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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과 人道性
―科學的 人道主義를 바탕으로―*

尊嚴性을 尊重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을 構成한다는 것이다
― F.J. Wetz

1)

沈   憲   燮**

Ⅰ.

지난 2000년 7월과 8월 여름방학 두달 동안 우리 법과대학의 배려로 독일 

Konstanz대학에 연수차 머물 기회를 가졌다. 그 때 놀랍게도 철학 및 법학 양 분

야에서 학위를 하고 지금은 동대학 법과대학에서 법철학과 형법을 강의하고 있는 

Eric Hilgendorf 교수를 방문하 는데 그는 기념으로 자신이 편집한 科學的 人道
主義 라는 책을 주었다.1) 이 책이 출간된 것은 알고 갔지만 선물로 받고 보니 매

우 고마웠던 것은 물론이려니와 필자의 학문적 지평의 확장과 다짐에도 큰 뜻이 

있어 의미가 컸다. 이 책은 여러 초기의 論理經驗主義 철학자들의 흔치 않는 道德 
및 法의 철학에 관련된 들을 모은 책이다. 책명인 ‘科學的 人道主義’ (scientific 

humanism)는 유명한 철학자 R. Carnap이 자기의 도덕철학적 근본입장을 가리켜 

한 말이다. Carnap은 ‘科學的 世界觀’의 수립을 다짐하며 유명한 철학자 M. 

Schlick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 오스트리아 비인(Wien) 대학에서 형성되어 ‘論理
的 經驗主義(또는 實證主義)’의 터전을 닦았던 이른바 Wiener Kreis(Vienna 

Circle, 비인學團)의 한 핵심인물이다. 따라서 과학적 인도주의라는 말은 이 嚴正

* 이번 호는 과분하게도 필자의 停年退任記念號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조그마

한 에세이를 법학연구소와 여기에 실린 들을 힘들게 집필하신 여러 교수님들께 충심

으로 감사하면서 바치는 바입니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E. Hilgendorf(hrsg), Wissenschaftlicher Humanismus, Texte zur Moral - und 

Rechtsphilosophie des frühen logischen Empirismus, Freiburg, Berlin, Münche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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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학파의 도덕철학적 세계관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비록 체계적으

로 서술되지 않은 단순한 도덕철학적 의견이지만 지금도 각 분야에서 人道主義의 
관념을 現代的으로 이해하고 또 다지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Hilgendorf 교수도 같은 뜻에서 책의 이름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여기서는 이 책

의 여러 들을 내용적으로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며 단지 법과 관련해서 ‘과학적 

인도주의’의 의미를 조금 음미해 보고자 한다. 말하자면 이 책은 이 의 화두를 

제공한 셈이다. 

Ⅱ.

사람들은 인도주의를 순수한 哲學的, 形而上學的 思想으로나, 문학과 예술의 理
想的 운동으로나, 나아가 인간의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꽃피워 지는 宗敎的인 숭고
한 博愛정신의 표출로 늘 높여서만 이야기했다. 우리는 사실 법과 법질서의 근본

원리를 두고 法治主義, 民主主義, 自由主義, 社會主義, 그리고 그 여러 折衷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 원리로 직접 인도주의를 말하는 이는 드물며 꺼린다. 우리는 

또 법의 이념과 목적을 두고 平和와 安定, 自由와 平等, 正義와 公共福利 또는 共
同善, 나아가 合目的性, 正當性 등을 꼭 열거하지만 人道性을 그것들과 나란히, 또

는 그 이상의 원리로 거명하는 일은 흔치 않으며 또 언급해도 기껏해야 뒷전으로 

놓는다. 

현대 법철학에서 법이념에 관해 논하자면 Radbruch를 언급하지 않는 이 없다. 

사실 그이만큼 법을 법이념과 관련시켜 꼭 논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도 드물다. 그

런데 그에게도 전면에 나타난 법이념들은 잘 알 듯이 正義, 合目的性, 法的 安定
性이었으며, 이들 사이의 강한 긴장, 심지어 二律背反까지 지적하면서 이들의 콘
도미니엄을 주장하기에 이르지만 이들을 아우르는 더 높은 원리를 제시하지는 않

았다. 이러한 그의 법철학적 근본태도를 규정지은 것은 바로 “가치판단이란 認識
되는 것이 아니라 告白될 수 있을 뿐”이라는 그의 철저한 價値相對主義인 것은 
물론이다.2)

그러나 Radbruch의 그늘에 가려 안타깝게도 주목받지 못한 같은 시대의 법철

학자 M. E. Mayer는 달랐으며 그 점 우리는 크게 주목해야 한다. 그도 물론 가

치상대주의자이지만 좀 생각이 달랐다. 그는 첫째 가치란 진리문제처럼 인식, 증

2) 라드브루흐의 법이념론에 관해서는 G. Radbruch, Rechtsphilosophie, R. Dreier/S. L. 

Paulson 공편, Heidelberg 1999, 13면 이하, 54면 이하, 73면 이하. 崔鍾庫 역, 法哲學, 

三英社, 36면 이하, 85면, 10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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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正當性은 터득, 확인되는 것이며, 둘째 가치가 상대적인 

것은 주관적 인격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文化狀態에 의거하기 때문인데, 文化價
値란 상대적이지만 순전히 주관적이지 않은 실질적 정당성과 결부되어 있으며, 셋

째 정당성이란 ‘程度’(‘差等’)의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Radbruch의 가치관을 ‘懷疑的 相對主義’라 칭하고 이에 대비해서 자기의 그것은 

‘批判的 相對主義’라 불 다. 

그는 이러한 비판적 상대주의에서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 정당성의 

관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화가치들을 서열지우고 그 가장 높은 정도의 

정당성을 지닌 문화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과제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문화가치들은 아주 상대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상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열될 수 

있으나 ‘인간사회’의 문화가치라면 그 최궁극적이고 변함없는 가치는 바로 人間性
의 문화가치, 즉 인도성(Humanität)의 이념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人道性
의 가치에 이르면 문화가치도 相對的 效力을 넘어 ‘超相對的 效力’을 지닌다고 했

다. 그런데 법이 하나의 文化現象인 것은 자명할진데 이 地上的 사상이 도달할 수 
있는 최후적인 가치인 人道性에서 ‘法의 理念(Idee des Rechts)도 인식된다고 그

는 결론지웠다.3)

Ⅲ.

法理念으로서의 人道性! 이 지나치게 멀리 겨냥한 듯한 주장은 M. E. Mayer에

서 과연 어떤 구체적 의미를 지녔던가? 이를 알자면 우선 그에게서 理念(Idee)이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에 있어서 이념은 槪念(Begriff), 目的
(Zweck), 理想(Ideal)과 대비되어서 파악된 것이다. 우선 한 현상의 ‘槪念’은 素材
로부터 경험적으로 ‘형성’되지만 그 ‘理念’은 그것을 향하여 ‘평가’하는 규준 내지 

원리 다. 이러한 평가적인 규범적 규준으로는 ‘目的’도 들 수 있다. 그러면 목적

은 이념과 동일한 것인가. 그런데 목적은 정당한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이념은 그렇지 않다. 즉 이념은 순 價値原理 다. 또 목적은 實踐
的 원리 다. 말하자면 목적은 달성 또는 회피하려는 목표로 생각되어 意志(意慾)

과 결부되었다. 그러나 이념은 달성되는 것이 그 본질은 아니다. 더욱이 이념이 

회피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념은 순수한 의미에서 規準 
내지 尺度 다. 그리고 이런 이념이 목적과 一體가 되어 질 때 실천적 실현 의지

3) M. E, Mayer, Rechtsphilosophie, 제2판, Berlin 1926, 63-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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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부되어 지는데 이것이 ‘理想’이었다. 이 이상은 말하자면 ‘정당한 목적’이며, 

실천적인 동시에 윤리적인 원리 다. 그래서 이상은 실현되어야 한다는 公準 밑에 
놓 다.4)

이와 같은 이념, 개념, 목적, 이상의 차이 있는 설명이 전제되어 理念 그리고 法
理念의 개념이 규정되었다. 즉 “이념들이란 하나의 質料(素材)를 하나의 價値, 특

히 하나의 최고의, 즉 최후적 綜合을 나타내는 가치에 관련지우는 思想들이다. 법

의 이념이란 더 이상 도출 불가능한 법의 價値와 그것을 통해 모든 법질서의 
원한 의미가 확고히 잡혀져야만 하는 사상이다”라고 규정되었다.5) 말하자면 이념

이나 법이념은 하나의 思想으로서 素材와 분리되지만, 그것을 최고가치와 관련지

우는 사상으로서 그것은 궁극적인 ‘綜合原理(Synthesisprinzip)’ 던 것이다.6)

그러면 이러한 법의 이념, 법의 최후적 종합원리로서의 ‘人道性’은 또 어떻게 파

악되었던가. 그에 있어서 인도성은 ‘國家’사회도 ‘民族’사회도 넘어서 생각해야 하

는 ‘人間’사회에서의 人間性의 문화가치 다. 인간이 어떤 제약 밑에 사는 것이 아

니라 아무런 제약 없이 그저 인간이 사는 사회의 문화(가치)가 인도성이었다. 그

래서 인도성의 본질은 모든 인간을 인간으로 승인하며, 기존하는 일체의 소속은 

도외시하고 인간사회에의 소속이라는 최후적이고 필연적인 소속만을 남겨 두는데 

있었다. 이런 인간사회의 문화에는 사람이 어떤 국가, 어떤 종교, 어떤 민족에 속

하는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으며 심지어 敵이라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가 인

간이면 모두인 것이었다. 이를 독일 최고의 人道主義 文學家 Lessing처럼 “기독교
인과 유태인은 인간이기 이전에 기독교인이고 유태인인가요? 아! 인간인 것으로 

족한 사람을 당신에게서 하나 더 발견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라는 Nathan의 말

로 표현했다.7) 좀더 부연해서 그는 “그 본질은 모든 인간을 사상적으로 모든 역

사적인 사회적 자리매김에서 해방시키고 오직 인간사회에의 소속만을 승인하는데, 

달리 말해서 모든 사회적 생존체의 현존을 규정지우는 여러 制約에는 ‘아무런’ 의

미도 부여하지 않고 人格의 尊嚴性에는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다. 인도성은 

‘인간 자체’를 가르치고 요청한다”라고 했다.8)

그는 이렇게 이해된 인도성은 法理念이지 결코 法理想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 그것은 인도성이 이상처럼 ‘充足의 공준’ 밑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도성은 綜合原理와 評價原理이지 행동을 유발시키는 動機는 
4) M. E. Mayer, 위의 책, 63-65면 참조.

5) M. E. Mayer, 같은 책, 64면.

6) M. E. Mayer, 같은 책, 63면.

7) M. E. Mayer, 같은 책, 28-31면 참조. 우리 번역으로는 G.E. 레씽 지음/운도중 옮김, 

현자 나탄, 창작과 비평사, 1994, 64면.

8) M. E. Mayer, 같은 책, 87-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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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美의 이념은 아직 어떠한 예술가도 고취하지 못했으며, 

오직 살아있는 충만된 美만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렇게 작용하는 경

우 그것은 예술가에게 하나의 이상이다. 마찬가지로 人道性은 立法의 이상으로나 
심지어 소송상의 판결을 위한 안내자로 파악될 수 없다. 이런 작용은 오직 法理想
에서만 기대될 수 있으며, 그런 법이상은 항상 살아 있으며, 따라서 문화적 제약

하에 있다”라고 했다.9) 그러나 인도성은 倫理的 의욕에 대해서는 목표로서 요청될 
수 있고, 따라서 ‘倫理의 理想’은 될 수 있다고 그는 확언했다.10)

Ⅳ.

M.E. Mayer가 제창한 批判的 相對主義와 그것에 입각한 超人格主義的(trans- 

personalistisch)으로만 파악된 人道性의 법이념은 그 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反
人道的 나치국가의 법사고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도 참으로 값진 것이었지만 문제
는 인도성이 과연 ‘법이념’으로만 멀리 있어야 했던가 다. 법이념을 순전히 플라

톤적으로 하나의 ‘본’, 하나의 ‘卽自的 本質’로만 보려는 것은 타당치 않는 것 같

다. 그에게도 법이념은 價値원리 다. 무릇 가치란 강한 ‘欲求’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있어야 함’, 즉 그 실현을 위한 의지에의 요청을 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

청에는 차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념을 실현에의 요청과 완전히 떼어

놓고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점 善도, 美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념

은 理想과 같은 뜻으로, 즉 理念과 目的의 統一體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다.11) 말하자면 이념이란 ‘目的價値’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념은 評價원리
이기도 하고 (可能的) 構成(實踐)원리이기도 한 것이다.12) 말하자면 법이념은 법

이상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人道性은 法理想이라고도 하겠다. 

이를 확인시킨 이는 바로 만년의 Radbruch 다. 그는 위에서 지적했지만 人道
性을 법이념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런 그가 懷疑的 相對主義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성의 개념이 앞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오로지 公共福利에만 봉사
하고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이익에 맞설 어떤 자격도 인정치 않는 질서는 

어쨌든 법이라 일컬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더니13), 만년에는 人權을 완전히 
9) M. E. Mayer, 같은 책, 89면.

10) M. E. Mayer, 같은 책, 91면.

11) 이 점 특히 H. Rickert, System der Philosophie,Ⅰ, Tübingen 1921, 158면.

12) 이 점 G. Radbruch, 앞(주 2)의 책, 12면.

13) G. Radbruch, Der Zweck im Recht(1937/1938), Der Mensch im Recht, Göttingen 

1957,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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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不正當한 법이라는 결론에 이르 던 것은 유명하다.14) 

그래서 그는 “民族에 有益한 것이 법이다”, “公益은 私益에 앞선다”, “너는 아무것

도 아니고 民族이 전부이다”라는 人道性과 人權을 부정한 나치즘의 3대 구호를 
비난하고, 人道性의 이념이 人權속에서, 反人道的 犯罪의 처벌에서, 나아가 敎育刑
思想에서 실현을 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法槪念’(Rechtsbegriff)으로서의 인도성을 

승인하기에 이르 다.15)

Ⅴ.

이에 인도성은 법이념, 아니 법이상, 나아가 법개념으로 굳게 자리잡힌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그 개념은 위에서 M. E. Mayer가 대강은 지적해 주었지만 아직

도 현란만 한 것이 아닌가.

이 개념은 사실 Radbruch가 지적했듯이 장한(자랑스런) 역사를 지녔다. 인도성

은 일찍이 인간을 만물의 중심과 척도로 보려는 孔子나 Protagoras의 人本思想에
서 비롯되었다. 특히 공자를 비롯한 儒家에서는 이를 사람다움을 뜻하는 ‘仁’을 생

각(思)과 배움(學)으로 터득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로 여겼다.16) 서양에서 인도성 이념의 본격적인 발원지인 스토

아, 특히 키케로에서도 비슷하게 인간만이 지닌 理性과 意思自由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精神的 및 倫理的 형성을 뜻했다.17) 이와 함께 인간은 다른 생존체와 구별

되는 존엄과 의무를 지니는 특수한 지위에 놓여 있다는 사상도 시작되었다. 이 사

상은 기독교와 스콜라에 와서는 인간만이 神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 贖罪되었음을 근거로 더욱 강조되었다.18) 르네상스와 계몽기의 휴머니즘에서

는 다시 고대적, 특히 키케로적 인도성의 관념과 함께 自然主義的, 幸福論的 人間
回復의 사상이 꽃피었다.19)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근대이후의 인도성의 사상을 규정지워 놓은 이는 Kant

14) G. Radbruch, Vorschule der Rechtsphilosophie, 제2판, Göttingen 1959, 29면.

15) G. Radbruch, 위의 책, 97-99면.

16) 孔子의 人本思想에 대해서는 우선 沈在宇, 東洋의 自然法思想, 法學論叢  33, 高麗大學
校法學硏究所, 393면 이하 참조.

17) 이 점 G. Radbruch, 앞(주14)의 책, 98면 참조.

18) 이 점 우선 Christian Starck/朴正勳 역, 인간의 존엄성의 종교적 철학적 배경과 현대 

헌법에 있어서 그 좌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면 이하.

19) N. Abbagnano, Humanism,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P. Edwards 편, Vol. 

3/4,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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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 있어서 인간은 自然的 존재일 뿐만 아니라 道德的 존재인 二重的 존재
다. 말하자면 ‘動物存在’인 동시에 ‘理性存在’ 다. 인간은 전자로서 모든 존재중의 

하나이지만, 후자로서, 다시 말해서 理性과 精神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은 값을 매
겨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값을 초월해 존재하는, 따라서 대체될 수 없는 

무제약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서의 ‘尊嚴性’을 지닌다고 했다. 그래서 Kant

에서는 인도성의 사상은 인간이 ‘理性的’ 存在이기에 언제나 自己目的으로 존중되
어야 하며, 결코 타인의 목적에 대한 단순한 手段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人
間尊嚴性’의 의미로 각인되어진 것이다.20)

이 오랜 장한 역사를 지닌 인도성의 사상을 Radbruch는 세 측면으로 비추면서 

“비인간적인 殘忍에 대한 人間友好性(博愛), 비인간적인 卑下에 대한 人間尊嚴性, 

비인간적인 文化抹殺에 대한 人間形成”으로 그 의미를 종합해 결론지웠다.21) 그러

나 오늘에 있어 그 사상의 중심점에 놓여 있는 것은 역시 인간존엄성의 사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Ⅵ.

그러면 이렇게 이해된 인도성과 인간존엄성의 이념은 法理想으로서 그 실현이 
일반적으로 추구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가. 얼른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 보인다. 

우선 그것은 지나치게 일정한 ‘世界觀’과 결부되었다. 즉 그것은 聖스런 ‘宗敎的’ 

개념으로나 ‘理性哲學’ 밑에서만 이해되었다. 그래서 그 뿌리는 기독교적 서양에서

만 찾아졌고 또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불가침적 존엄을 지닌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인간의 神肖像性 그리고 자연을 완전히 벗어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

고 그것에 입각한 인간의 특수지위가 오늘날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까. 종교와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표방되어 ‘世界觀的 中立性’이 요청되고 있는 多元的, 나아

가 多文化的 사회에서 그것을 일정한 세계관에 못박아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22)

다음으로 그것은 지나치게 ‘人間中心主義’로 기울어졌다. 세계는 인간을 위해 만

들어 졌고 따라서 존엄이란 이런 인간의 특권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있기 전에 세

20)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amburg(F. Meiner), 1965(년판), 

특히 49면 이하(52면, 58면) 참조. 李奎浩 역, 道德形而上學原論, 博英社, 1975, 77면, 86

면 이하 등 참조.

21) G. Radbruch, 앞(주14)의 책, 98면.

22) 이 점, 특히 매우 감동적인 저서 F. J. Wetz, Die Würde des Menschen ist antastbar, 

Eine Provokation, Stuttgart 1998, 9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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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있어 왔고 인간이 없어진 이후에도 세계는 있을 것이 충분히 생각되며 실로 

인생이란 하루살이, 한 톨의 먼지, 기껏 ‘똑똑한 먼지톨’(볼테르)에 불과하지 않는

가. 그리고 계속되는 자연파괴에 직면하여 오히려 자연을 존중하고 아껴야 한다면

서 ‘自然中心主義’의 윤리확립도 요청되어 인간을 위해서 또 인간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자연이 아닌가.23)

마지막으로 그것은 지나치게 ‘本質主義的’으로, 즉 그것은 神에 의해 창조된 그
리고 이성적인 존재의 ‘本質徵表’로서 인간에 내재되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오늘은 모든 현실이 ‘說明’될 수 있기를 요청받는 자연과학의 시대이다. 인간

게놈의 지도가 완성되었다고 야단이다. 인간 유전자의 수는 초파리 보다 배 밖에 

안되고 인간과 고등동물의 차이는 거의 없고, 인간을 만드는 것은 理性과 心靈이 
아니라 다른 장류와 구별케 하는 아주 작은 DNA 역 만이라는 것이다. 나아

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도 유전학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자유, 자율성, 자기결정이 

전적으로 의미를 잃었다는 강한 決定論도 주장되고, 의식과 뇌작용의 접한 관련

으로 보아 인간이란 자연작용의 꼭두각시이지 자기 삶의 자유로운 건축가가 아니

라는 신경생리학의 주장도 드높아진 것이다. 이같은 科學的 自然主義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本質尊嚴’이란 하나의 환 이 되고만 것이 아닌가.24)

Ⅶ.

그러면 인도성, 인간존엄성의 이념은 단념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아무리 세계관

적 중립주의, 지나친 인간중심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때문에 ‘本質尊嚴’은 도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한 바로 그 세계관적 중립성 때문에 인도성과 인간존엄성에 대

한 믿음이 금지될 수도, 과학적 자연주의가 명령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Radbruch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역사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간적 殘
忍, 비인간적 卑下, 비인간적 文化抹殺, 나아가 인간이 겪고 있는 困窮과 悲慘 등에 
직면하면서 인간존엄성의 이념은 더욱 절실해졌다 하겠다. 따라서 존엄성의 이념은 

방기되기는커녕 오히려 방기란 그야말로 무책임한 일임이 명백해진 것이다.25)

그러면 脫神話의 과학시대에서 인도성과 인간존엄성의 이념은 근본적으로 어떻
게 이해되어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서두에서 지적했다 싶

23) 이 점 또한 F. J. Wetz, 위의 책, 109면 이하 참조.

24) 이 점 또한 F. J. Wetz, 같은 책, 121면 이하 참조.

25) 이런 의미에서 Wetz는 “인간존엄성은 삭막한 세상에서도 아마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

하는 유일한 것이기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바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위의 책,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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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유명한 과학철학자인 Carnap이 피력한 이른바 ‘과학적 인도주의’에 관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 같다. 그는 이를 자신의 知的 自敍傳  끝

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26)

“가치언명의 非認識性(non-cognitive nature) 승인은 도덕적 또는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의 상실로 이끌거나 그 징조라는 견해는 나의 체험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반박되는 듯하다. 나는 非認識性 주장을 근 30년간이나 해왔다. 그러나 어릴적부터 지

금까지의 내 삶을 통해 나는 항상 개인의 삶에 관한 것들이든 또 1차대전 이후는 정

치에 관한 것들이든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졌었다. 비엔나 써클의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 유럽 그리고 세계에서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

다. 이런 문제들은 이론적 문제들에 몰두했던 써클에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토의되

었다. 나는 우리 거의 모두가 다 같이 다음과 같은 세 견해들을 토의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문제로 여겼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인간은 초자연적인 보호자나 적을 갖고 있

지 않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인간 자

신의 임무(task)라는 견해이다. 둘째로 우리는 인류가 오늘날의 많은 고통들이 피할 

수 있게끔 삶의 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또 개인, 공동체 그리고 전인류를 위한 

삶의 내적 및 외적 상황이 본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셋째는 모든 신중

한 행동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며 과학적 방법은 지식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삶의 개선을 위한 가장 가치있는 도구들 중의 하나로 여겨야만 

한다는 견해이다. 비엔나에서는 이런 견해들에 대한 이름을 갖지 못했다. 이런 세 가

지 확신들의 결합에 대한 미국적 술어로 된 간략한 표현을 찾는다면 가장 좋은 것이 

‘科學的 人道主義(scientific humanism)’인 것 같아 보인다. 

이제 나는 이런 일반적인 원리들을 넘어 그 이전부터가 아니라면 비엔나 시절부터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목적들과 수단들에 관한 견해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려 한다. 비엔나 써클 안의 여러 친구들은 이런 견해들을 두고 그 본질적 점들

에 있어서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자세한 점에서는 물론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산업화

의 시대인 현재에 있어서 經濟의 조직과 世界의 조직 같은 중대 문제들은 아마 ‘힘의 

자유로운 상호작용(the free interplay of forces)’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合理的 

기획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확신이었고 또 확신이다. 경제의 조직에 대해서는 

이는 어떤 형태의 社會主義를 의미하고, 세계의 조직에 대해서는 그것은 世界政府로의 

점진적 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도 세계정부도 절대목적으로 생각되고 있지 

않으며, 그것들은 단지 현재의 지식에 따르면 궁극목적의 실현으로 이끌 최선의 약속

인 듯한 조직적 수단들일 뿐이다. 이 목적은 國家의 權力이 아니라 個人의 福樂

(well-being)과 發展이 최고로 평가받는 삶의 형식이다. 전쟁, 빈곤, 질병과 같은 고통

26) R. Carnap, Intellectual Autobiography, The Philosophy of Rudolf Carnap, P. A. 

Schilpp 편, La Salle, Ⅲ, 1963(The Library of Living Philosophers, 제11권) 82-83면. 

독일어로는 R. Carnap, Mein Weg in die Philosophie, W. Hochkeppel 역편, 129-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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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원인들이랄 수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은 임무의 소극적 측면일 뿐이다. 그 

적극적 측면은 개인들의 삶을, 그리고 가족, 교우, 직장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들의 관

계를 개선하고 豊饒롭게 하는데 있다. 삶의 풍요란 모든 개인들이 그들의 잠재적 능력

을 개발할 가능성과 문화적 활동과 체험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Carnap은 또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27)

“Carnap: 그렇군요. Reichenbach에 의해서도 같이 나눈 입장이지요. 그 책에서 그

도 마찬가지로 가치명제는 認識의 역에 속하지 않고 실천적 입장(태도)표명의 역

에, 또는 Stevenson의 표현처럼, ‘attitude’의 역에 속한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나타내는 태도는 그러한 가치명제들이나, 도덕적 규칙들이

나, 윤리적 규범들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을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치들을 괄호 밖에 놓느냐 아니냐는 괄호 밖에 놓는다는 것이 무

엇을 뜻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전에 자주 ‘무의미’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식의 

전체 역에서 갖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는 언명으로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결코 認識內容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으며,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에 ‘무

의미’라고 말했을 때 진짜 생각했던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이 단지 하나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단지’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중대성의 멸시를 결코 뜻하지 않습니다. 가치언

명과 가치언명에 대한 문제들과 토의들이 ―단지 철학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사

람들 사이의 가장 중대한 문제들과 대화소재들에 속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

렇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것들을 認識으로 파악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이러 이러

한 성질의 인간사회의 상태를 理想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야지요.

나 자신의 가치체계는 미국에서 ‘人道主義’라 일컫는 그것입니다. 이는 첫째로 그 

안에 神이나 악마와 같은 초자연적 본질체들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둘째로 그 속에 

조화롭게 조직된 사회형식을 지향하는 실천적 목표설정이 포함되어 있고 각 개인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각자에게는 자기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문화적 가치들에 

참여할 가능성들이 요구되어 있는 世界像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Carnap은 그의 이른바 ‘과학적 인도주의’의 도덕철학적 배경과 기

본 구상을 서술해 보여 주었다. 그러면 이는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일까. 

이는 절을 바꾸어 좀더 살펴보아야 하겠다. 

27) R. Carnap, Andere Seiten der Philosophie, Aus einem Gespräch mit Willy 

Hochkeppel, Club Voltaire, Jahrbuch für kritische Aufklärung Ⅳ, Berlin 

1989(München 1967), 367-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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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Carnap은 자기의 도덕철학적 입장이 이른바 ‘非認識主義’(non-cognitivism)임을 

밝혔다. 이는 인간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원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實
踐理性을 갖고 있다는 도덕적 認識主義(cognitivism)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흔히 

이런 인식주의를 취하는 입장에서만 인도성이나 정의와 같은 도덕적 및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의미있는 주장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Carnap은 이를 틀

렸다고 본다. 그것은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理
想으로서 표명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런 비인식주의적 태도는 근본적으로 위에

서 살핀 Radbruch나 M. E. Mayer의 법철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 있

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의 인도주의에 관한 도덕철학적 배경이라기보다 

그 이해에 대한 方向提示的 示唆들이다. 

Carnap은 인도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本質性에 입각한 종교적인 
태도를 배격하고 어디까지나 人間主義的 시각에 서려 했다. 그래서 그는 인도주의

를 근본적으로 하나의 ‘人間的 任務’로 보아야 함을 강조했다. Carnap은 인도주의

를 개인, 공동체를 넘어 ‘世界國家’의 인류사회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전체 인류

의 생활이념으로까지 보려 했다. Carnap은 삶의 改善, 즉 소극적인 고통의 제거뿐

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적극적인 삶의 豊饒化를 인도주의의 중심에 놓았다. 여기

서는 중세적 禁慾主義나 곤궁은 존엄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다는 敬虔主義(칸트)는 

배격된 것이다. Carnap은 인도주의를 思惟되어야 하지만 실현될 수는 없는 이념
으로가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있는 목적가치, 즉 理想으로 여겼다. 그는 그 실현수

단으로 어느 정도 통제된 경제조직과 조화롭게 조직된 사회형식(국가, 세계정부)

을 들었다. 이 속에서는 삶의 조건이 개선될 수 있게 經濟的 正義가 실현되어야 
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社會的 正義가 도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rnap은 극단적 經濟的 自由主義는 거부했지만 政治的 自由主
義는 옹호했다. 그는 인도주의의 궁극목적은 국가의 권력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

(복락)과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Carnap은 인도주의, 특히 삶의 개선에 

과학적 지식은 가장 가치있는 도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도주의와 과학이 

대립관계에 놓여 있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비엔나 써클의 대표자인 Schlick은 도덕적 가치란 快와 不快와는 아무런 관련
이 없다는 Kant 이래의 ‘義務의 倫理學’(Ethik der Pflicht)을 배격하고 윤리적 행

위도 쾌와 불쾌에서 나오며, 인간은 윤리적 행위에 ‘기쁨’을 갖기에 고상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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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 ‘同情의 倫理學’(Ethik der Güte)을 옹호했다.28) 그래서 이 논리경험주

의에서는 神이나 自然이나 기타 비슷한 당국에 의해 먼저 부과된 인간의 義務가 
아니라 ‘人間的 幸福’이 윤리학의 중심점에 섰던 것이다. 이들에서 윤리학의 근본

질문은 ‘무엇에 대해 나는 의무를 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나의 본성과의 

일치 속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다. 그래서 Schlick은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善을 의무에서 행하는 이는, 그것을 그것이 이미 자연적이 

되어 버려 기꺼히 하는 이보다 낮은 단계에 놓여진다”고 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

는 Kant보다 M. Aurelius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실로 功利主義도 아닌 저 古典的 
幸福論이 옹호된 것이었다.29)

Carnap의 과학적 인도주의도 Hilgendorf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幸福主義倫理學
에 그 기초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30) 그것은 과학적 인도주의가 어떤 추상적 

가치의 절대적 근거지움 위에서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과학의 수단으로 탐구

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행복과 발전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소질과 욕구에 

바탕한 삶의 형식을 하나의 이상으로 주창했기 때문일 것이다.

Ⅸ.

우리는 무엇보다 Carnap이 일찍 인도주의를 ‘인간의 임무’로 본데 크게 주목해

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인도성과 인간존엄성도 하나의 本質徵表로서가 아니
라 ‘이루어’ 놓아야 할 어떤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물론 Carnap의 의견에도 

인간존재와 그 본성이 인도성과 전적으로 무관한 관계에 있지는 않다. 즉 인간은 

삶을 이끌어 가면서 스스로의 계획과 가치규준에 따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人間學的 事實이 곧 인도성의 
징표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았다. 

유명한 사회학자 Luhmann은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어느 정도의 기초적 知能
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 그것은 또한 인간이 … 그 자체 지니고 있는 

가치도 아니다. … 그것은 構成되어야만 한다”, “인간은 자기의 존엄성을 일차적

으로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고 까지 하면서 존엄성이 본질징표가 아니라 하나

28) M. Schlick, Fragen der Ethik(Wien 1930), R. Hegselmann 편, Frankfurt/Main 1984, 

199면.

29) M. Schlick, 위의 책, 200면. 또 E. Hilgendorf, 앞(주1)의 책, 412면(부록) 참조.

30) E. Hilgendorf, 앞(주1)의 책, 412면. 여기서 그는 또 Sokrates를 자기의 철학적 모델로 

삼는 Popper의 사회철학도 이런 도덕관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또 ｢열

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명백히 ‘非認識主義’도 표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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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所望槪念(Wunschbegriff), 말하자면 개인이 이루어 내는 개인적 성취, 當爲의 
요구, 규범적 요청으로 보았다.31) 철학자 Tugendhat도 “인간은 즉자적으로 목적 

자체이거나 절대적 가치, 그리고 존엄성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롭지 않다. 

이는 그 의미가 증명될 수 없는 텅빈 말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의 인

간을 그에 대해 우리가 절대적 의무를 지고 있는 하나의 권리주체로, 그래서 하나

의 존재(본질)로 존중함으로써, 그에게 존엄성과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

고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적 가치와 존엄성은 이렇게 정의되었으며 어떤 기

존적인 것으로 전제되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했다.32) 말하자면 인간은 서로 존중

으로 대하고 존경을 표시할 때 존엄성은 이룩된다는 것이다. Luhmann이나 

Tugendhat에서는 “존엄이란 인간적 존중의 전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인 

것이다(Wetz).”

이제 인도성과 인간존엄성은 하나의 추상적인 본질징표로 표상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形成任務가 된 것이다. 이런 견해는 일찍 법철학자 Tammelo에 의해 표

명되었다. 그도 인간존재와 그 본성, 즉 단순한 인간학적 사실은 확실히 價値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反價値로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인간존엄성을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 근거지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존

엄성을 그런 인간적 현실을 ‘支點’으로 삼아 當爲的 인간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規
制的 理念’(regulative Idee)으로 보고자 했다.33) 헌법철학자 Podlech도 Luhmann

의 견해에 따라 인간존엄성을 ‘人間的 成就’(menschliche Leistung)로 정의했으며, 

이러한 인간존엄성의 필요조건으로 한편으로는 삶의 物質的 기초의 확보, 다른 한

편으로는 法平等을 비롯한 諸基本權의 보장과 아울러 국가권력의 제한을 들었다.34)

요즈음에 와서는 Hilgendorf가 이에 합세했다. 그는 인간존엄성을 다른 이들처

럼 Kant의 공식에 따라 해석치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에 

단순한 수단, 객체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항상 目的 자체로 취급해야 한다는 이른
바 ‘客體公式’, ‘道具化禁止’의 요구는 목적‧수단관계의 主觀的 依存性 때문에 인간
존엄성 이해의 협소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그는 Kant가 目的
공식으로써 확보하려 했던 바로 그 인간의 ‘固有價値’(Eigenwert)를 인간존엄성으

로 우선 파악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인간존엄성이라는 개념이 지닌 고도의 不明
確性과 강한 感情性에 기인한 남용을 막기 위해 그 고유가치를 物質的 最小生存

31) N. Luhmann, Grundrechte als Institution, Berlin 1965, 68면 이하.

32) E. Tugendhat, Vorlesungen über Ethik, 제2판, Frankfurt/M., 1994, 145면.

33) I. Tammelo, Rechtslogik und materiale Gerechtigkeit, Frankfurt/M. 1971, 61면.

34) A. Podlech, Schutz der Menschenrechte, Kommentar zum Grundgesetz für Bundes-

republik Deutschland, R. Wassermann 편, Neuwied 1989, 199-224 (20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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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自律的 自我發現權, 苦痛받지 않을 權利, 私生活保護權, 精神的 完全權, 法的 
平等權, 最小尊重權의 집단으로 국한해서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존엄성을 이

런 7개의 권리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인간존엄성의 이른바 ‘앙상블이

론’(Ensembletheorie)이라 불 다.35) 요컨대 Hilgendorf에서도 인간존엄성은 인간

의 本質징표가 아니라 그 ‘固有價値’로서 그것도 한정적으로 ‘구성된’ 基本的 權利
의 앙상블이었다.

Ⅹ.

Carnap의 ‘과학적 인도주의’를 화두로 법과 인도성에 관해 조금 생각해 본다는 

것이 꽤 길어진 것 같다. 인도성과 인간존엄성은 과거처럼 思念되어야 하지만 실
현될 수는 없는 이념만으로 여기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의미에서 시대착오적인 

것 같다. 그것은 각국의 實定法的 최고규범이자 지도원리가 되었고 국제법적으로
도 그렇다. 그래서 이를 표방하는 人道主義는 단순한 철학적 이론 내지 사상이 아
니라 法原理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해의 태도가 

存在論的(自然法論的)이고 理性哲學的이어서, 또 倫理的 인식주의(ethical 

cognitivism)에 입각한 것이어서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제점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 비인식주의에 바탕을 두면서 인도성과 인간존엄성을 形成的, 構成
的 課題로 파악한 과학적 인도주의에 귀기울여 보자고 했다.

생각건대 認識과 評價는 크게 보면 모두 實踐의 일부분이고, 인식론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수락된 실천적 평가는 물론 사실인식 까지도 궁극적으로는 가설적

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이들과 관련하여 모든 인식판단은 가설적이라는 

의미에서 ‘懷疑的․批判的 認識主義’(skeptisch-kritischer Kognitivismus-Klug)도 

주창될 수 있겠다. 그러나 좁게 그 특징으로 보면 認識은 사실을 재인식, 즉 서술

하는 것이고 評價는 立場을 취하는 것이다. 그만큼 평가는 感情的이고 意志的이
다. 이런 평가중 道德的 평가는 더욱 情的(emotive)이고, 規範的 평가는 더욱 意
的(volitive)이다. 어쨌든 둘 다 認識(知)的(cognitive)인 것과 거리가 있음은 사실

이다. 어쨌든 한 사회나 공동체에서 특히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집단구성원에 의해 같이 나누어야 할 평가들은 ‘規範’으로 승격되어 結

35) E. Hilgendorf, Die missbrauchte Menschenwürde, Jahrbuch für Recht und Ethik, 제7

권, 1999, 137-155, 특히 138, 141면, 147면 이하. 한국어 번역으로는 김 환․홍승희 역, 

남용된 인간의 존엄, 법철학연구, 제3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00, 

259-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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晶體로 나타난다. 법질서는 여기에 기원되는 것이다.36) 인식이 잘못된 주장과 행

동에 대해서는 책임도 비난도 적거나 없지만 입장을 잘못 취한데 대해서는 비난

이 가능하고 또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그만큼 비인식주의는 答責性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추구할 
權利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義務를 진다”는 최고의 ‘근본규범’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과학적 인도주의의 

비인식주의 시각에서 새긴다면 규범설정자(입법자)의 엄중하게 같이 나눈 答責的
인 입장의 표명이자 結晶體인 것이다. 이는 또 무거운 ‘義務의 倫理學’이 아니라 

古典的인 幸福論的 윤리학, 즉 ‘同情의 倫理學’을 바탕으로도 새길 수 있어 幸福追
求權을 포함한 이 규범은 더욱 기꺼운 것으로 와 닿게 될 것이다. 더욱이 조금도 

견강부회의 의도 없이 살필 때 놀랍게도 그 ‘前文’에는 正義‧人道, 機會均等, 生活
의 均等한 向上 등등의 이상들이 추구되어 있어 과학적 인도주의의 그것들과 조
금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과학적 인도주의는 헌법의 도덕철학적 근거지움의 기

초를 이룰 수 있겠다. 물론 人道性, 人間尊嚴性을 논함에 있어 최소한도의 形而上
學的 요소를 배제할 수 없겠지만 과학적 인도주의는 인도성에 대한 지나친 存在
論的, 形而上學的 思辨의 깊은 잠을 뒤늦게나마 깨우게 할 것이다. 

36) 이런 지적은 아주 최근에 유명한 노분석철학자 G. H. v. Wright, Valuations - or 

How to Say the Unsayable, Ratio Juris, 제13권, 제4호, 2000, 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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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Recht und Humanität

37)

Hun Sup Shim
*

Die Humanität ist ein Ideal der Sitttlichkeit. Man betrachtete die 

Humanität auch als die Idee und das Ideal des Rechts. Früher war die 

Humanität ein immanentes Wesensmerkmal des mit einer bestimmten 

religiösen und philosophischen Weltanschaung aufgefaßten Menschenbildes. 

Diese noch wirkende Auffassung wäre in moderner Welt unhaltbar und mit 

der Aufforderung der Neutralität des Rechts unvereinbar. Nun sollte man die 

Ansicht des wissenschaftlichen Humanismus R. Carnaps beachten, daß der 

Humanismus eine Aufgabe und Leistung des realanthropologisch und 

eudämonistisch gefaßten Menschen sei. Diese Ansicht würde auch die 

bessere Auslegung unseres Verfassungsartikels über Menschenwürde, der 

auch das Recht auf Glückseligkeit mitbestimmt hat, ermöglichen.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