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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겔렌의 본능축소론 비판을 통한 본능 

개념의 현상학적 정립

이 남 인

【주제분류】현상학, 유럽현대철학

【주요어】본능, 겔렌, 본능축소론, 충동, 현상학

【요약문】최근 20년 사이에 본능 개념은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발달심리

학, 언어학, 윤리학, 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되면

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본능 개념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

한 학문 분야에서 본능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본능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20세기 철학적 인간학

을 전개해나간 중요한 학자 중의 하나인 겔렌(A Gehlen)의 본능축소론을 비판

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능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겔렌은 

본능을 “본능행동”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본능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정의항

(본능행동) 속에 피정의항(본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선 형식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내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여러 가지 심

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겔렌의 본능 개념을 체계적으로 비판한 후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본능은 “유기체가 그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이러한 본능 개념을 11가지 

관점에서 더 상세하게 해명할 것이다. 거기에 이어 필자는 겔렌의 본능축소론

이 부당하며 그 대신 본능확장론이 들어서야 함을 논의하고 이 논문에서 해명

한 본능 개념과 관련해 앞으로 더 해명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전체 논의

를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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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 사이에 본능 개념은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발달심리학, 언

어학, 윤리학, 미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되면서 주

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핑커(S. Pinker)는 언어본능을 분석하면서 언어학

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 고,1) 리들리(M. Ridley)는 인간의 본능에 대한 분

석을 토대로 “덕의 기원”(the origins of virtue)을 해명하 으며,2) 더튼(D. 

Dutton)은 예술본능을 분석하면서 미학의 새로운 역을 개척하 다.3)

이처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 개념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지성사에서 전개되어온 

본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우리는 본능 개념이 다양하며 연구자들 사이

에 본능 개념을 둘러싼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4)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본능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이며 조직적으

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능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

리는 20세기 철학적 인간학을 전개해나간 중요한 학자 중의 하나인 겔렌(A 

Gehlen)의 본능축소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능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5) 우선 1장에서는 겔렌의 본능축소론을 살펴보면서 그의 본능 개념의 

정체를 해명할 것이며 2장에서는 겔렌의 본능 개념이 지닌 여러 가지 문제

점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거기에 이어 3장에

서는 겔렌의 본능 개념이 지닌 문제점을 극복해 가면서 새로운 본능 개념을 

정립할 것이며 4장에서는 겔렌의 본능축소론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살펴보

면서 그 대신 본능확장론이 들어서야 함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이 글에서 새롭게 정립한 본능 개념과 관련해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1) S. Pinker, 1994.
2) M. Ridley, 1996.
3) D. Dutton, 2009.
4) 본능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G. Funke/K. Rohde, 1976, 407-417을 참고할 것.
5) 우리는 A. Gehlen, 1974를 중심으로 겔렌의 본능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의 본

문에서 이 책을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쪽수만 제시하면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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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겔렌의 본능축소론

겔렌의 본능축소론에 따르면 동물은 삶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본능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인간의 경우 동물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본능들

이 축소되어 극히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다. 본능축소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우선 본능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겔렌은 동물심리학자 

로렌츠(K. Lorenz)를 따라 동물의 본능을 중심으로 본능에 대해 논의하면

서 다음과 같이 본능을 “본능운동”(Instinktbewegung)(24), 즉 “본능적 행

동”(instinktives Verhalten)(26)과 동일시한다.

“진정한 본능들이란 운동들이거나 더 잘 표현하자면 선천적인 자동기계장

치를 토대로 진행되고 내적이며 내생적인 자극 산출과정에 의존적인, 특별

한 종류의 아주 전형적인 운동형태들이다.”(24)

이 인용문에서 겔렌이 동물의 본능, 즉 본능운동이 “선천적인 자동기계장

치”를 토대로 작동한다고 말하듯이 본능은 선천적이며 자동기계처럼 작동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본능이 선천적이라 함은 그것이 어떤 한 개체에 선천

적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체가 속한 종 전체에 선천적임을 뜻한

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겔렌은 본능운동을 “어떤 종에 고유한 행동유형

(Verhaltensfiguren)”(25)으로 규정한다. 말하자면 어떤 종에 고유한 행동

유형인 본능은 일종의 자동기계장치처럼 그 종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에게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동물의 삶에서 본능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물의 환경세

계의 구조는 그 근본적인 얼개에서 볼 때 본능의 구조에 대응한다. 본능이 

“종에 고유한, 아주 특유한 운동형태”(32)이기 때문에 본능에 대응하는 환

경세계 역시 “종에 고유한 환경세계”이다. 그리고 동물의 본능은 완결적

이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동물의 환경 세계 역시 완결적이다. 이처럼 

동물의 환경세계가 완결적이기 때문에 동물은 “환경세계의 구속”(die 

Umweltfesselung)(33)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며 자신의 환경세계를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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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이처럼 동물의 삶에서 본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는 달리 인간의 삶에서 본능은 거의 아무런 역할도 담당하지 못한다. 그 이

유는 그처럼 결정적으로 동물의 삶을 각인하는 다양한 본능들이 인간의 삶

에서는 축소되어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겔렌의 본능축소

론의 핵심이다. 본능축소론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에게서 “진정한 본능들의 

놀라울만한 결핍”(35)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결핍

존재”(Mängelwesen)(354), 즉 “진정한 본능들을 결핍하고 있는 존재”(33)

이다.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전문화된 다양한 신체기관을 통해 다양한 본능

을 작동시켜 가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환경세계에 잘 적응하며 살아간다. 이

와는 달리 본능도 결핍되어 있고 본능이 작동할 전문화된 신체기관도 가지

고 있지 않은 인간은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말하자면 인간은 

비전문성, 부적응성을 보이는 존재이며 그러한 한에서 동물보다 더 원시적

인 존재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비전문성, 부적응성을 극복하고 생존

하기 위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변화시키면서 그로부터 “문화”(38)를 창조해

야 한다. 이처럼 비전문성, 부적응성을 보이는 인간은 본성상 “문화적 존

재”(80)이다. 

그런데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인간의 “행위”(Handlung)(33)이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은 환경세

계에 순응하는 본능운동은 할 수 있을지언정 환경세계를 바꾸는 일을 가능

하게 해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행위하는 존

재”(32)이며 행위는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인간이 행위하는 존재라 함은 인간이 완결되지 않은 존재이며 자신을 늘 

새롭게 형성해나가야 하는 존재, 즉 자신이 자신에게 과제인 존재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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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훈육의 존재”(32), 교육의 존재, 도야의 

존재이다. 그리고 이처럼 인간이 훈육의 존재라 함은 그가 지금, 여기에 갖

혀 있지 않고 시간적으로는 미래의 것을,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내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뜻한다.

결핍존재로서의 인간의 세계는 동물의 환경세계와 질적으로 구별된다. 동

물의 환경세계가 본능을 통해 이미 완결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세계는 

완결되어 있지 않고 열려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세계개방성(Weltoffenheit), 

즉 “환경세계의 제약을 벗어남”(35)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인간의 세계개방

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지구 “도처에서”(überall) (80) 살아가고 있

다는 사실이다. 동물이 종마다 서식지가 정해져 있는 것과는 달리 인간은 열

대지방에서도 살고 온대지방에서도 살며 한대지방, 심지어 극지방에서도 살

아간다. 이러한 세계개방성을 토대로 인간이 부단히 새롭게 형성해나가는 세

계는 동물의 완결된 환경세계가 아니라, “제2의 자연”으로서 끊임없이 열려

있는 “문화 역”(die Kultursphäre)(80)이다. 

결핍존재인 인간의 행동을 추동하면서 인간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천은 본능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충동(die Antriebe)이다. 

겔렌은 본능축소론을 통해 충동의 정체를 해명한다. 동물의 본능이 고정적

이며 완결적인 것과는 달리 인간의 충동은 “유연하고 가변적이며, 경험과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며, 여러 가지 행동들에 따라 새롭게 성장한

다.”(55) 이처럼 충동이 “유연하고 가변적이라” 함은 다양한 차원의 충동이 

존재함을 함축한다. 그런데 그처럼 다양한 차원의 충동 중에서 가장 원초적

인 차원의 충동은 일차적 충동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일차적 충동

을 토대로 새로운 차원의 충동이 생겨날 수 있다.6) 겔렌은 일차적 충동을 본

능축소의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한다. 인간의 경우 본능축소가 일어나면서 

6) 필자의 독서 범위에서 볼 때 겔렌은 일차적 충동과 여타의 충동을 명료하게 구별하지 

않으며 일차적 충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일차적 충동 개념은 겔렌의 충

동 발생론을 해명하기 위해 필자가 도입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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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행동으로서의 본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지지만 그러한 본능들이 가지고 

있던 “정해진 양의 충동”(60) 내지 충동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 

이처럼 본능적 행동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서 남게 되는 “정해진 양의 충

동” 내지 충동에너지를 겔렌은 “본능의 잔여물”(Instinktresiduen)(60, 330)

이라 부르는데, 바로 이러한 본능의 잔여물이 일차적 충동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본능이 본능축소를 거치면서 사회적 본능의 잔여물인 권력충동과 

의사소통충동 등이 나타난다. 이 경우 권력충동과 의사소통충동은 사회적 

본능 속에 들어 있던 에너지가 변형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능의 잔여

물”에 해당하는 인간의 모든 일차적 충동은 “본능적인 뿌리”(330)를 가지

고 있다.

본능축소를 통해 다양한 본능으로부터 생겨난 일차적 충동은 고정되고 

완결된 그 무엇이 아니다. 모든 여타의 충동과 마찬가지로 일차적 충동 역

시 “유연하고 가변적이며, 경험과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며, 여러 가

지 행동들에 따라 새롭게 성장한다.”(55) 충동의 변화와 성장 과정에서 특

히 흥미로운 현상은 충동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실제로 인간의 다양한 충

동들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내적인 

구조변화”(357)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성적 충동과 다른 충

동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다.7) 인간의 경우 동물의 성적 본능이 축소되면서 

성적 충동이 나타나는데, 동물의 성적 본능과는 달리 인간의 성적 충동은 

특정기관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주기성을 보이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인간

의 성적 충동의 체계가 다른 충동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이 충동체계가 성

적인 색채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이 충동체계의 특성이 성적 충동체계

에 투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간의 충동을 특징짓는 것은 “충동과잉”(Antriebüberschuss)(5 

ff. 356 ff.)이다. 충동과잉론은 겔렌의 충동이론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룬

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가능적인 충동에너지”(58)는 그 양에 있어 동물의 

7) 이 점에 대해서는  A. Gehlen, 1974, 60, 3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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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엄청난 양의 “충동에

너지”(die Antriebsenergie)(57), 즉 “거의 소진되지 않을, 그 무엇을 향한 

에너지”(361)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인간이 이처럼 엄청난 양의 충동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특정 본능이 발현할 수 있는 전문화

된 신체기관이 인간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경우 전문화된 다

양한 신체기관에 대응하는 다양한 본능들이 있으며 이 각각의 본능들은 자

연의 리듬에 따라 나름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신의 일을 수행하면서 환경

세계에 적응해 나간다.8) 따라서 동물은 종에 따라 환경세계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양의 본능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축소된 본능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

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양한 과제를 해결

해야 할 “지속적인 압력”(57) 속에서 살아가며 그러한 “지속적인 압력”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충동들”(die Dauerantriebe)(57)이 다양하게 

형성되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양의 충동

에너지가 생겨난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능축소가 인간의 충동에너지

의 약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겔렌의 본능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겔렌은 자신의 본능 개념이 엄 한 자연과학적 연구 결과에 토대를 두고 

정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는 로렌츠를  비롯해 자신의 

본능 개념 형성에 향을 준 학자들이 모두 “엄 한 개념형성을 통한 실험

적 학문“(26)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

본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33). 이처럼 

겔렌이 자신의 본능 개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본능 개념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8) 이 점에 대해서는  A. Gehlen, 1974,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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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능 개념의 정의 속에 들어 있는 형식적 문제점

겔렌의 본능 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우선 그가 본능을 “본능운

동”(Instinktbewegung)(25) 내지 “본능적 행동”(instinktives Verhalten)(25)

으로 정의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형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의는 정의하는 항(definiens)과 정의되

는 항(definiendum)으로 나누어지며 정의하는 항에는 정의되는 항이 포함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겔렌의 본능에 대한 정의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

칙을 위배하고 있다. “본능은 본능행동이다”라는 정의의 경우 정의하는 항

인 “본능행동” 속에 정의되는 항인 “본능”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능은 본능행동이다”라는 명제는 본능에 대한 타당한 정의가 아니다. 우

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능인데, 그에 대한 정의 속에 다시 정의되어

야 할 개념인 본능 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2) 본능 개념의 이중성: 본능행동으로서의 본능과 에너지로

서의 본능

겔렌의 본능 개념이 지닌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것이 일의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그의 본능 개념은 적어도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서 논의

하 듯이 그는 본능을 본능운동 또는 본능행동으로 규정한다. 겔렌이 명시

적으로 이해하는 본능은 본능운동 또는 본능행동을 뜻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명시적인 본능 개념 이외에 또 하나의 본능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본능 개념을 겔렌의 암묵적인 본능 개

념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암묵적인 본능 개념의 정체를 이해하

기 위해서 우리는 본능운동에 대한 그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본능운동을 “본능적 행동”(instinktives Verhalten)이라고 부르

며 그것을 “지성적 행동”(intelligentes Verhalten)(26)과 구별한다. 여기서 

지성적 행동이란 지성을 토대로 수행되는 행동을 뜻한다. 그에 따라 그와 

구별되는 본능적 행동은 본능을 토대로 수행되는 행동을 뜻한다. 그러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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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적 행동의 토대가 되는 본능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본능적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겔렌에 의하면 

본능적 헹동은 “호르몬처럼 작용하고 내적인 자극을 산출하며 유기체를 행

동하도록 추동하는 바, 특정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에너지의 축적과

정”(26-27)에 토대를 두고 수행되는 행동을 뜻한다. 따라서 본능적 행동의 

토대가 되는 본능은 다름 아닌 “호르몬처럼 작용하고 내적인 자극을 산출

하며 유기체를 행동하도록 추동하는 바, 특정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에너

지”를 뜻한다. 이처럼 겔렌이 본능행동으로서의 본능 이외에 “특정하게 반

응하도록 하는 에너지” 또한 암묵적으로 본능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그의 

본능 개념은 이중적이다.

3) 본능운동으로서의 본능 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런데 방금 살펴본 두 가지 본능 개념 중에서 본능행동으로서의 본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그것이 우

리가 일상적으로 본능으로 이해하는 현상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는 데 있

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적으로 수면본능, 섭생 본능, 모성 본능, 성적 본

능 등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본능의 유

형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곧바로 운동이나 행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수면본능은 수면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자도

록 추동하는 내면적인 생명적인 힘을 뜻하지 수면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이

는 섭생본능, 모성본능, 성적 본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본능들 역

시 운동이나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생명적인 힘”을 뜻한다.

4) 본능과 충동의 구별이 안고 있는 문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겔렌은 본능과 충동을 엄 하게 구별한다. 본능은 고

정적이며 완결되어 있지만 충동은 유연하며 변화한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본능과 충동을 엄 하게 구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한편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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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능축소론에서 본능과 충동을 엄 하게 구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

실을 충분히 의식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충동이라는 표현과 본능이

라는 표현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자의적이다”(358)

라고 말하기도 하고, “‘본능’과 ‘본능적’이라는 개념들이 […] 부정확하고 임

의적이며 불명료하게 충동 개념으로 이행한다”(358)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겔렌의 본능축소론은 본능 개념과 충동 개념을 명료하게 구별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능축소론에 의하면 인간의 

일차적인 충동은 바로 본능축소를 통해 발생하는 “본능의 잔여물”이며 여타

의 충동은 이러한 잔여물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충동이 본능의 

잔여물이라는 주장은 충동과 본능이 그 근본성격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주장

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능의 잔여물 역시 본능의 일종일 것이기 때문이다. 

5) 본능축소론과 형이상학적 가설

겔렌의 본능축소론은 그의 본능행동에 관한 이론과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본능축소론은 부분적으로 그의 본능행동에 관한 이론과 

정합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는 ”본능을 발견하

기 위해서는 어려운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33)고 주장하면서 자연과학

적 방법을 통하여 본능행동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그

의 기본적인 태도에 따르면 그의 본능 이론은 모두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

서 전개되어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본능축소론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의 본능축소론이 전체적으로 볼 때 모두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

해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겔

렌의 본능축소론이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물론 그 중의 일부는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경우 동물에 비해 본능행동이 미미하게 나타난

다는 사실은 자연과학적 관찰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능축소론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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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겔렌은 본능축소 현상이 일어나면

서 본능의 잔여물로서 충동에너지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

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겔렌이 인간

의 충동에너지라고 간주하는 것이 본능축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명

제는 그것이 본래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명제와 마찬가지로 자연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결정될 수 없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

은 자연과학적 명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가설에 불과하다. 

6) 방법론적 난점

겔렌의 본능 개념이 문제점을 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동물행동학

과 동물심리학의 본능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 기 때문이다. 동물행

동학과 동물심리학은 물리학과 유사하게 자연과학적 태도를 취하면서 동

물의 본능을 연구한다. 이처럼 자연과학적 입장을 취할 경우 우리는 본능이 

가지고 있는 관찰 가능한 측면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그의 내적인 속성을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자연과학적 태도를 취하면서 본능을 연구하

기 때문에 동물행동학과 동물심리학은 본능을 제3자적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본능행동과 동일시하게 되었으며 겔렌 역시 이러한 동물행동학과 동물

심리학의 연구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본능을 본능행동과 동일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로렌츠를  비롯해 

자신의 본능 개념 형성에 향을 준 학자들이 모두 “엄 한 개념형성을 통한 

실험적 학문“(26)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본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33)고 주장한다.

3. 본능 개념의 정립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겔렌의 본능 개념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타당한 본능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겔렌의 본능 개념이 지닌 

다양한 문제점을 떠올리면서 타당한 본능 개념의 윤곽을 그려보고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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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본능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겔렌의 본능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본능행

동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능행동은 우

리가 일상적으로 본능으로 이해하고 있는 현상들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 

따라서 본능은 본능행동과 동일한 것일 수 없다. 이처럼 본능과 본능행동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능행동을 비롯한 유기체의 여러 가지 행동들은 

본능이 무엇인지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선 동물의 경우에 

한정해서 논의하자면 동물의 본능은 외적으로 표현되면서 행동, 즉 본능행

동을 유발한다. 이처럼 외적으로 표현되어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본능은 “유기체가 그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으

로 규정될 수 있다. 

겔렌 역시 동물의 본능이 “유기체가 그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내

적인 생명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점과 관련해 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능을 명시적으로는 본능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암묵적으로는 “호르몬처럼 작용하고 내적인 자극을 산출하며 유기체

를 행동하도록 추동하는 바, 특정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에너지”로 이해하

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호르몬처럼 작용하고 내적인 

자극을 산출하며 유기체를 행동하도록 추동하는 바, 특정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에너지”가 다름 아닌 “유기체가 그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내적

인 생명적인 힘”으로서의 동물의 본능이다. 

그런데 동물뿐 아니라 인간도 “유기체가 그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추동하

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으로서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인간은 수면본

능, 섭생본능, 성적 본능 등 동물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본능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본능들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으로 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면본능은 “인간이 수면활동

을 하도록 추동하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이요, 섭생본능은 “인간이 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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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먹도록 추동하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이며, 성적 본능은 “인간이 성적 활

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이다. 더 나아가 인간은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본능도 가지고 있다. 앎의 본능, 예술본

능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능들 역시 “인간이 어떤 행동

을 하도록 추동하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으로 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앎

의 본능은 “인간이 인식활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이며 예

술본능은 “인간이 예술활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이다.

이처럼 동물뿐 아니라 인간 역시 “유기체가 그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추동

하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으로서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

간과 동물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과 동

물의 본능 사이의 차이는 그 각각이 어떤 유형의 행동을 통해 어떤 방식으

로 발현하느냐 하는 점 뿐이다. 동물의 본능이 대부분 본능행동을 통해서 

거의 기계적으로 발현하는데 반해 인간의 본능은 본능행동을 통해 기계적

으로 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성적인 숙고를 거친 행동을 통해

서 발현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본능 개념의 윤곽을 이해하 다. 본능

은 일단 “유기체가 그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으

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면 본능을 연구할 수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유기

체가 그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으로서의 본능 

역시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능은 분자생물

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등에서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들을 통하여 본능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해명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경우 본능이 외적관찰의 방법을 비

롯한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파악되면서 그의 물리적 속성, 화학적 속성 

등 외적인 측면만 해명될 수 있을 뿐 그 “내적인 측면”은 해명될 수 없다. 

말하자면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서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으로서의 본

능을 “내적인 생명적인 힘” 자체로서 연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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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인 본능을 해명하기 위해서 혼이 지닌 내

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필자는 “내적인 생

명적인 힘”으로서의 본능의 정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방법을 사

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상학적 방법의 대표적인 예는 다양한 유형의 현

상학적 환원의 방법이다. 우리는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과

학적 태도에 대한 판단중지를 수행하면서 본능이 지닌 물리적 속성, 화학적 

속성 등 외적인 속성 이외에 그의 “내적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내적인 속성의 예로는 지향성을 들 수 있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겠지

만 “내적인 생명적인 힘”으로서의 본능은 지향성을 지니며 우리는 본능이 

지닌 지향성을 “본능적 지향성”(instinktive Intentionalität)9)이라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사용하여 본능적 지

향성의 다양한 측면을 해명할 수 있다. 본능적 지향성의 구조를 해명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으로는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

원,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 형상적 환원 등을 들 수 있다.10)

여기서 우리는 본능을 해명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인 자연과학적 방법과 

현상학적 방법이 상호배타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본능의 서로 다른 측면을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자

연과학적 방법이 외적관찰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본능의 “외적인 측면”을 

연구함을 목표로 하는 반면 현상학적 방법은 내적반성 및 해석의 방법을 통

해 파악할 수 있는 본능의 “내적인 측면”을 연구함을 목표로 한다. 바로 이

러한 이유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은 본능의 총체적인 구조를 해명하기 위하여 

서로 협동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당한 본능 개념의 윤곽을 그려보고 본능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능은 “유기

9) “본능적 지향성”에 대해서는 N.-I. Lee, 1993을 참고할 것.
10) 필자는 이미 여러 곳에서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 으므로 여

기서 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이
남인, 2004; 이남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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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그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 개념은 아직 충분히 전개되지 않은 막연하며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여러 측면들을 보다 더 상세하게 조

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본능 개념의 여러 측면들을 현상학적으로 

조명하면서 본능 개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명해 보자. 필자는 다음과 

같이 11가지 항으로 나누어 본능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앞서 지적하 듯이 본능은 내적인 생명적인 힘이다. 따라서 내적인 생

명적인 힘으로서의 본능은 물리적 힘, 물리적 에너지와 구별된다. 물리적 

힘이 어떤 한 물리적 대상으로부터 다른 물리적 대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생명적인 힘으로서의 본능은 그렇지 않다. 생명적인 힘으로서

의 본능은 유기체 내부에서 발생하여 유기체의 행동을 통해 표출되는 것이

지, 유기체 외부에서 유기체 내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2) 본능은 어떤 종(종들)에 속하는 유기체들에게 보편적으로 속하는 생

명적인 힘이다. 예를 들어 수면본능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에게 보편적으로 

속하는 생명적인 힘이요, 이성적 본능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보편적으

로 속하는 생명적인 힘이다. 물론 본능이 어떤 종(들)에 속한 유기체들에게 

보편적으로 속한 생명적인 힘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 보편성은 그 어떤 예외

도 인정하지 않는 엄 한 의미의 보편성이 아니라, 예외를 인정하는 보편성

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인간이 성적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성적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어떤 종(들)에 속하는 유기체들에게 보편적으로 속하는 생명적인 힘

인 본능은 선천적이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적인 힘이 선천적인 힘과 후천적인 힘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후천적인 생명적인 힘의 예로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습성의 힘, 충동의 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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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능이 선천적인 생명적인 힘이라 해서 그것이 늘 유기체의 탄생 시점

에서부터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적인 힘으로서의 본능은 가능태와 현

실태를 보일 수 있다. 본능이 늘 현실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본능들

은 일차적으로 가능태에서 존재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현실태로 탈바

꿈하면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성적 본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인간의 경우 성적 본능은 생애의 어느 시기까지 가능태로 머물다가 일정한 

시기에 도달하면 현실태로 바뀌면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5) 선천적인 생명적인 힘으로서의 본능은 일단 현실태로 바뀌게 되면 대

부분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이 경우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함은 매순간 본능

이 작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동함을 뜻한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본능은 주기성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동물의 성적 본능의 경우 주기성을 보이지만 인간의 성적 본

능은 그렇지 않다. 

6) 이처럼 본능이 지속성을 가지고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일시적으

로 작동하거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생명적인 힘인 충동과 구별된다. 필자

의 견해에 의하면 본능이 지속성을 가지고 작동하는데 반해 충동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충동이라는 단어의 일상적 어법 역시 이러

한 필자의 견해를 지지한다. 예를 들어 “충동구매”, “충동적으로”라는 말은 

충동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며 간헐적으로 작동하

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본능 개념

과 충동 개념의 이러한 구별이 양자에 대한 겔렌의 구별과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겔렌은 동물은 본능을 가지고 있으

나 인간은 미미한 양의 본능과 많은 양의 충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종에 따라 동물 역시 충동을 가질 수 있으며 

인간 역시 엄청난 양의 본능을 가질 수 있다.

7) 더 나아가 어떤 종(들)에 속하는 힘으로서의 본능은 그 종(들)에 속하

는 개체 내지 일군의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적인 힘인 습성과 구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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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습성이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유기체의 힘이요, 그것이 일종의 힘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본능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명적인 힘의 일종인 

습성은 또 다른 생명적인 힘의 일종인 본능과는 구별된다. 본능이 어떤 종

(들)에 속한 유기체들에게 보편적으로 속한 동일한 성격의 생명적인 힘인

데 반해 습성은 개별적인 유기체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생명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물론 본능과 습성이 이처럼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는 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 본능의 지속적인 발현이 없이는 습성도 형성될 수 없으

며 그러한 점에서 습성 형성의 발생적 토대는 본능이라 할 수 있다.

8) 본능은 어떤 종(들)에 속한 유기체를 특정한 유형의 대상들을 향하도

록 추동하는 생명적인 힘이다. 그러한 생명적인 힘으로서의 본능은 노에시

스-노에마 상관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본능은 노에시스, 즉 지향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특정한 유형의 대상들을 향하도록 

추동하는 생명적인 힘”이다. 우리는 본능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유형의 대

상들을 향하도록 추동하는 생명적인 힘”을 본능적 지향성이라 부를 수 있

을 것이다. 다른 한편 본능은 그것이 지향하는 대상, 즉 노에마를 가지고 있

다. 이 경우 노에마는 본능이 향하고 있는 “특정한 유형의 대상들”이다. 예

를 들어 섭생본능의 경우 음식물이 노에마가 되며 수면본능의 경우 수면이 

노에마가 된다. 우리는 본능이 지향하는 노에마를 본능적 지향성의 노에마

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본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

형의 본능적 지향성의 노에마가 존재한다.

9) 본능이 특정한 유형의 대상들을 향하도록 추동하는 힘이라 함은 그것

이 욕구하는 능력, 즉 욕망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유기체는 다양한 욕구들

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들은 선천적인 욕구와 후천적인 욕구로 나누어지

는데, 선천적인 욕구가 바로 본능이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앞서 본능이 

유기체가 지닌 선천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10) 유기체를 추동하는 힘으로서의 본능은 유기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

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기체는 본능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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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그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능의 발동은 수동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수동적으로 발동하는 본능에 대

해 우리는 수동적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능동적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11) 유기체를 추동하는 힘으로서의 본능은 유기체의 행동을 통해 표출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본능이 유기체의 행동을 통해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인

간의 경우 본능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능은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능은 유기체의 행동을 

통해 표출될 수 있다. 그런데 본능이 유기체의 행동을 통해 표출되는 방식

은 다양하다. 앞서도 지적하 듯이 동물의 경우 본능은 대부분 기계적으로 

본능행동을 통해 표출된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본능이 동물의 경우처럼 기

계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은 경우 이성적 숙고를 통해 표출된다.

4. 인간의 본능과 본능확장론

겔렌의 본능축소론은 본능을 본능운동과 동일시하는 겔렌의 본능 개념

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겔렌의 본능 개념이 타당한 한에서 타

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겔렌의 본능 개념은 심각한 문제

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토대를 두고 전개되는 본능축소론 역시 심

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능은 본능운동과 동일시

될 수 없으며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생명적인 힘”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동물뿐 아니라, 인간도 이러한 의미로 이해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간

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로 이해된 본능은 동물보다 인간에게서 훨씬 더 다

양한 형태로 발견된다. 그 이유는 인간은 동물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

한 유형의 동물적 본능뿐 아니라, 앎의 본능, 예술본능, 도덕본능, 종교본능 

등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정신적 본능 내지 이성적 본능

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경우 겔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본능의 축소 현상이 아니라, 확장 현상이 나타나며 겔렌의 본능축소론

은 본능확장론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겔렌의 본능축소론 비판을 통한 본능 개념의 현상학적 정립 181
인류의 지성사를 살펴보면 본능확장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

만 암묵적으로 본능확장론을 지지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존재한다. 인간이 

동물적 본능뿐 아니라,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신적 본능 

내지 이성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모든 사상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는 본능확장론의 뿌리를 이미 고대 희랍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출발점을 모방으로 간주하면서 예술

본능으로서의 “모방의 본능“11)의 존재를 인정하고 호기심을 철학과 학문

의 출발점으로 간주하면서 암묵적으로 ”배움과 인식의 본능“ 또는 앎의 본

능의 존재를 인정하 다.12) 예술활동의 원천으로서의 모방본능이나 철학

과 학문의 원천으로서의 호기심 본능은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에게만 고유한 정신적 본능이며 그러한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능확

장론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능확장론은 중세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적 본능”(instinctus rationale)13)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이성적 본능은 도덕의 원천인 양심을 뜻한다. 근대철학의 

경우 허치슨(F. Hutcheson)은 도덕본능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능확장론

의 토대 위에 서 있다.14) 또한 도덕본능 개념을 토대로 도덕철학을 전개하

고 있는 피히테(J. G. Fichte)15), 예술본능 개념을 토대로 예술철학을 전개

하고 있는 쉴러(F. Schiller)16) 역시 본능확장론의 토대 위에 서있다. 선더

랜드(A. Suntherland) 역시 1898년에 출간한 도덕본능의 기원과 성장17)

에서 책 제목이 보여주듯이 도덕본능의 기원과 성장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

능확장론의 토대 위에 서 있다. 본능확장론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11) 권혁성, 2007, 26쪽. 이 점에 대해서는 Aristoteles, 1986, 1448b 4-24 참조. 
12) Aristoteles, 1924, 980 a.
13) Thomas Aquinas, 1952, 68-2. 
14) F. Hutcheson, 2004.  
15) J. G. Fichte, 1971. 
16) F. Schiller, 196 
17) A. Suntherland,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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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자는 제임스(W. James)이다. 그는 심리학의 원리18) 24장에서 인

간에게만 고유한 본능인 “특수한 인간 본능”(special human instincts)의 다

양한 예들을 제시한다. 

본능확장론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0-20여년 사이에 본능확

장론을 지지하는 저서가 다수 출간되었다는 사실이다. 핑커는 1994년에 출

간한 언어본능19)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언어

본능이라고 부른다. 핑커에 의하면 그 어떤 배움도 없이 정교한 언어를 말

할 수 있는 능력인 언어본능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본능이며, 그러한 점에서 

그의 언어본능 이론은 본능확장론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윈스톤(R. 

Winston)은 2002년에 인간본능이라는 저서를 출간하 는데, 그의 본능 

이론 역시 본능확장론을 지지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종교본능과 도덕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인간의 이기심만으로 “인간본능의 완전한 그림”20)을 그려낼 수 없다는 사

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리처슨과 보이드(P. J. Richerson and R. Boyd)

는 2005년에 출간한 유전자만이 아니다21)라는 저서에서 유전자-문화 공

진화론의 입장에서 인간의 사회적 본능의 기원을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리

처슨과 보이드의 사회적 본능 이론 역시 본능확장론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장류에게서 나타나는 오래된 사회적 본능

뿐 아니라, 장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사회적 부족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본능확장론을 지지하는 저서들이 몇몇 더 있다.22) 

그 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더튼(D. Dutton)의 예술본능이다. 

그는 이 책에서 진화론의 입장에서 예술본능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예술본

능이 인간에게만 고유한 본능이기 때문에 그의 예술본능론 역시 본능확장

론을 지지한다. 

18) W. James, 1981.
19) S. Pinker, 1994.
20) R. Winston, 2002, p.283.
21) P. J. Richerson and R. Boyd,  2005.
22) M. Ridley, 1996; S. Jaacobi, 1998; D. Dutt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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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겔렌의 본능축소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능 개

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시도하 다. 이 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글의 전체적인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필자는 지금까지 새롭게 정립한 본능 개념이 겔렌의 본능 개념에 

비해 여러 가지 점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본능행

동으로서의 겔렌의 본능 개념은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동물행

동학, 동물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형성된 것이요, 그러한 점에서 그것의 적

용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동물의 행동을 넘어

서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혼활동을 해명함에 있어서는 커다란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필자가 새롭게 정립한 본능 개념은 동물의 행동

과 혼활동을 해명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잡다단한 인

간의 행동과 혼 활동을 해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피히테의 도덕본능론, 쉴러의 예술본능론, 핑커의 언어본능론, 더튼

의 예술본능론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되고 있는 

본능 개념은 겔렌의 본능 개념이 아니라, 필자가 새롭게 정립한 본능 개념

이다.

둘째, 필자는 이 글의 4장에서 본능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시도하

면서 본능의 다양한 측면을 해명하 다. 그러나 거기서 수행된 본능의 여

러 측면에 대한 해명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여러 가지 점에서 보완되어

야 하다. 앞서 우리는 11가지 항으로 나누어 본능의 여러 측면을 해명하

는데, 그 각각의 측면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

다. 더 나아가 본능 개념의 완벽한 해명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11가지 

측면 이외의 새로운 측면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필자는 4

장에서 본능과 이성의 관계, 본능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는

데, 본능 개념의 해명을 위해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해명이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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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살펴본 11가지 항을 보다 더 상세하게 해명하는 일과 필자가 언

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해명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

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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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enomenological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Instinct through a Criticism of A. Gehlen's Theory 

of Instinct-Reduction

Lee, Nam-In

In the past 20 years, the concept of instinct has been discussed in 

various disciplines such as evolutionary biology, evolutionary psychology, 

linguistics, ethics, aesthetics, etc. However, the meaning of instinct still 

remains unclarified in many respects. 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the genuine meaning of instinct so 

that the discussion of instinct in these disciplines could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genuine concept 

of instinct on the basis of a phenomenological criticism of A. Gelen's 

theory of instinct-reduction. According to Gehlen, instinct is defined as 

Instinkthandlung. However, this definition of instinct is problematic 

from the standpoint of formal logic, since the definiendum (the instinct) 

is already included in the definiens (Instinkthandlung). Moreover, it 

faces different kinds of serious material problems. Criticizing Gehlen's 

theory of instinct systematically, I will show that instinct should be 

redefined as “the inner living force that urges an organism to perform a 

certain kind of action,” and I will attempt to clarify this definition of 

instinct in a more detailed manner by offering 11 points. Thereafter, I will 

argue that Gehlen's theory of instinct-reduction has to be replac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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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instinct-enlargement in human beings. In the conclusion, I will 

finally point out some issues concerning the concept of instinct which 

should be discussed in the future.

Keywords: instinct, Gehlen, instinct-reduction, drive, phenome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