제틀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성찰 

하고자 하는 지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분화된， 따라서 정치， 경 

제， 파학， 예술， 종교， 윤리 그리고 사랑과 같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들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특정한 관점과 시각에 입각해 

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다릎 아년 가치의 개념울 동하는 

것이다 가치개념은 현대세게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기초개념들 가운데 하나염 

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라는 가치콘을 모더니티 이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측면 

과 요소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게오르그 점벨에게 있어서도 가지에 대한 이론은 현대인의 존재와 삶 그러 

고 행위에 대한 논의의 한 중요한 축올 이룬다. 점펠은 당시의 다양한 가치론 

들을 비판적이고 장조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것들파 명백하게 구분되는 가지론 

을 발전시켰다. 이는 무엿보다도 가치 상대주의， 삼라학적 가치론 그라고 주 

관주의적 가치론과 객관주의적 가치론을 넘어서는 가치흔 등과 같은 개념 등 

을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거기다가 가치， 가격 및 화폐의 판계에 

있어서도 그는 당시의 이론들과 다른 매우 독특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라한 짐벨의 가치론은 그의 광범위한 모더니티 이론의 구성요소로 이해할 수 
。lrl
λλ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짐벨의 가치론에 대해서는 별반 커다란 관심 

2) Konrad Wiederhold, Wertbegriff und Welψhi/osophie ， Berlin 1920, V쪽， 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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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살정이다. 아마도 가치론은 경제학과 철학의 영역에 속 

한다는 일반적인 표상이， 그리고 이 거장음 단순히 사회학자로 규정하는 열반 

적인 경향 때문에 그라한 것 갇다. 하지만 가치에 대한 점벨의 이론은 암으로 

좁게는 가치론의 잔개에” 그리고 넓게는 모더니티 이론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 

를 할 것임에 의섬의 여지가 없다 

2. 짐멜 가치론의 지성사적 배경 

EL더니터 이콘으로서의 점펜의 가치론이 지니는 지성사적 위치와 의마를 

제대로 파약하기 위해서는 먼지 그가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는데 관계가 있거 

나 영향을 n] 친 이본틀플 삼펴보아야 할 갓이다. 여기서는 신칸트학파， 그 중 

에서도 특히 하인라히 리케프트의 가치론이， 그라고 경제학， 그 중에서도 특 

히 한계 효용학파의 가치론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1) 신칸트학파 

산칸드학파블 다1변하는 첼힌지 가운데 한 샤맘인 하인려허 리케르트는 칸 

프익 전통에 입각해 초윌작 관념론의 토대 위에다가 자신의 첼학석 체계릎 

구축했디. 그의 챔학은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세계관의 정랩에 관섬을 가올였 

는데， 이것으l 끈본적인 파제는 현대인의 삶의 의미를 히l석하고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의 u]플 부여하는 것이였다. 이라한 리케르트의 첼학적 사고체계는 문 

화콘 및 인식룬과 더볼이 가치콘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 가치론 

이야말로 그의 철학적 세계관의 중섬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리케르트가 보기 

에 익 n]의 문제는 궁극적으갚 브편타당힌 가지에 대한 이론에 의해서 해결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가치콘은 문화론과 인식론의 개념적 토대가 된 

디. 랴케르드논 문화룹 자연파 달리 보편타당한 가치플 지니거나 또는 이와 

관계륜 지니는 시한이나 대상의 총합이라고 정의하며， 또한 문화과학적 인식 

은 자연과학 적 인식과는 븐본적으로 달리 가치이념에 연관된 주체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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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곧 가치연관적인 정신적 행위로 간주한다)) 

이 같은 철학적 입장은 다음과 같은 현섣체험올 반영한다. 현대세계에서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섬대한 거리와 차이가 존재하가 때문에 현대인은 자신의 

삶플 보편타딩한 것과 일치시킴으로써 • 물론 보편타당한 것에 의해서 자신 

의 주체성이 완전히 해체되도록 하지는 않으면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틀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리케르트는 세게전체플 철 

학적 사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는 이제 현설을 주처l 

이든 또는 객제이든 전혀 상관없이 • 초윌해서 존재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플 구성하는 영역을 섣정하가에 이른다. 그것이 다룹 아넌 가지의 영역 

이다. 

이외 같은 입장에 입각해서 리케르트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가 서로 대립 

하고 경 쟁하는 관계에 있던 당시의 철학적 풍토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 어 

느 것으로부터도 세계에 대한 적합한 첼학적 사유양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왜냐하면 철학븐 세계전처l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라케르트에 있어서 철학이란 어디까지나 세계관에 대한 이본이다. 이에 반해 

서 주제와 객체는 존재의 관점 하에서 세계의 어느 특정한 부분만블 다루는 

개별 분파과학의 대상이 된다. 

가치는 리케르트에 의하면 주관적 현실 또는 객관적 현실파는 달리 운동상 

태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지상태에 있는 존재나 정지상때로 이행하는 존재 

로 파악해야 한다4) 그렇다고 해서 가치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라는 

뜻은 아니다. 가치의 본질은 그보다 초개체적이고 초시간적인 타당성올 지니 

는 초월적 당위성에 있다. 따라서 가치는 경힘적이고 역사석으로 도출할 수 

있는 성칠의 것이 아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가치의 개념에 근 

3) 라커|프드의 문화콘파 인식본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의 연구룹 참조할 것. 김덕영주체·의 

ll].문화. 문화의 철학파 사회학J ， 서울: 나남출판 2001, 53쪽 아래. 김덕영논쟁의 역사 
룹 통해 본 사회학. 자연과희·정신과학 논쟁에서 하버마스·루만 논쟁까지J ， 서울: 한별아 

카데미 2003, 57쪽 아리1. 

4) Heinrich Rickert, Gnmφrobleme der Philosophie. Methodologie. Ontologie 

Anthropologie, Tübingen 1934, 127쪽 아라]. 특히 129-130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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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헤 리케르트는 구체적으로 과학， 예술， 윤리， 종교 (선 ):]1주의와 범신론)， 사 

랑 그리고 종교 (인격신 신앙)와 같은 여섯 가지의 가치플 제시한다. 이들 가 

치는 참된 것” 아름다운 갓， 선한 것 및 선생한 것을 구현한다. 또한 이것들은 

단순하게 기계적인 병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갇은 세 가지 완성 

단계의 형식적 서열관계에 있다. 무한한 총체성의 단계가 바로 그 첫 번째 단 

계인바， 여기에는 과학고} 예술 그라고 윤라가 속한다. 완전한 특수성의 단계 

가 그 두 번째 단계인바， 여기에는 신비주의와 범선론이 그리고 다른 한편 사 

랑이 속한다. 완전한 총체성의 단계가 그 세 번째 단계인바， 여기에는 인격신 

에 대한 신앙이 속한다. 바로 이 세 단계 사이의 형식적인 서열관계를 통해서 

인간존재의 통임작인 익미가 가능해진다고 랴케르트는 확신한다，5) 

이렇게 구축된 가치천학 체계는 존재론적으로 폐쇄된 체계가 아니라， 어디 

까지나 개방된 체계이다. 왜냐하면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물이나 

대상이 브편타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륜 통해서 경험 적 역사세계에서 행위 

하쓴 주체들의 삶에 의 111를 부여하게 되지 때문이다. 여가에는 역사적인 것을 

초역사석인 것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리케르트의 의도를 반영되어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간 원칙적으로 세계의 부분과 단편과 연관된 경험적-설증적 

기1 벨 문파파학과 탈리 친학븐 “‘가선적’ 파편과학’으포 이해한다. 첨학닫 보 

편성을 띠지만， “마지막에” 서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마지막의 바로 앞에” 

았다는 것이다，6) 

우라는 다양한 가치뜰에 대한 체계적인 첼학적 연구륜 시도한 리케르드의 

지성사작 엮석윤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든 현대세계에서 다양한 가치의 

영역듭이 점차로 분화되고 독립되어 가는 파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직 접 

근플 시도하고 있든 깃이다. 이둡 가치영역은 개인적 차원파 더불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관조적 및 활동적 삶파 행위의 방식뜰음 포괄한다. 띠라서 

우라는 라케르트의 철학음 힐종의 모더니티 이론이라고 불 수 있올 것이다. 

5) Heinrich Rickert, “Vom System der Werte", in: Logos 4/1913 , 295-327쪽， 여기 따온 글 
은 307쪽 아래. 

6) 우191 글，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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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위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의 가치를 제시함에 있어서， 리케르트는 자 

기 자신음 매우 의식적으로 칸트에게 접목시키고 있다. 그가 보기에 칸트야말 

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근대문화의 철학-^P’이며， 아니 근대문화에 대한 최 

초의 철학자이며， 또한 칸트에게서는 과학， 예술， 윤리 및 종교와 같은 네 가 

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았다.7) 칸트가 근대문화의 최초의 철학자라는 명제는 

리케르트에 의하면 그의 시유는 모던 세계의 특유한 현실제험에 대한 최초의 

철학적 시도라는 사실에 의해서 확살허 입증된다. 그 체험이란 분화된 다양한 

문화의 영역들과 현상들이 점점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되며 자체의 고유 

한 가치와 볍칙을 지니게 되는 파정을 가리킨다. 그라고 킨트 철학은 열반적 

으로 “비판작”이라고 하는데， 이는 라케르트가 보기에 “분화론적”이라는 의미 

에 다름 아니다. 그는 말하기를， “칸트는 유럽의 철학자들 가운데 최초로 근 

대의 특유한 문화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답변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일반 

적인 이론적 기초들을 창출했다. 그러고 특히 그의 위대한 세 권의 비판서에 

제시되어 있는 칸드의 사고는 문화의 독립화와 분화 파정에 상응한디는 의미 

에서 ‘비판적’이었다고， 다시 말해 분리하면서 또한 경계를 설정하는 사고라 

는 사설이 입증된다. 이 과정은 이마 근대초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칸트 이전 

의 철학에서는 이론적으보 다루어진 적이 없다"8) 결국 리케르트는 일종의 

모더니티 이론인 자신익 가치철학파 더불어서 근대문화에 대한 칸트의 철학 

에 접꼭되고 이룹 보다 더 발전시겼다고 확선하게 된 갓이마 

리케르트는 칸트와 달러 종교적 가치를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한 사실 이외 

에도 사랑을 윤리로부터 분리해서 하나의 자체적이고 고유한 가지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새로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랴나 동시 

에 당시의 수많은 이론가둡이 자본주의적 문화시대의 중요한 가지 가운데 하 

나로 간주하고 있던 경세가 리케르트의 보편타딩한 가치체계에서는 아무런 

7) 위의 글， 297쪽. 

8) Heinrich Rickert, Kant als Philosoph der modernen Kultur. Ein geschichtsphilosophischer 
Versuch, Tübingen 1924, 141 쪽. 랴 새르트와 마찬가지로 점벨 역시 분리하띤서 정계를 
섣정하논 점에서 칸트 첼학의 근대성을 찾는다 이에 대해서논 감덕영， 앞의 책(2003) ， 

21-22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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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설이 금방 눈에 띤다. 그가 보기에 경제는 

“차라리 동볼적인 가치”를 보여줄 따름이다，9) 정제적인 것에 대한 이 같은 

가치판적 입장파 긴밀한 관련 속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 당시 비약적인 발전 

을 이루고 있딘 가술에 대한 리게르트의 견해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1911112 

년에 발표된 “삶의 가치들과 문화가치들”이라는 논문을 보변 명백히 알 수 

있다. 삶이란 리케르트가 보가에는 생불학적이고 따라서 그 자제로는 가지와 

전혀 무관하며， 단지 자체적이고 jL유한 가치를 지년 문화에 봉사해야 한다. 

삶이란 결국 “조건” 또는 “조건적 가치”에 볼과한 것이다. 그리고 기술은 바 

로 삶에 봉사한다. 다시 말해 문화적 가치를 위한 조건에 봉사한다. 결국 가 

술은 “수단음 위한 수단” 또는 “조건재(條件財)플 위한 조건재”에 다름 아니 

다. 경세적이고 물질적인 갓븐 리케르트의 눈에든 오로지 “의써擬似)가치”로 

보임 따룹이다.1 0) 

이와 갇븐 E베르트의 이상주의작 사고의 배후에는 전래적인 이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탈이 산엽자본주의 시대에 강력한 세력을 얻은 물질적이고 경 

제적인 것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정당화하려는 그의 확고한 의 

도가 자리하고 있다. 딩사에 비약적으로 받전하던 산엽자본주의는 라케르트에 

게 아니 한 결음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해 았던 서남학파의 신칸트주의자들 

사이에 이제는 거역할 수 없올 정도로 강략해진 물짐적-경제적 세력파 켈 

서는 “마리와 가슴”이라는， 다시 말해 정신이라는 이상파 가치가 “위짱’이라 

는 이상과 가치에 익해 맏려나도록 하며， 이는 견국 전래작언 이성석 문화플 

타락시키고 파피할지도 모븐다은 불안감파 공포샘흘 갖도록 했다，11) 이 같은 

상황인식은 그로 하여금 가치에 대한 이판을 전개하고， 가치론에 토대를 두는 

문화파학을 f측하도록 하는 동안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호변， 리게르트가 다름 아넌 종교를 다양한 가치뜰 가운데 최상의 

9) Heinrich Rickert, Kultumissenschaji und Natunvissenschaji. Ein Vortrag, Leipzig/ 
Tübingen 1899, 60쪽 

10) Heinrich Rickert, “Lebenswerte und Kulturwerte", in: Logos 2/1911-1912 , 131-166쪽， 여 
기 따온 급은 153 쪽， 165-166쪽. 

11) 간덕영， 안의 잭(2001) ， 57쪽. 감덕영， 얀의 책(2003) ， 59-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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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단계인 완전한 총체성의 단계에 위치시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소치가 아 

니다. 주지하다시피， 전근대 사회에서는 다름 아년 종교가 최상의 그리고 최 

선의 가치로 가능했다 종교가 지니는 문화의의는 리케프트에 의하면 우라 인 

간이 이를 통해서 주관적이고 유한한 특수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찾아볼 수 았다. “완전한 총체적 인격체인 선과의 관계는 인간주체의 유한한 

현존재를 불완전성으로부터 해방시키지만， 이플 선비주의적으로 없애버릴 수 

는 없다. 아니 그 반대로 초월적이고 영원한 인격체에 • 우리는 그룹 사랑하 

며， 또한 그가 우리 를 사랑한다고 믿는다 • 얀격적으로 관계플 맺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격작인 삶을 그 개인적인 풍부함 속에서 고양시켜야 한다 

."12)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종교 역사 다양한 가치들 가운데 하나이며， 

다른 가치둡파 영원한 대림과 갈등 그리고 투쟁의 판계에 었다. 모딘 세계는 

막스 베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치 다신주의의 시대이다.13) 또한 

12) Heinrich Rickert, 안의 날(1911-1912)， 320쪽. 

13) 베버는 “절대적 다선주의”가 현대의 문화적 삶에 대한 가치론적 논의의 “형이상학’음 
구성한다고 주장한다{Max Weber, Gesammelle At까älze zur Wissenschaftslehre [1 922], 
Tübingen 1982, 507쪽， 603쪽). 그에 익하면， “가치들 사이익 관계는 어디서나 그리고 언 
셰나 궁극적으로는 대안의 관계가 아니라 화해할 수 없는 사생 결단적인 투쟁의 관계이 
가 때문이디. 이 관세는 마치 ‘신’과 ‘약마’간에 별어지는 투쟁의 관계와 같다. 가지들 사 

이에는 그 이떠한 상대화도 그리고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이 같이 모던 세계에 특유한 

가치 다선주의석 제힘을 버l버는 다음과 깐이 여라 가지로 표현하고 있마 “여랴 개의 가 

지영역플이 서보 고[차하고 뒤영켜 있r:}'’， “서로 첼전지 원수^l간인 가치들”， “‘신’파 ‘악 

마’ 사이의 선택”， “서로 충돌하는 가지들” 그리고 “가지충돌” 등이 바로 그것이대같은 
책， 507-508쪽) 
이 갇은 가치 다선주의는 베버의 분석에 의하면 다음파 갇은 문화사적 과정의 결과이 

다 장기간에 걸친 그리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진행된 탕주술화와 합리화 과정의 결파 

로 종교논 이제 모든 삶의 질서와 세략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 

서 지향성을 제시승김 F 전통적인 의의와 가능을 상설하게 되었고， 이에 상응해 다양한 삶 

익 질서와 서l역늘이 이플테면 정치적， 경제적， 파학적， 윤리적， 111학적 그리고 에로스 
적인 삶의 섣서와 세녁들이 - 자처l식으로 고유한 문화적 가치료 독립하게 되었으며， 또 

한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 제도화되었r:}. 버l벼는 이런 문화사적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상칭 
적으보 표현하고 있다 “옛날의 많은 선틀은， 이제 그 주술적 힘을 잃어버라고， 그래서 

비인격적인 힘의 형태로1 그뜰의 우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자 하며， 또 

다시 서로간의 영윈한 투쟁올 시작하고 였다/’(같은 책， 605쪽). 일선교 또는 일선주의가 

불이나:'1， :1 대선에 다신j괴 또는 디선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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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겠지만， 점벨은 모던 세계를 가치 상대주의가 지배하 

는 시대로 파악힌다. 

이제 리케르드는 어떻게 가치와 주체가 결합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 

심을 돌린다 다λl 딴해서， 그는 “어떻게 주체가 여러 객체들 가운데 하나의 

객체보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블에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삶과 

가치블이 서로 서로 연결되는개’ 하는 문제에 눈을 돌린다)4) 그런데 여기에 

서 말하는 의마든 주체가 생각하고 부여한 의미가 아니라든 사설을 망각해서 

는 안 된다. 그보디 의미는 그의 행위가 객관적인 가치와 엠치함으로써 주체 

에게 주어지는 의 u] 이다. 의미란 결국 행위라고 하는 주관적 측면도 아니고 

가치라고 하는 객관적 측면도 이니라， “인간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위한 의미이며， 그런 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영역이 통합된 것이다 라케르 

드는 확산하기플” 의 n]는 현섣이나 가치 그 어느 갓에도 속하지 않고， 그 사 

이에서 일종의 “중간지위”를 차지하면서 “가치틀을 제시해주는” “제암’의 영 

근대에 득아오띤서 11독교석 일선교의 지리가 다선교적 가지에 의해서 대제되었디는 

사설은 예컨대 고다1 그리스에서와 감본 다신고r기 부활되었음음 으]]1 1 하는 것은 결코 아니 

다 그보다 단주숨화와 합，，]화의 문화사직 과정븐 챔저한 주관주의작 전회플 동반하였다. 

선으로서의 가지틀은 개범인간이나 또든 인간집단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바로 이에 끈 
거해 설세보 행위이1 영향을 ，，]지고 앵위를 규정하는가 또단 아년가 히단 문서1와는 잔허 

상관없야 한지1휘은 원→론이다. 하지만 증요힌 것은 모만 세계에서 가치외 인간 사이의 관 

게와 견합을 결정하쓴 끈윈파 /]초논 낭극적으로 후지에 존재한디는 사설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선의 주까석 의1I1에 엮각해서 가치를 선택하지， 갤코 가치에 의해서 :τ 매개물 

이니 수만으또 선택되서는 않기 때분이대Wolfgang Schluchter, Unveηöhnte Moderne , 
Frankfurt am Main 1996, 225쪽 아리1) 
이 맥락이1서 베버든 ‘결단'(i자斷)의 새념을 도입한다. 모던 세계에 특유한 현상인 다선 
수의적 가치단의 디1 립， 경쟁， 모순 맛 투쟁은 개인틀에세 지속식묘;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한 궁닉적인 입상을 요구하며， 그에거l 언제나 선과 약마 사이의 선택블 강요한다. 다시 

맏해 현대인의 삶과 숙명유 “ 궁극식 결단의 연속”이라논 특정 블 지니고 있논데， 바로 이 
견단을 J동해서 개인은 서로 충옴하← 가치틀에 7.1 기 자선을 내맡기지 않으떤서 자신의 

개변석인 행위꽉을 의삭석으보 영위하고 삶 전세륜 의식석으로 살아갈 수 였는 것이다 

(Max Weber, 얀의 책[1 982] ， 507-508쪽. 또한 디터 헨리히막스 베벼의 과학방법론~，서 

울: 이삭 1983 [이상륜 옮김; 원제는 Dieter Henrich, Die Einheil der Wissenschaflslehre 
Max Webers] , 118쪽 아래는 이 운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세공해준다). 

14) Heinrich Rickert, “Vom System der Philosophie", in: Logos 1/1910-19\1, \-34쪽， 여기 

따온 금븐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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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파악해야 한다.1 5 ) 라케르트의 가치철학은 주체에 대해서 하등의 근본 

적인 지위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존재와 행위 

를 통해서 초윌적으로 타당한 가치와 바로 거기에 준거하는 의미를 현실적인 

역사세계에서 외화하고 객관화하는 가제일 따틈이 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올 관찰할 수 있다. 칸트주의자로 출발한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칸트주의자로 출발한 리게르트는 의도하지 

는 않았지만 그리고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헤젤주의자가 

되고 말았마 그는 칸트 철학의 헤겔주의화라는 자아모순에 빠져버리고 만 것 

이다.1 6) 그뿐만이 아니라 리케르트는 행위하는 주제를 궁극적으로는 집합주 

의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 초월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유의미한 문화 

적 삶을 • 그것이 파학적， 미학적， 윤리적 또는 종교적 영역의 어느 곳이든 

전혀 상관없이 위해서는 민족파 국가라는 공동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이 그의 생각이마 여기에서 리케르트는 구체적으로 군주제에 입각한， 관료주 

의작이고 권위주의적인 프로이센 국가와 그 테두랴 안에서 가능한 민족의 삶 

을 염두에 두고 있q.J7) 

15) 위의 글， 26-27쪽. 

16) 김덕영， 앞의 책(2001) ， 61쪽. 이와 관련해 위르겐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리 

케르트 가치철학의 토대를 이루는 초윌적-형이상학적 당위성온 실제로쓴 “사실과 가지， 

정험적 존재와 초월석 타녕성， 자연과 문화 사이를 확고부동하게 구분하고지 하는 시도 
들로 하여급 아무넨 션실도 없이 좌초토록 만든” 모순듭이 집약펀 것에 다뜸 아니다. 따 

라서 초윌적 관념론에 구축펀 가지첼학을 지속한다떤 불가피하거l “리케르트로부터 득이 

하게 벗어낸 하지만 바로 증단된 칸트로부터 허l 젤에보의 운동”이 초래될 것이다. Jürgen 

Habermas, lllr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Frankfurt am Main 1982, 95-96쪽. 또한 
게르하프트 바그너와 같은 학자는 주장하기를， 선칸트학파는 “용어나 가획의 측띤에서 

보면 선힘철학적이고 칸브적”이지만 그 심층구조를 자세허 뜰여다보면 “선(%Jí)스콜라적 

형이상핸’임이 드라난다. 바그너의 견해에 따르면， 리케르트의 선칸트주의 철학애서는 반 

(↑)헤젤석언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갓. Gerhard Wagner, 
Geltllng lInd normativer lwang‘ Eine Untersuchllng ZlI den nellkantianischen Grundlagen 
der Wissenschaftslehre Max Webers , FreiburglMÜllchen 1987, 11쪽， 108-121 쪽. 신칸트혁 
파 철학에 있어서의 헤겔직인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악 연구를 참조할 것 Heinrich Levy, 
Die Hegel-Renaissance in der deutschen Philosophíe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Neukantianísmlls, Berlin-Charlottenburg 1927. 

17) 김믹영， 앞으l 책(2001) ， 57'꽉 



게오르그 짐멜의 가치론 281 

리케르트의 가치첼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간략한 논의플 종합해보변， 우리 

는 다음파 같은 ;겹콘에 도달할 수 있윤 것이다. 라케르트는 현대세계에서 다 

양한 가지의 영역들이 점차로 분화되고 독렴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나름대로 

의 철학적 접끈욕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의 철학음 일종의 모더 

니티 이론이라고 봄 수 있윤 것이다. 그라나 다른 한편 가치 다선주의의 시대 

또는 가치 상대주의의 시대에 가치뜰 시이에 서열을 규정하고， 그 정점에 종 

교를 포진시키든 것은 결코 오년하지 못하다고 볼 수 였다. 이외 더불어서 오 

늘달은 개인주의석 존재와 삶 그리고 행위에 토대를 두는 근대 산엽자본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래석인 집합주의적 가치체계를 옹호하고 정당화 

하고자 사도한다. 결국 모더니티 이론으로서의 라케르프의 가치론은 결코 모 

던한 이론은 될 수 없다는 깃이다. 모던 세계에 대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모 

만 세계에 바탕플 두고 모던 서l제륜 재갚로 해서 가공턴 이론은 아니 ~h긴 갓 

이다. 

(2) 한계효용학파 
오스트리아 한게효용학파의 가치론에서는 주제와 그의 유의 11]한 행위가 중 

선에 서 있마 갱셔1학91 고전적인 가치론닫 객관주의적이고 본켈주의적인 성 

격을 띠고 있디; 아단 스미스는 생산비용에서， 그리고 캄 마르크스는 사회적 

노동에서 정저1 석 가치의 끈거륜 찾는다. 이에 반해서 한계효용학파의 장시지→ 

인 칼 맹거는 1871 년에 출간된， 경제학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셔서인 『경 

제학 원리』에서 주관주의식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콘흠 제시한다.1 8) 

가치런 1빙거에 익히띤 “정세행위틀 하는 사럼틀이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18) 1생거는 영국의 스넨퍼 제본스와 스위스의 로진드에서 활약하고 있던 레온 왈라스와 거 

의 갇은 시기에 고선정재혁과는 전혀 다른 주관주의적 겸재이론플 전개시켰는데， 이를 
시리켜서 신고전주의 경세학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료 선고전주의 경제학은 정제학사에서 

임종의 파학혁명으로 - 토마스 푼이 맏하든 - 간주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제한된 논의 

익 분량 때분에 이 새 거 장을 비 교할 수 없디 판섬 있는 사람은 William Jaffé, “Menger, 
Jevons and Walras De-homogenized", in: Economic lnquiry 14/1976, 511-524쪽을 찬조 
헛 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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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틀이 자신의 삶과 복지를 유지하는데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내라는 주 

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가치는 “경제적 행위를 하는 

주체들의 의식의 외부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결코 아니 다， 가지는 “그 본질 

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에 있어서도 또한 주관적인 성격을 띤다. 

재화는 언제나 경제행위를 하는 특정한 주체들에 대해서 ‘가지’를 지니지만， 

또한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특정한 가치를 지년다，"19) 이렇게 보면， 경제적 

재화의 가치란 결국 그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가 경제 

적 객체에 대해서 취하는 주관적 입장과 판단에 의해서 비로소 성립하는 것 

이다. 탈리 표현하자면， 경제적 재화의 가치는 행위하는 주체가 경제적 재화 

에 대해서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이제 객관주의적이고 

본질주의적인 고전적 가치론이 주관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가지론에 의해 

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0) 경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가지에 입각해서 자신의 경제적 행위의 목적을 결정하고 이것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올 동원한다. 결론적으로 오스트리아 한계효용학파의 경제학 이론 

은 가지에 연관된 개인의 합리적 행위에 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이 가치연관적인 주처1와 객체 

의 관계는 단지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지넌다는 점이다. 한계효용 

학파에 의하면， 경제외적인 사물이나 대상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은， 특정 

한 주제의 합목적적인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지니는 경우이다. 바로 

이 갇은 이유로 한계효용학파는 고작해야 “호모 외코노미쿠스”에 대한 이콘 

19) Carl Menger,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1871): Gesammelte Werke 1, 
Tübingen 1968, 86쪽， 119쪽. 고전경제학，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선고전주의 경제혁에 있 

어서의 가치론에 대해서논 다음의 연구를 볼 것， Michael Heinrich, Die Wissensch때 

vom Wert. Die Marxsche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zwischen \1때enschaftlicher 

Revolution und klassischer Tradition, Hamburg 1991. 

20) 루드비히 라흐만과 같은 사람은 맹거의 가치론이 지니는 지성사적 의의름 “본질개맘’이 
“정신석인 관계개념”으로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쓴 “정신적인 관계새 

념”이란 주처l익 의식적인 정신작용에 의해서 주체와 객체의 판계가 생립펀다손 의미이 

마 이에 대해서논 뱀을 볼 것， Lud맨 M. Lachmann, “Die geistesgeschichtliche 
Bedeutung der österreichischen Schule in der Volkswirtschaftslehre", in: Zeitsch꺼ft 끼r 

Nationalökonomie 26/1966, 152-167쪽， 여기 따온 글은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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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받곤 한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오 

류에 붐과하다. 왜냐하변 오스트리아 한계효용학파는 결코 경제적 가치를 그 

리로 다른 모든 가치틀플 환원시키거나 또는 그로부터 다른 모든 가치들을 

도출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보 파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적 가치 

만플 경험적이고 살증적인 접근벙식에 의존하는 개별 분과파학의 분석대상으 

로 삼을 따름이다. 경제학석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가치들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능한다. 그 반대의 논라도 성 립함은 물론이다. 

이렇듯 주관주의적이고 개인주의작인 가치개념에 입각해서 맹거는 다음파 

같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정의한다 전자가 경제주체가 자선의 경제적 목 

적을 직접작으보 충족시컨 수 있는 재화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와 동일한 

개념이라면， 후자는 경제주체가 자신의 경제적 목작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든 재화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마와 동엘한 개념이다. 맹거가 이처럼 경제적 

가치를 시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특유한 문화사적 사섣욕 이콘적으로 표현하고 션냉히고자 하는 그의 과학적 

시도플 반영한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화퍼1릎 매개로 해서 “누구나 일정한 숫 

자의 재화룹 다븐 모든 재화외 교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과 장 

소악 관점에서 가장 유통이 잔 되고， 가장 운송하기 수원하고， 가장 지속적이 

며 또한 가상 쉽게 분할할 수 있는 재화의 경우가 그러하다，"21) 따라서 한계 

효용학파는 발담된 시장에서 여러 경제주체들 사이에 진행되는 합리적인 교 

환행위플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바르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산이론 

이라고 불바는 이-단 스미스와 칸 마므크스의 경제학 이론파는 달리 오스트라 

아 한계효용학파의 경제학 이론올 임종의 순환이콘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이다. 맹거가 장시한 주관주의적-개인주의적 가치론은 오이겐 폰 범-바베르크 

나 프라드리히 폰 H1 저와 갇은 경제학자뜰에 의해서 더욱 더 발전되었다. 

불론 한제효용학파 이외에도 다른 여 21 경제학 학파와 이론도 경제라고 하 

는 문화적 삶음 가치콘적 연구와 논의와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사설은 

21) Carl Menger, Untersuchungen iiber die Methode der Sozialwissenschafien, und der polit
ischen Okonomie insbesondere (1 883): Gesammelte Werke 11, Tübingen 1969,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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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마 짐벨과 더불어서 말하자면， 가지는 모든 경제학 

적 연구와 논의의 ‘내용’이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 한계효용학파는 계속 

해서 짐벨과 더불어서 이야기Õ}A}면 • 가치라는 경제학의 내용에 대해서 다 

른 학파들이나 이론들파는 확연히 구분되는 ‘형식’을 부여한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가지에 대한 주판주의적-개인주의적 이론인tl}， 이 이론은 바로 가엽가 

나 상공인과 같은 근대 서구 시민계층이 시장에서 영위하는 엄격한 합리적 

경세행위로부터 그 개념적 소재를 얻었다. 따라서 한계효용학파의 가치론은 

전래적인 가치의 몰락과 새로운 시민계층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가치의 형성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론적 도구를 제공해준다)2) 

그런데 이 같이 근본적으로 주관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색채룹 지니는 

한제효용학파의 가치론이 이미 동시대인들로부터 심리학적 이룬 또는 일종의 

응용섬리학이라는 비판을， 구체적으로 한계효용학파의 가치론은 베벼-페혀너 

볍직의 토대 위에 구축된 이론이라는 받게 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시살이 아 

닐 수 없다. 베버-페히너 볍칙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자극파 반응 

사이의 관계플 기술히는 법착이다. 자극이 증가하면 반응 역시 이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라다가 열정한 단계를 지나고 나면 자극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은 젤대적으로는 증가Õ}A] 만， 그 증가율은 점차로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결국에는 자극이 불가능하게 된다. 프라드리히 알버트 량에라는 사람이 그의 

영향력이 강한 저서인『노동자 문제』의 제2판 (1 870)에서 베버-페허너의 볍칙 

을 정제학적 가치론에 적합한 이폰이라고 소개한 이후로， 한계효용학파의 가 

22) 막스 베버논 한계효용학파의 가지론이 지니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자본 
주의 시대의 역사적 특성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겨l효용학파가 이 시기룹 이해하는 

데 지니쓴 의미논 (모든 정제적 가지론이 지니는 의미와 마찬가지보) 다음파 갇은 사섣 

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의 여러 시기를 충분한 끈거를 가지고 ‘비경제성의 역사’ 
라고 지칭하는 반변에， 오늘날의 삶의 조건뜰 하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인간 예층의 행위 

에 결쳐서 현설이 이론적인 진술에 이론적-"-로 구성된 엄격히 합리적인 경제행위에 
대한 이흔식 구성물에 - 근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근접은 지속적으로 중가해온 현상 

이바고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쓴 한， gip-로도 더욱 더 그리될 것이다. 한겨l 

효용학파가 지니는 색출식 - 또는 발견석 의의는 바로 이 같은 문화사적 사실에 [".] 
토대를 두고 있다."(Max Weber, 앞의 책[1982]， 3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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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론음 섬라학주의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베버가 이야기하듯 

이， 한계효용학파는 “대단히 자주” 또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섬라학주의로 

간주되곤 했다. 예컨대 루돌프 카울라， 오스카 크라우스 그리고 루이오 브렌 

타노와 같은 학자플익 이룹윤 거본해불 수 있다，23) 

그 중에서도 특히 브랜타노는 주장하기륜， 맹거는 1871년에 출간된 그의 

지서인 『경제학 원라』에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가 위해서 시용되는 재화 

의 단위들이 점차토 증가힘에 따라 그로부터 얻는 쾌락은 점차로 감소한다는 

이콘윤 가치콘의 기초로” 관첼시켰다. 그라고 1빙거의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오이센 폰 범-바베르크와 프라드라히 폰 H] 저는 “매우 열정적으로 가치 

콘블 홍보하고 전파시켰다 결국 “이렇게 해서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베프누 

이의 정리가， 개별 경제학틀이 이것음 알든 또는 알지 못딴 간에 상관없이 

재화의 가치에 대한 과학적 jL찬의 출발점올 구성하고 있다."24) 여기서 언급 

된 베므누이의 정리란 간단히 말해서 유체의 흐픔에서 유속이 빠플수록 거기 

에 가해지는 엽-픽븐 낮아-지고 ~î 반대토 유속이 느릴수펀 압력은 높아진다는 

이판이다. 그런데 브렌타노가 이 맥락에서 베르누이의 정리를 언급한 것은 인 

간 유기체에 가해전 자극파 반응의 상관관계룹 기술하든 베버-페히너의 볍칙 

은 또든 자연현상에 보편적으띄 적용되는 베프누이 정리의 엘종으로 간주하 

기 때문이다. 이는 오든 파학석 인식의 형식에 대해서 포펠적으로 존재근거와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가본파학과 기본볍칙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브렌타노 

의 입장흠 반영하고 있논 갓이디. 아무픈 오늘단에도 한계효용학파는 심리학 

주익적인 가치판듬 구축했디단 명제가 여진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3) 위의 책， 384-385쪽 다유의 저 술은 가지론에 내한 딩시의 심리학주의적 업상을 잘 보여 
준다. Friedrich Albert Lange, Die Arbeiterfrage, Winterhut 1870 (2. Auflage), 114쪽 아 
리1， 125쪽. Rudolf Kaulla, 암"1 책(1906)， 244쪽 아래. Oskar Kraus, “Die Aristote1ische 
Werttheorie in ihren Beziehungen zu den Lehren der modemen Psychologenschule", in: 
Zeitschrifl für die gesamκ Staatswissenschafl 6111905, 573-592쪽. Luio Brentano, Die 
Entwicklllng der Wertlehre (1908), in: ders., Konkrete Grundbedingllngen der 
Volkswirtschaft , Leipzig 1924, 339-435쪽. 

24) Lujo Brentano, 안의 책(1924) ， 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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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 상대주의 

점벨은 일찍부터 가치론의 문제를 다루가 시작했다. 예컨대 그의 철학적 

주서서로 간주되는 『돈의 철학~(1900)의 출발점과 가초는 다름 아년 가지론 

이다. 그런데 이는 점벨이 그 이잔부터 집약적으로 전개시켜온 논의의 결과이 

기도 하다. 그가 원래 지향하는 바는 상대주의적 가치론에서 출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절대주의적 가치콘이 제시한 객관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갓이었다. 

1898년 5윌 10일에 리케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점벨은 이라한 자신의 가 

치론적 입장플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가 있다 

“현재 제가 처한 주된 문제는， 작업을 하다가 그만 좌초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처지에 었다논 것입니다. 그 작엽은 다름 아닌 가 

치론에 대한 작업업니다! 제가 보기에 가치개념은 단순히 인과성과 농일한 무한 

회귀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일종의 악순환을 내포하고 었는 것 갇 

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변수들 사이의 연결관계를 충분히 벨리 추적하게 

되면， 가치 A는 가치 B에 또는 가치 B는 단지 가치 A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밥견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에 만족할 것이며 또한 이 사설을 논리로는 

다 설벙할 수 없는 표상의 기본형식으로 선언할 것입니다. 만일 절대적이고 객관 

적인 가치들이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는 이 

런 어려움을 해결했지만， 또 다른 정우들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주의가 절대주의적 이론들 

이 제시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만 하다면， 저는 바로 상대주의를 고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25) 

25) Georg Simmel, “Brief an Heinrich Rickert vom 10. Mai 1898", in: Kurt Gassen & 

Michael Landmann (Hrsg.), Buch des Dankes an Georg Simme l. B꺼야， Erinnerungen, 
Bibliogrl때hie. Zu seinem 100. Geburtstag am J. März 1958, Berlin 1958, 94-95쪽， 여 기 
따온 글은 94쪽. 그리고 1898년 8윌 15엘에 역시 리게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짐펠은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니는 가치콘에 대해서 꽁꽁거리고 있으며 또한 절망하고 있습 
니마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젓이 나에게 극복할 수 없는 아려움을 안겨줍니다. 젊은 

시절에 발견한 모순을 뛰어념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반 그대논 서l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에게서， 신을 위해 존재하쓴 세상에서 나의 악명 높은 상대주의 선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습니깨" Georg Simmel, “Brief an Heinrich Rick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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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벨은 이 편지릅 싼기 이전에 이마 자선의 첼학적 주저서인 『몬의 철학』 

올 구성하든 몇몇 부분둡음 ::l 예비작업으로서 발표하였다. 이를테면 r현대문 

화에서의 돈J(1896)， r삶의 템포에 대한 돈의 의미J(1897) 그라고 r남녀관계 

에 있어서의 돈의 역할논의 첼학』익 한 단편J(1 898)파 같은 것을 거론해불 

수 있윤 것이다. 

리케르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상대주의라는 개념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 

어 있지만， 섣제로깐 진벨의 가치론을 이해하는데 핵섬적인 단이이다. 아마도 

베버의 가지판에서 다신주의라는 7)]념이 차지하는 위치에 비견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점벨의 가치콘음 신칸트학파 언반 및 리게르프의 가치콘과 결정적 

으로 구별시켜주는 것도 바로 싱대주의라고 하는 개념이다.26) 

vom 15. August 1898", in: Kurt Gassen & Michael Landmann (Hrsg.), Buch des Dankes 
an Georg Simme l. Bri야， Erinnenmgen, Bibliographie. Zu seinem 100. Geburtstag am 1 
März 1958. Berlin 1958, 95-97쪽， 여기 따온 글은 96쪽. 

26) 베버는 가지 나선주9191 네제촬 일종의 싱대주의로 받아틀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지 상대주의란 “가치영역틀 사이의 관게에 대해서 까지충돌뜬고}논 바로 정반대되는 견 

해애 근거하고 있는” 서11711관으로서， 이 세계관은 “오토지 - 그라고 일관되게 매우 

특수한 형 EI1 21 (‘유지제작’) 형이상학의 보대 위에서띤이 의미 있개 설행에 옮갈 수 있 

다."(Max Weber. 안의 책[1982]. 508쪽). 여기에서 말하는 유가제적 형이상학이란， 다양 
한 가지륜이 유기석인 관기1틀 R;.q하면서 가지라논 형이상학석 영역을 구성한다는 의 01 
이디 마치 다양한 조직고1 7 ]yf틴 이 민간 유기처l플 구성하듯이 맏이다. 그런데 가치의 

‘제국’에서 개별적인 가치한은 최상의 가치에 비하띤 상대적이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최 

상익 가치를 싣핸시카? 수단이나 도구로 기능한다. 또한 유지세적 형이상학은 인간에 

대해서도 단시 상다1 직인 의 111 만을 부여할 뿐이다. 가치에 준거하는 그의 행위와 삶은 어 
디까지나 이 시 ~1플 섣현하71 위한 수단이나 도구에 볼파하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최상 

21 가치룹 섣현듭Rr더1 기여한 따픔이다 리커1균트 또한 유기체적 형이상혁에 속한다고 

베l니든 본디 하지밴 베버가 보시에 다양한 가지영역블은 단순히 유가처1론석 엽장에 서 

서 전제륜 구성하{ 부분이나 요소플로 상대화시킨 수 없다. 왜냐하떤 묘든 가치는 개인 

월이 삶파 행위에서 취하쓴 궁 f적인 입장과 동일하71 때문이다. 가치의 의의와 의미는 

긍극적으1ι 주체의 관전에서 이해할 수 있괴 이해해야 한다. 더 이상 소급할 수 없고1 

따라서 상내화시킨 수 없는 ll}시막 섣납R로서의 주처l 말이1:1(디다 헨리히， 암의 책 

[1983). 105쪽 아래.118쪽 아이11). 

선멜의 시치 싱대주의든 기 지탈 사이에 존재하논 상대성의 끈거를 그것으l 위계절서나 

모든 가치듬을 포권하는 최상의 가치에서 찾지 않고， 주체의 의식적인 판단에서 찾는다. 

주체성이 사치 상대주의의 끈거인 것이다. 이렇게 보띤， 버l버의 가지 다선주의와 짐멜의 

가지 상대주익 사이에논 일정한 유사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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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멜의 편지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1900년에 출간된 『돈의 철 

학』의 제I판에서는 상대주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별반 관섬을 보이지 않았 

다. 그보다 그가 시도한 것은 가치론의 구축이었다.27) 따라서 그는 상대주의 

적 기본입장과 관련해서 신칸트학파와 라케르트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밝 

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짐펠은 1907년에 『돈의 철돼을 수정해서 제2판올 

출간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l 장에 해당하는 가지와 돈에 대한 논의에서 

새로이 보완된 어느 부분을 보면 구체적으로 《게오르그 짐멜 전집》 제6권 

116쪽 30줄부터 119쪽 34줄까지를 보면 - 점벨이 상대주의를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7낼 명백하게 알 수 있다.28) 그는 상대주의를 “전적으로 포괄적인 

형이상학적 원리”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바로 이런 원리로부터 “전리， 가지 

및 객관성파 같은 중심개념들”이 도출된다고 짐벨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29) 

점벨은 자선을 상대주의자라고 고백한 최초의 철학자이다. 

이에 반해서 선칸트학파는 상대주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아니 

섬지어 경별적인 입장을 취한다. 예컨대 리케르트와 더불어 신칸트학파를 대 

변하는 빌헬듭 빈델반트는 경험톤적이고 발생론적인 성격과 특성올 지니는 

모든 철학적 사고와 전통을 그것이 역사적이든， 섬리학적이든 사회학적이 

든 또는 민속학적이뜬 상관없이 상대주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 

는바 이들 사고와 전통은 그가 보기에는 이미 칸트에 의해서 극복된 18세가 

영국과 프랑스 천학의 낡은 유산이 부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 

주의적인 성격파 특성을 지니는 사고와 전통은 “더 이상 아무 것도 믿지 않 

는 무감각한 자의， 또는 모든 것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희롱플 부라는 세계적 

27) 이 부분의 논의는 다음익 연구를 참조한 것이다. Klaus Christian Köhnke, Der jllnge 
Simmel - in Theoriebeziehllngen llnd sozialen Bewegungen, Frankfurt am Main 1996, 
473쪽 아i'J1. 이 연구든 짐벨과 신칸트학파의 빈텔반트와 리케프트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28) Georg Simmε1， Philosophie des Geldes (1 900): Georg Simmel Gesamtausgabe 6, 
Frankfurt am Main 1989, 116-119쪽을 볼 것. 

29) Georg Simmel, “Anfang einer unvollendeten Selbstdarstellung", in: Kurt Gassen & 

Michael Landmann (Hrsg.), BllCh des Dankes an Georg Simmel. B셔야， Erinnerungen, 

Bibliographie. Zll seinem 100. Geburtstag am 1. März 1958, Berlin 1958,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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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부랑아의 ‘철학”’에 지나지 않는다)0) 

결국 상대주의단 멘델반트가 보기에 칸트의 칠학에 회귀함으로써만이 극복 

해야만 하며，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리케르트는 자 

신의 철학을 빈텔반프의 첼핵이1 접복시킨다. 라게르트에 의하면， 가지란 역사 

적이고 경험석으로 언을 수 있는， 그래서 상대주의적인 그 무엇이 결코 아니 

다. 결론적으로 산칸프학파의 가치론은 상대주의의 보급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천학작 시도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가서 선칸트학파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서로 감등하며 투쟁하던 딩시의 세게적이고 대도시적인 분위기와 

상반되는 입장음 고수하고 있었음을 딴 수 있다. 이 학파 프로이센과 독일 

제국의 봉건석이고 국가작인 공동체의 테두라 안에서 섣현될 수 있는 전통적 

인 가치체계룹 옹호하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사도했다. 하지만 설상은 

다룹 아년 신칸트학파가 비판하고 거부하는 분위기와 가치가 딩시익 진정한 

시대정선흘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빈텔반트와 리게르트에 의해서 대변되는 신칸트학파의 가치 

론은 전석으로 오던하지 못한， 아니 밴反)모던한 이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전멘과 신칸트학파 사이에 존재하는 덤플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침벨은 그가 라케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편지는 1917년 4 

원 15임에 보낸 갓으로 추정뛰 자신파 리케르트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함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바고 그는 매우 흥미롭게도 이 차이점올 

양자가 칸트와 지니는 상이한 관계토 소납시키고 있다. 거기서 점벨은 말하기 

를기‘상대주의외 진랴의 가본 전제조건이라는 운제에 있어서 우리 두 시람의 

사고 사이에는 끈본작인 간극이 존재하는데， 이 간낙은 역사작으로 보띤 아마 

도 다음파 같이 표헨해볼 수 있플 갓엽니다. 그대는 내가 그리하는 것보다 더 

확고하세 킨트에 연겸되어 있습니다. 나는 서서히 그로부터 점점 더 멜어지고 

있습니다비) 

30) Wilhelm Windelband, Präludìen. Aufsätze und Reden zur Einleitung in die Phìlosophie, 
Freiburgrrübingen 1884, 265쪽. 

31) Georg Simlnel, “Brief an Heinrich Rickert vom 15. Apri\ 1917 [η"， in: Knrt Gas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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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 일반의 토대를， 그리고 특별히 가치론의 토대를 구성하는 상대주의 

는 짐벨에게 있어서 단순히 논리적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달리 말하자 

면， 상대주의란 “비록 논리에 반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 결코 논리로부터 

만이 얻을 수 있는 토대가 아니다" 짐벨은 상대주의룹 오히려 “전적으로 적 

극적인 형이상학적 세계싱3’으로 파악한다，32) 그런데 여기에서 형이상학적이 

라 함은 경힘적인 현실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대성을 순전히 시 변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상대성을 초윌하는 고차원의 심급으로 소급해야 함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형이상학적이라 함은 그보다 상대주의를 모딘 시대 

의 역사적 아프라오리로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떤 이 시대에서는 자연 

세계와 사회세계 모두가 무한한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절대적인 것은 이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짐받 

은 상대주의를 인식론적인 측띤에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사이의 부한한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대방을 상징하며， 또한 이를 표상 

하고 표현한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먼저거나 나중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상호의존함으로써 그것들의， 달러 말해 우리 본집의 통일 

성을 실현시킨다，33) 

우리는 이 맥락에서 짐벨의 이 론이 근대 자연파학적 세계상파 말접하게 연 

결되어 있는 사설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 자연 

과학은 외적-객관적 세계의 현상파 과정을 관찰하고 기술함에 있어서 확고부 

동한 실처l성과 본절성음 다양한 부분적 요소뜰 사이의 가능적 관계뜰에 의해 

서 대체시켰기 때문이다. 점멜의 가치론은 바로 이 같이 더 광범위한 이론적 

맥락파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하고， 또한 이해할 수 있다. 

Michael Landmann (Hrsg.), Buch des Dankes an Georg Simme l. Bri야. Erinnerungιn， 

Bibliographie. Zu seinem 100. Geburlslag am 1. März 1958, Berlin 1958, 118- 1l 9쪽， 여 
기 따온 글은 118쪽. 

32) 위의 날， 118-119쪽. 

33) Georg Simmel, 앞의 잭(1989)， 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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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학적 가치론의 차안과 피요뻐|서 

점멜의 철학 적 주셔서인 『돈의 첼학』은 분석편에 해딩하는 제1부와 종합편 

에 해딩하는 서11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전자는 경제학의 차안에 그리고 

후자는 경제학의 펴안에 위치한다. 분석편이 경제학의 차안에 위치한다 함은 

이 부분에서는 다류 아닌 톤에 대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설제적 지위 

를 제시해 주는 전제조건닫”이 다루어지고 었음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간익 정선작 :{조”와 “사회식 관계뜰” 그라고 “현섣세계외 가치의 

논리작 구조”라단 진제조건들이1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종 

합편이 경제학의 피안에 존재한다 함은 이 부분에서는 돈이 “내적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루아지고 있음플 의미한디. 좀더 구체적으로 보변， 돈이 “개 

인의 생활감정， 그틀의 숙병의 연계고랴， 일반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 

의가 전개되고 였다)4) 

돈과 화폐경세에 대한 가치론직 논의는 경제학의 차안에 위치한다는 사설 

에 입각해서， 전벨은 『돈익 첼학』의 제I부인 분석편에서 경제학에서 전개된 

다양한 가치콘음 검토하고 있다. 비록 점벨은 베버와는 탈리 전문 경제학자가 

이니었지띤E 딩사 경제학계의 주요한 흐름파 쟁점 그리고 논의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론경제학이든 또는 역사경제학이든 

상관없이 딴이다. 예컨대 ]는 독엘 역사학파 경제학의 거두연 구스타프 쉬볼 

라와 매우 가까운 판계콸 유시하였는더l， W몬의 칠힌b과 갇은 지술에 담겨 있논 

톤과 화펴1경제에 대한 해박한 역사석 7.1 식은 아마 상당한 정도로 역사학파 

경제학자둡의 연구결과로부터 얻은 것이 아년가 싶다，3 5) 또한 『돈의 철학』을 

34) 위의 책， 10쪽. 

35) 짐멘.il~ 쉬뀔;:1 의 판겨1에 대해서논 다음파 같은 연구를 참조할 것. Heinz-Jürgen Dahme, 
“Georg Simme\ und Gustav Schmoller: Berührungen zwischen Kathedersozialismus 뻐d 

Sozio\ogie um 1890", in: Simmel Ne lVsletter 3/1993, 39-52쪽. K\aus Christian Kö뼈ke， 

“F our Concepts of Socia\ Science at Berlin University: Dilthey, Lazarus, Schmoller and 
Simme\'’, in: Michael Kaeren, Bernard S. Phil1ips & Robert S. Cohen (edited), Georg 
Simmel and ('ontempora’y Sociology, Dordrecht et al. 1990, 99-107쪽. 쉬볼라의 진술에 
"1하띤‘ 진멘은 1889년 1가 버l플린 대핵교에서 진행하는 국가과학 세미나에서 “톤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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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콘경제학의 주요한 개념파 이콘들을 만날 수 있다 비록 명백한 출처 

를 밝히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가치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이론경제학에 빚 

을 지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그러한지 명백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이는 짐벨의 전형적인 논의 스타일이지도 하다. 

그밖에도 짐벨은 아담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이 지니는 의미 

를 높이 평가한다 설령 가치의 근원을 노동에서 찾논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개념적-이론적으로 납득할 수는 없지만， 노동을 현대인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측면 가운데 히나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커다란 의 

미를 지년다는 것이다. 짐멜은 노동가치론의 기저블 이루는 객관적이고 외적 

인 기제를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또는 심리작인 가제로 대체시켜서 자 

신의 특유한 가치론에 편입시키고자 시도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짐벨의 관심 

사는 처음부터 어느 특정한 경제학적 가치론을 추종하면서 이를 더 발전시키 

는 데에 있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점벨의 관선사는 고전경제학이나 신 

고전주의 경제학에 의해서 주창된 다양한 가치론들을 자신의 독특한 상대주 

의적 세계관에 가초해서 주관주의식으로 통합하며 다른 한편 주제에서 그 궁 

극적인 토대와 근원을 찾는 가치에 대해서 객관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점멜의 가치론은 jL전경제학파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상대화 

사키며， 또한 바로 이를 통해서 양자플 화해시키면서 념어서고자 하는 지적 

시도라고 본 수 있다)6) 바로 여가에 점멜 가치콘의 지성사적 위치와 의 111가 

있는것이다 

짐벨은 가치와 더불어서 협소하게 경제학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 

다. 오히려 그는 베버와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친 합리화와 분화 과정의 결 

리략’에 대한 발표를 했다. 이것은 갇은 해에 《독일저!국의 입법， 행정 및 경세 연보》 라 
는 학술지에 게재되었쓴데， 이미 거기에는 - 쉬몰바가 후일 서평에서 직시했듯이 

1900년에 출간된 『돈의 첩학』의 맹아가 담겨셔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Georg 

Simmel, 암의 책(1989)， 725쪽을 볼 깃. 

36) Alessandro Cavalli, “Po\itische Ökonomie und Werttheorie in der Philosophie des 
Ge!des", in: Jeff Kintzelé & Peter Schneider (Hrsg.), Georg Simmels Philosophie des 

Geldes, Frankfurt am Main 1993, 156-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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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자 근대 이후의 문화사적 득성인 다양한 가치틀의 존재， 곧 다신주의작 

가치들의 존재에서 품발한다. 현대인은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다양한 가치 

뜰 가운데에서 튜정한 가치를 자신의 산으로 인정하고 바로 이 가치의 설현 

을 위해서 다른 사람뜰과 상호작용올 해야 하는 숙명에 처하게 되었다. 과학， 

미학， 사랑， 윤러나 종교와 갇이 잘 알려진 가치이외에도 섬지어 가난과 강은 

것 또한 가치가 괄 수 있다. 무엿보다도 인간영혼의 구혼이 최상의 가치로 추 

구되는 곳에서 그라한데， 이는 원래 중요하고 필수 볼가결한 구원의 수단으로 

서 인간의 삶과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빈곤이 엘종의 자체적으 

로 고유한 가치과 승화되기 때분에 그라하다，37) 

이렇게 브면， 점펠이 칸트는 자신의 첼학체계 내에서 다른 삶의 가지들음 

부딩하게도 윤리적 가치에 예;늑사켰다고 비판하는 갓은 결코 우연의 소치는 

아니다. 캠벤은 『돈으1 철학』에서 전개시키고 있는 경제작 가치에 대한 논의를 

어디까지나 여 2] 삶의 영역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가치뜰에 대한 상정 또는 

섣려1로 이해한다. 그런 이 유로 X규 u]혁과 사랑이 경제와 유추되판 한다. 거 

기에다가 과학이나 종교와 같은 가치둡이 첨가될 수 있음은 자명한 엘이다. 

베버와 마친가지로 전펠은 모던 서}계에 득유한 현상인 다선주의작 가치들에 

대한 조직작인 첼혁작 제게룹 구축하고 이틀 가치 시이익 성호관계른 논하는 

열에는 처음부터 관샘이 없였디. 이는 누구보다도 산칸드주의자들이 커다란 

관샘음 보인 사안이녀. 

37) Georg Simmel, 안의 책(1989) ， 328-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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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학적 가치론 

짐벨의 가치론에는 다름 아년 심리학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 바꾸어 말하 

면， 그는 『톤의 철학』에서 주제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체란 물 

짐적 욕구를 가지고， 특정한 객체를 갈망하며 이것을 자신의 경제작 목표로 

섣정하는 경험적 존재를 지칭한다. 그런데 짐벨의 가치론이 심리학적이라고 

해서， 마치 가치를 인간의 내적인 심리적 상태나 과정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 

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섬리학이 일제 정신파학파 사 

회과학의 기 본과학으로 자리하게 되며， 이와 더 불어서 가치론은 단순한 응용 

섬리학으로 전락하게 된다. 짐펠의 가지론이 섬리학작이라 함은 그보다 다음 

과 같은 의미에서 그라하다. 인간이 지니는 물질적 욕구와 욕망은 주체적이고 

인격적인 개인이 대상을 지향하고 행하는 정신적 행위의 근간윤 이룬다. 인간 

주제는 • 인식론적인 측변이나 실천적 측면 모두에 있어서 자신의 선힘 

적인 원리， 규범 및 볍칙에 근거해서 외부세계에 갤서를 부여하고 구조화하며 

이것을 변형시킨다. 

이 논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짐벨은 칸트의 선힘철학적으로 근거지아잔 

인식론을 일종의 유추익 형식으로 가치론적 논의의 맥락으로 끌어들인r::j-. 칸 

트는 이미 철학식으로 “경혐의 가능성은 경험의 대상의 가능성”이라는 사실 

을 논증한 바가 았다. 경힘을 한다는 갓은 그에 의하면 “우리의 의식이 감성 

에 의해서 대상의 지각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갓”을 의 ll]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의띠에서 잠멜은 “욕망의 가능성”을 “욕망의 대상의 가능성”에 다름 아 

니라고 주장한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개 짐벨은 전적으로 칸드적인 의미에 

서 엘반화시키면서 “경제의 가능성은 동시에 경제의 대상의 가능성”이라고 

주장한다，38) 

38) 위의 책， 34쪽， 73쪽. 베버가 보기에도 경제학은 다음파 같이 인식대상의 측면에서 섬리 
학과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경제학은 섬려학과 달리 물질적 욕구에서 출발하며， 또한 동 
시에 목적이나 수딘에 해당하는 외적 객처l에 지향된 인간의 자아행태를 인식대상으보 한 
다. 이 갇은 사실은 무엿보다도 한계효용학파에서 명백하게 나타난r}t: 것이 베벼의 생 

각이다 자세한 논의쓴 1908년에 발표된 버l버의 논문인「한계효용이론파 “정신물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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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변 우리는 침멜의 가지론이 지생사적인 측면에서 딩시 강력한 세 

력을 떨치고 있던 객관주의적 가치론과 명백히 구벨됨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었다. 객관주의적 가치 론에 의하면 재화나 상품의 가치든 거기에 내재된 

질적인 또는 양적인 특성과 특절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컨대 효용성이나 희소 

성과 같은 것닫은 가치플 객관석으로 결정하든 특성이나 득젤로 볼 수 있다. 

점벨은 주관주익적 가치콘을 내세우는 한계효용학파의 이론윤 받아뜰인다. 이 

학파에게는 이 u1 앞에서 지서l하게 잘펴본 바와 갇이 인간의 주관적인 

욕구와 이깃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경제작 현상과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기초이자 출발전이 된다. 이 경우 가용한 수 있는 재화나 상품의 양은 

경제작 가지에 대한 객관작인 전제조건플 구성한다. 바로 이를 통해서 인간의 

욕구달 충족시키가 때문이다. 한계효용학파의 장사자인 맹거가 다름 아년 주 

체에서 “가치의 본진과 최종작인 원인듬”윤 밤견하듯이， 점멜 역시 바로 주체 

에서 “가치단 인반의 보편적 난원”고} ~L “토대”플 밥견한다，39) 이렇게 보면 

짐멜의 가지판은 그밖에도 심2-1 학이 모뜬 역사파학과 사회과학의 아프리오리 

블 구성한다는 그의 기본적 시고에도 잘 부합함음 알 수 있다. 

짐멜븐 이치럼 섬리학적이고 주관주의작얀 기본입장에서 출받하여 이제 어 

7]본멤칙"J(Max Weber, 안의 책[1982] ， 384-399쪽)윤 볼 것. 

39) Carl Menger, 안의 젝(1968) ， 87쪽 Georg Simmel, 암익 책(1989) ， 53쪽， 55쪽. 다음에 

연거하든 띤닉l 틀- 보띤 섬펠파 한게효용한파의 관계플 암 수 있다. David Laidler & 

Nicholas Rowe , “Georg Simmel's Phi\osophy of Money: A Review Article for 
Economists", i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8/1980, 97-105쪽. David Frisby, 
“Georg Simme\s Theorie der Modeme", in: Heinz-JÜTgen Dahme & Otthein Rammstedt 
(Hrsg.), Georg Simmel und die Moderne. Neue Interpretationen und Materialien, 
F rankfurt am Main 1984, 9-79 "j-, 여기 따온 글은 52쪽. Bryan T. Tumer, “Simmel, ra
tionalization and the sociology of money", in: The Sociological Review 34/1986, 93-114 
쪽， 여기 따온 글은 97쪽. Wemer Jung, Georg Simmel zur Eiψïhrung， Hamburg 1990, 
62쪽. Heinz-Jürgen Dahme, “Soziologische Elemente in Georg Simmels Philosophie des 

Geldes", in: Jeff Kintzelé & Peter Schneider (Hrsg.), Georg Simmels Philosophie des 
Geldes, Frankfurt am Main 1993, 47-87쪽， à]J] 따온 끌은 67쪽. Alessandro Cavalli, 암 
의 급(1995). ← l려고 l빙거논 짐멘익 r돈의 첼학』에 대해서 디음파 갇이 비판적인 서평을 

쓴 적 이 았다. Carl Menger, “Simmel, Georg. Phi1osophie des Geldes", in: Literarisches 
Cenll ’'alblall für Deutschland 52/1901 , 160-161 듀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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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현실세계로부터 가치가 형성되는가를 그라고 어떻게 후자가 전자로부터 

독립적인 따라서 단순히 그리로 환원시키거나 단순히 그로부터 도출할 수 없 

는 자체적인 세계로 이행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짐벨에 의하면， 주제와 객체는 원래 미분리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 논라는 

개별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전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라다가 욕구플 지난 

주체의 심리학적 욕망이 생기변서 이것과 객제 사이의 1J1분리 상태가 극복되 

는데， 그 결과로 주체와 객제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에 의해서 상호 독핍 

적이고 자율적인 두 개의 범주와 세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려고 이제 주제는 

의식 적으로 객체가 자신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객체가 주 

제에 대해서 지니는 의미인 것이다. 이 같은 주체-객체의 원라는 사물， 인간， 

관계 또는 현상이나 과정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타딩성을 지년다. 아니 형 

이상학적 이념에도 적용되는 원직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주체의 욕망에 의해서 이것과 객채 사이에 

형성된 거리는 아직 그 자체로 객제가 지니는 가치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이디. 왜냐하면 주관적인 욕망 또는 목적설정은 어디까지나 주체의 섞리내 

적 파정에 지나지 않지 때문이다. 살제로 객체의 가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제가 위와 갇은 심랴학적 근원파 기초에 터 해서 객체플 지향한 목적행위 

를 행해야 한다.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인간주체는 자신파 객체 사이에 존재 

하는 거리， 장애 또는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 결국 짐빨은 가치가 이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실제효 그의 철학적 주저서인 『몬의 

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같이 주제토부터의 거리플 통해서 형 

성된 객처1 바로 이것을 가랴켜서 가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 거리를 생겨나 

게 하며 또한 이룹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다름 아년 객제에 대한 주체의 

욕망이다껴0) 짐벨에 의하면， 주제와 객체 사이의 거리는 주제 측에서 행하는 

노릭， 희생 및 포기에 의해서 다시 말하자면 주체가 행하는 목적행위에 의 

해서 극복될 수 있는데， 바로 이 극복을 통해서 원래 “현설계열”에 존재하 

는 것들이 그것이 상관없이 • 비로소 “가치계열”로 고양된다，41) 이런 논 

40) Georg Simmel, 암의 책(1989) ，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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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근거해 점멜은 가치와 목적을 “단지 동입한 현상의 상이한 측면뜰”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또 말하자면， “이론적이고 정서적 의미에 입각해서 보면 

가치인 사살표상이 살천적이고 의지적인 의띠에 입각해서 보면 목적이 된다 

"42) 

전벨은 가치구생에 있아서 주관적인 가제인 욕망하는 자아와 더불어서 그 

객판적 기제룹 거론하는 것윤 잇지 않고 있는데， 이든 다름 아년 재화와 상품 

의 희소성과 희귀성이디. 만일 인간의 불섣적 욕f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는 

재화나 상품이 충분히 촌재한다변” 인간은 이것융 가치 있는 것으로 욕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처1와 객제 사이에는 어떠한 거리도 생가지 않게 되며， 

또한 주체가 이 거라를 극복하고 객제를 획득하고자 하는 어떠 한 행위도 열 

어나지 않플 것이다 욕망하는 주제와 욕망되어지는 객체 사이의 거리가 얼마 

나 큰가 하는 문세， 그리고 이 거리룹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에너지가 열 

마나 큰가 하는 문제 이듭 문제는 모두 욕망되어지는 객체의 희소성파 희 

귀생에 닫펴 었다. 객체가 주제의 삶에 대해서 지니는 의미와 더불어서， 곧 

주판작인 기제와 더불어 희소생과 희귀성이라는 객관직 기제가 경제적 재화 

나 싱품의 가지의 크기판 겸정한다 어떤 주체가 특정한 객체를 주관적으로 

욕밍히변 한수콕， _-L근1 :,L 이 객체가 객관식으쿄 작게 촌재하면 할수록， 그것 

이 지니간 가치는 더꽉 더 거친다. 다양한 경제작 재화나 상퓨이 존재하논 현 

섣세계에서 개얀은 하나악 가치가 지니는 양적 크기를 다픈 하나의 가치 또 

든 여라 가치윤이 지니는 양적 크기와 상호 tl1 .liL하고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쿄 해서 지신의 경제적 행위룹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영위할 수 

있r:t. 

이 오든 시실흘 보면 진벨과 한계효용학파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점이 존재 

함을 간파한 수 있을 갓이디; 이를테면 뱅거는 경제적 가치익 다양성과 크기 

의 근원플 주관적 기제외 객관적 71 제의 상호작용에서 찾는다. 구체적으로 말 

하지변， 한편으로는 욕구충족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의 종류와 크 

41) 위익 책， 63쪽. 

42) 위억 책，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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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그리고 다른 한편 욕구충족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재화나 상품의 양이 

경제작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 맹거의 견해이다，43) 

이 같이 경제적 현상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가술한다는 공통점 이 

외에도 점벨은 다음파 같은 측면에서 한계효용학파와 일정한 유사점을 보여 

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학파는 고전경제학과는 근본적으로 탈리 생산경 

제보다는 주로 시장에서 진행되는 교환경제에 과학적 인식의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짐벨이 보기에 당시의 많은 가치론들은 유용성과 희소성이 주어진다 

변 경제적 가치를， 다시 말해 재화나 상품의 교환운동을 자명한 그 무엇으로， 

이틀 전제조건둡로부터 팔연적으로 도출되는 개념으로 설정하는 오뷰를 멤하 

고 있었다 경제적 가치란， 아니 경제적 삶 일반은 교환과 더불어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짐멜의 지론이다，44) 그는 『돈의 철학』에서 교환이 정제적 

삶에 대해서 지니는 의미를 서술하기를， “교환 역시 원래 그렇게 볼라는 생산 

파 마찬가지로 생산적이고 가치룹 구성한다" 왜냐하면 생산과 교환의 두 범 

주 모두는 “포기해서 ( 또는 양도해서 비게 된 자리플 더 커다란 가치를 

지난 객제로 채우는” 행위이가 때문이다. 바로 이런 행위에 의해서 “그 이전 

에 욕구를 지니고 향유하는 자아와 융합되어 있던 객체가 이로부터 분리되 

면서 가치 가 된다，"45) 

맹거 역시 바로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생산과 교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 

고 있다. 이를테면 그의 주서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제학 원리』에서 주 

장하가를， “모든 경제의 목표는 재화를 물리적으로 증식시키는 데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가능한 한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데에 였다. 그리고 

이 목표를 탈성함에 있어서 상인들 역시 우리가 매우 일방적인 관점에 입각 

해서 지금까지 유엘하게 생산적이라고 일컬은 사람뜰보다 결코 적지 않게 가 

여한다，"46) 

43) Carl Menger, 앞의 책(1968) ， 87'쪽 아래 

44) Georg Simmel, 앞으} 책(1989) ， 84쪽. 

45) 위의 책， 63쪽. 

46) Carl Menger, 얀익 책(1968) ， 171 쪽. 같은 책의 175쪽도 같이 볼 깃. 집펠은『돈의 철학』 
의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교환이 어떻게 가치증식에 기여하는가플 논하고 있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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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편 우리는 점벨과 맹거의 유사점과 더불어서 이 두 거장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역시 간파할 수 없플 것이다. 맹거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구분플 통해서 시장에서의 교환의 증가라고 하는 단대경제의 문화사적 사설 

플 이룬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짐벨은 경제적 가치룹 진작으로 교환가치 

와 동열시한다. 전벨에 의하면， 경제는 교환욕 통해서 비로소 다른 여러 삶의 

영역틀로부터 =)7 분되는 독립작인 영역으로 발전한다， 그는 한 결음 더 나아가 

서 생산 역시 주제와 자연 사이에 진행되는 교훤의 연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힌 JIL환븐 점펠이 보기에 “사회학적 구조 그 자체”이다. 델라 말해서， 교환 

이란 “개인들 사이의 삶플 구성하는 형식과 가능의 열종으로서， 어떠한 경우 

에도 우리가 유용성과 희소성이라고 명명하는 시물의 진적인 양적인 특성으 

로부터 논랴식으또 추판할 수 없다껴7) 따라서 생산 역사 시회학적 사섣 그 

자체이다. 이란 견해는 매우 특이하고 홍u]쿄운 사실이 아난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점벨은 한계효용학파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준다. 아무튼 

이렇듯 생산을 고[환이라고 개념규정을 함으로써 전벨은 경제의 현상과 파정 

전반올 자연세계외 사회서l 게 모두에 적용 되는 자선의 세계관적 기본공식 안 

으토 편입사킬 수 였었다. 상호작용이 바로 그갓이다. 

뜬 J}_환에 의해서 야기되는 단순한 정 21 누 단지 형식적이고 상대석인 그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 .1 11_환의 한 딩사자논 다른 딩사자보디 더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더 적게 가셔서 

도 인펀디. 하지띤 jil환은 디른 한편으로 지각되쓴 가치의 절대적인 총계를 증식시카논 

견고H룹 71 셔온나. EL든 사람븐 오보지 Jι환을 동 해서 그에거l 상대적P→로 남는 깃을 다른 

사낌에거1 주고q 그이1 개 상내적으보 편요한 것음 다른 사람으모부터 언옴으로써， 모든 주 

어진 시 J，}에 사연~。그부터 인븐 71 치뜯을 점점 더 높은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선령 이 세상은 사살상 ‘거꺼 주어진’ 것이고 모든 행위는 사살상 객관적으로 볼변"Òh'-c 

가치의 양 힌거1 얀이1서 그저 이 iò1 맏치고 저리 멜치는 것이라고 가정할지라노 교환의 
형사은 /1~121 서1포간(씌11맨l벼) [간주관적인l 증식을 유별사켈 것이다 - 바꾸어 말하자 
맨， 교환21 형삭플 통해서 가치는 간주관적으로 증식렌다는 맏이다. 객판적으로 동열한 

가치의 양은 교환이 가능케 하얀 다 합목적석인 분배를 통해서 주관적-。로 더 큰 가치의 
양으로 이행하마 그것을 이용했다고 지각되든 성도가 더 커진다/’(Georg Simmel, 암의 
책[1989] ， 387 쪽). 

47) Georg Simmel, 안익 책(1989) ， 8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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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주의적 가치론과 객관주의적 가치론을 넘어서 

짐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치에 대해 그 주관적 차원파 요소를 넘어서 

는 객관성， 곧 초개인적이고 초주관적인 타딩성을 부여하고자 시도한다. 바로 

이 점에서 그의 가치론은 한계효용학파의 주관주의적 가지본으로부터 다시 

한변 명백하게 구분된다얘) 

그런데 그는 매우 흥미돕게도 이 맥락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입각하여 

가치에 대한 자신의 논라를 전개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짐벨은 가치란 그 

자체로 주제와 객체의 이원론의 피안에 위치하며， 따라서 단순히 이 두 가운 

데 그 어느 것으로 환원시키거나 또는 그로부터 도출할 수 없는 제삼의 세계 

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삼의 세계는 선칸트학파가 가정하는 바와 

갇이 초윌적인 타당성을 지니는 당위가 아니다. 이라한 특성의 세계는 이 

미 잘 얄려진 바와 갇이 경험적 세계에서의 문화적 행위와 삶에 대해서 

초시간적이고 초개인적인 객관성을 부여해준다. 가치의 세계는 점멜의 정의를 

따르변 오히려 “일종의 형이상학적 범주”인데， 이 범수는 “객관적이며 자체의 

고유한 관계와 볍직을 따프는 세계”로서 “임종의 독특한 이념적 품위”플 지 

넌다.49) 따라서 가치는 어느 특정한 주체가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파 행위에 

대해서 의t1]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그것을 설현시키느냐 이니냐 하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 같이 현섣세계에 대해서 자체적인 세계 

를 구성하는 가치의 영역이 인간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지니는 의미는 개인 

이 특정한 가치가 자지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타당하다고 인정하고는 자신의 

삶과 행위를 거기에 준거해서 조직하고 영워하며， 또한 다른 개인들과 상호작 

용을 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디. 

가치가 지니는 객관성은 짐벨이 보기에 다름 아년 교환에 있다. 왜냐하면 

48) 짐엘의 가치론이 한겨1효용학파의 그것으로부터 어떻세 구분되는가에 대한 상서l한 논의 

는 Paschen von F1otow, Geld, Wirtschafi und Gesellschafi. Georg Simmels Philosophie 
des Geldes, Frankfurt am Main 1995, 86쪽 아래를 참조할 것. 

49) Georg Simmel, 앞으l 책(1989) ， 35쪽， 38쪽，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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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가치평가와 의미부여를 상호주관적이고 따라서 초주관적인 차원과 수 

준으로 고양시키는 것은 바로 교환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환을 통해서 

주관적 가치는 일반화되고 주판적 영흔은 객관화되는 것이다. 개인들 사이의 

생동하는 상호작용의 총합으로서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설제적인 교환관계의 

표현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역사 보편작인 성격을 지난다.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 사회와 마찬가지로 캘코 추상적이지는 않다. 여기에서 가치가 보편적 

인 갓은， 가치가 개변 인간탄홀 초윌해서 상호주관적이고 죄웹주관적인 타 

딩성파 효력을 지니끼 때문에 ::1라하다. 이에 반해서 가치가 추상적이지 않은 

갓은， 가치는 전코 경힘적 세계에서의 실제적인 삶과 행위를 초윌하는 그 어 

떠한 더 높은 범주나 세계로부터 연역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세 보면 현대 화폐경제에 대해서 점벨이 교환에 근거한 가치본적 논의 

플 전개한 갓은 그가 “주판작 영혼틀의 객관적 형식”으로서의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논의룹 전개한 것의 특별한 경우 또는 일부분이라고 볼 

수있다. 

“여기에도 I교환에도l 역시 사회화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섬층적인 관계가 표현되 

는바， 이 관계는 인간의 삶을 구성히는 소재인 사회의 상대성을 매우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사회는 초개체적인 구조붙이지만， 추상적이지는 않다. 인간익 역사적 

삶은 사회블 통해서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나 또는 추상적인 보편성으로 귀결되 

느냐 히는 양자택일을 극복하게 된다. 사회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구 

체 삭인 생동감을 지난다. 그러므로 사물듬의 상대성을 경제사석으로 섣현시키는 

교환이 사회에 대해서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교환은 개별적인 사물과 그것 

이 인긴에 대해샤 지니는 의마로 하여금 단일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만， 다른 

한편 추상적인 것의 영역이 아니라 생동하는 상호작용으로 고양시킨다. 그런데 상 

호작용은 말하자변 경제적 가치의 봄체이다. 우리는 이직도 어떤 대상을 정확히 

그 자체로 존재하는 특성들에 입각해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런 방식으로 경제적 기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치는 어디까지나 

상호작용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특성들을 끈가 

로 해서 다양한 대상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모든 대상은 다픈 

대상을 조건지우며 이것으로부터 받은 의미릅 다시 되돔려준다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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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짐벨의 가치론은 인간의 근본적인 삶과 행위에 대한 선리학작 

이고 사회학적인 논의이자 이론이라고 요약해볼 수 있을 것이마 

6. 가치， 가격 그리고 화폐 

점벨은 『톤의 철학』에서 가치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가격파 화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 책은 경제학의 차안과 피안에 위치하는 서술이라 

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마 가격이 

나 화폐는 가치와 더불어서 경제학작 인식의 중요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러하다. 짐벨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가격을 가지와 동엘한 것으로 간주한 

다. 가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 교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관적으 

로 내리는 판단에 의해서 구성되지만， 다름 아만 가격을 통해서 양적인 크기 

로 표현된다. 경제적 교환파정에 참여하는 개인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가격이 자기 자신의 가지에 상응하거Ll， 또는 석어도 이보다 높지 않플 경 

우에 한해서 이 가격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인다. 가격은 어디까지나 주관주의 

적이고 상대주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가지와 가격이 열지하지 않음음 관찰한다. 주지하다시피 마르 

크스주의자들은 이라한 현상을 매우 끈본적인 경세학적 문제달 가운데 하나 

로 간주하고는， 이에 대해 ) 점펠이 보기에 ( 다음과 같은 해결을 제시한 

다. 가지란 제화나 상품의 생산에 투자된 객관적인 노동럭의 양에 의해서 결 

정되는 것으로서， 가격과 가치의 불일치는 교환에 참여한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재화나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력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우 

에 발생한다. 바꾸아 말하자면， 많은 양의 노동랙이 투자펀 재화나 상품을 적 

은 양의 노동력이 투자된 재화나 상품과 교환하는 경우에 가격과 가지 사이 

50) 위의 책， 91-92쪽. 또한 다음의 연구도 같이 볼 것. Klaus Lichtblau, “Zum meta
physischen Status von Simmels ‘Philosophie des Geldes ’ ", in: Simmel Newsletter 4/1994, 
103-110쪽! 여기 따온 글은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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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차이가 반생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짐멜은 자신의 특유한 교환의 개념 

에 준거하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의 입장에 의거해서 가격파 가치의 불얼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명제를 내세운다. 교환이야말로 가치가 발생하는 근원인데， 

여기에는 단순히 노동랙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밖에도 절박한 욕구의 

충족， 기 호， 지만 독점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과 갇은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언뜻 가격과 가치가 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더 넓고 주관적인 의 

미에서 보면 [ .. ,] 주는 가치와 받는 가치익 등가관계가 생업한다. 그라고 가 

격파 가치의 차이룹 가능제 히는 노동력이라는 통엘적 규뱀의 가치는 교환에 

서 발생한다，"5 1) 

단대적 경제체제에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갇이 가격형성이 근본적으로 시장 

에서 이루어잔다. 시장은 끈대 이후 중요한 사회적 구조불 가운데 하나로서 

개인탈에 대하여 마치 객관작 살체와 같이 자신의 고유한 원리와 법칙에 근 

거해서 가걱플 :결정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형성된 가격은 여러 개인들의 경제 

적 상호작용윤 위한 객관삭 준거틀과 지향점으로 가능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롭~고 언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사회 

작 가격형성윤 션명함에 였어서 전벨은 한계효용학파가 제시한 바가 있는， 개 

인작 차원에서의 가격형성 이판음 시회적 차원에 적용하고 였다쓴 전이다 

점벨은 주장하기블， 

“수많븐 종류의 재화듬은 사회에서 가장 지불능력이 뛰어난 개인들이나 집단들에 

의해서 전부 소비될 수 없을 만큼 대량으로 존재한다. 아니 제대로 판매되기 위해 

사는 또한 그보다 더 가난한 그러고 가장 가난한 계층들에게도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상품들븐 이둘 겨l층들이 가장 어려운 경우에 지불할 수 있는 

것보다 비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파 같은 사설을 가리켜서 소비적 가격제한 

의 법칙이라고 표현할 수 았을 것이다. 어떠한 상품이든지 가장 가난한 사회계층 

이 지불할 수 있는 것보다 비쌀 수는 없다， 그런데 전7.}는 아직 촌재하는 한에 있 

어서 후자에서1 공급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계효용이론이 개인적인 것으 

로부터 사회적인 것으로 전회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5\) Georg Simmel, 얀익 채(\989) ，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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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품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가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이 지니는 욕구가 가격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로써 그들도 역 

시 가장 필수적인 재화블을 단지 그들만이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식료품 

틀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싸게 구입하는 결과 

가 된다"，"52) 

짐벨은 한게효용학파가 제시하는 기본이론들을 이밖에도 돈이 모던 세계에 

대해서 지니는 문화의의플 분석하는데 적용시키기도 한다. 물질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은 일상적인 경제적 조건과 

제약을 벗어나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회적인 것과 문화적인 갓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 돈은 단순히 가치를 탐지하는 매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열종의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질적인 것을 양적인 것으로 해체시켜버 

린다는 사실음 점벨은 간파하고 있다. 이 사실은 그로 하여금 『돈의 철학』의 

종합편에서 한겨l효용학파와 같은 겸험과학작 경제학의 피안에서 현대 화폐경 

제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변 돈에 의해서 각인된 현대인의 숙멍을 철학적 

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동기룹 부여해주었다. 거가서는 돈의 이중적 특성파 이 

것이 현대인에 대해서 지니는 문화의의가 논의의 주제가 된다. 

7, 맺음말 

19세기 후반 이래로 현대인과 그의 문화적 삶이 지니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생찰하고자 하는 경험과학적 또는 철학적 시도의 일환으로 가치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지적 판도에서 짐벨은 신칸 

트학파 고전경제학，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한계효용학파 등 딩시의 다양한 가 

지론적 입장을 비판적이고 장조적으로 수용 하면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가치콘 

52) 위 의 책， 277-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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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측했다 가치 상대주의， 섬리학작 가치론 그리고 기존의 주관주의적 가 

치론과 객관주의작 가치콘을 넘어서는 가치론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 가치， 

가격 및 화폐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의 이 콘븐 가존의 이 론들과 뚜렷이 구분 

되는 독창성음 브여준다. 침벨의 가치콘은 그의 광범위한 모더니티 이론의 임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치에 대한 짐벨의 논의는 좁게는 암으로의 가치 

콘이 전개되는데， 그러고 넓게는 모더니티 이론이 발전하는데 크게 가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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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Werttheorie bei Georg Simmel 

Duk-Young Kim (Kassel) 

Seit der zweiten Hälfte des 19. Jahrhunderts ist die Wertproblematik 

intensiv untersucht und diskutiert worden. Der Wert wurde eine Art von 

Grundbegriff, sowohl 띠r die Philosophie als auch fiir die 

Erfahrungswissenschaften. Auch und gerade Georg Simmel hat eine sehr 

interessante und viel versprechende Werttheorie vorgelegt, die vor allem in 

der Konzeption des Wertrelativismus zum Ausdruck kommt. In seiner 

Gedankenwelt wird der Wertkonzeption eine grundlegende Position und 

Bedeutung zugesprochεn. Sein philophisches Hauptwlεrk Philosophie des 

Geldes geht von dem Begriff des Wertes aus. Daneben steht Simmels 

Wetttheorie diesseits und jenseits der nationalökonomischen Werttheorien. 

Femer h없 er damalige subjektivistische 뻐d 。이ektivistische Werttheorien 

kritisch und kreativ synthetisierend überwunden. Schliesslich lässt er sich im 

Hinblick auf die Beziehung von Wert, Preis und Geld von den anderen 

Theoretikem sowie Theorieschulen entscheidend unterscheiden. Zu verstehen 

ist Simmels Theorie des Wertes als ein wichtiger Bestandteil seiner 

umfangreichen Theorie der Modeme. Es besteht kein Zeifel, dass die 

Simmelsche Werttheorie zur Untersuchung und Diskussion der 

Wertproblematik im speziellen und zum Diskurs der Modeme im allgemeinen 

einen grossen und bedeutungsvollen Beitrag leisten k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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