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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

-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

백종현

I. 칸트 도덕철학의 주제적 물음

     :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 칸트의 도덕철학은 인간으로서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Was soll     

ich tun?)’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

  ․ 곧, 인간으로서의 나는 ‘해야만 할 것’, 즉 선(善)을 행해야만 하고, ‘행해  

   서는 안 될 것’, 즉 악(惡)을 행해서는 안 된다.  

      

     ⇨ 당위(Sollen)의 정체 곧 기원: 법칙수립적 이성

  ․ 그래서 물음은 

    ①선이란 무엇인가?   ⇨ 당위의 기준 ← 법칙수립 원리=선의지 

    ②나는 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 당위 실천의 가능 원리: 자유

                  ※ “자유는 도덕법칙의 존재근거(ratio essendi),

                      도덕법칙은 자유의 인식근거(ratio cognoscendi)”

                      (KpV, A5=V4)

 → 답변(해명)을 위한 작업:  

     ‘실천이성비판’

 ․ “경험적으로 조건 지어진 이성이 자기만이 전적으로 의지의 규정 근거를    제

공하려고 하는 월권을”(KpV, A31=V16) 비판하여, “순수한 이성이 그 자신만으로 

의지를 규정하기에 충분함”(KpV, A30=V15)을 밝힘.

⇒ 도덕철학은 ‘윤리 형이상학’으로만 가능

     : 도덕원리는‘당위(Sollen)’이므로 경험에서는 도출 불가능

 

    ※ “윤리 형이상학은 가능한 순수 의지의 이념과 원리들을 연구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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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GMS, BXII=IV390)

II. 윤리 도덕의 근거점 

     : 실천이성의 자율성

 ․  ‘자율’의 변천

         

         ※자율(αὐτονόμος, αὐτονόμία)의 함의  

              자기기획(consilium suum), 

               자기결정(Selstbestimmung, eigene Entscheidung), 

               자기입법(Selbstgesetzgebung, Eigengesetzlichkeit),

               

       ‧ 정치적 자유(ἐλευθερία) [고대 그리스]

          : “자기 자신의 법률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potestas vivere       

              propriis legibus)”1)

            = ‘자기지배(ἐγκράτεια)’2) 

            = “스스로 지시명령하는 기술(αὐτεπιτακτική)”3)

            = 합리적 선택(προαίρεσις)으로서 “이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  

              동(ψυχῆςἐνέργεια κατὰ λόγον)”4) 

         → ‘자주독립/자족(αὐτάρκεια)’

            = “자기 자신에서 비롯하여 행위(αὐτοπραγία)”하는 자유

               + “자기 자신의 주인(αὐτοκράτωρ)”이 될 능력인 이성5)

        ‧ 선으로의 자기결정[기독교]

 

 “한 처음에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주님께 충

실하고 않고는 너에게 달려 있다. 주님께서는 네 앞에 불과 물을 놓아 

주셨으니 손을 뻗쳐 네 마음대로 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놓여 있다. 어느 쪽이든 원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성서』,「집회

서」 15, 14~17) 

1) J. Micraelius, Lexicon philosophicum terminorum philosophis usitatorum, Stettin 1653 ‧ 
21662, 204.

2) Platon, Theaitetos, 173c 참조.

3) Platon, Poltikos, 260e ‧ 275c.

4) Aristoteles, Ethica Nic. 1098a.

5) Chrysppos, Frag. mor. Frg. 355, in: Ioannes ab Arnim(coll.), Stoicorum Veterum 
Fragmenta[SVF] III, Lissiae in Aedibus B. G. Teubneri, 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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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로 행하는 자유의지”(libera voluntas recte faciendi)6)

          = “올바르고 영예롭게 살고 최고의 지혜에 이르고자 희구하는 의지”7)

          = “선한 의지(bona voluntas)”8)

                     

               ∴ 의지 곧 자유 의지 곧 선 의지

                      cf. 악한 의지 곧 무의지

                     

        ‧ 인간의 본질(= 당위 설정 능력) 규정[칸트]

         = “의지가 그 자신에게 (의욕의 대상들의 모든 성질로부터 독립적으로)  

             [행위] 법칙”9)을 부여하는, 입법적인 활동에 의한 자기 규제

⇒

 ․ 선의지(guter Wille)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GMS, B1=IV393) 

  “선의지는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세워진 목적 달성에 쓸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GMS, B3=  

  IV394)

 ⇒

 ․ 정언명령(GMS, B44=IV416) 

      : 윤리 규정은 당위로서 무조건적인 ‘〜하라!’는 명령 

    

    → 의무  

     “의무란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필연적 행위]”(GMS,  

       B14=IV400).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것에서 기대되는 결과에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또  

6) Augustinus, De libero arbitrio, III.18.52.

7) Augustinus, De libero arbitrio, I.12.25.

8) Augustinus, De libero arbitrio, I.13.27.

9) Kant, GMS, B87=IV440.



자 유 주 의 연 구 회                                                                 2017.11.06

- 4 -

       한, 그 원리의 동인을 이 기대되는 결과로부터 얻을 필요가 있는, 어떤 행

위         원리에도 있지 않다.”(GMS, B15=IV401) 

      

      “탁월한 선은, 법칙의 표상에 따라 행위하는, 인격 자체 안에 이미 현전하  

        는 것으로, 비로소 그 행위결과로부터 기대될 필요가 없다.”(GMS,        

        B16=IV401) 

            

         ※동기주의

    → 자기강제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자체로 온전하게는 이성과 맞지”(GMS, B37=       

       IV413) 않기에 자주 “주관적인 조건들”, 곧 외적인 동기들에도 종속한다.  

        그렇기에 “그러한 의지를 객관적인 법칙들에 맞게 결정하는 것은 강요”  

          (GMS, B37=IV413), 곧 “자기 강제”(KpV, A149=V83)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원리의 표상은, 그것이 의지에 대해 강요적인 한에서,   

         (이성의) 지시명령(Gebot)이라 일컬으며, 이 지시명령의 정식(定式)을 일  

          컬어 명령(Imperativ)이라 한다.”(GMS, B37=IV413)

    →  “의무의 보편적 명령”(GMS, B52=IV421)

           :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KpV, A54=V30)

     ※ 이 법칙은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이 법칙을 통해 자신이 근원적  

        으로 법칙수립적임—내가 意慾하는 것을 나는 命令한다[hoc volo,    

        siciubeo, sit pro ratione voluntas]—을 고지하는, 순수 이성의 유  

        일한사실”(KpV, A56=V31)이다.   

     ※ “우리가 순수한 이론적 원칙들을 의식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  

          리는 순수한 실천법칙들을 의식할 수 있다.”(KpV, A53=V30)

III. 인간의 존엄성과 그 근거

     : 자율로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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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칙수립적인 이성의 자율성이야말로 “인간과 모든 이성적 자연존재자의     

존엄성의 근거”(GMS, B79=IV436).

  ․ 그 자체로 존엄한 인간은, 그리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이다.      

인간은 한낱 이런저런 용도에 따라 그 가치가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물건’ 즉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인격’ 

즉 ‘목적’으로서 생각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모순율이 이론이성에게 자명하듯

이, 다음과 같은 명령은 인간의 순수 실천이성에게는 자명한 실천 명령이다.

   ⇒ 인간 존엄성의 원칙[덕이론의 최상의 원리]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GMS, B67=IV429)

    → 목적들의 나라

        “가격을 갖는 것은 같은 가격을 갖는 다른 것으로도 대치될 수가 있다.   

         이에 반해 모든 가격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을 갖는 것을 허용  

         하지 않는 것은 존엄성을 갖는다.”(GMS, B77=IV434) 

  ․ 자유(自由)의 의의:  내적 구속(경향성)으로부터 자유

                       (vs 외적 구속/압제로부터 자유)

      

      ‧ 이성적 존재자의 자유 의지란 바로 도덕법칙 아래에 있는 의지. 

  

      ‧ 그런데 “우리의 의사[의지] 안에” “자연원인들에 독립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원인들의 강제력과 영향력에 반하여, 시간질서에 있어서 경  

        험적 법칙들에 따라 규정되는 무엇인가를 산출하고,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  

        들을 전적으로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어떠한 원인성”(KrV, A534=B562)이   

        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성, 즉 자연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원인은 오로  

        지 자연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 생성의 충분근거율에 어긋남.

       그러나 바로 이 어긋남으로 인해 도덕[당위]의‘세계와 자연[존재]         

       의 세계의 구별이 있고, 자연적 존재자인 인간이 이 도덕의 ‘세계’에도   

       동시에 속함으로써 인격적 존재일 수 있으며, 인간이 인격적 존재로서만 그  

       자체로 ‘목적’이며 존엄하다고 말해질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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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자연의 질서 아래에 있는 감성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지[이념] 세계의 성원으로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인격성’ 또한 얻을 수 있는 것.

      ․ 자유 없이는 귀책성(歸責性: Imputabilität, Zurechnungsfähigkeit)을     

     말할 수 없음.

    → 인격적 주체

      ․ 인격적 주체는 “무엇을 해야 한다(sollen)고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을 할 수 있다(können)고 판단하며, 도덕법칙이 아니었더라면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을 자유를 자신 안에서 인식한다.”(KpV, 

A54=V30) 

             

           ※ Schiller, “Du kannst, denn Du sollst.”

      ․ 자유를 근거로 해서만 도덕법칙은 성립할 수 있고, 도덕법칙을 우리        

       가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자유를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 인간이 실제로 신적 존재자라면, 그의 행위는 항상 의지의 자율에          

        따를 터이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당위가, 따라서 도덕도 없을 것이다. 인  

        간은 감성적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시공상의 존재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그에게는 당위가, 자신이 스스로에게 강제적으로라도 부과  

        하는 정언적 명령이, 도덕법칙이 있는 것이다.(GMS, B111 이하=IV454 참   

        조) 이것이 도덕법칙이 그리고 자율의 원인성이 인간의 행위에서 가능한   

        이유이고,‘인간’에게서 갖는 의의이다. 인간은 항상 도덕법칙을 따르는  

        존재자는 아니지만, 스스로를 “도덕법칙들 아래에”(KU, §87:           

        B421=V448) 세움으로써 인간이 되고 인격적 존재자가 됨.

           

      ․ 자유를 본질로 갖는 인간이 복수가 되는 곳, 즉 사회에서 ‘자유’와       

    말로 인간 공존의 원리

    ⇒ 자유 공존의 원칙[법이론의 최상 원리]

          “너의 의사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편적 법칙에 따라 어느 누구의  

           자유와도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MS, RL, AB34=VI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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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최고선’ 개념과 칸트 형이상학

․ 최고선

    행복(Glückseligkeit) ∝ 덕(Tugend)

   ※ 이율배반(?)

       ① 행복 추구 → 덕  : 불가능 

      ② 덕행 → 행복  :  불가능 / 조건적으로 가능

  

 ․ 최고선의 제1조건[최고선의 최상 조건]

     “마음씨의 도덕법칙과의 온전한 맞음”(KpV, A219=V122) 

                →(요청) 영혼의 불사성

 ․ 최고선의 제2조건

     “윤리성에 알맞은 행복”(KpV, A224=V124) 

                →(요청) 신의 실존

       ※ ‘세 가지 요청들’(KpV, A238/9=V132)에 대한 주해 

              ⁍ 도덕법칙[사실] →(인식) 자유(의지)

   ⇒ “최선의 세계”(KpV, A226=V125): 최고선의 실현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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