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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엎 λ갱 .. 
〈서울대학교 첼학과〉 

여러 철학 사상들 가운데 가장 머국적야라고 일컬어치는 실용주의가 19세가 얄 미국학 

계에 등장한 이래 그 낱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실용주의라는 표현야 해로는 

어떤 사고방식에 대한 경멸의 표시로 쓰이가도 한다. 이것은 심요한 형이상학을 l:l}행으로 

하는 서양철학의 전통과 단칠하는 새로운 역할로서 나타난 실용주의가 미국인들이 현실에 

바탕을 두는 사고방식을 정당화하는 논변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아다。 

허나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와는 관계없이 실용주의가 미국문화의 고유환 요소들을 

답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철학사상은 특유의 문화적 요소뜰외 철학적 

흐름으로 간주되 어 야 한다는 것야 다 1) 

후크는 세 가지 점에서 실용주의를 미국 철학으로 내세운다. 첫째는 세계는 열력 있으 

며， 따라서 모든 가능성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는 사람를이 무엇을 했느 

냐 혹은 하지 아니했느냐에 푸분적으로 달핵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신학의 노예가 아니랴 

는 것이다. 그려고 세 번째로 생각들은 행동의 참재적 계확이고， 따라서 사고가 언간의 일 

틀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실용주의는 처음부터 고정된 진리의 존재를 인정하깨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서 알어나는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서 새 지식아 얻어지고 문채해결의 방법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고 여낀다. 미국인들은 건국 당시부터 개 

척정선에 따라 직접적인 행동으로 설속올 차렸다. 그들은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제기 

할 문제들을 적젤히 차리한다는 믿음을 가졌었다. 그리스애 어원인 ‘pragma’가 행동을 가 

리키는 것도 바로 실용주의의 의미를 명료하게 한다. 실용주의가 고정된 진리를 받아들이 

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의 실현을 믿기 때문애 비판가들은 실용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무시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Blau, J. L., Men and Movιmelll.l' in American PhilO，νJphy. (New York: Prentice-Hall, 1952) , pp‘ 228-229. 

2) Hook, Sidney, Praf.(l17arism ol1d rhe 1ìιIgiι Sense ojLij<ε. (NewYork: Basic Book, 1974),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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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대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이 미국인들의 참 철학이 될 수 없다 

고 까지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3) 실용주의가 상대주의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 

할 수도 있다. 실용주의는 인간의 삶에서 참과 거짓， 선과 악， 옳음과 그릇됨이 우주의 질 

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당변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선택되는 

것이라고 믿기에 그것은 플라톤적 전통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실용주의는 이러한 한계를 

경험을 위주로 하는 과학적 인식양식에 있다고 하며， 과학적 방법이 불가피하게 상대주의 

를 전제로 한다는 데 크게 이의를 갖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함축하는 상대주의가 절대적 

전리를 주장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로 하여금 이 철학사상을 주관주의로 매도했던 것 

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실재와 관념의 일치를 진리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주어진 문제들에 

대처하는 그때 그때의 행동에서 친리의 기준을 찾는 실용주의가 상대주의에 안주하는 것 

이 었으며， 특히 레닌의 이와 같은 실용주의관4)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주의자들로 

하여금 실용주의에 대해 경멸의 태도를 견지토록 했다. 레닌은 상대적 진리들이 절대진리 

를 향해 나가는 도정에서 생기는 것들로 간주했으며 또한 상대적 진리의 총체를 절대적 

진리로 여겼던 반면에 실용주의에서 진리는 절대로 향한 상대적이기보다는 부분적이고 잠 

정적일 따름이지 결코 절대적인 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된다고 했다. 

실용주의는 절대성을 설정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역사의 진보를 믿 

는 태도에 입각한 비판적 방법을 지식 획득의 걸로 삼는다. 그것은 언제나 과학적 방법의 

근간을 이루는 실험들에 의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 이래서 

실용주의는 모든 진리가 잠정적이라코 한다. 이 친리관은 미국에서의 민주주의가 책임 있 

는 사람들의 실험공동체로서획 생활질서라는 것을 가리킨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느 누구도 

절대적 진리의 소유자가 아니며， 개인들은 설정된 가설들을 얻을 수 있는 증거에 의해서 

검증할 뿐이라는 것이다. 

실용주의외 상대주의적 성격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공격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아펠은 

이 철학사상이 실존주의와 마르크시즘과 함께 금세가 산업사회에서 삶의 이론과 실천을 

실자로 매개하는 3대 철학사조 가운데 하나라고 일컬었다 5) 마르크스주의는 한때 동유럽 

을 지배했었고 설존주의는 서유럽과 남미에서 그 영향을 크게 미치기도 했었다면 실용주 

의는 아직도 미국인들의 사유양식을 특정지우는 철학으로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 

다 6) 

3) Diggins, J. P., The Promi.l'e ofPragmat“,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p. 395. 

4) Lenin, W. 1., MateriaLL\mtμ andEmpiriokritizi.lmus(1909) ， (Berlin: Dietz, 1970) , p. 346. 

5) Apel, Karl-Otto, Der DιIlkweg …'Il Charle.l' S. Peirce, (Frankfurt: Suhrkamp, 1975) , p. 11. 

6) Bemstein, Richard J., “In Defence of American Philosophy' in Colltemporary Americall Phi!o.l'，이'Jhy， J. E. 

Smith, ed., (London: Allen & Unwin, 1970) , pp. 2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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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학계에서의 철학동향은 다양하다. 경혐론을 위시로 하여 유럽철학에서 연원 

하는 현상학， 해석학은 물론이고 아직도 칸트와 헤겔 둥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그러나 

독일철학， 프랑스철학 또는 영국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미국철학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실용주의일 것이다. 독일관념론이라던가 영국경험론의 전통이 

있는 것과 같이 미국철학의 전통은 실용주의일 것이다. 실용주의가 미국적이라고 특정지운 

다고해서 이것이 다른 철학사상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관념론과 유물 

론과도 친화성을 가질 수 있는 측변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헤젤과 마르크스와도 

대화할수 있으며 해석학과도 적지 않은 공통성을 나누기도 한다. 허나 실용주의가 유별나 

게 미국적 철학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지난 200년간의 미국역사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 

는 미국인들의 의식의 특성에서 잘 드러난다. 위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열려있는 태 

도와 끊임없이 새로운 근거를 모색하는 탐구자세가 관념론， 현상학， 실존주의 그리고 마르 

크스주의를 수용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풍요롭게하는 미국문화의 관용정신이 실용주의를 

미국적 철학전통으로 뿌리내리게 했던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 실용주의는 미국인들의 

민주적 생활양식을 이론적으로 매개했던 것이다. 실용주의가 퍼스(Charles S. Peirce, 1839 

-1914) ,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이 그리고 듀이(John Dewey, 1859-1952) 둥의 

저서들에 대한 논의로 설명된다고 하면 물론 이들 철학자들 사이에 상이성이 현저하게 발 

견되겠지만， 이들의 사상은 무엇보다 미국적 삶획 실천을 대변하는 사상체계로 그 특정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개방성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한 탐구가 실용주의를 미국적인 것 

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방성은 민주주의적 삶의 질서를 가리키고 개인들의 현실쟁햄도 이 

질서 안에서 그 타당성을 얻게 된다고 할 때 퍼스와 제임스 그리고 듀이의 생각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발달과획 연관에서 깊이 고찰되어야 활 것이다. 유기채로채의 인간은 그가 놓 

인 세계 안에서 살아 남기 위해 자신의 주의에 대해 탐구를 게을리 할 수 없다. 탐구는 우 

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적변하는 사물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의문에서 시작되며， 

그 사물들에 대한 친밀함과 신뢰가 생길 때 탑구는 멈춘다. 그리고 우려가 새로운 상황에 

처하변 다서금 의문이 일어나고 탑구는 이어진다. 퍼스는 탐구를 이와 같이 인간과 그의 

주위 세계와의 관계에서 설명한다 7) 

탐구는 유가체로서의 인간이 그의 세계 안에서 생존하는 양식이며， 그리고 여기서 생기 

는 믿음은 인간의 존속을 보장한다고 여기게 된다. 우리의 믿음들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 

7) Peirce. C끼The Fixation of Belief" , Phi!o.1깨hica! Writing .l' ofPeirα， (New York: Dover, 1955), pp.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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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행동의 지침이 되며， 때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믿음들은 버려자 

고， 이어서 새로운 의문이 뒤따르벼， 새로운 맏음아 생길 때까지 탐구는 계속된다. 탐구는 

되풀이되는 의문을 없애고 받음을 얼기까지 끊임없는 고뇌라고 하겠다. 이 마음외 갈등 없 

이 새로운 믿음이 확립될 수도 없다. 우리의 지식 획득은 이와 같은 고뇌스려운 탐구과정 

에서 이루어지며， 어느 지식도 영구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며， 부단한 탐구를 통해서 비 

팬적 반성을 얻기 마련이다. 퍼스에 따르면 탐구는 자기교정외 과정이며， 이 탐구를 통해 

서 얻은 지식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 탐구는 우리가 아무것도 실지로 알 

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모든 지식은 정정되자 마련이며， 

이것이 인석의 특정이기도 하다. 퍼스는 인식의 ‘오류 가능성’을 명백히 한다 8) 우리의 인 

식은 절대적이 아니며， 끊임없이 불확선성과 부정확성의 연속선상에서 헤엄치가 마련이라 

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퍼스가 말히-는 ‘연속성의 원려’ 이가도 하다 9) 

인식의 오류가능론과 연속성의 원리론은 퍼스에게 있어서는 데까르뜨주의와의 결별을 

의며한다. 그는 인삭의 확실성과 기반 찾기를 거부함으로써 근세의 인식론 중심적 철학을 

피하려 했다. 그는 주장하기를 첫째로 모든 인식은 외적 사실에 대한 우리의 지삭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가정적 사고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며， 둘째로 우리는 데까르뜨적 적관력을 갖지 

않을뿐더러 모든 인식은 그 이전의 인식들에 의해쩌 논리적으로 규정되며 그려고 셋째로 

우리는 기초없는 사고력을 갖쩌 않는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절태적 불가지 

론도 인정 하지 않는다고 한다 10) 

퍼스는 합리론자틀처럼 의식얘서 인식의 절대적 정초를 찾지 않는다. 그는 큰세철학의 

주류가 되었던 인식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인간과 그의 주위셰계간의 관계를 통해 

서 경험의 성격을 큐정하려 했으며 그는 이 관계를 전제로 하쩌 않는 한 여하한 인식문제 

의 논의는 소용없다고 본다. 그는 우리의 의식 속의 관념들이 의미를 지니기 워해서는 의 

식 밖의 세계와 연관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관념은 무의미하다고 여긴다. 그렇다고 

퍼스는 관념과 실재간의 상응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강조하려는 바는 인간과 주위 

세계간의 관계에서 인삭의 문제가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체계에 의해서 밖와 세계와 접촉한다는 것을 언명하고 있다. 깨념들 없이는 어떤 

것도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식은 부단한 과정을 통해서 비판의 제재를 받는다는 퍼 

스의 입장은 제임스와 듀이도 함께 한다. 행동을 가리카는 그리스어 낱말 ‘pragma' 가 퍼 

스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제임스도 우리의 사유가 행동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8) Peirce, “Synechism, Fallibilism and Evolution" , 윗 책 p. 356 
9) 윗 논문， 같은 곳. 

10) 윗 논문.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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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받아들인다 11) 한사유의 엌 u1 률 형성사커는 더} 얘떤 행동이 펼요한가를 우려가 선 

택한다. 어 선택은 끊엽없이 이루액전다. 환 빼상애 태한 우려왜 인식쟁혐은 행동획 쟁택 

여하에 달렸다는 것이다@ 

제엄스도 실용주왜자윤 추상성야냐 선혐적 사고， 고정환 원랴， 절태성 풍을 벼핵고 구챔l 

성과 적절함， 사실과 행동얘 성향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i 그는 합려주빽률 빡격환다. 

독단과 햄1 쇄， 그리고 최종적 진려 동을 반대하고 개방성을 고잡한다.12) 합리혼자는 추상화 

앞에서는 면안하나 실용주의자는 사실로부터 멸 ojA] 면 불편하다. 실용주의차는 진려를 복 

수로 논하며， 그것틀외 유용성과 생화를 논한다。 천리는 주쩍진 개별적 양황에서 뿔하는 

젓이기얘 그것은 관냉파 실째잔확 철대책 일치로샤억 전려풍과는 무관하다. 실째로서햄 핵} 

상얘 대해 우려는 사유양 행동으로 캡한I객‘ 。1 안삭파쟁얘잭 훈f햄과 실째간확 판해자 “알 

치한다R 라져 보다-는 성효와를 앤다-야료 맺어친다。 사유왜 행흉효로 다}짱엠 향하는 우회빽 인 

식은 우리가 선핵하는 행동에 획책잭 그 Et양성을 얼채 환다. 행동째청얘 따라 판랩야 우 

리가 접하는 대상콰 얀쪽스랴운 관채률 가질 빼 그첫은 창이라고 한다. 

채임스에채 전리는 유용성과 동확어다. 여것여 실용주의확 진정한 정의지- 확차도 한다i 

실차로 쓸모가 있해야 관댐야 참이 휩다 관답들악 챙은 이것틀왜 대상이 우리에채 다}해서 

잦는 유용성에서 유래한다는 것어다. 쩨엄스는 한 관냄의 참을 ‘현금가치’라고차해 부른 

다 13) 이 ‘현금가치’ 는 불행스러운 효현이지도 했으며 살용주획 반해론자들로 하핵금 이 

철학사상이 궁극적으로 조야한 유물론에 책다-쩌 않는다는 공격으로 맺서채 만들었다。14) 쩨 

업소왜 현금가차 버유는 롱속적 공려주의라는 벼난을 뻔치 못했으나 그외 진정한 확도는 

당때외 추상적이고 수동쩍인 합혀주회 첼학에 대해서 진려성춰획 능동적이고 적극적얀 실 

용주의획 특성을 잖조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약야 할 젓이다 15) 어 벼유는 흔하 바판자들어1 

의해서 실용주의가 무엇아 폰을 탤꽤 핵 주는가에 주훤 완심을 잦는 마국적 전흉획 소산 

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근처가 팩쩍샤는 안될 젓에다e 채암스는 언삭획 타당성을 실햄약 

틀 안에서 논한다. 새로운 증깨는 기존악 이론을 언제나 바꾸어 놓가 마련갱야다. 참파 71 짓 

사야외 구별은 최종적인 젖은 어-냐벼， 가장 확설한 지삭도 정정되꺼 마련이다. 잭압스획 

실용주의도 불론 과학적 방웹에 와거한다. 자연과학에서 정립된 볍척들은 어디까치나 근사 

11) James, W., Pragmμti.l'm and Four Essay“ fi'om the Meaning ofTruth,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55) , p. 42. 

12) 윗 책， p. 45. 

13) 윗 책， p. 133. 
14) Blau, 앞의 책. p. 255. 
15) West, Cornel, The American Evasioll ofPhilosl.ψhy: A Genι씨ogy αfPragmatism， (Madison: The Uru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9) ,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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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질 뿐이다. 어느 이론도 실재를 복사할 수 없으며， 그것이 어느 관점에서 유용하다 

는 데서 타당성을 갖게 된다 16) 듀이는 퍼스와 제임스처럼 인식에서의 언간의 능동적 역할 

을 강조한다. 그도 인식을 유기체와 그의 주위세계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그는 인식 

주체가 인식과정에서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종래의 인식론들을 거부한다. 

듀이는 인식함이 언제나 그라고 어디서나 인식되어진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한 

다 17ì 이 양자는 탐구에서 함께 같은 사태를 형성한다. 인식이 유기체에서나 혹은 주위 세 

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측 사이의 상호관계의 결과로 생낀다. 

듀이는 범주나 불변의 원리보다는 인식주체가 주위 세계의 대상들에서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에서 참관념을 찾는다. 대상은 직접적으로 경험되나 우리가 그것에 행동을 가함으로써 

간접으로 인식된다. 듀이는 여기서 경험과 인식을 구분한다. 경험이란 직접적인 감각에서 

주어지는 것을 가리키며， 인식은 사유과정의 소산을 가리킨다. 이 점은 퍼스와 제임스에서 

도 마찬가지다. 어떤 무엇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다。 경험은 대상이 

우리의 의식 밖에 있음의 깨달음이지만， 그 의미의 깨달음은 아니다. 인식은 의미의 앓이 

다. 대상의 의미는 사유의 소산이다. 경험된 대상은 경험에 선행하나， 인식된 대상은 인식 

과정에 뒷따른다 18) 인식은 활동이며， 그것은 인식되어지는 것에 작용하고， 이것을 변화시 

킨다. 인식은 인식대상에 작용하고， 이것을 바꾸어 놓는다. 인식은 행동의 한 양식이다.19) 

인식이 행동인 한， 대상은 그것의 구성체가 된다. 

듀이에 따르면 인식은 목적을 갖는다고 한다. 우려가 주위 세계에 대해서 알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를 알려는 것이다. 이것이 곧 탐구이다. 탐구는 불명료한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일이다. 인간은 그의 주위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한다. 불명료 

함은 의미의 부재를 가리킨다. 주위 세계의 사물들은 인식의 능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 

하나 뚜렷한 의미들을 지니게 된다. 이 사물들은 우리의 삶과의 연관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위 세계의 사물들에 대해 우리가 형성하는 관념들은 우리의 행동지침이 되는 도구적 성 

격을 갖는다. 사유가 인간과 그의 주위세계를 매개한다면， 그것은 이 양자 사이에서 야기 

되는 문제들의 해소를 위해 끊임없는 탐구의 과정을 거쳐나간다. 이 과정에사 사유는 관념 

들을 형성시키고， 이것들은 사유 도구의 역할을 한다. 이래서 듀이는 자신의 실용주의를 

도구주의 라고 칭 하기에 이르렀다 2이 

16) James, 윗 책， pp. 49-50. 

17) Dewey, John., Knowing “nd the Known, with A.F. Bentley, (Boston: Beacon, 1949), p. 53 (Moore, E. 

C., AmericanPragmati,\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1) p. 190 에 서 재 인용). 

18) Dewey, ThelnjluenceofDarwinonPhilosophy, (New York: Holt, 1910), p. 240. 

19) Dewey, The Questψ.r Certainty, (New York: Minton, 1934) , p. 166. 

20) Dewey, ExperienceandN.“tur，ι， (Chicago: Open Court, 1925) , p. 151. 



실용주의의 탐구논리와 삶의 철학 365 

도구가 어디에 쓰일수 있는가는 실천적 행동으로 옮껴져 보아야 한다. 관념은 행동을 통 

해서 참이거나 거짓이 된다. 이렇게 해서 도구주의는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라는 원칙에 그 

가반을 둔다. 재래의 철학이 실재에 관한 이론에 국한되었다변 듀이의 도구주의적 실용주 

의는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실천에 이론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 

다. 그렇지 못할 때 철학자들은 구름속에서 헤매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듀이는 

철학이 실지로 삶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삶의 실천에서 검증되지 않는 

이론은 버려져야 하고 새로운 탐구애 의해서 비록 잠정적일지라도 참이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처럼 듀이는 퍼스와 같이 과학적 방법에서 그의 인식론을 정립한다. 

그러나 듀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과학적 인식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는 물체의 색깔 

이라먼가하는 성질을 밝히는 일상적 관심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밝히는 색깔을 색깔로 

써 인식케하는 파장의 길이도 중시한다. 그는 일상세계와 과학세계의 양분을 거부한다. 일 

상적 인식이나 과학적 인식은 전체로서의 실재의 한 부분애 대한 것이다e 바로 이렇기 빼 

문에 부단한 탐구과정을 통해서 실재에 접근하도록 노력한다. 이것이 듀아와 퍼스 그려고 

제임스 둥이 가리키는 과학적 방법이다. 이들은 개인들간의 경험과 안식의 차이를 인정한 

다. 이 차이는 재인들만의 생물학적 차이나 사회， 문화적 관점의 차이에서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는 탐구과정과 그리고 탐구자들의 공동체의 협동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또핸 설용주의적 개조의 하나인 인식의 사회성이기도 하다. 

$ 

실용주의는 인식의 사회성을 주장한다. 대까료뜨는 개인의 의식에서 인식의 궁극적 근거 

를 보았다면， 퍼스， 제임스 그리고 듀이는 공용체 안에서의 개인들간의 상호관계에서 관념 

의 참을 인정한다. 이점이 실용주의률 근세철학으로부터 구분짓는 또다른 원칙이기도 하 

다. 퍼스는 철학이 과학적 방법을 원용함으로써 궁극적 복표인 진리로의 도달을 개인으로 

서가 아니라 철학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확언한다.21) 왜냐하면 개인은 분 

리된 존재로서는 무치와 오류로 가득하고， 그는 이웃들로부터 고립해서는 오로쩌 부정얼 

따름이기 때문이다 22) 

이 공동체 개념은 20셰기 초반부터 홍융하가 시작한 미국 산업사회의 개인주외에 대하 

여 실용주의가 과학적 방법의 명분으로 대립시컨 것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미국인들이 일 

21) Peirce, “Some Consequences of Four Incapacities," Peirce, Philosophical Writings oj‘ Peir，ω. p. 229. 

22) 윗 논문，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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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재언주의적 성향어 강하다는 통념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개인주의가 본 

래 미국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봉주의 시장경제채제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퍼스는 홉 

스의 이기주의， 스미스의 방입주획， 벤텀의 공려주의 그리고 사화적 다윈주의 둥에 대항해 

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의의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23) 

퍼스에 따르면 과학적 탐구의 논리는 사화성왜 원칙을 잘 보여준다. 개인 스스로는 확실 

한 지식을 획득활 수 없다. 그의 지식은 다른 탐구자들의 경험과의 연관에서만 타당성왜 

가능성을 지닐 수 었을 따름이다. 그는 실재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공동체 개념을 포함한다 

고 한다.장) 공동혜만어 설재와 벼실채외 구분을 확인시캠 준다는 것이다‘ 실재는 공동체의 

마지막 결정에 달렸다는 것어다 25) 

과학적 탐구빼서 실째를 지술하는 명쩨들은 탐구자 공동책의 채재를 받는다。 01 공동체 

는 믿음억 조천들을 통체한다. 퍼소는 쩌삭탐구에잭 개얀을 공훔채 안에 틀어가채 함으로 

써 그가 자신을 념얘서 실재에 접근하도록 한다. 쩌삭탐구는 자씬 밖에 존채하논 다른 재 

인툴과의 연관에서 검증을 방는다。 안간은 채언으로서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다。 그의 언식은 다른 담구자들의 ;영함에 외해서반 보장될 수 었다는 젓이다. 다사 말한 

다면 우리는 각가 탐구공동채획 성원들로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퍼스 

에게는 탐구 논리의 사회성 월칙이다. 

핵 스와 바 훨쩍 공험 주의 (Critical Common-Sensism) 는 사유의 사합 성 을 잘 설 명 해 주는 

예증이 될 것이다 26) 냐왜 마음과 녁왜 마음여 의사소통에 의해샤 상호광계를 맺으며 하나 

의 공풍체를 어룬다. 과학척 Al식탐구에책 이것은 본질적이다. 당구자들이 함쩨 의견을 나 

누빽가며 실험에 잉한다。 퍼스는 이것을 비판적 공험주외라고 일컴는다. 어떤 견해이건간 

에 꽁동체 참여자들이 모두 동의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은 비록 잡정적일지라도 참이 되는 

것이고， 이 견해가 지청하는 대상은 실재한다고 하했다. 그러다- 참여라고 여져졌먼 것틀어 

더려는 거짓얼 수도 있으며， 과학적 탐구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혀냐기 마련이다。 그러 

므로 당연하게 여겼던 믿음들에 대해서도 버판이 가해져야 한다. 그것들은 새홉께 제시되 

는 경험적 증꺼애 비추어 다사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라냐 중요한 것은 주어진 공 

동체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받음틀， 수대에 걸쳐 물려받았던 생각들이 의섬왜 여 

지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용납된다는 사실이다. 비판적 공험주의는 믿음의 고정화에 사화성 

의 원리가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현대과학은 발달된 기술에 힘입어 

23) West, 앞의 책， p. 47f. 
24) Peirce, 바로 윗 논문， p. 247. 

25) 같은 논문， p. 250. 
26) Peirce, “Critical Common-Sensism:’ Peirce, 윗 책， pp. 2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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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우려를 새로훈 지평으로 이끌어가고 있기에 어제까지 의심의 핵치없어 널리 받아들 

여졌던 믿음들이 째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샤 다시 겸증되어야만 한다. 옛 것은 더 이양 쓸 

모가 없계 되지 쉽다. 퍼스는 과학얘 억해서 창출된 새로운 채계와의 관체에얘 옛 지얘들 

은 벼판되어야 한다고 한다.깐) 이처럼 비판적 공혐주의는 자금까지 요랜 쐐월통얀 함째 하 

는 경험을 통해서 인청되어온 자식들어1 대해서 악문을 제거하고 파학챔 행·볍확 철차애 따 

라달려 말한다면， 탐구자 공똥체에 의해샤 다샤 검증되어야 한다는 젓이다. 쩨캡스 역사 

탐구자 공동체를 통해서 인삭rl1상은 그 총체적 의마를 갖는다고 한다. 그도 퍼스약 함께 

개인의 유아론적 상황을 탐구자틀간악 상호관계애서 해소샤킨다.갱) 참관념들은 지야합과 

고랩으로 벗어나서 사람들간왜 합의어} 이른다。29) 제임스와 잔혜관도 역사 사핵적 곡훈련생을 

갖는다 30) 개인들왜 자각들간의 유-사쟁이 二Z들야 각자 처활 육= 었는 자액합-과 고협얘해 벗 

어날 수 있께 헌다. 환 7TI 인은 다른 재인을과외 상호혼책얘샤 지-선에채 고유환 편챙을 극 

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엄스 역샤 일상생활에샤 λt량들이 함께하는 챙힘을 과햄쩍 탐구획 출옐-점으로 양는다. 

관염이 사람틀아 동확하는 쩔과룰 잦는 한"::1.젖은 잔업자차률 자다책 휩다. 꽁합야랩‘는 것 

은 일양생활얘색 샤람들어 딩-연확 여거는 인생을 가려켠다. 야 꽁험 때문얘 7R 언들은 야웃 

들과 :그-합고 사회적 현살어l 때잭활 수 있채 된다. 도대략적 땀구도 바로즉 아 공험에서 샤작되 

는 젓이다. 이 공험야 인식약 사횡성여다. 아 공혐은 우웹자 사회적으로 。l 윷틀과 함빼 하 

는 경혐이며， 개인들에채 모두 천송한 지식이자도 하다. 우리가 공유하는 친숙한 자식이 

꽤학적 탐구자 공동체 안애셔회 의사소통을 가능체 혀고， 그라고 올바흔 인삭에 도달하자 

위한 탐구자들의 논악를 가능하께 헌다. 

인식의 샤회성해 대한 튜이엌 업짱은 어느 실용주의자들 못해 않채 뺑백할 뿔만 아y 라， 

그는 탑구차 공동채를 먼주주의와 교육확 실질잭얀 문채얘짜지 연결시킨다.31) 설험실윤 과 

학자플의 공동채어다. 여거에는 계급콰 계층 그려고 민쪽과 국가의 양이성이 존재하져 않 

는다。 아곳에서는 탐구자들이 져유롭채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 l:!]딴도 해가면서 전리라는 

목표를 추구한다. 여 실험실 장황은 듀이로 하여금 사람툴야 정험을 함께 나누는 가운대 

보면성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계 했으며， 이 믿음이 민주주의의 성협조건이 되는 

공동채에 얘한 믿음으로 。l 어져 간다. 탐구자 공동체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관념들의 검 

증에 엄함으로써 실용주의가 비난받지 쉬운 주관주의를 쩨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퍼스는 

27) 윗 논문， p. 297. 

28) ]ames, The Meaning of Trur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p. 196f. 

29) ]ames, Pragmafi,\m, p. 141. 

30) B1au, 윗 책， p. 256. 

31) Bernstein, 앞의 논문，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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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 실재가 부단한 조사와， 가설설정과 검증 동을 행하는 과학적 탐구자 공동체에서만 

이 접근가능하다는 것을 듀이에게 설득시켰다고 한다 32) 궁극적 진리의 추구를 위해서 과 

학의 협동적 탐구만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획득의 길이라는 사설이 실용주의자들의 확고 

한 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과학적 방법은 내재적으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실험의 공개성과 그 결과의 공표에 기반을 툰다. 모든 발견과 발명은 작업과 공동체에 속 

한다.모든 새로운 발상과 이론은 확인과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제시되어야 한 

다. 과학적 방법은 근본적으로 협력에 의한 탐구이다. 듀이는 개인은 홀로 남게 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잘못된 생각에 쉽사리 얼키기 쉽다. 이래서 필요한 것이 협 

동연구의 조직어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자연을 연구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탐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33) 

듀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임을 믿는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다. 인간담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들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자각을 기르는 일이다 34) 주어진 공동체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경험을 함께 나 

누는 가운데 개인들은 인간이 되어간다. 듀이는 심지어 생물학적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각 세포의 활동이 상호작용하는 다른 세포들에 의해서 조직되어지는 것처럼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남들과의 결연으로 규제되며， 고립되어서는 결코 그의 존재가 설명될 수 없다는 것 

이다 35) 개체성은 사람들이 상호 관심의 삶에 참여하고 과학적 탐구에 의거한 사회적 통제 

를 함께 할 때 꽃을 핀다는 것이다 36) 개체성은 사회적 기능의 소산이다. 듀이는 개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됨을 인정한다. 개체성은 자아이고 인식하는 주체는 바로 개인적 자아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은 서양철학사에서는 근세에 이르러서인데 실용주의자들은 이 자아를 사 

회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듀이는 개인들은 사회적 매체속에서 성장한다고 본다. 인간이 갖 

는 주위 세계에 대한 반응이 지적이고 유의미하게 되는 것은 그가 이미 용인된 의미와 가 

치체계의 매체안에서 살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교제를 통해서 그는 서서히 자신의 

개체성을 획득해 간다는 것이다 37) 

듀이에 의하면 인식하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인이며， 절대적이고 고립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은 어디까지나 이 사회적 개인의 의식이다. 개인들이 속하는 사회적， 

문화적 세계는 전통， 제도， 이해관계， 기술， 직업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이 일상적으 

33) Dewey, Reconstructiion in Philo씨phy， 1920,(Carbondale: Southem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8) , p. 100. 

34) Dewey, ThePublicanditsProblems, (Athens: Swallow Press, 1980) , p.154. 

35) 윗 책， p. 188. 

36) Dewey, “The Lost In며vidua!" ， The Philo.l'ophy ofJohn Dεwey， p. 599. 

37) Dewey, DemocyacyandEduc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6), p.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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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하는 의사소통， 언어의 의미들은 이 세계안에서 형성된다. 이 일상언어가 포함하는 

의미들은 개인들이 그들의 주위세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결정한다.앓) 

개인의 의식은 그가 살고 있는 세계의 사회 • 문화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길패트릭은 

듀이의 자아가 사회적 소산이라고 한다 39) 인간에게서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구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사유는 의미의 사회적 성격에 조건지워진다는 것이다. 산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사회적이다. 남틀과 함께 사는 데에는 이들의 생각과 감정， 그 

리고 관심을 풍부하게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된다. 사회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양 

식이다. 이와 같은 듀이의 자아개념을 놓고 오늘날 학자들은 실용주의가 미국적 이상과 이 

념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한다. 자아의 사회화가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적 참의미를 가 

리킨다는 것이다. 사유는 개인과 주위세계를 관계짓는다. 그 내용을 이루는 믿음과 명제 

둥은 스스로 생기는 것들은 아니다. 그것들은 나의 의식 밖에서 온다. 우리가 이웃들과 함 

께 사는 가운데서 배움을 통해 사유의 내용이 채워진다 40) 이래서 인간의 지능은 공동채외 

삶에 묶여서 발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듀이는 인간지능이 그가 일부가 되어있는 

공동체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보편성을 지닐 수 었게 된다고 한다4l) 우리의 

사고가 독단에 빠지지 않고， 이질적인 것을 수용하고 그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는 것은 그 

것이 처음부터 나가 아닌 남들과의 삶과 더불어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학적 탑구가 우리에 

게 가능한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듀이는 실험실에서의 과학자들의 혐용이 민 

주주의를 성립시켜는 지초자 된다고 한다. 그의 탐구논리는 민주주의 논리와 일치한다. 효 

율적인 민주주의는 주고 받는 토의와 오고가는 논의에 달려있다. 차유롭고 대둥한 여건에 

서 과학자들이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것처렴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개인의 권리와 차유를 

동둥하게 보장받도록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미국역사에서 한때 고삐풀린 개인 

주의는 경제력의 독점화를 초래했으며 개인의 자유만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었으나， 태 

초부터 인간들은 개인으로서만 그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듀이는 민주주외 

가 개인주의와 동일시하는 입장을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삶으로부터 떨어져서 

는 추쌍에 치나지 않는다고 듀이는 말한다. 

38) Dewey, ‘'The Pattem of Inq띠ry; The Philo.l'ophy 끼JohnD…'ey， p. 235f. 

39) Kilpatrick W. H., “Dewey’ s Inf1uence on Education; The Phil，씨(ψhy ofJohn Dewey, P. A. Schilp & 
W. H. Hahn, ed., (La Salle: Open Court, 1951), p. 467. 

40) Dewey, HumunNutureund Conducl, p. 216. 

41) 윗 책，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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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자금까지획 고찰에서 밝혀진 바와 량이 열련 탐구태도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검증으 

로 인간과 그의 주위세계간의 매재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었다는 실용주억 입장이 탐 

구자 공동체에서 진라의 기준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로 이어져나가고， 또한 이것은 실용주 

의가 민주주의 이론과 그 실천의 방향을 아울러 제샤하고 있음을 알계 된다. 그리고 탐구 

왜 논리에서 공동체깨념의 중요성이 자대하다는 것은 물론이거다와 이 재념은 실용주의자 

들의 윤리월-과 사회 · 정쩌관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었다는 것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퍼스 

핵 꽁동체론용 사량의 공동체론으로 갤뺑펀다. 공동체를 흥해샤 재인들은 자신틀의 사적 

이해관채와 편견을 극홉하고 자신들의 특수성으료부Ei 독립된 책식얘 도달힐 수 있다는 

것은 퍼스쩍 깨독교척 공동체관애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2) 핵스는 과학적 뺑 

법을 다루는때 없애 극히 섬세한 논려를 구사하고 었으변샤도 융려양 종교에 관한 그의 

여론전재는 사변적이다. 그는 인삭은 과학-척 방볍에 의해서 보장되고 이 방법은 탐구자 공 

동체확 협력을 흉해서 자가교정을 거융해 나가며， 이 참얀삭외 과학적 모색은 공동체적 사 

랑과 밀첩하채 연괜된다고 한다 43) 그왜 과학척 방법은 과학과 윤려를 껄합하고 종교적 목 

적을 설정한다띤) 

I핵스는 나륨대로 자신외 우주론을 편다. 철rJl적 우연과 가계적 펼연성， 그리고 사랑의 

볍칙이 우주 안에서 작용핸다는 것이다.45) 그런대 사량어 우연꽤- 필연을 넘어서서 목적을 

향해 전친사카는 힘을 발확한다. 여기서확 사량은 분뺑하 71 목교의 사랭여다. 신이 곧 샤 

랑어다.46) 퍼스는 거독교의 사량의 복음으로 세채를 설명한다. 그는 역사의 진보는 사람틀 

이 각자확 개쩨성을 이웃툴팩-의 교검에 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한다.47) 않세가 구미사 

화는 홉스척 이치주의가 난무하먼 시대였으벼 사리사욕이 사회전화의 원동램이라는 생객

이 풍미했었는데 핵스는 이것을 e탐욕의 복음? 이라고 일컬었다햇) 

또한 이것은 19째기의 개인주의블 특쟁지우는 것아었다. 퍼스에채 과학적 방법은 가치중 

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목표를 지향한다. 그것은 진리이벼， 아 목적달성은 윤리를 필요로 

42) Bemstein, 앞의 논문， p. 303; West, 앞의 책， p. 43ft 
43) Peirce, "Evolutionary Love," Peirce, 앞의 책， p. 365. 

44) West, 윗 책， p. 44. 

45) Peirce, “Evolutionary Love," p. 364. 

46) 윗 논문， p. 361. 
47) 같은 논문， p. 364. 

48) 위와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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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윤리는 우리의 행동지침을 제공한다.49) 탐구자틀이 교감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합의 

에 도달한다. 그들은 공동체안에서 보면에 이르는 것이다. 사랑의 공동체안에서 그들은 진 

리를 찾는다는 것이다. 탐구자들은 각자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공동체의 그것과 동일시 

하는 논리적 필요성을 연구활동의 지침으로 삽을 때 과학적 탐구는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것이 목표로 하는 진리에 이를수 있게 된다. 

제임스는 실용주의를 자신의 도덕철학에도 적용시킨다. 그는 일원론이나 절대론을 인정 

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달라지는 삶의 현실에 부응하는 도덕관의 변화를 주장한다. 그도 이 

점에서는 도덕의 진화를 믿는다. 그는 퍼스처럼 우리의 도덕적 의지를 보장하는 신과 종교 

적 삶의 의의를 강조한다. 그의 종교첼학은 인간적 존채가 신이 그 이성이 되는 우주라는 

실재의 일부라고 한다. 이래서 제임스의 도덕론은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임스는 우리에게는 독단적으로 형성된 도덕철학이 있지도 않으며 물리학에서도 그러 

거니와 윤리학에서도 최종적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50) 상황의 변확에 따라， 

대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은 보다 나은 도덕적 질서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 인간 역 

사는 바로 이 과정의 어야기를 답고 있다는 것이다 51) 사람들이 내거는 이상들 사이에는 

최종적 균형은 없으며， 오늘의 법과 관습은 어제의 그것들과 대립했었으며 다음에 들어서 

는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전도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끊엄없이 주어 

진 상황에 맞지 않는 질서를 파패하려는데 있다. 

제임스는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철서가 수립될 때 상대적 균형이 갑힌다는 윤리원칙을 

역설한다. 그러나 지존칠서의 사회적 만족의 극대화도 요래 지속하지는 못한다. 새로이 발 

견되는 절서에 의해서 대치되지 마련이다. 이래서 사회는 부단히 유동적이고 윤리적 대안 

들도 더불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철학이 채임스의 다원론적 성향을 가리킨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과학쩍 빵볍에 대한 관심은 그로 하여금 일원론적 사고의 

틀을 배제케 한다. 그는 결정론을 거부한다. 세계가 이미 정해찬 질서로 움적인다면， 우리 

의 창의성과 책임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제임스는 세계안에서의 인 

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는 개인들이 각차의 이익파 선호에 따 

라 선악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도덕적 고립을 염려한다. 그러나 제임스는 이 도덕적 다원 

론이 현실일지라도 사회적 요구의 충족에 따라 도덕적 통일성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회 

는 전채로서 균형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49) Flower, E.& Murphey, M. G., A HistorYI’fPhilosophy in Americ‘'tI, vol. 2, (New York: Capricom, 1977) , 

p. 617. 

50) ]ames, “The Moral Philosopher and the Moral Life，π James, Essays in Pragmarism, (NewYork: 

Hafner Press, 1948) , p. 65. 

51) 윗 논문， p. 80. 



372 美 國 學 第二十輯(1997)

듀이는 퍼스와 채임스와는 달려 도덕의 문제를 선학의 도움으로 풀지 않고 과학적 방법 

의 테두리 안에서 고려한다. 도덕과 과학의 화해가 그의 실용주의에서 도모된다. 그의 야 

와 같은 시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전통철학에서는 과학과 사실， 그리고 객관성의 영 

역이 윤리학과 가치 그리고 주관성의 영역이 엄격하게 구별되었는데 듀이는 이 이원론에 

도전한다.52) 인식은 유가체로서의 인간과 그의 주위세계와 관계를 매개하고 그의 경험은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한 도덕의 문제도 이 경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면 윤리학과 과학 

은 자연을 다루는 탐구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듀이는 도덕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고 

집한다. 그리고 그는 경험적 탐구와 윤리적 판단의 구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간에채 있어서 도덕의식은 그의 삶의 여건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윤리학의 원천도 

이 삶의 조건에 있는 것이다. 션과 악， 옳고 그릇된 것에 대한 관념들은 인간의 삶에서 형 

성된다. 듀이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을 발전시컨다고 한다 53) 사람들은 함 

께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적합하고 공정한가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으며， 그 

들띄 행위규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사람들은 인성 

에는 어떤 행위규범을 선호하는 자발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재 되고 어떤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러한 발견들에서 선과 악의 관념이 형성된다. 사회 

적으로 장려되는 것들은 계발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버려진다. 

듀이의 윤리학은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이라고 하겠다. 정직， 자선， 용기， 근변 동의 덕목 

들은 사람들어 그들의 주위세계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려킨다. 이것들은 인간본성의 구성요 

소틀과 밖의 세계의 구성요소틀간의 상호작용이 결과환 컷이다. 도벅적 가치는 인간의 생 

존력의 구현이다. 인간은 이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그팩 본성애 따라서 

획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발달시킨 것들일 뿐이다 54) 

도덕은 자란다. 그것은 어린아이에게서 자라고， 인간역사를 통해서도 자란다. 이 자라는 

과정은 처음에 인간이 더욱 합리적으로 되고， 보다 사확적으로 그리고 보다 도덕적으로 되 

어 가는 과정이다. 합리화는 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과정이며， 

사회화는 협동으로 개인들의 능력을 증대하는 단계이다. 사회화는 개인의 이익과 남들의 

이익간의 대립이 권리와 정의의 대립으로 바뀌어 진다는 것을 의미환다. 그러나 합리적이 

고 사회적인 행위만으로 사람들간의 관계에 균형이 잡히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단계로의 

전진이 불가피해진다. 보다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행위가 선으로 평가되고 사회와 이성이 

처방하는 법이 옳다고 간주되며， 구속력을 가진 행위기준으로 준수되는 것이다 55) 듀이는 

52) Diggins, 앞의 책， p. 240. 

53) Dewey, Thε Theory깨 the Moral Lijè, (New York: Irving, 196이， p. 22ft 

54) Dewey, Human Natureand Coηduct， (Carbondale: Southem IIlinois University Press, 1988, p. 9. 

55) Dewey, The Theory ofthe Moral Lij，ε，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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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이 인간본성악 연구를 다각도애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팩학을 벼훗하핵 사 

회과학을 포함하는 종합적 협근이 도덕의식의 활달을 이해략는 대 ö]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왜냐하면 도덕은 인간본성의 구현양삭아 71 때문이며， 이 본성은 안간의 정샌파 산채 

에서 찾채 되고， 생물학， 의학， 인류학 그리고 심려학예서 인간본생얘 관해 알 i생정 표픔 잣 

들이 윤리학 탐구에 관련된다. 띤간본영은 주얘진 환정얀에서 존재하고 작용한다. 융랩확 

토 독햄왼 영역이 아니라 얀간적 활동을 밝혀 주는 다른 모든 학문연구왜확 연괜빼책 0] 

론형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56) 

듀이는 퍼스와 제엄스와는 달려 종교에 대헌 언급없이 도덕빽 문져}흘 다룬다. 암칸야 자 

연어l샤 냐와 그의 주워세쳐1 애 쩍응하면서 본능의 합리적 통쩨와 공동체 생딸을 통해 도택 

적 존채로 진화책 왔가 빼문어} 듀야에제는 신학적 설명은 펼요- 없채 되는 것처펄 보얀다。 

다원의 영향을 받았한 그는 세책를 ̂t현주획 관정에서 설행하려코 환다.57) 울론 펴경느확 쩌1 

임스를 1:1]롯한 많은 벼국철학자들의 척서 풍얘서 다윈주악의 종요성이 발견되져만， 퓨야와 

철학적 사유의 방향 설정에서 전화론이 책지하는 벼충은 매우 크다. 

인간의 자연이라는 그약 주얽 서l 채로부턱의 도전에의 혜응은 궁극적으로 이성헥 악현 

것여며， 이는 경험적 。 분석적 절치라는 과학적 방법으로 이어져 간다‘ 과학은 불얀정한 주 

위서i 계에 대응하면서 전화한 쩌능확 소산이벼 윤리학은 불안정한 환정에 적응하는 앤간자 

능외 생존양태이다. 도덕적 자치틀은 자연채계예 기반을 둔다. 그젖플은 종교적 사뺑 속얘 

Aì 생정되는 것이 아나라 인간확 구체쩍얀 삶 속에채 경혐훤다， 

듀이는 도덕거준은 인간의 ‘성장? 에 있다고 한다. 여 개냄은 인간과 사회의 진화룡철 어 

해에 맞는다. 듀이는 성장 그 자채가 유일한 도덕적 목표라고 한다 58) 생장은 7ß잔어 E팩， 정 

보이다. 그것은 자속적인 과정이자도 하다。 그것은 기존의 상태률 변형확는 적극적인 과정 

이다. 최종목표가 완성이 아나랴 완철케 하고， 성숙채 하벼 정교하채 팩는 과정얼 따륨어 

다‘ 인간의 삶은 곧 어 성창이다. 성장하는 사량은 차선왜 삶을 천쩡으로 영위환다. 성장은 

유기체획 모든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것을 가리컨다. 성장은 안간이 산체적으로， 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악며한다. 

듀이는 교육을 인간외 성장으로 정의한다 59) 인간은 주얽서l 계와확 관계에서 끊입없어 삶 

의 길을 뼈운다. 그는 이 배움을 통해서 성숙된 삶확 외미를 깨닫는다. 이 깨달음에 그댐 

56) Dewey, Human Nalure “ndConduct‘ p.204. 

57) Dewey,‘The Inf1uence of Darwinism on PhiJosophy. , The Phìlr시，'()phy 아 }ohn Dewey, pp. 31-31: 

Diggins, 앞의 책， p. 240. 

58) Dewey, Rιconslruclion in Philo.\'ophy, p. 181. 

59) Dewey, Dιαmoκl('f，ηrηraκLy(“<111κ띠dEdωlu，따l“κ'0αI“/0끼mκ1， pp. 41-53. 



374 美 國 學 第二十輯(1997)

도덕적 성장이다. 가정에서의 배움， 학교에서의 배움， 그리고 사회에서의 배움은 모두 인간 

의 발전과정이다. 그리고 제도로서의 교육은 인간을 올바른 도덕적 목표를 향해 나가는 성 

장이 되어야 한다. 듀이는 개인들의 성장이 모든 교육적 활동의 목적이라고 믿는다. 그러 

나 교육은 이미 설정된 틀을 전제로 해서 일정한 삶의 형태를 갖추도록 개인들을 성장시 

키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성장은 이상적 자아를 전제로 해서 이를 충만시키는 과정은 아 

니다. 성장은 개인의 자아실현의 끊임없는 재구성의 과정이다 60) 성장은 열린 목표를 향한 

성장이다. 

듀이는 열린 성 장을 보장하는 질서 는 민주적 공동체라고 한다 61) 그는 민주주의의 도덕 

적 의미는 모든 정치제도와 경제구조가 사회성원 각자의 전면적 성장에 기여하는데 있다 

고 믿는다 62) 온전한 교육은 사람들 모두가 제각지 그틀이 속하는 사회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와 능력에 따라 책임을 함께 나누어 맡을 때만이 가능하며， 이는 민주주의에서 생길 

수 있다고 듀이는 천명한다.63) 개인의 온전한 성장은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조 

직인 민주주의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5 

이상의 고찰에서 현저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는 실용주의는 공동체를 무엇보 

다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열려있는 탐구의 지평과 열려있는 삶의 세계에서 진 

리에로의 접근과 자아실현의 가능성은 개인틀이 홀로가 아니라 서로간의 상호관계에서 이 

루어진다는 점이 실용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 개념 

을 사회철학에서 가장 적절하게 이론형성에 성공한 철학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듀이를 꼽 

을 수 있을 것이다. 

듀이는 6위대한 공동체의 추구’ 64)라는 거대한 과제를 세워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밝혀 나간다. 앞 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간은 민주적 교육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면 

서 온전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듀이는 이 민주주의가 어디까지나 참여적 정치과정이어 

야 한다고 못박는다. 지식획득도 탐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가능하며， 도덕적 목표달성 

도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듀이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와 같은 진정한 

60) 윗 책， p. 76. 

61) 윗 책， p. 87. 
62) Dewey, Re，ωnstruc/ion in Phi!oνJphy， p. 186. 

63) 윗 책， p. 199. 
64) Dewey, Thι PlIhlic anJ its Prohlcms, pp. 14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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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 삶에서 발전했다고 믿는다 65) 또한 듀이는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환 주창자라 

고 환다.66) 만주주의는 필요한 거회와 자원이 모두에게 제공되고 사땀들은 이것틀을 통해 

서 자산들의 장채능력을 정치， 사화， 문화생활에서 충분하 실현시켈 수 았는 공동채를 건 

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듀이는 믿는다. 

공동체 개념은 초가 청교주의의 강력한 사회외식에 속했다. 그것은 정려와 올바름해 벼

탕을 둔 뉴잉글랜드인들의 선사회전쩔 이념아었다. 그들의 획사결정은 번추썩 철체를 통한 

합의도출로 이루었으며， 주권은 공동체에 있었다. 또한 청교도들은 개인들획 창와성과 공 

동체의 안냉 사이의 적철한 균형을 유자하렵고 했었다 에드워즈Uonathan Edwardι 1703 

~1758) 의 청교주의적 공동채 개념에 따르면 그 성원들은 모두 산악 택함을 밤아 초자연 

척 이해력의 수탁자들야라고 했으며， 그틀의 공동노랩으로 참환 싫-왜 영위차 가능하다고 

했다. 그의 윤려관은 공공어익을 앞사}웠다. 그는 정쳐왜 정채얘서확 재인주의를 랙격했요 

며 민쪽파 인종의 경계선을 념는 공동체획 형성을 제창하거도 했다.67) 청교도확 융~란여 

실용주의자툴에재로 이어져 값다. 퍼스도 에드워즈외 영량을 받아 탐욕， 개인주획륭 거부 

했으며， 주관주의와 회의주회를 벼려고 공동체 양에서 공흉악 믿음파 이상을 가책고 진리 

와 합리성을 추구하기를 원했턴 것이다 68) 

듀이가 청교주악의 대표적 철학자라는 평가도 내려져고 었다 69) 그의 〈워대한 공동체〉 

추구는 실로 미국의 천국 초가의 종교적 전통에새 나온다고 보아야 활 젖어다. 꽁똥채 안 

에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또 그의 사회도 도덕적으로 환다는 청교도악 맏음。l 튜어얘채는 

미국적삶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벼， 이 전통이 만주주왜라는 것이다‘ 그는 초기획 청교도책 

럼 이상사회를 그렀으며 인간이 스스로 그의 이념에 도달활 수 있다고 자선한다. 그애체 

없어서 실용주의는 꾸준한 노력으로 인간은 완성에 가까워 간다는 것을 왜미한다. 그는 댁 

사의 점전적인 발전을 믿는다. 그는 잔정환 민주사확얘서는 포든 사민이 사회의 목표달성 

애 자유롭게 혐력하면서 참여하벼， 아 사회의 실현은 현실척어라고 기때한다. 

듀이는 차본주의 사회에책 민주주의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확는 사-람들간의 상호이해의 

관계를 채창출할 도덕적 책임이 었다고 한다. 그것은 시장경쩨의 경쟁원리로 인하여 뿔뿔 

이 훌어진 시민들을 다시 하냐의 공똥체로 통합시켜는 제도적 장치이지도 하다. 듀이는 자 

본주의를 인류분명의 중대한 쩔함이라고 단정하면서 경째적 개인주의는 더 이상 지탱될 

65) Diggins, 앞의 책， p. 301. 
66) Westbrook, R. B., John Dewey ω111 AmericωlDε'n1ocra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 XV. 
67) Conkin, P.K., PW띠n.\' (/nd Pragmμtism， (New York: Dodd, Mead & Co., 1968) , p. 71. 

68) 윗 책， p. 259. 

69) 윗 책， p.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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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한다 7이 그는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의 원자화는 자율적인 개인들의 결합에서 유 

의미한 삶을 바라는 사람들의 성장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듀이는 경쟁적 개인을 찬양했던 옛 개인주의에 대신해서 공동체 안에서 남들의 이익도 

염두에 두는 사회적으로 성숙된 개체성을 고집하는 새로운 개인주의를 주창한다. 그는 20 

년대의 ‘거친 개인주의’ 를 내걸고 약육강식의 시장경제 윈리를 강조했던 자유방임주의를 

전적으로 배격한다. 그는 경제적 개인주의는 사람들의 사유와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 

함으로써 창의적인 개체성을 저지하는 반면에 소수에게 기회를 허용하는 체제외 유지만을 

도모한다고 주장한다 71) 그는 20년대의 미국민주주의가 부호계급의 금권정치라는 것을 서 

슴지 않고 천명한다 72) 이와 같이 그는 미국의 사회질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 

적한다. 그에 따르면 그 원인은 분명히 경제적 개인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동 

체가 본질적인 사회적 존재업에도 시장경제의 전개는 이 인간의 내재성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듀이는 인간에게 본래적인 민주적 공동체의 재구성이 요청된다고 한 

다. 그는 민주주의만이 새롭고 전정한 미국적 개인주의가 들어설 여건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73) 

미국의 정 치 이 념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라고 한다. 이 낱말은 ‘liberalism’ 이 다. 이 자유 

주의는 다의로 쓰인다. 경쟁적 개인주의라는 의미에서 또는 진보성의 의미로도 쓰인다. 헌 

데 듀이는 그 본래의 뜻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자유주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의 실 

현이 그들의 삶의 법칙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한 

다 74) 그리고 그는 자유주의 정신은 모든 개인들에제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자유와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적 조직을 계획하는데 전념해야 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을 분명히 한다 75) 그러나 그는 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76) 

‘근본적’ (radical) 이란 것은 개혁을 의미한다.77) 이것이 실용주의의 자유주의론이다. 자유 

주의는 열려 있으며 부단히 자기교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진정한 자 

유주의 정신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는 마당에 급격한 개혁을 통해서 그 정신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듀이의 근본주의적 취지이기도 하다. 그는 진리의 

70) Dewey, “Toward a New Individualisrn" The Philosophy ojJohn Dewey, p. 608ft. 

71) 윗논문， p. 616. 

72) Dewey, The Public and its Problem\', p.205. 

73) Schlesingger, A.M.]r., “Sources of the New DeaJ" , Paths ofAmerican Thought, Schlesingger, A. M. ]r. 

& White, Morton, ed., (Boston: Mi삐in， 1963), p. 379 참조. 

74) Dewey, “Renascent Liberalisrn찌’ The Philosophy ofJohn Dewey, p. 644. 

75) 위와 갇은 곳. 
76) 같은 논문， p. 647. 

77)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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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듯이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는 시민들의 협동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사회질서는 협동으로만 유지휠 수 있다고 본다 78) 

듀이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인간의 지능이 사회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협동에서 그 공공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탐구자 개인이 과학이 

론과 법칙들을 비판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비판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으로 얻어진 지식체계에 의해서 행해진다. 탐구자의 사유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는 것이다 79) 탐구가 협동적인 것처럼 민주주의도 본질적으로 협동의 방법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결코 주체로서의 개인의 완벽성을 전체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속의 개인의 한계와 개체로서의 능력을 아울러 장정하고， 이 양자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조 

정하는데 그 운영의 묘를 살린다. 이것이 실용주의의 사회철학이기도 한다. 

듀이는 근본적 자유주의를 주창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현대의 미국 차유주의가 추구하는 

중심목표라고 한다 80) 그는 개혁적 자유주의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에게 자유주의는 

끊임없는 자기교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실용주의의 탐구의 논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듀이는 미국외 전통으로서의 자유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져 나 

가지를 원하며 미국인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지적 

인 충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자유주 

의론의 전개에서 미국인틀에재 참 6삶의 철학’ 을 일러주는 것이다. 그에게 자유주의는 진 

보주의이며， 그는 20세기 전반의 미국진보주의확 철학자로 군립했었다.81) 

듀이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때로는 민주적 사회주의와 버교되기도 환다 82) 그의 6위대한 

공동체’론은 무엇보다 자본주의가 몰고온 쟁제공황을 극복하는 대안이었다. 그는 경쟁원리 

가 야기시키는 개인들의 원자화와 이에 따르는 파국을 차유주의의 전통 안에서 해소하려 

고 했으며， 그것이 사회주의에서 도움을 받아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듀이의 사회철학에서는 개인과 사회간의 대립이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가가 가장 기본 

적인 물음이 된다. 정부의 간섭에 대해서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개인들과 공동체에 책임 

을 지는 개인들 사이를 적절허 매개하는 자유주의 이론의 정립이 듀이의 과제이다. 정부가 

개인에게 적대자가 되어서도 안되고， 사회가 개체성을 말살하는 전체성이 되어서토 안되 

며， 공동체에로의 재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정책이 결쩡되고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질서를 

78) 같은 논문， p. 647. 

79) 위 와 같은 논문， p. 650. 

80) Conkin, 앞의 책， p. 396f. 
81) Ryan, A., lohn Dewey and the Hi[;h ηdeofAmιricall Liberali.\m, (New York: Norton, 1995), p. 36. 

82) Dolbeare, K. M., Directiolls in AmeriωnPo!iticaIThou[;ht， (New York: Wi!ey, 1969), p. 275; Westb∞k， 

R. B., lohn Dewey and Amεrican Democraty, (Ithaca: Come]] University Press, 1991). pp. 429-4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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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자유주왜가 듀이의 사회사상의 근간이다. 

자유주의적 가치들이 먼주잭회의 초석야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재해석되어야 하며， 듀 

이는 자신의 실용주의에 벼추어 자유주의 깨조틀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자유와 재체성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소유 지향적 개인주의확 이자와 동일시되면서 자유주의가 기득핸 

층의 보수적 이데올로기로 전락해 버환 역사적 상황에서 자유주의가 더 이상 자본주의 체 

쩨를 정당화활 수 있는 믿읍-의 근거를 제공활 수 없채 되면서 2 0 30년대의 머국사회에서 

는 사화주확 운동이 활발해 갔다. 듀이는 자유주의 전통에서 사회주의적 대안을 끌어내고， 

이렇채 합으로써 그는 며국을 자본주의의 위대한 이익사함에서 민주쩍 위대한 공동사회로 

재건하려했턴 젓이다‘ 

듀이양 실용주외는 사회재건의 철학이라고 하겠다. 그는 과학적 탐구가 탐구자들의 협력 

으로 이루어째는 것과 같이 만주주의 사화도 서만들외 의사쩔정에로의 공동참여로 그 목 

표에 이률 수 었다고 확산하변서， 시민들외 협동으로 사회는 점차로 개선된다고 한다. 그 

는 개량론자라고 하겠다 83) 듀이는 현대과학을 형성하는 탑구논리에 따라 면주주의가 성공 

활 수 었다고 본다. 개 량주의는 자유주의의 역사관이벼， 듀이는 사회 성원들팩 공동 노력 

으로 가존의 여건을 넘어서 사회가 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신념을 굳게 갖는다‘ 

그러나 듀이의 개량주의적 사회건설론은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일반적으로 초 

래한다. 우션 언급될 수 있는 바는 듀이의 과학적 방법이 정치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는 물음일 것이다. 자연과학의 연구 절차를 사회과학에서도 원용하는 실용주의 방법론을 

거부챔는 쪽에서 특히 멀즈는 퓨이의 사햄재컨설혼이 일종의 협동책 탐구를 기초로 집단 

행위를 통해 공동선을 달성활 수 있다는 테 극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행위가 본 

질적으로 권력투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84) 듀이의 실용주의는 제퍼슨적 놓촌 민주주의 

를 전제로 하며， 어것은 정치권력의 본성을 은펴}한다는 젓이다9 밀즈는 듀이의 자본주의 

벼판애 동의하자만 그획 점천론적 처방에는 반대환다. 듀이가 현대 사화액서의 경쩨적， 정 

치적 권팩왜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집단적 행동으로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듀이에게 있어서의 벼극적인 정치관과 인생관의 부재가 30년때획 진보적 지식인들 

의 실용주의해 혜한 관심을 잃게 했다고 말즈는 설명한다 85) 

사회를 권팩투쟁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사회적 협동도 정치과정에서 인정하려들지 않는 

멸즈에제 듀이의 창여민주주의는 단순한 이상에 지나치 않는다. 밀즈는 자유주의가 전제하 

는 인간이성론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인간의 정치적 활동은 실험실에서의 탐구도 아니고 

83) Dewey, ReconstructÉon in Phifos이'Phy， pp. 181-182 

84) Mills, C. W., SociofogyandPrugmat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pp. 391-425. 

85) Mills, Power, Pofilics and Peiψlι，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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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도 아니며， 소수의 엘리뜨충에 의한 조종으로 정치적획사가 결정될 따륨이라는 것이 

다. 사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밀고 가는 사랍들은 사만들이 아니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엘리뜨층이라는 것이디. 따라서 그는 미국정치에 대한 보다 현설적 분석의 훨요 

성을 역설한다 86) 빌즈가 듀이에채서 바라는 것은 자유와 평동의 。1쩡흉 내캘받샤도 불평 

둥과불의를 은폐하는 차본주의 체제의 심충부를 파해치고 협력의 비극적 속성을 인쩡하면 

서 사화의 재건을 도모하웹는 것일 것이다 87) 

이와 같은 비판에 대책샤 듀야외 변론도 여러 가자로 열거될 수 있을 젖야다. 그랴냐- 한 

가자 강조될 수 있는 것은 그의 먼주주의론혜 환계자 었다면 이것은 그의 도덕쩍 여양해 

지니는 한계를 의마할 것이다‘ 그는 미국의 역사에서 발전õß온 정치 사회쩨토와 아와 함꺼} 

자라 온 사회적 의식혜채 택어난 실용주의확 공풍체적 탐구논혀와 아에 따른 샤만들왜 적 

점적 점치 참여억 행해에 맞추핵 샤혈재건론을 혐성샤줬던 젓야다. 그는 제핵슨챔 한주주 

의의 선봉À}이며， 이것이 미국의 전통이라고 여기혁， 자신을 그 실천적 계숭자라고 지-부한 

다. 채퍼슨은 사람들에 대한 잎은 믿음을 진-작했으며， 여들이 때로는 우왕좌왕 혀않핵-포 

그들에게 길만 보여주면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했다껏8) 

제핵슨은 공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면을 길러 낼 수 있다고 했다. 교육이 먼주주획의 도구 

라는 것이다. 그가 구상했떤 꽁교육쩨도가 며국 민주주의댐 주요한 성취라고 하겠다. 파도 

버는 제퍼슨의 이러한 생각이 아직도 민주주의 발전혜 본질적이라고 핸다. 그려고 그는 그 

외 민주주의 철학이 듀이에계 큰 영향을 머쳤다고 한다 89) 제퍼슨은 사상의 자유를 외쳤었 

다. 그려고 그는 신앙의 자유도 주장했다。 그의 민주주왜 사상은 언간이 도험적 종채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의 도덕관은 교회와는 무관하다. 차독교의 자르청을 방자 않는 사합 

에도 도턱이 었다는 것이다. 도덕은 인간애 패재하고， 이웃얘 대한 샤-량이나 의무장율 자 

연이 심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90) 듀이는 연간이 종교와 관계없이 스스로 타인칸과의 양호 

관계를 통해서 도덕적인 존재효 성장한다고 한다. 제퍼손과 듀이는 교회에 의지하책 않고 

인간 자신이 그의 노력으로 도덕에 대한 믿음을 기르고， 또 이 믿음에 근거해서 먼주주외 

를 발전사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용주의가 고정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 그때 야기되는 문제들을 주어진 상황 

86) Mills, Thε PowerElitι，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87) West, 앞의 책， p. 128 참조. 

88) Westbr。얘， 앞의 책， pp. 454-456. 

89) Dewey, The Living η10μμhts oj‘ Thomaκ Jψεr.\'Im ， (Greenwich ’ Fawcett, 1950); Padover, S. K., Thε 

Meaning ojDemocraéy, (New York: Praeger) , p. 70. 

90) 윗 책， p.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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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이웃과 함께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며， 보다 나은 방법의 가능성에 열려 탐구하는 

태도는 바로 민주주의 삶의 태도 그 자체이다. 퍼스， 제임스 그리고 듀이는 그들의 탐구논 

리에 삶의 철학을 일치시킨 셈이다. 이와 같은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 실용주의를 특유한 

미국철학으로 만들기도 한다. 실용주의는 과학과 민주주의에 응답하는 사유의 논리를 세우 

는 철학으로서 미국 땅에 태어난 것이다 91)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은 경험주의적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실용 

주의의 생활철학이 미국 문화의 주요요소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 

고 사람들간의 평동 둥의 이념은 경험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자연법 사상에 속한다 

고 하지만， 실용주의자들은 그들의 과학론에서 민주주의 이념들의 타당성을 확립함으로써 

근셰이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해 온 과학문명에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잔을 매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관계에서 삶의 실천양식을 설명했던 것이다. 

과학은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기 위해 얻는 인식의 체계이다. 그 방법은 형이상과는 정반 

대이다. 사실과 구체성 그리고 행동에서 자연에 접근하는 절차이다. 그것은 독단과 폐쇄성 

을 배제하고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에서 미래를 전망한다. 민주주의는 이 과학적 방법에 따 

라운영될 때 비로소 번창할 수 있다. 실용주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도구이며， 

그것은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철학이 된다는 것이다. 

제임스에 의하변 인간의 모든 경험은 비록 유한할지라도 진리의 원천인 이것에서 그는 

자신의 사유와 행동의 지침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실용주의는 인간주의라고 한다 92) 실용주 

의는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념들은 모두 인간 

과 자연， 개인과 사회잔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형성된다. 제임스 

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인깐적 경험의 틀 안에서 정한다 93) 그의 인간주의는 개인의 자 

유와 권리 그리고 만인의 평둥이 이념의 타당성을 인간적 경험에서 정초한다. 그는 듀이처 

럼 시장경제가 길러 준 경쟁적 개인주의를 배격한다. 그는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를 바라면 

서도 경제영역에서는 오히려 사회주의적 균형을 주장한다 94) 

퍼스가 창시한 실용주의를 대중화한 제임스에게는 사실의 세계와 이념의 세계는 함께 

변하며， 그 관계는 상호적이고， 미국사회의 현실과 민주주의도 함께 발전한다. 그도 듀이처 

럼 개량주의를 믿으며，95) 인간은 보다 높은 도되적 단계를 거쳐갈 거라고 생각한다. 퍼스 

91) Westbr'∞k， 앞의 책， p. 149. 

92) ]ames, Pragmati.\m, p. 238. 
93) ]ames, “The Moral Philosopher and the Moral Life" , p. 84. 

94) Conkin, 앞의 책， p. 336. 

95) Jarnes, Pragmati‘m ,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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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듀이처럼 사회철학을 이론화하지 아니 했지만 그의 철학적 사유도 온전한 사회의 재건 

에 있었다‘ 그는 유기체적 공동사회의 공통 믿음을 통해서 개인의 탐욕， 경쟁적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기소외와 주관주의， 회의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6) 웨스트는 

퍼스의 과학적 탐구태도와 기독교선앙이 미국적 실용주의가 싹이 틀 수있는 토양을 일꿨 

다고 하며， 이 실용주의는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자본주의 미국의 이익사회에서 사랑의 공 

동체를 건설하려는 이론과 밑천이 되었다고 한다.97)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처음부터 안고 있는 문제는 로크의 소유권론과 선교도의 윤리가 

기독교의 사랑의 복음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였다. 이윤추구적 자본주의는 사회적 다 

원주의의 적자생존의 원리를 수용함으로써 경쟁적 개인주의를 정당화했으나 기독교적 도 

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해 왔다. 이와 같은 모순관계는 미국적 자유주의가 요늘에 와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98) 실용주의자들은 진화론을 

수용하지만 그들은 사회적 다원주의를 배격한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사적 

이익에 공동선을 우선시컨다 99) 

g 

전후 분석철학의 강세로 주춤했던 실용주의에 대한 관심은 근래에 다시 일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철학영역에서 분석적 방법이 빠져 들어간 막다른 골목길에서 출구를 젖던 차제 

에 동장한 로티 (Richard Rorty, 1931- )의 기여에 큰 힘을 입은 탓이라고 하겠다.100) 그간 

듀이 제자인 후크(1902-1992) 에 의한 계숭노력포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웅하 

는 로티의 탁월한 이론작업이 미국철학으로서의 실용주의를 재확인시킬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01년동안 영국 경험론， 독일 관념론， 프랑스 실존주의 둥이 미국학계에 유입되고， 

그 나름대로 학파형성에로 발전하기도 했다. 지난 60년대 말부터 서서히 일기 시작한 분석 

철학에 대한 회의는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놓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려 

를 찾게 했으며， 이들은 유럽철학에서 대안을 모색했었다. 이때 로티가 제시한 대안은 다 

름이 아니라 바로 실용주의이다， 그는 절대적 진려， 최종적 진리를 버리고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있는 실용주의가 철학적 사유의 방향을 다시 정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 

96) 윗 책， p. 259. 

97) West, 앞의 책， PP. 49-50. 

98) Diggins, Thε LO.l'I Sou! ofAmerican Politics, PP. 337, 341. 

99) Westbr，∞k， 앞의 책， PP. 80-81. 
100) Diggins, The Promise ofPragmutÎ.\m, p.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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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는 실용주외의 첫째가는 특정은 반본질주와라고 한다 101) 진라는 본질을 가지지도 

않으며， 진려는 실재에 일치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로티도 전통적 인식론을 거부한다. 그 

는 우리가 진리에 관해서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론이 아나라 실천이고， 사색 

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천명한다. 로티는 자신의 선대 실용주의자들과 갇이 공동체 안에서 

의 대화률 통한 탐구를 적절한 인식의 절차로 삼는다 102) 그는 우리획 이웃들과의 대화가 

우리의 유일한 지첨의 원천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로티는 실용주의의 탐구절차를 물려 

받는다. 그리고 그는 야것을 자신의 민주주의적 공동체론의 이론적 설명의 틀로 삼는다 103) 

전통척 인삭론은 우리의 지식과 삶 그리고 문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불변의 구조를 

찾는다。 어 구조가인식외 기반어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존채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로 

티는 이른바 반기반주의 (antifoundationalism) 의 가장 앞선 변론자가 되었다. 한혜 분석철학 

자틀과 현상학짜들은 인식， 과학 그리고 철학의 궁극적 가반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사실에 

있핵 이러한 주장은 데까르뜨 이래 철학이 견지해 온 가장 기본적인 재초이지만 로티는 

이것에 깊은 회의를 피력하면서 104) 듀이에게서 반기뺀주의적 전제를 발견한다 105) 

로티는 듀이의 부활을 통해서 미국철학으로서의 실용주의를 다서 확립하려 든다. 로티는 

인식의 기반부터 흔들어 놓음으로써 근세이래 흥융해온 이론 중심의 철학의 허구성을 드 

러낸다. 듀이는 정확한 표상으로서의 인식 개념의 폐기를 역설하면서 인식론적 회의론자에 

대한 데꺼-르뜨적 응답을 둘러싼 인식과 철학의 기반론의 부당함을 분명히 하고 또한 그는 

여기서 철학적 사유의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다 106) 

로티는 천통철학에서 지배적인 진리상응론， 표상론 그리고 션험척 주관개념에 공격을 가 

환다. 우리의 언어와 낱말 그리고 관념들은 이른바 객관적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주위 세계와 관계를 맺는데 쓰이는 도구들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래서 철학은 자연의 거울이 될 수 없다는 그의 외침이 나오채 된다. 

로티는 듀이가 철학이 인식론의 기반주의외- 어떻게 결별하는가를 올바르게 보여 주었다 

고 한다. 듀이 철학에 대한 그의 평가가 얼마나 적절한가는 여기서 논의될 수 없겠지만， 중 

요한 것온 그가 듀이를 유럽의 현대철학사조와 비교하면서 그의 현대적 의의를 명시한다 

101) Rorty, Richard, Consequences ofPragmatism,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 p. 162 

102) 윗 책， p. 165. 
103) Rorty, Contingenty, l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pp. 44-69; 

같은 저자， Phik시ophi，ωIPψcη，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vol. 1, pp. 175• 196. 
104) Rorty, Philos끼'}hy and rhe Minηr끼Naruκ，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pp. 155-164. 

105) 윗 책， p. 6. 
106) 윗 책， p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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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듀이는 버트겐슈타인과 허a여데개와 더불어 뺀해까-르뜨 확명을 아끌애 왔다는 

사실며다. 로탁해 따르면， 벼트챈슈타인， 하이에져 그택고 튜어늄 얄상적 ;생혐을 중사하고 

이론적이고 추양적 사고를 거부했으며， 애틀은 모두 철학야 사유하는 인간콰 떨어쩍서 잔 

리와 실채의 얀식해 이르는 질을 가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빼서 다 잠핵 반껴반주약자가 

된다는 것이다 107) 

그려나 여가서 -"'1 적되어야 할 점은 로태가 듀이를 포스트표더나줍과 연관차훈다는 것인 

데， 듀이는 로티와는 달리 과학에 가대릎 갤고 었으[백 실험쩍 빵법해 빽해서 우랴는 행동 

자청에 대한 적절환 판단을 대렬 수 있다고 믿는다. 터우자 듀아가 포스트묘랴다줍양 역샤 

환을 받아들얼 수 없다는 점아다‘ 푸코108)는 전보를 푸언하자얀 듀이블 펴스책- 해옆소왜함 

께 인간쩨계의 잔화릎 믿는다-‘ 그틀은 역사왜 전보틀 그틀확 촬학확 전차}로 양는다。 

로틱의 실용주억 부활책서댐 자 c책는 그획 정차철학열 첫야다@ 안석론해샤의 차뺀을 부언 

하는 로~는 인작을 해화양 서합쩍 실천왜 얼로 C다건다。109) 그는 양1삭댐 대화적 장당핵-를 

주장하며 110) 이것을 민주주의와 현철샤칸다. 인식론이 돼핵를 통한 협-힘를 공통빽 근저로 

간주한다는 것은 합확정치로 민주주왜가 운영되는 첫을 자핵칸다。 효태는 반주주확에 철학 

적 지반을 채공하는 것은 아다벼， 다반 며국인들이 강하채 애착하는 정차채도확 삶의 양장 

으로서의 번주주외를 철학책으로 설뺑한다 111) 로티는 마퓨의 문향 쩔통얘얘 인식과 삶9 이 

두 양삭의 연원을 밝힌다。 이젖은 실용주확가 미국획 문화랴는 것을 왜마한다。 

인식의 대화적 정당확는 주어진 문화쩍 맥략 안에서 이루어진다. 로타는 이를태면 쩌석 

사회학적 방볍에 의재확는 첫 강다. 달려 말한다면 그늄 역사주왜의 쩔채1혼쩍 t용볍얘꺼1 딴 

주주의가 머국사화에서는 당연지사-효 C녁잭친다는 것을 설뺑한다. 핵껴서외 문확적 팩뽑은 

문의 사유의 패러다암과 장은 것이며，ll2) 푸어친 공동체애서 댈리 통용되어 온 야 꽤라다 

임을 통해서 민주주확가 설뺑된다.113) 듀야는 깨인의 쟁혐은 그가 속하는 사화외 썽완으로 

획득한 문화의 액댐 언에샤 얼어난다고 한다. 철학자의 사유도 이 액탤에서 설정흰 조건들 

에 의해 규정된다. 철학사상도 문명왜 끊임없는 변천파외 연관에서 달라진다는 것어다 114) 

107) 윗 책， pp. 3-13. 

108) Foucault, Michel, Thε Ord，εrofThinR‘、， (New York: Vintage, 1973) 참조 

109) Rorty, 윗 책， pp. 171, 389. 

110) 윗 책， p. 170. 

111) Ryan, Alan, 앞의 책， p. 355; Rorty, “Priority of Democracy to Philosophy' , Philosophi，ι'al Papers, 

vol. 1, pp. 175-196. 

112) Kuhn, Thomas, The Structur.ι of' Scielllijic Rl!ì’o!urùm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이 참조. 

113) Rorty, Plzilo,l'ophy and rhe Mirror otNa!ure, pp. 344-345 참조. 

114) Randall, J. Herman, “Dewey’ sInterpretation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 Schi!pp와 Hahn편， 앞의 
책， p. 100; Dewey, Phi!o'\"oplzya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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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유기체로서의 언간과 그의 주위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양식이라면 그것은 

이 주어진 전체상황에서 얼어난다. 이 상황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경험의 장은 변한다. 

인식의 불변의 기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티는 이 점에서 듀이를 기반주의에 대 

한 맥 락주의 kontextualism) 로 특정 지 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로티는 미국문화의 맥락 안에서 민주주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건 

국이래 변화와 지속 가운데서 내려온 정치체제에 대한 지식과 그 안에서의 행동규범이 미 

국인들로 하여금 큰 갈둥과 대립 없이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쩌적이고 도덕적이 

며 정서적인 지평이 된다. 로티는 듀이를 이렇게 해서 해석학과 같은 현대철학과 동일한 

선상에 놓음으로서 그 현대적 의의를 확인시켜 준다. 그는 실용주의를 19세기말에서 20세 

기 전반까지 이어져 왔던 철학운동으로서가 아니라 퍼트남의 표현을 빌린다면 영속적인 

중요성을 지닌 사유양식으로서 115) 우리에게 제시한다. 

퍼스와 듀이가 현대 독일철학에 머친 영향은 적지 않다. 아펠의 의사소통적 윤리학116)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맑론117) 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실용주의에서 전개된 공동체 

를 통해 진행하는 탐구의 논리가 아펠과 하버마스가 근거로 하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상호 

의사소통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고， 인식론의 유아론적 울타리를 무 

너트리는데 큰 기여를 했었다. 이들은 실용주의 철학이 현대사회이론의 재구성에 큰 일조 

를 할 것으로 믿는다. 

115) Putnam, Hilary, Pragmati~m， (London: BJackwell, 1995) , p. XI. 
116) Apel, KarJ-Otto, Der Denkweg von Charles S. Peirce 참조. 

117) Habermas, J rgen, Erkenn l1lisund fnteresse, (Frankfurt: Suhrkamp, 1968) Theorie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 Suhrkamp, 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