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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Jürgen Habermas의 도덕적 관점 개념이 그의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의 구조 내에서 어떻게 규정

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Habermas는 그가 재개념화한 합리성, 곧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토대로 도덕성의 의미를 도덕적 문제사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담론활동의 맥락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도덕적 행위는 실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만을 고려

하는 실용적 행위,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행위주체의 자기이해를 토대로 한 윤리적 행위

와 구분된다. 실용적 행위가 목적합리성을 기준으로 한 사고를 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주어진 목적이나 가

치 자체의 의미를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비해 윤리적 행위는 이들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행위

의 기준을 보편성의 원리에서 찾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도덕적 행위와 구분된다. Habermas는 도덕적 행위

의 기준이 되는 실천적 합리성을 그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서 찾고 이를 토대로 도덕적 사고는 타인의 이해

관심을 자기의 것과 동일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요구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글은 Habermas의 담론윤리학의

핵심이 되는 도덕적 관점 개념에 의해 도덕성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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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이 글의 목적은 Jürgen Habermas의 보편주의적 도덕성 개념을 그의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

의 맥락에서 탐구하는 데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은 근대적 합리성에 대

한 Habermas의 관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의 대표적 철학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

을 이루는 이른바 의사소통적 행위(communicative action)와 그것의 규범적 준거로 작용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 개념을 통해서 Habermas는 Max Weber에서 본

격적으로 시작된 근대 서양사회의 계몽적 합리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재해석하고 합리성이

라는 이념이 원래 지향했던 비판을 통한 인간 인식의 해방이라는 주제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복구하고자 한다. Weber의 회의적 시각이 서양 근대의 합리성을 제도적 맥락에서 발전된 목적

합리성으로만 파악한 데서 비롯되었다면 Habermas는 Weber의 합리성에 대한 이러한 한정된

시각을 비판하고 합리성의 의미를 생활세계 내에서 일상인들이 행하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맥

락에서 재발견함으로써 그것이 여전히 지니고 있는 규범적 함의(含意)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

고자 한다. 말하자면, 계몽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근대성은 완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합리성은 포스트모던적 회의(懷疑)의 대상이 아니라 신근대적 해방의 소재로 여전히

이론적 탐구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Habermas에 있어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일차적으로 인지적 개념이다. 그러나 합리성의 의

미 전체를 인지적, 실증적 테두리 내에 묶어 두었던 Weber와 달리 Habermas는 합리성의 인지

적 특성을 행위의 규범적 기준과 밀접히 연관시키고자 한다. 의사소통적 행위는 과학적 지식

으로 이루어진 기술적(記述的) 세계만이 아니라, 실천적 지식으로 이루어진 규범적 세계와 자

기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행위 주체의 주관적 세계, 이 모두를 포괄하는 생활세계 전체를 그 대

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Habermas의 담론윤리학(談論倫理學)은 특히 규범적 세계에서 이루어지

는 개인과 개인 간의 의사소통적 행위를 그의 도덕적 관점 의 개념을 토대로 재구성하는 합

리적 도덕이론이다. 이 글은 합리성과 도덕성 간의 개념적 관련을 Habermas가 주장하는 도덕

성 개념, 곧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구조 속에서 규정되는 도덕적 관점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합리적 인간은 도덕적으로 행위하는가? 합리성을 갖추면 도덕성도 저절로 갖추게 되는가?

바꾸어 말해, 도덕성은 합리성과 무관하게 함양될 수 있는 것인가? 연구자가 보기에, 고전적인

관점에서 대체로 양자는 서로를 개념적으로 규제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다. Kant에 와서 그 관

계의 중요성은 최고점에 이르렀지만, 최근의 포스트모던적 이론들은 지나치게 인지주의적 흐

름으로 치우쳐 버린 근대적 이성을 비판하면서 그와 더불어 합리성에 비추어 정의되어오던 도



Jü rg e n Ha b e rm a s의 보편주의적 도덕성 개념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덕성의 의미를 그것과 결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합리성은 도덕성

을 함의한다 는 Robert Ennis의 주장에 대해 Nel Noddings가 보인 반응은 지극히 회의적이다

(Noddings, 1980). Noddings의 주장은,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도덕적이지는 않은 행위 혹

은 판단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첫째, 합리적인 행위는 필연적으로 도덕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합리적 이라

는 말에 함의된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합리적 이라는 말은

다양한 형태의 과학적 활동들이 지닌 성격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우리는 그러한 과

학적 활동들을 두고 반드시 도덕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도덕성이 행위 주체

의 실존적 삶의 조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과 달리, 합리성은 그러한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인간 삶으로부터 추상화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셋째,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은 도덕성

그 자체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추론과정이 한 행위의 도덕성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합리성과 도덕성 간의 관계에 관한 Ennis의 주장이 일면 다소 즉흥적인 면이 없잖아 있고

일면 너무 간략하게 제시된 감 또한 없지 않지만, 두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해 Noddings가 보인

것과 같은 회의적인 시각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관점인 듯하다. 그러나, 합리성이 필연적으로

도덕성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곧 도덕성은 합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

석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라고 해서 도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이지 않으

면 결코 도덕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도덕적 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행위 혹은

판단을 모종의 도덕적 기준을 근거로 정당화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합리성이

도덕성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은 합리성을 가정한다는 주장이 성공적으로 제기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은 어떻게 규정되며 여기에 합리성의 의미는 어떤 형태로 개재되는지의 문제

가 먼저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작업을 위해 아래에서는 우선 도덕성을 실천적 지식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James Wallace의 관점을 논의하고, 특히 그의 주장 내에서 합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며 그것과 Habermas의 도덕적 관점(the moral point of view) 개념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Habermas에 있어서 도덕성 개념은 어떤 점에서 보편주의적 관점의 맥락

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겠다.

Ⅱ.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도덕성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실제적 활동에 종사하며 이 활동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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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각각에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대체로 말해 이들 개별 실제활동들의 총체가

우리 삶의 전체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특수한 종류의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바둑을 두더라도 바둑이라는 게임에 특수한 지식을 갖

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할 때나 관객의 입장에서 음악작품이

나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본다면, 도덕적 활동 또한 그에 특

수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James Wallace가 그의 윤

리적 규준, 실제 사례들(Ethical Norms, Practical Cases) (Wallace, 1996)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

점이 바로 이 관점이다.

Wallace에 의하면 인간의 실제적 활동은 두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도덕적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여타의 다른 활동들, 예컨대 항해, 법률활동, 농사, 의술, 음악 등의 활동이다. 이들 활

동을 일컫는 이름들은 그것 그대로 각각의 활동이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일 수 있다. 그리하여, 후자의 활동들이 각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

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도덕적 활동 또한 그에 고유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

리켜 도덕성(morality) 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 두 범주의 실제적 활동과 각각의 활동을 수

행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이 서로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서로 어떤 점에서 상이

한가 하는 점은 Wallace가 규정하는 도덕성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도덕성과 여타의 실천적 지식은 양자가 모두 인류가 그들의 지력을 실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과정에서 축적해온 결과물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인간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형태의 실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욕구와 이해관심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들 지식을 창조

해 내었다는 것이다. 도덕성을 일종의 지식으로 보는 관점은, 따라서, 그것을 인류가 오랜 기

간을 거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학습의 결과

로 형성된 (Wallace, 1996, p . 9) 사회적, 지적 고안물(考案物)로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여

기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도덕성을 인간의 사회적, 지적 창조물로 본다고 해서 굳이

그것을 임의적(任意的)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의술이나 과학적 탐구활동,

농사짓는 일, 자유교육 등과 같은 여타의 다른 활동과 그들 각각에 해당하는 지식들 또한 도덕

성과 마찬가지 의미에서 인간의 창조물이지만 이들 활동들을 임의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

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도덕성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창조되고 발전된 것이지만 그

렇다고 해서 자의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도덕성은 그것이 관계하는 활동의 성격에 있어서 여타의 다른 지식들과 구

별된다. 도덕성이 의학이나 항해법, 음악 등과 동일한 의미에서 실천적 지식이라면 이들 다른

지식들 각각에 고유한 활동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도덕성 또한 그것이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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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덕성은 어떤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인가? Wallace에 따르면, 도덕성이라는 지식에는 의학, 항해법, 음악 등이 관장하는 활동

들과 동일한 의미에서 대응되는 특정한 활동영역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의학이 몸을 치료하는

활동을 관장하고 항해법이 바닷길을 찾아가는 활동을, 그리고 음악이 가령 작곡이나 기악이라

는 활동을 수행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도덕성이 관장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도덕성은 인간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일과 관

계된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것은 인간의 삶 그 자체를 관장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것이 의술이든, 항해술이든, 아니면 농사짓는 일이든, 인간의 삶 속에 포

괄되는 어떤 활동이든지 도덕성과 관련되지 않는 활동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덕성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도덕적 고려(考慮)의 근원

은 어디이며 그 필요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문제는 근본적으로 각기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

는 다수의 인간이 공간적으로는 동일한 집단 내에서 시간적으로는 동일한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들이 한데

모여 살지 않거나 혹은 한데 모여 살더라도 그들이 철저하게 개별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도덕

적인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말과 같다. 동일한 의미에서, 다수의 개인이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산다고 하면 여기에 도덕적 문제 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도덕적 고려의 필요성은 다수의 가치가 개입되는 상황에서 그들 다수의 가

치가 서로 갈등할 때, 그리고 그들 갈등하는 가치들 간에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발생한다

는 것이다.

Wallace의 용어로 표현하면, 도덕적 고려의 필요성은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는 상이한 실제

적 활동들로 이루어진 인간 삶의 복잡성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여러 가지 실천적 지식들 그 각각은 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

어서 그 자체 내에서 부조화의 문제를 유발할 여지는 비교적 적다. 혹은 개별 지식 내에서 부

조화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지식 자체의 구조적 문제이지 그것이 도덕적 문제로

간주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사회적 삶이라는 것은 개별 인간이 타인과 철저하게 고립된 상

태에서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각각의 목적과 가치를 추

구하고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만나며 이들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가치를 동시에 동일한 정도로 추구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명백히 우리는 어느 특정한 활동영역에서 그 활동영역이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그 방면에서의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서

로 다른 다수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고 이 과정에 발생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혹은

가치와 가치 간의 갈등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수해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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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고려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서 제기된다.

다양한 공동체 내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

으로, 합의라든가, 협동이라든가, 의견조정 같은 문제를 겪게 된다. 실천적 지식은 이와 같이 인간 삶

의 사회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다루어내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은

그것들이 발생하는 모양에서도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해결하는 모양에서 또한 각

양각색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삶으로 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다지 명백한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한 방법들을 도덕성이라는 용어로 명명한다.

(Wallace, 1996, p . 15)

서로 다른 실제적 행위노선들 간에 충돌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

을 수 있다. 첫째, 그들 상충하는 행위들 간의 관계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안내하는 일련의

통합적 원리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설정된 원리라는 것들은 애당초 인간 삶

의 모든 면들을 빠짐없이 포함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상적인 형태

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Wallace에 의하면, 도덕적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는 철학적 노력들 예컨대, 공리주의라든지 자연법 이론, 혹은 이와 비슷한 절대주의 이론들

의 공통적인 문제는 이들 노력들이,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되, 도덕적 문제는 실제 삶

의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

하는 일 또한 그러한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들 철학의 전통 내에서 도덕적 사고는 개별 행위자가 실지로 지니고 있는 도덕적 지식들의 이

면에 존재하는 절대적 행위원리들을 발견해 내는 일과 동일한 일로 간주되었으며, 여기에는 그

러한 과정을 통해서 명료화되고 체계화된 행위원리들은 삶의 모든 국면에서 발생하는 당위의 문

제들을 군더더기 없이 해결해 주며 또한 그들 원리들은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그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정되어 있다 (Wallace, 1996, p . 21).

둘째, 이와 달리, 도덕성의 문제를 구체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적 행위들 간의

갈등을 다루는 일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는 관점은 개별 행위자의 실제적 행위 혹은 관심은

결국에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충돌과 갈등의 상황을 대면하면

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Wallace는 이 관점을 이사야 베를린(Isaiah Berlin)의 용어를

빌어 다원주의(pluralism) 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도덕적 사고는 다수의 행위영

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복수(複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

데 겪게 되는 곤란을 해소하는 학습된 행위양식들과 연계되어 있다. 다원주의의 기본적 아이

디어는 인간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선(善)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고 그러나 그들 선은 결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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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 있다. 이 관점은 도덕성의 문제를, 우리가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선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일한 원리가 존재

한다고 상정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정의하는 플라톤적 관점과 정면

대비된다. 도덕성을 절대적, 추상적 원리와 관련지어 정의하려는 노력들, 곧 위에서 들었던 첫

번째 방식이 Wallace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른바 플라톤의 논제 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은

비교적 자명하다. 플라톤적 관점이 매력적인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플라톤적 관점에 저항

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은, 그것을 거부할 때 초래될지도 모를 모종의 비합리성에 대한 우리의

공포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allace의 주장에 의하면, 다원주의를 그런 종류의 윤

리적 상대주의, 혹은 플라톤이 민주주의자 들의 행동양식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 그런 변덕스

러움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다원주의에 의할 때 도덕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은 그 어떤

추상적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의 맥락에 따라 해답을

얻어 나가는 식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도덕성에 관한 Wallace의 논의에서 흥미로운 점은 도덕성의 문제는 특정한 형태의 추상적

원리를 구축하고 그것을 개별 실천상황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개입하

는 전문화된 활동들에 붙박여 있는 다양한 규준들을 동시에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각각의 규

준이 다른 규준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수정하고 조정해 나가는 일이라는 점을 그가

부각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도덕성은 일종의 지식이지만 그것 자체에 소속된 독립된 규준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맡은 일은 전문화된 활동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각각의 활동의 규준이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지니는 상대적 경중에 따라 조정하는 일이라는

점 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 봐야 할 사항들인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활동을 이와 같이 정의하는 일이 가능하고 또한 그 일이 성공하려면 각 활동분야의 전문가들

이 한데 모여서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의 규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

해 토론하고 그에 관해 쌍방 간에 이해를 추구하는 일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연구자가 보

기에 이 생각은 바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토대로 개념화된 Habermas의 도덕성 개념과 자연

스럽게 연결된다.

연구자의 의도는 Wallace의 도덕성 개념을 Habermas가 그의 도덕적 관점 을 논의하면서

제기한 일련의 주장들과 연결시키는 데 있다. 연구자가 보기에 양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연결될 수 있다. 첫째, Wallace의 도덕성 개념은 두 형태의 실천적 이성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간의 구분을 함의하고 있다. 실천적 이성, 곧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에 대

해 답을 구하는 노력 혹은 활동은 단순히 행위의 주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활동영역 내에서,

그 특정한 활동에 있어서의 탁월성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일을 가장 잘 수행해

내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 서로 다른 활동의 기준이 개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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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그 중에 어떤 기준이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연구자가 보기에 Wallace는 여기서 후자를 도덕적 사고와 관련짓고 있고, 이

는 Habermas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구분할 때 제기했던 문제의식과 거의 일치한다.

둘째, Wallace의 다원주의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그의 도덕적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서 타인의 이익을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Habermas의 보

편주의로 확장될 수 있다. 다원주의는 단순히 서로 다른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점만을 주장하는 이론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사고한다 는 말은 가치들간의 그러

한 차이와 불가양립성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며 그 상황에 개재되는 상이한

입장들 모두가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는 말이다. 아닌게 아니라 참가자

들의 개별 이해관심을 모두 고려하는 일은 Habermas의 보편주의의 기본적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보편주의는 다원주의를 가정하고 있으며 다원주의는 보편주의의 필요조건인

셈이다.

Ⅲ. 도덕적 관점의 개념

Wallace의 논의에서 포착할 수 있는 도덕성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도덕적 사고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물론 Wallace의 의도가 도덕성을 합리성을 토

대로 정의하는 데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 보면 도덕성과 합리성을 개념적으로 관

련지으려는 그 어떤 노력도 Wallace의 논의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전체 논의 속에 함의되어 있는 바는, 다른 실천적 사고들과 꼭 마찬가지로, 도덕적 사고는 고

도의 지적인 노력을 동반하며 이 점에서 그것은 실천적 합리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다는 점이다.1 도덕적 사고 혹은 행위가 실제적 상황에 있어서의 가장 올바른 행위

에 관한 질문과, 모종의 기준과 원리를 근거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당화하는 활동으로 이

루어지는 한, 그것은 합리적 행위의 범주에서 제외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점은 합리성은 우리의 실천적 사고활동에 여러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도덕

적 사고는 그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논의할 내용은 Habermas에 있어서

도덕적 사고는 어떻게 정의되며 그것과 여타의 실천적 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것이다.

Weber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분석된 목적합리성(purposive-rationality) 개념은 우리가 행위

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강력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내가 매일 타고 다니

는 자전거가 고장 났다거나, 혹은 내가 병을 얻었다거나, 혹은 신학기 강의의 교재를 구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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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얼마간의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자. 이들 경우에 내가 할 일은 현재 처한 상

황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 곧 각 경우에 있어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

단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각 상황에 있어서 목적은 이미 주어져 있고 합리성은 동원 가능한

수단들 중에 그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일에만 작용한

다. 합리적 선택을 요하는 다른 경우들도 있다. 예컨대, 올해 여름 휴가를 어디서 보내야 할지

를 선택하는 경우, 혹은 학교를 졸업한 후 예컨대 법률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가가 될 것

인지를 결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경우 나의 결정은 일차적으로 내 기호(嗜好)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 있어서, 곧 그것이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일이 되었

든 아니면 목표를 선정하는 일이 되었든 이들 경우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

실현하려는 가치가 이미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의 첫째 경우들에 있어서 나의 합리적 판

단은 이미 주어져 있는 고정된 목적에 비추어 수단을 선택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으며, 둘째 경

우들에 있어서는 현재 나의 기호(嗜好)에 비추어 목표를 사정(査定)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

합리성이 수단을 선택하거나 목표를 사정(査定)하는 일에 관한 것인 한, 그러한 활동들이 기준

으로 삼는 것, 곧 위의 경우 고정된 목적과 행위주체의 기호(嗜好)는 합리성의 영역 밖에 있다

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질병을 고치는

기술이거나, 돈을 획득하는 전략이거나, 혹은 휴가를 계획하거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행위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들 기술, 전략, 그리고 프로그램은 오직 목표가 이미 주어졌을 때, 곧

위의 경우 자전거를 수리하는 일, 질병을 치료하는 일, 돈을 버는 일, 휴가를 계획하는 일, 혹

은 직업을 선정하는 일 등이 이미 목표로 주어졌을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여기서 중

요한 사실 하나는 이들과 같은 경우에 요구되는 실천적 사고는 목적합리성의 지평 위에서 진

행되며 그 결론은 조건적 명령 의 형태로 진술된다는 점이다 (Habermas, 1993, p . 3). 다시 말

하면 이들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실천적 사고의 결과는 상대적 당위 의 진술로, 곧 만약 우리

가 이러저러한 가치나 목표를 실현하기를 원하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두번째 형태의 실천적 합리성의 필요성은 목적합리적 행위가 수행되는 데 필요조건이 되었

던 이미 주어진 가치 혹은 목표 그 자체가 문제시될 때 제기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잠시 언급

했듯이 목적합리성은 그것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가치 혹은 달성하려는 목적 그 자체에는 관여

하지 않기 때문이다. Habermas는 그와 같은 경우에 행위 주체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

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목적합리성의 지평을 벗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가령, Weber의 관료주

의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MacIntyre의 비판은 관료주의적 합리성이 실천적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그 범위는 지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판단주체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것은 정의주의적(情意主義的) 방향으로 행위를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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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이미 주어져 있는 목표의 성격에 비추어 그것을 달성하는 전

략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 주체의 보다 포괄적인 삶의 맥락 속

에서 그의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제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

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과 연계될 때 유의미하게 탐색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 실천적 합리

성이 발휘되는 사고의 과정은 이제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삶을 사는 주체가 스스로

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진행되게 된다.

합리적 사고를 행위자의 사회적 맥락과 통합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아리스토텔

레스의 윤리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Habermas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가치에 대한

판단은 좋은 삶 에 대한 임상적 질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 점에서 단지 가능한 것 혹은 편

리한 것만을 탐색하는 것이 아닌, 좋은 것 에 대한 추구를 그 본업으로 하는 실천적 이성은 윤

리학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윤리실천적(ethical-practical) 이성의 핵심은 그것이 행위 주체

의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있는데, 이러한 자기이해는 비단 주체가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기술하는가 하는 것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어떤 인

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까지 포함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주체가 자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자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 곧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장차 성취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 두 가지에 의해서 동시에 결정된다 (Habermas,

1993, p . 4). 그러므로, 실천적 이성에 의한 사고는 주체의 기술적(記述的) 자아를 확인하는 일

과 좋은 삶에 반영된 이상적(理想的) 자아를 발견하는 일, 양자를 동시에 포함한다. 그와 같은

실천적 사고를 통해 얻어진 결과 또한 일련의 규범적 명령의 형태로 진술되겠지만 이 진술들

은 첫 번째 관점에서와 달리 무조건적 형식을 취한다. 좋은 것 의 개념, 행복 의 개념은 다른

무엇에 비추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과

정을 통해서 도출된 당위 의 진술이 첫 번째 관점에서와 같이 이미 주어진 목표나 주관적 기

호(嗜好)에 의존하는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적 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들 당위의 진술에 근거를 제공하는 좋은 삶 혹은 최고선이라는 개념은 오직 자아의 의미,

그리고 그 자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토대로 했을 때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의

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관련을 맺고 있는 여

러 사안들을 감안할 때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이성을 통한 사고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주체의 행위

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미칠 영향과 그것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갈등을 고려하는

일을 포함하게 될 때 또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이 관점에서의 행위자는 그러한 갈등에 특별

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신을 포함한 다른 행위자들의 이익과 가치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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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도로 공평무사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해소할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Habermas는 한 사태

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가리켜 도덕

적 관점(the moral point of view) 이라고 명명한다. 도덕적 사고와 목적합리적 혹은 윤리적 사

고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그것은 후자의 관심이 일차적으로 행위 주체

에게 있다면 전자의 관심은 그것을 넘어서 있다는 점이다.

목적합리적 행위, 혹은 Habermas의 용어로 실용적(pragmatic) 행위는 자신의 기호(嗜好)와

현재의 목표를 행위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주체의 관점을 토대로 수행되는 행위이다. 따라

서 이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 문제라는 것들은 행위주체에게 포착되지조차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주체에게 자기의 것과 갈등을 빚고 있는 타인의 이해관심은 오직 자기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사업가가 자신의 불리한 재정상태를 은폐한

채 은행을 상대로 융자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자. 실용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상황에서 사업가

의 관심은 오직 은행을 속여서라도 융자를 받아내고자 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령 그

얘기를 전해들은 그의 친구가 은행을 속이는 일은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했다고

하자. Habermas에 의하면, 이 경우 친구가 제기한 질문은 현재 사업가가 지니고 있는 관점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제기된 질문이 된다. 은행을 속여서라도 융자를 받아내야겠다는 사업가

의 노력이 실용적 관점을 토대로 하고 있다면, 은행을 속이는 일은 융자를 받아낼 가능성에

관계없이 올바르지 못한 행위라는 문제의식은 도덕적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도덕적 관점인 이유는 여기서 은행을 속이는 사업가의 행위가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하

는 기준이 그 행위의 주체를 바꾸어 놓았을 때,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은행이 사업가를 속였다

고 가정했을 때 그 사업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하는, 일견 가장 기본적인

Kant적 보편주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도덕적 관점의 핵심은 나의 행위가

상대에게 초래할 피해를 그 행위가 나에게 가져다 줄 이익과 동일한 정도로 고려한다는 점에

있다.

윤리적 사고 또한 그 관심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에서는 실용적 사고와 차이가 없다. 윤리

적 사고는 주체가 지닌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관(目的觀)을 근거로 출발하며 이 때문에 타인의

이익과 그들의 삶의 역사는 오직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역사,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관

련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고유형에서 일차적인 관심은 나를 좋은

삶의 맥락 속에 위치 지우고 내 행위의 방향을 이 맥락에서부터 규정하는 일이 된다. 타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배려하고 그 갈등을 공평한 입장에서 처리해 나가는 일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타인의 이익과 그들의 삶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단지 나 자신의 정

체성과 삶의 역사의 이면에 배경으로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융자를 받아내기 위

해서 은행을 속이는 일이 용납될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이상적 자아



12 아시아교육연구 4 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 곧 내가 지니고 있는 텔로스(telos)로부터 도출된 내 인격의 테두리 내에서 그 행위가 좋은

행위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다시, 윤리적 질문은 도덕적 질문과 그 지향

하는 바가 같지 않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심의 대립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

인가 하는 것은 윤리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Kant의 윤리학을 접해 본 사람이라면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Habermas가 제안하고 있는

도덕적 관점의 뿌리는 Kant의 도덕이론에 있다. Habermas에 의하면, 도덕적 관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규칙, 곧 격률(maxim)을 타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양자가 서로 양립 가능한가

를 시험해 보는 일과 함께 시작된다. 여기서 Kant적 의미에서의 격률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

를 습관적으로 규제할 때 적용하는 다소간은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행위의 규칙

이다 (Habermas, 1993, pp . 6-7).

일반적으로 격률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과 장기적인 삶의 전망이 구체화되는 관행적 실제의

망(網) 속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구성한다. 그것은 일상적 삶의 흐름과 상호작용의 양상,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방식을 규제한다. (Habermas, 1993, p. 7)

위의 예를 다시 보면, 나로 하여금 융자를 얻어내기 위해서 은행을 속이게 하는 격률이 허

용될 수 없는 것은 첫째는, 그 행위는 나에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가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나의 이상적 모습과 모순되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부

당하기 때문에, 곧 그것은 이 상황에 개입하고 있는 쌍방 모두에게 선(善)이 될 수 없기 때문

이다. 상대방을 속이는 일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첫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현재 내가 처

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이며, 둘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동일한 격률을 상대

방이 자신의 격률로 삼아 나를 상대하는 일을 내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 질문은 여

기서의 둘째 관점과 관련된다. 즉, 도덕적 질문의 내용은 내가 행위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격

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행위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이는 Kant의

정언적 명령(categorical imperative) 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바이다. 행위의 지침으로서

의 격률은 오직 보편적 법칙으로 간주될 때에만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언적 명령에 의해 격률은 동일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따르려고 할 수 있을 때에라

야 비로소 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을 통해서 이른바 황금률(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 )은 자기중심적 특성을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행위의 격률이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만인이 원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상황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들의 관점에서 일반화될 수 있는 격률만이 일반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규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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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행위의 일반적 주체를 상정할 때에 비로소 도덕적 질문이 될 수 있다. 도덕적 명령은 정언적

이며 무조건적인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의 타당성은 일반인을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을 근거로 성립된다. 도덕적 명령이 갖는 강제력은 결코 행위 주체의 주관적 목표나 기호

(嗜好)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그의 성공적이고 좋은 삶의 개념과 관련하여 성립되는 그만의 절대적

목표 등과 같은 것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당위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이며 그 점에서 의무이기 때문이다. (Habermas, 1993, p . 8)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그 질문이 제기되는 문제상황을 어떻게 인

식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형태의 실천적 사고를 요한다. 문제가 사실적 상황에 관한 것일 때,

다시 말하면 주체의 관심이 오직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거나 실제적 목표를 사정(査定)하는 데에만 있을 경우, 그 질문은 목적합리성을

기준으로 한 추론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 형태의 실천적 이성이 지니는 한계는 예컨대

MacIntyre(1984) 등과 같은 철학자들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밝혀놓았다.2)
다른 한편으로, 문제

가 공동체적 삶의 맥락 속에서 확인된 행위 주체의 자기이해에 관한 것일 경우, 위의 질문은

행위 주체의 고유한 삶과 관련하여 파악된 좋은 행위와 자신의 사적(私的) 인생관의 실현 문제

를 묻는 윤리적-실존적 질문의 성격을 띠게 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 형태의 실천적

이성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형식화된, 고대 그리이스의 도시국가 시민들의 규범적 삶 속

에서 그 전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윤리적 실천이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 문제를

철저히 개인적 문제로 간주함으로써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도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근대사회에서의 개인은 더이상 자신의 행위를 기존에 지니고 있던 가치체계에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정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어떻게 하면

타인과 함께 잘 살 수 있는가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Cronin, 1993, p. xxiii)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상황에서 제기될 때 그에 상

응하는 실천적 이성의 작용, 곧 도덕적 추론 활동은 우리의 공존의 질서가 이해관심 간의 대립

에 의해 무너짐으로써 초래된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적법할 것인

지를 명백히 하는 일에 집중된다. 도덕적으로 사고함으로써 행위의 주체는 자기 자신의 필요

와 이익만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타인의 필요와 이익을 함께 고려한다. 도덕적 실천

이성은 행위자들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규범들을 정당화하고 적용하는 일에 주로

개입한다. 이러한 형태의 담론작업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규범에 따른 행위의 영역 내

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에 관해 참가자 모두로부터 합의점을 도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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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ermas의 담론윤리학(discourse ethics)은 바로 이와 같이 해석된 도덕성 개념을 뼈대로

하고 있다. 도덕적 관점 의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히 말해,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 자신의 이익과 동일한 정도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이해(利害)와

가치를 고려하고 그럼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평한 입장에서 처리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듯이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으로 형식화된

Kant의 보편성 원리에 이미 나타나 있다. 그의 담론윤리학에서 Habermas는 Kant의 도덕이론

을 그 밑바탕에서 지탱하고 있는 인지주의적, 보편주의적 토대를 재확인함으로써 자율성과 실

천이성의 개념을 재해석한다. 그러나 Habermas는 이 일을 Kant가 정언적 명령을 설명할 때

의존했던 형이상학적 가정들에 의존하지 않고 그 대신 보편성의 원리를 담론의 체계 내에서

재구성하는 일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

Ⅳ. Habermas에 있어서의 보편성의 원리

Kant에 있어서 보편성의 원리는 일종의 소극적 논증에서 출발한다. 즉, 그것은 경험적 동기

를 도덕적 행위의 토대로 삼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에게서 경험

적 동기를 제거하고 난 후, Kant의 도덕성은 주체로 하여금 오직 의무에 의해서만 행위를 수

행하도록 요구한다. 그리하여, Kant에 있어서 도덕적 반성작업은 내 행위의 격률을 다른 사람

들이 그들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있는가, 곧 내 행위의 격률이 보편적

법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Habermas도 Kant와 마찬가지

로 행위의 합리적 기준을 앞에서 논의한 합리적 선택 이라든가 좋은 삶에 관한 윤리적 조언

등을 토대로 추론하는 방식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에 있어서 도덕이론의 관심사는 일

차적으로,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심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편견 없이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

제와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정의로운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들로 구성된다. 가

치체계로 무장된 우주론의 소멸과 신성불가침적 세계의 해체는 나는 (혹은 우리는, 혹은 인간

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근대적 삶의 되돌릴 수 없는 다원주의 속

에서 찾도록 만들어 놓았다 (McCarthy, 1990, p . vii). 도덕성을 개인의 자율성과 정언적 명령

의 개념 위에 구축하는 일은 하나의 역사적 필연인 듯하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천되

어 가는 과정에서 종교와 형이상학적 세계관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합의된 규범체

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자율성을 지닌 개인이 도덕적 세계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Cronin, 1993, pp . xii-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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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Habermas가 채택한 보편성 혹은 보편화가능성(universalizability)3)의 원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Kant의 그것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Habermas의 담론윤리학은 Kant의 정언적

명령을 도덕적 논증의 절차로 대체해 놓았다. 이제 규범적 정당화의 작업은 합리적 과정을 통

해서 도출된 합의 의 관점에서 재규정되게 된다.

정언적 명령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내 행위의 격률이 보편적 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찾는 대신, 이제는 내 행위의

격률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의 보편성을 담화를 통해 시험할 수 있도록 내놓아야 한다. 강조점

이 개별 주체의 의도가 모순되지 않으면 일반적 법칙이 된다고 한 데서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어

야 보편적 규범으로 성립한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Habermas, 1990, p. 67)

이 점은 전통적으로 Kant의 형식주의 를 비판했던 관점들이 왜 Habermas의 보편성 원리에

는 적용될 수 없는지를 설명해 준다. Habermas의 보편성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보편성의 토대가 고립된 개인의 도덕의식으로부터 여러 개인이 모여서 대화를 수행하는 공동

체로 전이되었다는 점에 있다. Habermas에 의하면, Kant의 자율의지는 의사소통하는 개인들

간의 도덕적 관계로부터 특이한 형태로 추상화된 개념이다. Kant의 도덕적 유아론(唯我論)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모든 합리적 존재들의 사고과정을 사전에 일치시키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McCarthy, 1978, p . 326). Kant의 도덕이론에 나타난 인지주의적, 보

편주의적 주장들은 Habermas의 담론윤리학에서 대화의 개념을 토대로 재구성된다.

담론윤리학의 기본 아이디어가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지만 그것의 원형은 Charles Sanders Peirce의 이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Peirce에 의

하면, 과학적 진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 성취물들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심판하는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학적 탐구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학

적 진리의 발견에 앞서 모종의 규범적 의사결정 활동이 선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사결정 활

동은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자들의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과학적 탐구의 절차

그 자체가 과학적 탐구의 본질에 관한 모종의 규범적 가정들을 조건으로 하여 성립하며 이 규

범적 가정들은 과학적 탐구가 가능하기 위한 선험적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Peirce는 그

러한 조건들을 연구활동을 행하는 연구자의 직관에서 찾지 않고, Kant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이상적 공동체를 가정하고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합의한 바를

바탕으로 과학적 진리의 본질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Peirce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과학적 타당성의 본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적 합의가 지니는 규범적 특성을 그가 특

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논의의 초점을 대상 자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공

동체와 그 공동체 내에서 진행되는 담론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이동시켜 놓은 Pei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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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은 이후 윤리학에 관한 논의들의 본질을 바꾸어 놓는 결과로 이어졌다 (Rasmussen.

1990, pp . 58-59)

행위나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공동체적 맥락을 토대로 결정된다는 아이디어는 Habermas

담론윤리학의 한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특히 도덕적 판단은 사실에 바탕을 둔

다는 MacIntyre의 주장과 대조를 이룬다. 이 점에 관한 Habermas의 논의, 곧 도덕적 판단은

어떤 점에서 기술적(記述的) 진술과 다르고 왜 그러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한 논의는 그의

Discourse Ethics: Notes on a Program of Philosophical Justification 이라는 글의 초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Habermas, 1990, pp . 45-57).

P. F. Strawson의 윤리학적 사고에 대한 언어학적 현상학을 인용하면서 Habermas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도덕적 감정에도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죄책감이라든지

책임감 등과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도덕적 감정들은 결코 어떤 자의적이고 사적인

정서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죄책감이나 책임감 등의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항상 그러한

감정은 모종의 공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Strawson의 예를

활용하여 설명하자면,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느끼는 분노라든지 원한의 감정을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두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두 개

인 간의 관계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

게, 혹은 보다 엄밀히 말하면 행위자들 모두에게 타당한, 그 어떤 규범적 기대가 침해되었기 때문이

다. ... 피해를 입은 쪽의 힐책을 듣고 가해자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일은 비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뛰어 넘는 그 어떤 공적인 것, 곧 상호작용의 당사자 모두가 공

유하고 있는 일반화된 기대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에 따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다. 죄책감이라든지 책임감 등의 감정은 특정한 상황에 속한 특정한 개인 간에 경험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감정은 그들 구체적인 개인의 관심사에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개인에게 돌아오는 정서

적 반응이 어떤 일반화된 규범이나 기대를 침해하였던 것에 대한 공적 비난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

는다면 적어도 그에 한해서 그 정서적 반응은 도덕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심이라든지, 의지

라든지, 혹은 규범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들이 오직 일반적 타당성

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Habermas, 1990, pp. 48-49)

따라서, Strawson에 있어서, 행위를 도덕적 관점에서 정당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일상생활에서 진행되는 의사소통적 실제 속에 붙박혀 있

는 도덕적 감정의 망(網) 으로 집중시키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의 질문을 인간의 태도와

감정들로 구성된 그러한 그물망 혹은 일반적 구조 속에서 탐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Habermas는 이 점을 감정과 지각을 처리하는 우리의 일상적 방법에 대한 Stephen Tou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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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을 통해 발전시킨다. Toulmin에 의하면, 가령 어떻게 그럴 수가! 넌 그를 도와야 해,

그는 정말 날 힘들게 하는군, 그녀는 정말 일을 잘해, 등과 같은 정서적 표현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과 이 막대기는 휘어졌어 등과 같은 표현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 간에는 모종의

유사점이 존재한다. 누군가가 후자의 진술을 반박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는 그것이 진짜로 그

러하다는 점을 입증해 보이거나 혹은,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잘못 지각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설명하고 그 진술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다. 막대를 왜 휘어진 것으

로 지각했었던가에 대한 설명은 실지로는 곧은 막대를 휘어진 것으로 잘못 지각했던 문제상황

을 다소간 명료화해 줄 것이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도덕적 정당화는 문제가 된 행위에 대

해 양해를 구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거나, 혹은 부가적인 설명을 덧보탬으로써 그 행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 기능을 한다. 요컨대, 일상적 경험에 관한 오류를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일을

통해서 신념과 기대를 수정할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도덕적 비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위양식을 변경하고 판단양식을 교정할 수 있다 (Habermas, 1990, p . 51). 결론적으로 말하

면, 상이한 규범들 간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 또한 참 과 거짓 의 기준

에 따라 탐구될 수 있으며, 따라서 도덕성에도 객관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은 도덕

적 진술 또한 진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믿는 일과 같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 주장은 도덕적 판단 또한 사실적 진술이라는 MacIntyre의 주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맥락에서 도덕적 진리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

는 데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Habermas는, 규범적 진술이 참이거나 거짓인 것은 기술적(記述

的) 진술이 참이거나 거짓인 것과 의미상 동일하다는, 이를테면 G. E. Moore의 직관주의

(intuitionism)와 같은 관점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좋다 혹은 옳다 는 등의 표현은 노랗

다 혹은 하얗다 등과 같은 속성을 가리키는 술어와 비교될 것이 아니라 참이다 등과 같이

한 차원 높은 술어들과 비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Habermas에 의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거

짓말을 하는 것이 옳다 는 문장에서 ∼은 옳다 는 서술적 표현은 이 탁자는 노랗다 는 문장에

서 ∼은 노랗다 는 부분과 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한다. 두 서술적 표현의 논리적 역

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으나, 문제는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와 더

불어 도덕적 명령을 정당화하는 일은 어떤 점에서 독특한가 하는 데 있다.

일상생활에서 규범적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규범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그것에 대한 비판들

로부터 그것을 기꺼이 방어하려고 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형태로 제기되는 도덕적-실천적

질문에 관해 토론할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코 자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가정한

다. 우리들에게는 올바른 규범이나 명령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우리들 스스로 믿는다. 그러나 만약 규범적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들에 좁은 의미에서의 진리

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기술적(記述的) 문장들에 있어서와 동일한 의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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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과 거짓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덕적 진리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혹은 만약 그 표현에 이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대신 규범적 정

당성(normative rightness) 이라는 말을 쓰고 그 말의 의미를 기술적 문장에 있어서의 진리와 혼동

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Habermas, 1990, p . 56)

요컨대, Habermas는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거나 그르다 는 판단을 경험적으로(empirically)

참이라거나 거짓이다 는 판단과 동일한 종류로 간주하는 견해에 반대한다. 도덕적 판단의 과정

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경험적 증명을 요하는 주장들과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정한

도덕적 판단이 옳은가 혹은 그른가를 묻는 일은 그 판단 과정에서 제기된 독특한 형태의 타

당성 주장 을 확인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며, 그러나 이 일에도 또한 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유를 토대로 한 합리적 비판의 과정이 적용된다. Habermas가 그의 담론윤리학에서 의도했

던 바는 규범적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 어떤 점에서 합리적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지, 곧 규

범적 정당성에 대한 주장은 어떤 점에서, 공적인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담론의 장 내에서, 담

론의 주체들이 각기 제기하는 주장과 반론이 서로가 인정하는 근거들을 토대로 경합하는 가운

데 합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이는 데 있었다 (Cronin, 1993, p . xvi).

Habermas에 있어서 올바름과 그름을 구분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인지적인 과정이다. 특정한

규범이 한 공동체 내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규범의 타당성 자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Habermas에 의하면, 인지주의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윤리학 이론들은 모두가

Kant의 정언 명령의 개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Habermas, 1990, p . 53). 비록 그의 일차적

인 관심은 보편적 명령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지 하는 점에 있었지

만, Habermas의 논의 또한 이 원리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Habermas의 주장의 요점은 도덕적 규범이 절대적, 보편적 당위 의 진술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보편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규범적 진술의

문법적 형식만으로는 타당성을 지닌 도덕적 명령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이는 전혀 도덕적

이지 않은 명령들도 그 문법적 형식만 본다면 충분히 보편적인 형태로 진술될 수 있기 때문이

다. Kant의 보편성의 원리를 보완하려면 해당되는 도덕적 명령에 의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구성원 모두의 이해(利害)와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개인이 특정한 규범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규범을 따랐을 때 발생하게 될 결

과와 부수적인 영향을 고려한 후에 자신도 그것을 채택할 것인가, 혹은 동일한 입장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규범을 채택할 것인가를 시험해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Habermas, 1990,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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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규범이든지 그것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된 보편화

가능성 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곧,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만족시키

려는 의도에서 그것을 준수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될 결과와 그 부작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

야만 한다 는 것이다 (Habermas, 1990, p . 65). 규범은 오직 일반적인, 혹은 일반화가 가능한

이익에 상응할 때에만 올바른 것이 될 수 있다. 이제, 담론을 수행할 때 우리가 가정하는 바를

고려하면 위의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약간 단순한 형태로 진술될 수 있다. 곧,

어떤 사람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타인의 주장을 비판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오직 공통된 이해(利害)를 규제할 수 있는 규범만이 타당성을 부여받

을 수 있다.

보편성의 원리는 특정한 상황에 처한 구성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실천적 논증의 절차적 원리를 제공한다. 그것은 비록 그 어떤 특정한 형

태의 규범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한 규범들이 만족시켜야 할 조건을 지정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한 실천적 담론의 구조에 의해 구성원 각자는 제안

된 규범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자신 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점까지 고려하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Ⅴ. 결론

Habermas는 규범적 세계 규범과 행위의 규칙으로 이루어진 세계 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

통적 행위를 실천적 담론 이라고 칭하고 있다. 실천적 담론은 대화에 참여하고 구성원들이 서

로 간에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바의 타당성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토대로, 혹은 Habermas

의 용어로 도덕적 관점 을 토대로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점을 추구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

을 가리킨다. 연구자는 이 글의 초두에서 도덕성을 하나의 실천적 지식으로 설명하는 James

Wallace의 관점을 논의하고 그것을 Habermas의 도덕성 개념과 관련짓고자 했다. 양자 간의

관련이 함의하는 바는 도덕성 또한 다른 형태의 실천적 지식들과 마찬가지 시각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도덕적 행위는 일종의 의사소통적 행위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고 또 그

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학교에서 도덕성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또한

다른 여타의 교과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

하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도덕교육을 하는 동안 따라야 할 기본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Habermas가 Lawrence Kohlberg의 도덕성에 대한 인지론적 접근에 공감하는 것도 이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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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해될 수 있다.4)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도덕적 관점 을 실천적 이성의 유일한 형태로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실천적 판

단 활동에 개입하고 있으며, 도덕적 관점 에서 설명하는 바대로 판단을 수행하는 일은 그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또한 실용적 사고와

윤리적 추론의 과정을 통해 탐색될 수 있으며 이 후자의 실천적 추론 행위를 무시하거나 학교

교과과정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 요컨대, 이들 세 가지 실천적 질문 모두를 그 중 어느 한

형태의 질문으로 환원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공리주

의와 마찬가지 의미에서 도덕교육에 관한 한정된 관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연구자가 보기에, 오늘날 적지 않은 교육철학자들이 합리성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유 중에 하나는 합리성이 인간의 정서적 측면과 그리 친숙하지 못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아닌게아니라 합리성은 전통적으로 감정이나 정서와 별개의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많

은 경우 그러한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철학적 노력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규정되어

왔으며, 이 이유 때문에 교육적 맥락 속에서의 정서적 요소의 가치와 중요성이라는 주제들을

그 논의 속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규범적 측면을 논의 대

상으로 삼았던 본 연구 또한, 현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전통적 개념

으로서의 합리성이 안고 있던 인간의 정서적 요소와의 불편한 관계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가, 아니면 그것은 달리 이 문제에 대한 모종의 대안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 분명한 것

은 Habermas는 인간 마음의 정서적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는, 심미적 요소들이 생활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적 논의 속에서 이들 정서적 요

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한 가지 가능한 접근법은 그것들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 담론의 영역

안으로 들여오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도덕적 관점 개념의 토대가 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Max Weber

로부터 시작하여 프랑크푸르트 비판이론, 실존주의 철학, 그리고 현대의 포스터모더니즘에 이

르기까지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계몽적 합리성에 대한 회의적 관점들을 충분히 수용하되 또한

그것들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된 하나의 대안적 개념이다. Habermas에 있

어서 계몽적 합리성의 이념은 그 의미와 가능성이 이미 소진되어 단지 그 일부분만이 응결된

채로 남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아직은 완결을 보지 못한 미완성의 과업이며 그

점에서 여전히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잠재성과 가능성의 이념인 것이다. 연구자가 본 연

구에서 다룬 내용은 바로 그러한, 여전히 가능성을 잉태한 채로 남아 있는 합리성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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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ermas의 도덕적 관점 의 개념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Habermas의 도

덕적 관점 은 도덕성의 개념을 현대 사회의 특징적 요소로 드러나고 있는 다원적 가치의 세계

내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실천적 상호관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로 해석하고 있

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윤리학 이론들에서 볼 수 없었던 관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후주

1) Ethical Norms, Practical Cases 2장의 말미에서 Wallace는 합리성과 도덕성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비록 합리성의 기준도 도덕성의 그것과 같이 여러 다양한 실제적 영역들에 적

용되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과학적 탐구활동에 주로 관련된다.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합

리성에 대한 이와 같은 Wallace의 태도는 합리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

기 힘든 해석방식이다.

2) 예를 들어, MacIntyre(1984)는 그의 After Virtue 초두에서 계몽 이후 근대윤리학의 한 흐름을 이른바 정의

주의(情意主義, emotivism)로 명명하고, Max Weber에 의해서 체계화된 관료주의적 합리성을 정의주의적

한계와 연결지어 비판하고 있다.

3) Habermas에 있어서 보편성 개념은, 의미상 universality보다는 universalizability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할 것

이다. 다만 그것을 보편성 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것을 일일이 보편화가능성 이라고 번역하는 데 따르는 어

색함 때문이다.

4) Lawrence Kohlberg의 도덕성 이론과 Habermas의 도덕이론 간의 유사성은 특히 Habermas의 Justification

and Application 중에 Lawrence Kohlberg and Neo-Aristotelianism"이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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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Jürgen Habermas's Notion of
Moral Point of View

Ha n, G ic he o l*2)

Pessimism draws the contour of today' s theoretical views concerning the attempts to

situate the issues of morality in the discourse of rationality . In many cases the pessimistic

critique of the notion of rationality is directed to the instrumental limit ofthe notion of the

Enlightenment rationality which in my view resulted from limited interpretations of the

modernist form of rationality. In this essay I investigate Jürgen Habermas's notion of the

moral point of view in the context of his theory of communicative rationality. My concern

is basically to illuminate the comprehensiveness of Habermas's reinterpretation of rationality

and his theoretical efforts to develop it to be a normative concept that can be the basis of a

moral theory. The notion of the moral point of view construed by Habermas in his discourse

ethics is distinguished from other forms of practical considerations pragmatic and ethical

considerations in that it is based upon a universalism by suggesting the moral agent to

consider other people' s interests and values and negotiate with them to perform his or her

action. This view is originally developed by Kant as the notion of the categorical imperative,

but Habermas supplements the Kantian notion of universalism by putting it in the broad

context of the moral agents' communicative practice. While the universal basis is made by Kant

in the consciousness of each moral agent and for this reason the issue of how it is possible is

not well explained, Habermas's notion of universalism is one that is established by the very

communicating activities of the moral agents that proceeds by their rational considerations.

Key Words: the moral point of view, communicative rationality, practical rationality,

morality, discourse ethics, pl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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