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유 주 의 연 구 회                                                                 2016.06.05

- 1 -

제8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김비환

I. 머리말

  -18세기 내내 계속된 지적인 풍성의 시대로 서구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사

건

  -과학, 정치경제, 철학, 심리학 등 다방면에서 인상적인 진보를 이룬 시기로 유

럽과 미국을 넘어 다른 곳까지 영양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아직도 계속.  

  -보편적인 지적 진보의 시기이지, 스코틀랜드의 고유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스코

틀랜드 지 식인들의 대응.

  -이 운동의 사회적인 특성도 인상적. 작가들과 지식인들은 클럽과 다양한 회합을 

통해 우정과 사교를 나누면서 토론하고 논쟁.

  -그럼에도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그들의 사상. 따라서 사상에 대한 이해

가 중요

-인물들

  -F. 허치슨, D. 흄, A. 스미스, Thomas Reid, Henry Home(Lord Kames), Dugald 

Stewart, A. 퍼거슨, John Millar, William Robertson, Hugh Blair, Colin 

Maclaurin, James Watt, Joseph Black 및 James Hutton. 

-분야

  -철학, 자연신학, 경제학, 사회과학, 법, 역사, 언어학, 수학, 화학, 공학 그리

고 지질학 등

  -이 분야가 어떻게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논쟁 대상

-여전한 의문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는 현상이 존재했는가? 이 의문은 그것이 전 유럽적인 운

동의 일환 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 즉, 일국적 성격이 약한 국제적인 운동은 

아니었는가? 잉글 랜드(뉴튼과 로크), 프랑스 계몽주의, 독일의 칸트 등.

  -하지만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 주류 해석. 즉, 다양한 분야의 저술

들은 당시 스코틀랜드 고유의 정치·경제·사회구조·교육·법·종교적 문제

들에 대한 스코틀랜드 지 식인들의 특유한 대응이었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성격

     -이 용어는 1900년에 William Robert Scott에 의해 주조. Scott는 허치슨에 

대해 “철학적 관념들을 스코틀랜드에 확산시키고, 후배세대의 교양인들 사이에 

사변적인 취미를 촉진시킨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원형”이라 불렀

음.(Broadie 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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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Scott의 견해는 명칭만을 제외하고, 차례로 새로운 해석들로 대체. 

즉, ‘진보의 사회적 메커니즘’, ‘정치경제학 분야의 발전’(Hugh 

Trevor-Roper)에 초점을 맞췄던 해석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분야-도덕철

학, 역사기술, 정치경제학-의 발전을 동시에 강조한 John Robertson의 해석으로 

대체. 이 중에서 정치경제학은 가장 중요한 발 전으로 평가.

    -‘진보의 사회적 메커니즘’을 강조한 해석은, 진보의 동력인 ‘과학’의 발

전을 전제해야 했 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학’의 발전-특히 Willam 

Cullen, James Watt, Joseph Black-이 도덕철학, 역사기술, 정치경제학보다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 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의 발전이 

단순히 가난했던 스코틀랜드의 물질적 여건 을 개선하기 위해 추구되었다는 점

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방식-과학적 방법론, 과 학적 개념들과 범주들의 활

용-이 지적인 전 영역에 걸쳐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 예컨 대, 신의 존재에 대

한 종교 논쟁을 포함한 비과학적인 영역에서도 과학이 사용됨.

  -당시 학자들은 상이한 분야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직 한 분야

에만 전념하 고 거기에 고유한 개념들과 범주들만을 사용하지 않았음. 각 분야

는 서로 다른 분야 에서 이뤄진 발전에 의해 더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었음.

-중심 대학들

  -Glasgow, Edinburgh, Aberdeen, St. Andrew: 학문생활은 물론 다른 생활도 풍

부. 예 컨대, 글라스고우 대학의 스미스는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했던 상인들과 자

주 접촉해 생생한 대화를 나눔. (『국부론』은 그런 대화의 산물) 그런 공간

과 기회를 도시가 제 공. 타운과 대학의 접촉은 다양한 클럽과 소사이어티를 통

해 촉진.

-18세기 스코틀랜드는 (아직 가난했지만) 세계 도체에서 온 아이디어들에 개방적. 

일종의 ‘문 인들의 공화국’. 이런 개방성으로 인해 스코틀랜드 학자들은 외부

에서 온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음. 예컨대 스미스의 사상은 

프랑스 중농주의학파의 사 상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음. 역으로 흄과 스미스의 

사상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 영향.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

    -미국이 주요 수출국. 허치슨의 제자인 Thomas Reid와 다른 학자들은 미국에 

건너 가 가르치면서 college를 세우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줌. 이런 칼리지들이 

성장하여 미국의 명문대들이 됨. 이처럼 초기 미국 대학생들은 스코틀랜드적

인 교육을 받아 스 코틀랜드 철학을 미국교육제도에 널리 확산시켜 미국정신을 

형성. 유럽 대륙에서도 스코틀랜드 사상가들, 특히 상식학파가 미국에 못지

않은 영향을 미침.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종식되었는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끝났다는 설이 지

배적. 하 지만 스코틀랜드 상식철학학파는 19세기 중반까지 번창.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 없음. 그럼에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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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제도들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 

      

 

2.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배경 

  스코틀랜드의 지리는 빈곤을 야기했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게 했으며, 독

립적인 근대 국가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음. 빈곤은 자연과학을 추구하도록 자극. 

신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삶을 향상시키기 과학을 추구. 그들은 인간에 

관한 과학을 정 교화하여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고 변화시키고자 했음. 유럽적인 차

원에서의 지적인 추세를 염두에 두었지만 그들의 독특한 문제의식도 지녔음. 

영국과의 연합은 그들을 변화시켰고, 다른 곳에서 발견한 생각과 그들이 직접 산출

한 생각들도 그들을 바꿨 음. 1800년에 이르면, 18세기의 가장 탁월한 철학자

들, 가장 최고의 정치경제학자들, 그리고 뛰어난 사회사상가들, 과학자들 그리고 

의학자, 심지어 수사학자와 신학자들을 여럿 배출한 계몽시대를 뽐내게 되었음 스

코틀랜드 예술가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초상화가들이었으며, 건축가들이었

다.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나라는 물론 유럽

과 미국에서도 교과서로 쓰임으로써 현대정신의 형성을 주도. 그리고 낭만주의문헌

에서도 이들의 영향을 찾을 수 있음.(정서와 감정)

3. 허치슨

Ulster에서 장로교파 가정에서 태어나, 글라스고우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특

히 예술, 신학을 공부. 1717년 졸업, 장로교에서 예비설교가의 자격을 얻음. 더블

린의 장로교파의 초청으로 10년 정도 청년교육 아카데미 장으로 머물렀음. 이 시기

에 가장 중요한 저술 두 권을 출간. 글라스고우 대학은 1730년 허치슨을 도덕철학 

교수직에 임명. 1746년까지 교수직 수행하다 열병으로 사망.

도덕이론과 미학이론에 기여. 관념과 지식에 관한 로크의 경험주의에 많이 

있지만, 미와 미덕의 관념들에 대한 로크의 입장에 비판적. 그는 이런 관념들이 어

떤 객관적인 대상들(물체들)을 모사하지도(copy) 않고 연관되지도 않은(make 

reference to), 마음의 단순한 구성물이라는 로크의 주장을 거부. 동시에 인간의 

쾌락과 고통에 관한 로크의 설명은 너무 협소하다고 불평. 허치슨은 일반적인 다섯 

가지 감각들 외에 독립적인 미와 도덕 감각의 존재를 인정. 미의 감각과 도덕감각

은 독자적인 쾌락과 고통을 일으키는 바, 그런 쾌락과 고통이 미적이고 도덕적인 

구분과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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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치슨은 인성의 두 가지 근본 특징을 강조. 첫째, 홉스 및 다른 이기주의

자들과 달리. 인성에는 자혜의 성향이 있음. 이것이 인간이 때로 진정으로 덕스러

울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자혜로운 동기에 입각하여 행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허치슨은 미덕을 그런 동기(motivations)와 동일시. 둘째, 지각하는 능력인 도덕감

각은 도덕적 차이들을 지각하게 해줌. 자혜에 의해 동기 부여된 행동(미덕)에 직면

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승인(공감 approval)의 느낌, 특수한 종류의 쾌락으로 

반응. 악의에 동기 부여된 행동(악덕)에 직면했을 때는 특수한 종류의 고통으로 반

응. 요컨대, 정상적인 관찰자들의 특정한 감정들(feelings)이 미덕과 악덕을 구분

할 수 있게 해줌. 하지만 미덕과 악덕은 이런 감정들과 동일한 것은 아님. 즉, 미

덕과 악덕을 느낌이나 감정(feelings or sentiment)과 동일시하기를 거부. 도덕감

각은 감정에 의존함으로써 미덕 혹은 악덕을 구분하지만, 도덕적 자질들은 그 승인

이나 불승인(거부감)을 느끼는 관찰자와 독립됨. 감정들은 인지적이고 동기부여적 

역할을 하지만 미덕은 승인(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자혜로운 성향으로 구성되며, 악

덕은 불승인(거부감 disapproval)을 불러일으키는 악의적이거나 (때로는) 무관심한 

성향들로 구성.

허치슨은 인성에 관한 홉스와 맨더빌의 비관주의적이고 냉소적인 견해-본유

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거부하고 인간의 본성은 선함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더 낙관

주의적인 견해를 취함. 홉스와 맨더빌이 모든 인간의 행위는 자기이익에 의해 동기

부여 된다고 주장한 반면, 허치슨은 인간은 타인에 관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동기들에 따라 행위 한다고 주장. 

허치슨의 견해는 18세기 중반 경에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음. 그는 흄을 알았

고 충고를 해주었으며, 글라스고우의 도덕철학의 교수로 재직 시에는 스미스를 가

르쳤고, 특히 칸트와 벤담은 그의 저술에 반응. 그리고 식민지 미국에서는 그의 정

치이론이 영국에 대한 반항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졌음.

허치슨의 동시대인들과 학생들은 그를 시민적·종교적 자유에 진지한 관심

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억. 노예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비

판자. 인간의 자연적 평등은 주로 “자연권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속한다”는 사실 

및 신과 자연의 법률은 가장 힘 있는 자들마저도 가장 연역한 자들에게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강

조. 

허치슨의 정치이론 핵심에는 사람들의 안전이야말로 최고의 법이라는 원칙

이 반영. 국가의 권한에는 명시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며, 시민들은 어떤 정부형태

든 그것이 지나칠 때는 저항할 권리가 있고, 심지어 그 정부를 전복시켜 다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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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행위 

하지 못한 정부는 정당하게 폐지될 수 있음.(A Short Introduction to Moral 

Philosophy). 허치슨은 이런 원칙들을 식민지들에 적용. 식민지의 신민들 또한 정

당한 (즉 유익한) 정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바 그런 정부를 얻지 못하고 억압

을 당할 경우 그들의 억압자들을 전복시킬 수 있음. 국민의 저항권은 의문의 여지

없음. 허치슨의 사상은 18세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잘못된 식민통치를 받는 곳

은 저항권이 있다는 주장은 북미의 식민지에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지녔으

며, 많은 애국자들에게 저항을 위한 철학적 논리를 제공. 그의 도덕감각 윤리는, 

합리주의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흄으로부터 부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음. 

그의 제자 아담 스미스는 그로부터 도덕이론과 경제이론을 배웠으며 허치슨을, 모

든 도덕적 구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즉각적인 감각과 감정에 근거해 있는지를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구분했던 첫 번째 인물이라고 평가. 칸트마저 애초에는 도

덕이론에 대한 허치슨의 기여에 매력을 느꼈고 또 존중. 벤담은 도덕감각에 관한 

이론이 전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허치슨이 명확히 밝힌 원칙-행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산출할 때 최선의 행위라는 원칙-을 그의 공리주의에 근본

적인 것으로 채택.     

4. 흄

1711년 스코틀랜드의 엄격한 장로파 가문에서 태어난 철학자, 정치이론가. 

역사가 겸 에세이스트. 에든버러 대학에서 초기 교육을 받고 법조계로 나가기 위해 

공부한 이후, 프랑스 La Fleche로 가서 문학적 평판을 얻기 위한 준비->A treatise 

of Human Nature가 그 결과(26세). 에딘버러와 글래스고우 대학에서의 교수직을 얻

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무신론자라는 혐의로 수포로 돌아감. 흄은 『인성론』의 주

장을 다시 개작하여 두 권의 책으로 출판: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그의 철학적 명

성은 이 두 책에 기인. 하지만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평가받지 못했음. 이제 흄은 

짧은 에세이들을 쓰기 시작. 자연종교에 대한 통렬한 비판적 작품들을 포함. 그 다

음 역사 저술에 관심을 갖게 됨. 에든버러에서 사서로 있는 동안 6권의 ‘영국사’

를 기술. 대성공. 직후 잠시 파리에서 살았고 살롱에서 총애를 받음. 여기서 그는 

루소와 알게 됨.(stormy and thankless relationship with Rousseau) 생애의 마지

막 즈음에 런던에서 작은 정부 직위에 복무. 장 질환으로 인한 때 이른 죽음을 금

욕적 체념과 유쾌함으로 맞이. 그래서 ‘세속의 성인’(secular saint)으로 불림. 

무신론을 확신하고 종교의 위안을 얻지 않고 즐겁게 죽음을 맞이했음.

스코틀랜드 출신이나 1707년의 연합을 지지했던 영국적인 정치이론가. 즉, 

그의 저술에 나타난 기질은 연합이 제공한 안정과 안전에 대한 지지를 반영.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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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정치이론은 반열광적이며(anti-enthusiastic), 관용적이고, 인간적인 보수

주의. 보수의 대상은 잉글랜드와의 연합에 의해 확립된 새로운 사회정치적 제도들. 

흄은 종교에 관해서는 회의주의자였으며 무신론자. 하지만 동시에 많은 급진적 계

몽주의 사상가들의 열망에도 비판적. 흄의 온건하고 주의 깊은 보수주의는 종교

적·정치적 열광주의자들과 전통주의자들 모두 비판. 그는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동

시에 계몽주의의 오만성에 대한 비판가. 다시 말해, 인간 이성의 능력은 세계를 더 

합리적이고, 친절하고,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관념을 비판. 그런 견해들이 

지닌 문제는 이성과 진리의 전진을 가장하여 분파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은폐한다

는 점. 

흄의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그것을 이성과 철

학의 열망을 제어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 흄은 존 로크를 따라 경험에만 의거하여 

지식을 구성하려고 했음. 하지만 회의적인 결론에 이르자 흄은 이것이 이성 자체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중요한 주장을 이끌어냄. 이성의 제한된 역할을 의식하

면서 흄은 인간 정신의 비이성적인 측면들에서 도덕적·정치적 개념들, 동기들, 행

위양식들(실제들, 관행들)에 대한 설명을 찾고자 했음->즉, ‘철학적 자연주의’를 

지향. 급진적인 철학이 보수적이고 ‘상식적인’ 도덕·정치이론을 산출할 수 있었

던 근거. 

-경험과 지식:

흄은 로크처험 경험주의적인 심리학에서 출발. 하지만 로크와 반대되는 결

론을 도출. 『인성론』(『인간에 관하여: 오성, 정념, 도덕본성론』, 동서문화사)

에서 마음의 내용은 결국 관념이나 인상이 된다고 주장. 마음은 부드러운 밀랍 공

처럼,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기관. 이런 직접적인 전달 혹은 인상은 마음에 자국

을 남기며, 이런 자국들이 바로 관념. 관념은 직접적인 인상이 남긴 희미한 흔적. 

흄의 경험주의는 선험적 지식에 관한 여지를 전혀 남겨 놓지 않음. 관념과 인상은 

단순한 것 혹은 복잡한 것으로 구분. 단순한 관념은 더 기본적인 관념 혹은 인상으

로 분해될 수 없는 것(붉다는 관념은 단순. 황금산은 더 복잡한 것) 

경험주의에서 흄이 도출한 중요한 교훈은 어느 정도 이성의 역할을 허용한

다는 점. 이성은 분명히 감각지각, 감정과 정념이라는 일차적인 능력에 종속된 이

차적인 능력. 경험에서 기원하는 관념들 사이의 관계를 수립할 뿐. 이런 입장의 함

의는 인간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지식은 없다는 것. 도덕에 관한 전통적인 자

연법 이론들에 대한 근본 비판. 예컨대, 인과성이란 관념은 어디서 오는가? 이성은 

그것을 창출하지 않음. 이성은 관념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 문제는 인과성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임.(인과성은 단지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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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간심리에 관한 사실) 인과성에 대한 흄의 회의주의는 복잡하면서도 광범위한 

결과를 산출. 합리주의적인 자연법 이론의 전제인 자연신학을 침식.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자연과학적 우주라는 아이디어의 확실성을 견지할 수 없다면, 우주는 도

덕법칙에 의해 규제된다는 주장은 훨씬 더 받아들이기 어려움. 흄의 작업은 철학의 

허세 및 그런 철학적 이론들에 기반 한 인간이성의 요구나 주장을 축소시키는 것. 

그런데 철학을 축소시키는 것(deflating)은 자연주의적이거나 경험에 기초한 인간

학(science of man)에 대한 길을 열어줌. 즉, 도덕적·정치적 가치들 및 원리들을 

(경험과 대립적인 ‘철학’에 토대를 둔 인간본성에 대한 추상적인 발상의 측면에

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이익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학문을 지향. 자연주의적인 

도덕이론을 구축.

-사실과 가치

흄의 인식론의 핵심 주장들 중 하나는 모든 관념들은 감각경험으로부터 도

출되며, 우리는 단지 경험되는 것만을 알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단지 제한적인 확

실성이나 확률을 가지고. 게다가 이성의 능력은 관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

들, 사실의 문제들, 그리고 수(number)에 국한. 그것은 관념의 원천이 아님. 그런

데 도덕적 구분들과 특성들은 세계에 관한 사실의 문제들과 같은 것인가? 사과의 

붉음에 대한 판단들은 그것의 가치, 좋음 그리고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과 전혀 관

계가 없음. 진리 개념은 관념들 사이의 관계들이나 관념들과 실재 존재 사이의 관

계들에만 적용. 그것은 도덕적 구분들처럼 칭찬이나 비난으로 인도하지 않음. 그러

므로 도덕적 구분들, 판단들, 그리고 가치들은 사실의 문제나 관념들 사이의 관계

에 대한 판단들과 다름. 이점은 우리를 도덕적 구분들의 기원 문제로 이끎. 이성의 

한계들에 관한 흄의 주장은 인간 마음의 비이성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일깨움. 『인

성론』의 2편은 정념에 관한 논의. 흄은 도덕적 구분들에 대한 설명과 정치이론을 

구축하기 (행위와 신념의) 이런 비이성적인 원천들에 의존. 정념에의 의존은 도덕

적 구분들을 이성의 산물로 보지 않고 느껴진 것들에 근거한 것으로 봄. 그것들은 

완전한 원초적인 감각들이며 이성에 앞섬. 흄에게 핵심적인 도덕적 구분들은 칭찬

과 비난(praise and blame). 이것들은 명백히 감정 혹은 느낌들. 이 부분은 영어권

에서 도덕철학의 많은 후속적인 발전을 자극. 즉 도덕적 용어들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욕구, 이익, 그리고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란 측면에서 도덕적 동기부여를 

설명하는 이론들의 발전을 자극. 많은 후속적인 도덕철학이나 메타윤리학은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 사이의 (흄에 의한) 범주상의 구분을 통해 진행.

-도덕적 판단:

도덕이성에 대한 흄의 공격은 니힐리즘을 남겨놓지 않았음. 이성은 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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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험한  아이의 고통에 내가 무관심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 공감과 정념들은 그

렇지 않음. 흄에게 비이성적인 본성이 가치를 제공하며 승리(해결). 이런 식으로 

정교한 도덕의식, 합리적인 직관 혹은 자연적인 규범적 법칙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도덕 판단의 기원과 규범적 힘을 설명. 흄의 설명은 도덕과 미학을 밀접히 연관시

키는데 어느 정도 허치슨에게 영향을 받음.(15년 차이) 도덕은 쾌락과 고통의 판단

에 관계. 도덕에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칭찬과 비난의 판단에 관심을 가짐. 우리가 

(타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이성적인 본성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공감적인 고통(공감함으로써 느끼는 고통)을 느낌. 이것이 비난이라는 판단에

로 인도. 우리가 어떤 개인의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를 볼 때, 우리는 괘락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바로 칭찬(의 판단)을 설명해줌. 도덕 판단에 대한 흄의 설명

에서 중요한 것은 쾌락과 고통이란 개념들. 하지만 흄은 공리주의자들과 달리 도덕

적 개념들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그 개념들을 사용하지 않음. 이런 개념들을 사

용하여 도덕적 판단들을 설명. 도덕적 판단들과 가치들이 이성이나 우리의 인지적 

능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념들에서 발생한다고 본 점에서 흄은 비인지주의

적(non-cognitivist). 정념들은 칭찬할만하거나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

만, 진위(true or false)로 판단될 수 없음. 요컨대 길가에서 무고한 아이의 고통

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지 못한 사람은 이성의 행사-진위를 가리는-에 실패

한 것이 아님. 그의 결함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에 있음. 

도덕판단에 대한 흄의 설명에서 판단의 대상은 사태(정황 states of 

affairs)가 아니라 성품의 덕성. 고통 받는 아이의 예에서 보듯, 흄의 초점은 인간

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관찰자의 성품에 놓여있지 사태자체(혹은 결과)에 놓여

있지 않음. 결국, 아이의 고통은 타인의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 결과일 수 있지만, 

자연적인 비극의 결과일 수도 있음. 흄은 도덕적 승인 혹은 칭찬을 사태(결과)보다

는 성품의 덕성에 대한 것으로 유지하기를 원했음. 이것은 흄의 도덕이론이 공리주

의-사태(결과)를 판단하지 성품의 미덕을 판단하지 않음-와 다른 근거.

-자연적 미덕과 인위적 미덕:

사실과 가치의 구분과 함께 자연적 미덕과 인위적 미덕의 구분도 중요. 이 

구분은 정의, 재산 그리고 정부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의무에 관한 

논의의 통로를 제공. 

인위적인 미덕에 대한 설명은 정의란 관념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 정의의 의무가 개인적 자혜라는 자연적 동기에서 기원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자연적인 미덕이 아니라고 결론지어야 함. 하지만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은 아님. 정의를 인위적인 미덕으로 부르는 것은 그것이 교육이나 관습이

라는 인공적인 것에 의존하는 미덕이라는 것을 의미. 다시 말해, 인위적 미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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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모두가 혜택을 입지만(public interest)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그리고 

항상 혜택을 입지만은 않은 제도들을 지탱하기 위하여, 교육에 의해 함양된 칭찬할 

만한 동기들과 성품의 특징들. 여기서 공익이라는 관념은 우리의 관심을 (공감의 

감정에 통해) 자연적으로 결합된 사람들을 넘어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 부분적으로 

정부의 역할도 이런 목적을 위해 필요. 

정의의 미덕이 자혜와 같이 단순한 자연적 동기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후, 흄은 인위적인 미덕들이 의존하는 제도들과 관습들의 기원으로 나아감. 이것은 

재산제도의 기원에 관한 논의로 이끌며 궁극적으로 재산을 유지하는 정부 제도들에 

대한 논의로 나아감.  

-정의와 관습:

정의라는 관념은 관습이란 관념에 기초. 그러면 관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들. 관습에서 핵심은 그것들이 갖는 권위의 원천, 혹은 그것

들이 규칙이 되는 원인. 관습을 설명하기 위해 보트를 젓고 있는 두 명의 사람 예

를 듦. 그들은 공동의 목표 혹은 이익을 가짐. 그리고 이익의 공동성은 행위의 동

조를 만들어내기에 충분. 이 공유된 공동 이익은 그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행위 

할 이유가 됨. 더 이상의 이유-계약과 같은-는 불필요. 관습들은 구속력이 있음. 

왜냐하면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구현하기 때문. 흄은 상호주의란 관념에서 핵심적

인 관습을 확인. 각인은, 타인들의 비슷한 이익을 인정한다면(조건적 가정), 타인

들의 재산을 존중하는데 관심을 갖는다고 인정. 이런 공동이익의 인정은 소유나 소

유권의 안정성이 의존하는 관습을 발생. 흄의 자연주의는, 관습이란 관념과 관념들

이 함축하는 이유의 수렴(일치 convergences of reason)에 입각하여, 정의의 의무

와 약속지키기 의무에 대한 설명을 제공. 

-재산과 정의:

재산의 기원에 관한 설명은 외부의 자연적 상황에 대한 인간의 적대감 속에 

뿌리가 있음. 그는 인간의 자연적 사교성(사회성)을 인정. 하지만 인간은 내면에서

는 안전할 수 있지만 외부의 상황은 위협적일 수 있음. 우리의 자연적 상황은 희소

한 상황. 세계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 전부를 제공해주지 않는데, 이것이 경쟁을 

야기. 그리고 경쟁을 극복해야 할 필요는 우리의 소유를 소유권으로 전환시키도록 

이끎. 즉, 소유권은 각자에게 그들의 소유물들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호

적으로 허용해주는 이점(혜택)에 대한 상호승인으로부터 발생. 즉, 재산권은 적대

적인 자연적 상황에 직면하여 공동의 필요(욕구)에 기초한 상호승인의 관행이 성장

한 결과. 이 관행은 공익이라는 인위적인 관념을 발생. 우리는 안정된 재산제도를 

향유하는 데 공동의 관심을 가짐. 이 안정된 제산제도로부터 모두가 혜택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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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익(관심)의 일치는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의 관습이 관

심의 일치를 강화시키고 공익이 사익과 충돌할 때 공익을 지탱하기 위해 발전. 이

것은 정의의 세 가지 규칙들이 지닌 관습적인 특성을 예시. 첫째 소유의 안정성, 

둘째, 동의에 의한 재산의 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규

칙. 소유의 안정성은 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대들 때문에 하나의 가치(선)가 

됨. 우리가 정의를 언급하는 것은 이런 기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따라서 그런 

규칙들은 인간적인 관행(practice)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위적. 정의롭게 행위 하려

는 동기는 안정된 사유재산제도가 제공해주는 혜택에 대한 공동의 관심 때문.

-정부:

정치적 지배의 권위와 정당성은 정부의 기원과 무관하게 정부의 효용에서 

도출. 헌법(조직)의 형태는 순전히 관행적인 문제.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이 안정

성과 안전한 기대라는 공리주의적인 선(가치)을 이루는데 갖는 유용성. 이런 공리

주의적 선은 특정한 정부형태들, 이를 테면 자의적인 절대주의를 안전한 기대를 좌

절시킨다는 이유로 배제할 것.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리주의적인 기준이 중요. 정

부의 근본적인 책임은 재산을 지켜주고 유지하는 것. 이와 같은 그의 견해는 평화

와 자유의 조건으로서의 상업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옹호하는 스미스와 다른 동료들

의 입장과 수렴. 흄은 또한 정부를 교육적인 제도-동일시와 공감을 우리가 직접적

인 상호승인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장시켜주는 제도-로 보기도 함. 우리

가 작은 규모의 비교적 면대면의 사회관계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는다면, 관습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공익에 대한 발상의 범위를 넓히기 위

해서도 필요.

-흄은 공리주의자였는가?:

흄이 어느 정도까지 공리주의자였는가를 평가하는 시도는 (사상사에서 흔하

지만) 상당 정도 공리주의자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음. 벤담과 밀과 같은 주류 고전

적 공리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적 쾌락주의자들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 그들

에 따르면 개인은 고통보다는 쾌락의 욕구에 의해 행위하며,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행위는 가장 많은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분배가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 공리의 원

칙 혹은 고통에 비해 쾌락을 극대화시키도록 행위 하라는 명령이 유일하게 윤리적

인 의무이며, 그 명령은 단순히 도덕과 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정치

제도들과 관행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 흄은 단순한 결과주의자가 아님. 그는 효

용이란 개념을 협소한 고전적인 공리주의적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음. 그는 또한 심

리학적 쾌락주의자도 아님. 게다가 그의 도덕이론은 설명적이고 기술적이지 규범적

이고 비판적이 아님. 기껏해야 흄은 나중에 벤담과 밀의 손에서 근본적으로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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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발전하는 전통 혹은 이론에 대한 흥미 있는 기여자일 뿐. 하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의 축소된 견해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비교해 볼 때) 벤담과 밀이 

그들의 이론을 구성할 수 있었던 지적인 기반을 제공. 

5. 스미스

스미스와 퍼거슨: 상업사회가 공화주의 제도, 가치 그리고 실제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를 이해. 그들은 순전한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견지하기 않음. 오히려 

공화주의 정신을 상업사회의 정치에 구현하고자 하는 가운데 자유주의적 개척자들

이 되었음.

-시장에 관한 수사: 인정, 언론 그리고 교환

스미스의 저술들은 오랫동안 현대 자유주의의 경제적 차원들에 관한 기본 

교과서. 하지만 최근에 상이한 평가 대두.

(1)시민적 인문주의라는 공화주의 전통과 결부시키는 해석. 자연상태 이론 

거부, 사회계약이론 비판, 고립된 개인들이 사회적 행위의 최종적 단위라는 인식 

거부, 그리고 역사와 사회는 합의에 기초하기보다는 단계를 거쳐 진화한다고 보는 

입장은 스미스를 시민적 도덕주의자로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들. 주로 『도덕감정

론』에 의거하는 이 해석은 사교성, 공감, 도덕적 성품, 열정의 요소들을 강조. 하

지만 무리한 해석. 문헌적 자료도 찾기 어려움.

(2)전통적인 자유주의적 해석. 『국부론』 2장 모두의 유명한 문장에 근거. 

즉, 인간의 교환욕구로부터 출발. 인간의 교환욕구는 분석적·규범적 역할을 동시 

수행.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유명한 개념과 함께 새로운 학문의 중심축이 됨. 

낡은 신학, 도덕, 정치철학을 대체. 인간의 교환욕구는 시장체제가 지닌 해방적 성

격의 규범적 이론의 근거이기도 함. 시장체계는 ‘자연적 자유들의 체계’를 구성. 

왜냐하면 전통적인 위계질서, 권위, 배제 특권들을 흔들어버리기 때문. 중상주의와 

다른 대안적인 경제적 조정체계 메커니즘과 달리 시장은 개인 선호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에 기초. 시장경제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받아들이고 그 특성에 주

목. 이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열망과 필요까지도 주목. 이것은 정치적 함의를 지

님. 자유주의 국가는 경제적 자유를 보호해야 하고, 사적인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줘야 하며, 개인들이 법의 보호 하에 외부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자

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함->현대 정치적 자유주의의 초창기 이론이

라 할 수 있음. 

자유주의적 해석에 핵심적인 것은 자기이익에 따라 행위 하는 사람들 사이

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기초한 사회통합 이론. 경제뿐 아니라 더 큰 사회질서가 자

유롭고 계획되지 않은 행태와 과정에 의해 산출된다는 것.(하이에크가 계승) 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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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당대의 거대한 사회적·상징적 변화들 때문에 도덕적 합의와 사회적 동질성이 

소멸됐다고 봄. 따라서 공화주의적 요소들에 의해 유지될 수 없음. 스미스는 자발

적인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최소한의 강제장치와 제한된 정치권력 

하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질서의 가능성을 포착.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자본주의는 안정성을 산출하고, 경쟁하는 이익들을 계속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균

형을 유지하는 (그래서 국가의 필요성을 제한하는) 메커니즘과 시장의 혜택을 누린

다고 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이론적 명제들은 서로 결합하여 시장자본주의 

옹호에 관한 굳건한 정당화 논거를 제시. 동시에 정치제도, 자유주의적 관념들과 

가치들에 대한 특수한 정당화 논리도 제공.

하지만 스미스를 온전한 자유주의자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함. 그의 저술

에는 순전히 자유주의적인 설명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공화주의적인 요소 존재. 인

간의 성향에 대한 그의 주장은 시민적 인문주의 전통과 가장 일치하는 (사회관계에 

관한) 실질적 내용과 간주관적 특성에 관한 윤리적 이해를 포함.

(3)새로운 해석: 공화주의를 자유주의로 변형했다는 해석.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성

에 관한 Bernard Manderville의 개척자적인 표현을 수용하듯 물건을 주고받으려는 

교환욕구를 인정했지만, “이런 성향이 과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인간본성의 

본래적 원칙들 중 하나인가를, 혹은, 그 성향이 이성과 발언(speech) 기능들의 필

수적인 결과인가”를 물음. 물질적인 자기 이익의 추구가 가장 근본적이며 초역사

적인 성향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 즉,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수치를 피하고 싶

어 하는 욕구 ‘인정의 욕구’를 강조. 『도덕감정론』, 「법이론 강의」 등에서 

포괄적이고 조리 있는 설명을 제시. 

스미스는 사회관계의 주요 매개체로서 발언과 수사의 중요성 인식. 시장을 

상품의 경제적 교환을 위한 유일한 장소로 간주하는 대신, 도덕적 승인과 사회적 

인정을 향한 인간 행위자들의 불가항력적 투쟁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통합을 위한 

중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 그는 시장에 있는 행위자들의 가장 깊은 행위동기를 

추적·설명하기 위해 ‘인정’이라는 개념에 의존. 공화주의에 깔려 있는 핵심적인 

윤리적 동기들을 개조하고 방향을 바꿈으로써 근대적인 제도적 장치들로 수용. 고

대인들에게 인정욕구는 공적인 탁월성, 능동적인 시민성, 애국주의 그리고 전투적 

영광을 통해 실현되었다면, 근대인들에는 자유, 권리, 안전, 재산 그리고 부를 위

한 추구로 실현. 요컨대,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변형된 공화주의(displaced 

republicanism). 이런 전환과정을 이해하려면 공감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해, 공감

이 동의와 존중을 통해 인정이론으로 발전하는 논리를 고찰해야 함. 또한 시장이론

이 인정이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함. 

흄의 영향 하에 스미스는 도덕감정의 특성과 메커니즘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감이란 범주를 정교화. 자혜(benevolence)에 관한 허치슨의 자연주의적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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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더빌의 자기애(self-love)에 대한 강조를 일원적이라며 거부. 공감에 기초한 도

덕이론을 산출. 이에 따르면 도덕 판단은 상상을 통해 어떤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과 일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도출. 

선과 악 사이의 도덕적 구분은 궁극적으로 공감능력에 달려 있음. 개인들은 

이성이 아니라 정념을 통해 서로 깊이 소통. 그런 상상적 동일시의 행위를 통해 그

들은 도덕적 결론에 도달. 도덕적 조치들은 공감이 달성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

려있음. 주체들이 대화상대자의 사회적·주관적 상황과 그들의 행위 및 정념들을 

공감할 수 있을 때만 도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즉, 공감은 옳고 그름, 선

과 악의 관념들이 결정되는 근원적인 토대(original basis). 이런 윤리체계에 따르

면 공감의 능력을 수단으로 사실과 행태의 도덕적 타당성을 판단. 이런 정서적 능

력은 그들에게 타인들이 경험하는 쾌락과 고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황과 사건들

을 승인(공감)하거나 불승인(거부)하도록 허용. 요컨대, 공감은 도덕판단의 주요 

기준. 사람들은 덕스러운 의도나 상황 자체에 공감하지 않음. 반대로 공감하기 때

문에 어떤 상황이 덕스럽게 됨. 

스미스에게 도덕적 승인, 사회적 칭찬, 간주관적 수용은 타인의 감정과 정

념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활성화(motivate). 우리는 칭찬·찬양·사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동료들에 공감. 공감의 능력과 내적 충동은 (타인들의) 공감, 만족감, 

승인을 끌어내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충동에 근거. 다시 말해, 타인들의 

관심과 승인의 대상이 되려는 욕구에 근거. 이처럼 공감은 칭찬을 받으려는 욕구, 

비난과 피하려는 욕구에 근거. 즉, 도덕적인 인격체로서 인정받으려는 깊고 강렬한

(substantive) 열망의 결과. 

사람들은 이 목표를 간접적으로 추구. 사람들은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

적 관계 에 뿌리 내리고 있는 관점들을 통해 자신을 봄. 즉, 그들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불편부당한 관찰자들이 됨. 요컨대 공감은 타인들을 통해 자신을 보는 정서적

이고 간주관적인 형식이며, 자신의 인격적 가치를 동료들의 승인을 통해 긍정하게 

되는 정서적으로 간주관적인 형식. 감정이입과 상상적인 동일시를 통해, 사회적 행

위자들은 그들의 정신세계를 넓히며, 자신들을 사회적 도덕적 네트워크 속에 삽입

하고, 상호적인 승인의 특질들과 내용을 타협. 즉, Luigi Bagolini의 지적처럼, 공

감은 “타인들의 칭찬을 받는 동시에 타인들의 비난을 회피하려는 욕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공감은 “이런 자질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판단하는 주체

가 타인들에서 경탄스러운 것으로 판단하는 행위들을 성취하려는 욕구에 기초해 있

다.” 개인들의 본질주의적인 사회성과, 사회관계를 순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본위적

인 고려의 결과로 보는 본질주의적 해석과 다름. 간주관적인 지각 관계를 벗어난 

자아는 없음. 

자아와 타자의 변증법은 공감으로 표현됨. “자연이 인간을 사회에 적합하

도록 만들었을 때, 자연은 인간에게 자신의 이웃 형제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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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적인 욕구와 그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한 본원적인 혐오를 부여하였다. 자

연은 인간에게 이웃 형제로부터 호의적인 고려에 기쁨을 느끼고 비호의적인 고려에 

대해 고통을 느끼도록 가르쳤다. 자연은 이웃 형제들의 시인을 그것 자체로서 가장 

의기양양하고 가장 유쾌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웃 형제들의 시인에 대한 인

간의 욕구와 부인에 대한 그의 혐오만으로는 그들이 사회에 적합하게 하기에는 충

분하지 않다. 따라서 인간은 이웃 형제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뿐만 아니라 인

정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았

다.…잘 수양된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 두 번째의 욕구가 양자 중에

서 더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스미스 『도덕감정론』, 216) 따라서 도덕판단의 

궁극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공감 자체가 아니라 존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찬양 받고 싶고 칭송받고 싶은 더 깊은 인간적 욕구. 즉 인정의 욕구. 이런 점에서 

스미스는 헤겔을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호네트의 더 최근의 인정이론을 예견. 

「수사학」은 인정과 교환의 핵심 주제들을 발언(표현)에 관한 이론을 통해 

연결. 4가지 발언 형태를 구분: 시적, 이야기적, 교훈적, 웅변 혹은 수사적. 발언

의 기능은 보다 깊고 본질적인 인간적 특징에 근거. 즉, 타인들에 의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근거. 타인을 설득하고, 이끌고 통제하는 욕구는 우리의 자연적 욕구

들 중 가장 강력한 것들 중 하나. 발언을 통한 인정욕구의 예는 고대 그리스의 민

주주의와 로마 공화정의 경쟁적 정치. 하지만 고대 폴리스에서의 인정획득은 근대 

사회에서는 부적합. 고대적인 민주주의는 시대착오적. 근대의 상업사회는 사회적 

지위의 전통적인 형태들을 붕괴. 스미스는 몽테스키외, 흄, 특히 아담 퍼거슨의 영

향을 받아 서구적 근대성의 편에 섰음. 시장은 시민사회의 핵심에 있음.

스미스는 이런 엄청난 변화의 문화적 반향-근대적 개인들의 인간학적이고 

심리적인 특징들을-을 정교화. 전략적이고 자기이익에 밝은 개인들을 특수한 시간

과 과정의 산물, 특히 새로운 종류의 시장에 의해 형성된 특징으로 이해. 근대적인 

homo economicus는 사회역사적인 구성물이지 보편적 사실 아님. 스미스의 철학적 

인간학은 근대적 주관성을 새로운 경제적 구조와 새롭게 출현하는 자본주의에 연

계. 노동 분화와 함께 시장관계의 역사적 도래와 사회적 팽창은, 성실, 검약, 시간

엄수(정확성), 근면 그리고 자기 이익에 의해 특징화되는 새로운 인간형의 원인들. 

요컨대 시장자본주의를 이끈 것은 물물교환에의 자연적인 성향 때문이 아님. 오히

려 상업의 발달이 성실, 정확성과 같은 특질을 인간의 인격 속에 심어줌. 

그렇다면 수사학은 근대사회에서 무용하게 되지 않았나? 스미스는 수사와 

도덕적 승인욕구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믿음. 장소가 변했을 뿐. 정치

의 영역에서 윤리이론의 영역으로, 특히 공감의 영역으로 이동. 타인들의 승인을 

이끌어내고 자기평가에 필요한 존중을 획득하기 위해 근대적 주체는 관심을 사로잡

고, 정서에 호소하며, 공감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함. 이런 기획을 수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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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적 담론은 인정의 자연적 언어로 부상. 행위자들은, 타인들의 공감을 획득하

려고 투쟁하면서, 발언과 설득의 전략을 구사. 사후에 출판된 「법철학」에서 스미

스는 시장과 설득이 별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 설득은 행위자들에게 자

신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감정을 전달하여 타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자

신이 도덕적 인간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 근대에는, 찬양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연적 욕구의 표현인 수사가 경제적 활동을 통해 승인과 존중을 획득하려고 투쟁

하는 시장 행위자들에 의해 활용. 그러므로 스미스에게 웅변은 서구의 상업사회에

서 사라지지 않았음. 이런 유형의 발언은 고대의 ekklesia를 버리고 근대적인 

agora에로 들어갔음. 이제 정치와 공적인 덕성이란 낡은 언어를 버려두고. 거래, 

이익, 부와 같은 새롭게 구체화된 언어가 통용되면서 수사에 의해 사용. 중요한 것

은 바탕에 깔려 있는 동기는 동일하다는 것. 즉, 인정의 욕구. 도덕적 승인을 얻으

려는 욕구. 이제 “야망과 탁월성의 위대한 도구는 새로운 거주처를 찾았다.” 

요컨대 스미스의 도덕이론과 상업사회 이론에는 공화주의적 향수가 남아있

음. “상업의 또 다른 나쁜 효과는 인간의 용기를 가라앉히고, 상무정신(martial 

spirit)을 말살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전쟁은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문화와 노동분화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교역은 그 시민적 특성을 상실했

다.”는 스미스의 발언에는 그런 형수가 남아있음. 이런 해석은 스미스문제(Smith 

Problem), 즉, 인간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초기의 도덕적 스미스 대 이익을 

쫓는 경쟁적인 개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후기의 도구적 스미스(instrumental 

Smith) 사이의 명백한 모순에 대한 더 설득력 있는 제3의 해결책 제시. 

6. 퍼거슨: 근대 상업사회와 아담 퍼거슨, 그리고 고전적 공화주의의 한계

퍼거슨은 때로 마키아벨리적 도덕주의자(Machiavellian moralist) 혹은 마

지막 신로마인(the last neo-Roman)으로 불림->근대 상업사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적 정부를 보존하려는 도전을 체계적으로 시도. 새로운 상황에 공화주의를 

적합하게 만들려는 이런 노력은 나중에 케임브리지 학파(포콕, 스키너)에 의해 더 

진전. 이 학파는 퍼거슨을 “근대화된 공화주의자”로 묘사. 이런 해석은 낡은 해

석-퍼거슨을 스미스와 함께 초기 자유주의자, 즉, 자유시장, 자발적 질서, 제한정

부에 헌신한 초기 자유주의자로 보는 해석-을 대체.

그는 공화주의적 관념들과 가치들을 ‘새로운 분리들의 시대’(new age of 

separations)에 적합하게 개조하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정치이론을 제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공화주의적

인 해결책에서 더 자유주의적인 해결책으로 옮겨갔음. 그리하여 덕성과 상업을 설

득력 있게 화해시키는데 실패. 하지만 그의 사고의 중심에 제도와 법률의 역할은 

물론 다원주의, 갈등, 그리고 감정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퍼거슨은 고전적 공화주의

를 재구성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냈음. 독특한 종류의 자유주의라 부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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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즉, ‘경합적 자유주의’(agonistic liberalism)을 개척.(Kalyvas and 

Katznelson 2008) 

근대인들을 위한 공화국을 모색하기 위해, 퍼거슨은 상업사회의 사회경제적 기원

들, 역사적 특성, 정치적 결과를 검토. 근대성의 중심적인 표식은 사회의 통합이 

깨져서 다원적인 직업, 기술, 경제적 임무들, 사회적 틈새들이 발생했다는 것. 이

런 시민사회의 출현, 곧, 정치생활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인간실존의 거대한 영역

의 출현은 고전적 공화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을 직접적으로 위협. 노동분화, 

개인의 자기이익, 부의 사적인 축적, 사치, 그리고 세련된 것에 대한 기호는 공동

선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시민성이라는 공화주의적 이상을 뒤흔들어버림. 퍼거슨의 

문제의식은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으며 또 극복될 수 있다면 어떻게 극복될 수 있

는가 하는 것. 일단 시민사회가 생산과 교역의 성장을 불당기면, 시민적 덕성이란 

가치와 실제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공화주의가 시대착오적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 초기 저작에서도 핵심적. 초기 저

술-Reflections previous to the Establishment of a Militia(1756)-에서도 그는 

“상무정신과 문민적·상업적 정책을 혼합시킬” 수단을 모색하고자 했음. 물질적 

변화와 인간적 빈곤화(질적 저하)가 결합된 스코틀랜드를 예로 들어, 퍼거슨은 근

대사회가 달성한 “시민적 자유의 정도”를 “도덕적 성품의 함양” 및 “민족적 

위대성”의 실현과 조화시키고자 했음.

가장 저명한 「시민사회의 역사에 대한 에세이」에서 그는 상업적 예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보존하는 것은 어렵다고 피력. 그럼에도 그는, 사적인 

부와 공적인 덕성, 개인과 공동체는 조화되고 혼합될 수 있다고 주장. 나중에 『도

덕학 및 정치학의 원리들』(1792)에서 퍼거슨의 경합적 자유주의가 완벽하게 정교

화 됨. 하지만 공화주의적 열망들을 선택적으로 고수하면서 그렇게 함. 특수한 도

덕코드를 지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도구

로서의 근대국가의 비전을 제시. “근면한 자들이 노동의 결실을 쌓아 올릴 수 있

도록 함으로써…그리고 상호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공정한 해결을 제

공해줌으로써,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정관리가 무질서와 악덕을 차단해야 하며, 사람들의 악한 

성향을 봉쇄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덕성의 선택을 촉진하고 권장해야 하며, 자연이 

제공한 최상의 성향들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그처럼 퍼거슨은 

근대 국가들이 “공적인 덕성과 상업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

퍼거슨은 공화주의와 상업적 근대성과 관련된 이런 도전들을 (해결이 필요

한) 두 가지 세트의 긴장들로 치환. 첫째 세트의 긴장: 정치적 자율성 및 권리들과 

개인적인 자율성과 권리들 사이의 긴장. 둘째: 공적인 정신과 물질적인 자기이익 

사이의 마찰. 퍼거슨은 자율성의 한 가지 형태만을 배타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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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 어떤 것도 홀로 오래 지탱될 수 없음. 그 불가피

성에도 불구하고 사적 자율성은 엄청난 불평들을 발생시키며, 새로운 예속과 지배

의 패턴을 만들어내 자유로운 정치공동체의 도덕적·제도적 조건을 훼손. 자본주의

는 공적인 덕성을 좀먹고, 대중정부의 실질적인 내용을 축소시킴. 대중정부를 공허

한 법률의 앙상블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리하여 그것을 순전히 형식적인 것으로 만

들어버림. 퍼거슨은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전제조건들을 강조.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 위에 세워진 정치적 평등은 공허하고 의례적인 것에 불과. “모든 

상업 국가에서는, 평등한 권리들을 과시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대한 찬양이 다수

를 우울하게 만든다.” 

하지만 펜듈럼이 정치적 자율성이라는 다른 방향으로 기울게 되면 마찬가지

로 어두운 결과가 산출. 이런 형태의 자율성은 폭정으로 이어지기 쉬움. 정치적 자

율성은 시각, 성품, 이해관계의 다양성도 제거할 위험성이 있음. 단독적으로, 공적

인 자유는 궁극적으로 정치구조의 자유화, 다양성의 혜택, 관용이 가져다주는 혜택

에 해로움. 상업적으로 번창하는 국가가 평온함을 누릴 가능성이 더 큰데, 그것은 

개인들이 명예, 헌신, 정복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더 관심이 있기 때

문. 퍼거슨이 볼 때, 인구증가도 평화의 산물이며,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

요한 꾸준한 세입원. 그런 물질적 문화적 이득이 없다면, 근대 국가는 약탈적이며 

심지어 야만적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봄. 

퍼거슨은 지적인 삶의 전 과정에서 상업과 덕성 사이의 이런 긴장을 해소하

려 노력. 하지만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초기와 중기의 동요를 벗어나서 공화주의적 

열망을 더 확고하게 근대적인 자유주의적 정치형태로 변형. 우려도 섞여있었지만, 

그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주고 현존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들을 보존할 수 있는 중립

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국가의 우선성을 지지. 결국 그는 공적인 자율성과 사적인 자

율성 사이의 균형을 후자 쪽에 기울게 했음. 그 결과 폭정의 일차적 원천은 사적인 

이익추구나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민주적 권력-인민의회와 그들의 소동의 과격성과-

의 우세에 있다고 주장. 다수에 의한 전제의 전망에 직면하여, 퍼거슨은 정치참여

를 제한하고, 경제발전의 우선성을 강조하며, 근대국가의 목적을 재검토한 해결책

을 내놓았음.(토크빌) 공화주의는 아직 존재하지만 확실히 일관성을 잃게 되었음. 

-다원성

교양과 기계기술, 문학, 그리고 상업에서의 새로운 능숙함에 의해 특징지어

지는 근대성은 무례한 시대들과 구분. 그 사회질서는 분화되어 있고 파편화, 이것

들은 혁명적인 노동분화에 기인. 근대사회는 고도의 이례적인 수준의 복잡성과 계

급 및 직업의 다양성이 특징. 사회에 핵심적인 새로운 다양성은 본유적으로 근대성

의 다이내믹한 패턴들,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조직(화)과 계급구조의 다이내믹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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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들에 연관. 스미스가 ‘문명화된 사회’의 가치들을 “동시에 유행하는 두 가지 

상이한 도덕체계”로 압축시킨 반면(엄격한 것과 느슨한 것) 퍼거슨은 집단, 신념, 

가치, 성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성에 관한 더 풍부한 이론을 제시. 사회가 더 

상이한 집단들로 구성될수록 “그들의 대립하는 야심들은” ‘이익의 분리’를 창

출하는바 ‘이익의 대립’이라는 형태를 띰. 그는 모든 가치체계와 도덕적 이상은 

비합리적이며, 권력이 결부되어 있다고 봄. 따라서 가치평가와 판단문제에 관한 불

일치는 다원주의에 내재. 갈등은 개인과 집단적 행위자들이 표방하는 선(가치)에 

관한 상이한 발상들로부터 출현. 

-친구/적

다원주의에는 질서가 있음. 칼 슈미트를 1세기 반이나 앞서 예견하면서, 퍼

거슨은 차이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적인 구조적 형식을 발견. 즉, 친구와 적이라는 

구조적 형식. 상이한 가치체계와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적 실체들에 있어

서는, “우정과 적대감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조건. 그들은 적을 적출해내고 

친구를 선택. 이렇게 적대감은 정체성 형성의 중심적인 메커니즘. 그 정체성을 통

해 ‘우리’라는 집단의식-그 응집력과 함께-이 갈등의 불협화를 우적 사이의 일관

성 있고 의미 있는 대립으로 전환. 관계의 각 조건은 동시적으로 타자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위협. 우적의 분리는 “사회의 집단들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

한다. 각각의 분리된 국가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결합을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바, 동포라는 이름은 외국인이라는 이름에 대비된다.”(「시민사회의 역사」) 정체

성들은 관계적이며 상호작용적으로 구성. 그것들은 ‘구성적인 외부’에 의존.(cf. 

Wittgenstein, Derrida, Mouffe) 외부의 위협적인 존재, 즉 근본적인 타자라는 전

제조건이 없으면, 자신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

근대 사회의 다원적 특성은 차이, 불일치, 그리고 상호작용을 발생. “대립

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없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들 사이의 통합의식

(sense of union)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에세이) 따라서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을 설명해주는 것은 다원주의라는 단순한 사실이나 계급, 종

교, 인종 혹은 민족적 토대라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적대, 억압 그

리고 경쟁의 실제 속에서 ‘정서적 집단’(affective bands)을 구성하는 적의 존

재. 

-정치적 갈등

퍼거슨은 갈등의 정치적 성격에 초점을 맞춤. 그는 정치적 적대감의 특수한 

성격을 부각시킴. 정치적 갈등의 특수성이 권위를 둘러싼 경합, 그 경합에서 실제

의 사회상태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는 쪽이 그 권위를 장악·이용하고자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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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당하는 쪽은 구제를 얻고자 분투하는“ 가장 강렬하고 확산되어 있는 (권위

를 둘러싼) 경합에 있다.”고 분석.

퍼거슨은 다원주의의 정치적 의미와 함축성을 수용하고, 그것(때러 전쟁을 

포함)을 “문명화되고 세련된 국가”의 특징이라고까지 긍정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칭송. ‘경합적인’ 자유주의 이론의 토대를 깔면서, 그는 경합의 두 가지 이로운 

결과를 조명. 정치공동체 차원에서는 갈등의 구성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국가들의 경쟁, 그리고 전쟁이란 실행이 없다면, 시민사회 자체가 목적 혹은 형

태를 거의 갖추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 마찬가지로 그는 정치적 갈등을 결합

(incorporation)과 안정화는 물론 정치적 혁신과 변화의 중심적인 메커니즘으로 

봄. 대립은 상업적 이익이 야기하는 부패를 막아줌으로써 자유로운 정체를 보존.

(매우 중요한 논점) 갈등들은 사적인 부의 추구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교정하

는 데 필수적.

퍼거슨의 가장 설득력 있는 논의들 중 하나는 갈등의 긍정적인 도덕적·인

격적 결과에 관한 것. 갈등은 많은 긍정적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옴. 그것은 

대규모의 공동체들, 국가 그리고 공식적인 방어제도의 구성을 촉진하며, 도덕적 인

격의 발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투쟁과 적대주의는 사람들의 고차적인 능력들을 

개발하고 완성시킴으로써 사람들의 도덕적·지적 자질들을 향상시켜줌. 퍼거슨의 

경합주의(agonism)가 정치적 자유의 근본적인 원천으로서의 갈등에 관한 마키아벨

리의 공화주의적 해석과 나중에 밀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서 명확하게 표현되는 

완전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인 인간 해석을 매개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 정치적 역

경은 동시에 역사적·사회적 진보의 주요한 추동력이며, 자유의 생생한 토대이고, 

개인의 발전과 향상을 이끄는 자극제. 적극적인 정치생활은 우월한 형태의 행복과 

희열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판단을 고양. 퍼거슨에

게, “가장 인간생활을 가장 고무시키는 때는 위험과 역경이 부를 때이지, 안전과 

평안함이 부를 때가 아니다.…그 모든 경우에, 행위에 대한 그의 성향은 그에게 부

여된 다양한 능력들과 보조를 맞출 뿐이다. 그의 본성에서 가장 존중할 만한 속성

들, 아량, 꿋꿋함, 지혜는 그가 투쟁하도록 운명지어지 역경들에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

-법과 제도

이런 갈등모델은, 정의와 사회평화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야기. 적대주의와 

투쟁의 편만함. 그리고 정의로운 정치질서가 어떻게 창출되고 유지되며 재생산될

까? 제도적인 장치들은 숙고와 보편적인 합의를 통해 도출되지 않음. “어떤 정체

도 협동에 의해(by concert) 의해 구성되지 않는다. 어떤 정부로 계획으로부터 복

제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정치적 투쟁과 전략적 행위의 산물. 이런 식으로 이

성(합리성)의 자율성을 훼손시킴으로써, 퍼거슨은 합의적인 주장의 규범적 토대를 

전복시키고자 했으며 그것들의 엄청난 허약함을 들춰내고자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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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정치질서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인 이해를 위해 퍼거슨은 서로 분리

되어 있는 세 가지 요소들을 융합. 첫째, 질서를 실용적 타협으로 분석. 법을 경쟁

하는 정치지단들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성취된 “협약”(treaty)으

로 규정. 가장 강력한 집단도 상호의존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신중한 타협을 하게 만들어, 상황적인 권력균형을 일시적인 안정적

인 정치질서로 변화시킴. 결과적으로, 근대사회의 법체계는 투쟁, 거래 및 전략적 

타협의 산물. 퍼거슨에게, “법은, 아마도, 결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의 이익과 정

신에 의해서 지시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른 손들에 의해 움직이며, 저항을 받고, 

수정된다. 그리고 경쟁하는 집단들이 서로 채택하도록 압박한 중간(medium)이나 구

성물을 표현하게 된다.” 이런 실용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복잡하고 상황적

이며 관계적인 권력구조들을 공고히 하는 사회 규범들과 정치제도들이 발생. 또한 

정치질서의 정당성은, 갈등의 용광로에서 일단 형성되면, 사회 구성원들의 (규범적

으로 동기 지어진) 동의에 의존한다고 믿음. 규범들은 오직 “관련 당사자들이, 그

들이 처해있는 상황의 시험에 따라(upon trial of situation) 통치의 행사에 요구

되어지는 조건에 동의할 때만 타당하다”고 주장.

하지만 정치제도들의 규범적 내용에 대한 퍼거슨의 설명은 근대 사회에 대

한 그의 현실주의적 이해를 바탕에 둠. 다원적인 집단들, 가치들, 이익들의 구성체

는 보편적인 합의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어렵게 함. 정치행위자들은 계급, 직업, 신

념, 열정 그리고 불평등한 경제력에 의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규범을 수립

하기 위해 쉽게 동의할 수 없음. 합리적인 합의-신중하거나 도덕적인-는 잠재적으

로 정치질서의 가치들과 제도들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dissent) 사람들을 무력으

로 배제하는 것을 포함. 퍼거슨은 합의의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음. 첫째: 어떤 

합의도, 아무리 넓다고 해도, 정치공동체는 배제를 통해 자체를 보호해야한다고 요

구하는 적의의 사실(fact of enmity)을 극복할 수 없음. 퍼거슨이 다원주의와 갈등

의 전제조건으로 관용을 옹호했지만, 그는 보편적인 포용이라는 허구를 결코 지지

하지 않았음. 대신 다양성과 갈등은 그것들이 자멸적이 되지 않는 선까지만 긍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함. 현실주의자였던 퍼거슨은 그의 당대인들에게 폭력은 

모든 정치체제의 본유적 측면임을 상기시켰음. 무력은 정치의 항구적인 특징. 왜냐

하면 모든 정치체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을 포함해서, 대인적인 선택들을 억압하

며, 그럼으로써 어떤 것에 우호적인 편견을 동원하는 반면 다른 생각들, 정체성들 

그리고 이익들을 위태롭게 함.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질서를 창출하지만 중립적으

로 그렇게 하지는 않음. 

7. 결론

미덕+부, 정치적 자유+개인의 권리, 공화주의+상업을 결합시키려고 한 퍼거

슨의 다양한 노력은 선명하고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는 않았음.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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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아이러니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혁명주의자들이 대규모의 복합한 산업사

회를 배경으로 공화국을 창출하고자 했을 바로 그 시점에 퍼거슨이 돌아섰다는 점. 

입헌군주정과 영국제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기획-독

립한 미국 공화국의 수립-의 실현에 공감과 지지를 보여주지 않았음. 독립에 대한 

미국 식민지인들의 주장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 퍼거슨은 자신의 논의

가 지닌 정치적 참신성을 제한시켜버렸음. “미국인들은…어떤 혁신도 모색하지 않

는다. 그들은 고대적인 제도에 만족하는 집단들이다”고 주장. 비슷한 맥락에서 그

는, 프랑스에서는 혁명과 함께, “주권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게 귀속되었는바. 

결코 행위 할 수 없었던 이 신비한 주권자는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를 배제해버렸다”고 비판적으로 기술. 그의 시도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특히 연

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적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계승·제도화되었음. 특히 독창

적인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연방주의자들-매디슨, 제이, 해밀턴-의 기획은 매우 중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