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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맹자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마음 안에 도덕성의 네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초들은
일종의 감정들이다. 맹자는 감정을 도덕성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서양 전통 윤리학에서 감정은 행위자를 세계에 종속시키며 따라서 그를
자율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형식주의자인 칸트와
같은 이들은 감정을 도덕이론에서 배제시키고자 한다. 이 논문은
맹자에서 ‘양혜왕 상, 7’ 텍스트에 등장하는 제선왕과 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맹자의 견해가 정확히 무엇이었고, 어떻게
감정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 뒤, 그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소묘한다. 퍼킨스(F. Perkins)는 맹자가 감정을 서구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수동적인 것으로 이해했으며, 그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감정적으로 충분히 동기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석한다. 나는 퍼킨스의 이러한 해석에 동의한다. 마지막
III장에서 나는 감정과 관련하여 서로 전혀 다른 맹자와 칸트의
도덕이론의 상호보완 가능성을 간략히 타진한다.
주제분류: 동양철학, 윤리학
핵 심 어: 맹자, 사단(四端), 감정, 자율,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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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도덕성에 관한 맹자의 이론을 근거로, 감정에 대한
그의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다. 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감정, 자율성, 도덕성
1

에 관한 칸트의 견해를 참고하고자 한다.

서양 전통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감정에는 자율성이 없다. 감정에
자율성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 주체 혹은 행위자가 감정을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때 도덕적 주체 혹은 행위자는
이성적 존재와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감정에 자율성이 없다는 주장은,
이성은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그것에 따르는 자기 통제력이나 책임성
을 가질 수 있는 반면 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율성을 가질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책임질 수 없는 것은 도덕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서양 전통 윤리학의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데 유가철학, 그리고 맹자는 감정에도 도덕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도덕적 행위란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을 지니
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맹자의 경우에는 감정이 도덕
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라면 누
구나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 감정들이 있으며(측은지심(側隱之
心), 수오지심(羞惡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 그
1. 맹자와 칸트의 도덕이론 사이에 다양한 유사성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
고, 감정에 관한 한, Perkins가 지적하듯이 그들은 매우 극단적으로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것 같다. 나는 Perkins를 따라 서양 전통의 ‘감정/이성’의
이분법을 대변하는 칸트의 논의를 도입하는 것이 맹자의 견해를 더 명료하
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F. Perkins, “Mencius, Emotion
and Autonomy”,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29, 2002, pp. 207-26
(약호: Per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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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감정들은 인간이 도덕적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공손추 상(公孫
2

丑 上), 6). 물론 이때 측은, 수오, 사양, 시비라는 심(心)은 우리가 흔
히 서양철학 개념으로 이해하는 감정(emotion)과 다른 것일 수 있다
는 지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맹자에서 그리고 칸트에서 감정이 무엇인
가 하는 문제는 논의의 출발을 위해 가장 먼저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자에게서
감정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감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II장)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니비슨(D. S. Nivison)과 웡
(D. B. Wong), 퍼킨스(F. Perkins)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견해를 지
3

니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세 사람의 논의를 비교, 고찰하고 퍼킨스의
해석을 지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퍼킨스의 맹자 해석을 받아들인
뒤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볼 것이다. 과연 감정에 도덕성이 있
는가? 감정을 중심으로 한 맹자의 도덕이론은 받아들일만한가?(III장)

Ⅱ.

맹자에게서 감정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2. 맹자원문 및 주해는 다음 번역서들을 참고하였다. 맹자, 안외순 역(책세상,
2007); 맹자집주, 성백효 역(전통문화연구원, 2005); The Works of
Mencius, tr. J. Legge(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0)(약호: Legge).
3. 세 사람의 해석적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주로 검토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D. S. Nivison, The Ways of Confucianism: Investigations in Chinese
Philosophy, ed. B. W. Van Norden(Chicago: Open Court, 1996)(약호:
Nivison); D. B. Wong, “Is There a Distinction between Reason and
Emotion in Mencius?”, Philosophy East and West 41,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1, pp. 31-44(약호: Wong); Per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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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에 관한 칸트의 견해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을 위한 기초놓기에서 자주 인용되는 다음과
4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의 이웃을, 심지어 적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성경 구절도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향성으로서의
사랑은 명령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선을 베풀고 싶은 경
향성이 전혀 생기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고 극복하기 힘든 혐오감
때문에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자선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실천적인 사랑이며 감상적이지[감성에 의존하지] 않
은 사랑이다. 이 실천적 사랑은 의지 안에 있지 감각의 끌림에 있
는 것이 아니다. 즉 행위의 근본 법칙에 있지 마음을 녹이는 동정
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 사랑만이 명령될
5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감정이 도덕적 행위의 근본 법칙이
될 수 없는 이유를 그것이 명령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성은 해야만 함(ought to), 즉 의무로부터 비롯된
다. 의무는 명령된 것이다. 그러므로 명령될 수 없는 것은 의무일 수

4.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에 대해 참고한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in Practical
Philosophy, tr. M. J. Gregor(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이원봉 역(책세상, 2002). 대체
로 모든 번역은 이원봉 역을 따랐다. 이하에서 인용시에는 원전명의 약호
(GMS) 다음에 베를린 학술원판 칸트전집(약호: Ak.)의 권수와 쪽수를 표기
하고, 세미콜론 뒤에 이원봉 역의 쪽수를 병기한다. 굵은 글씨는 원저자의
강조이며, 기울이기는 나의 강조이다.
5. GMS, Ak. IV, 39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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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없고, 그것은 도덕성을 지니지 않는다. 우리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원
천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전자는 도덕적인 것이
지만, 후자는 그 경향성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순수한 동정
심처럼) 전혀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할 수 있는 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의무인데, 그에 더해서 동정
심을 잘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허영심이나 자신의 이익이
라는 다른 동기 없이도 주위에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을 내심 즐
거워하며, 자기가 한 일로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것에 흥겨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 같은 행위의 경우, 그 행위
가 아무리 ‘의무에 맞고’ 또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참된 도덕적
가치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다른 경향성, 예를 들어 명예에 대한
경향성 같은 것과 짝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런 경향성은 다행스
럽게도 실제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며 ‘의무에 맞고’ 따라서 명예
스러운 것을 만난다면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하지만,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준칙에는 도덕적인 내용, 즉 경
향성 때문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빠져 있기 때
7

문이다.

상식적으로 동정심과 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감정, 그리고 그로
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인 것 같다. 심지어 매우 도덕적 가치가 높
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도덕의 근본 법칙을 수립함에
있어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좀 더 깊은 차원
에서, 경향성을 도덕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
가? 깊은 차원에서의 문제, 즉 경향성의 배제는 현상계와 예지계라는

6. 물론 명령의 주체는 실천이성, 곧 선의지이다.
7. GMS, Ak. IV, 398;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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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이분법이 근저에 깔려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상계는 자
연의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 세계이다. 칸트가 보기에 인간의 경향성
은 경험적, 우연적, 현상적이므로 철저히 이 세계에 종속되어 있다. 여
기에는 자유를 위한 어떠한 여지도 없다. 칸트에게서 자유와 도덕성은
8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자유가 없는 세계에는 도덕도 없다. 그러므로
자유가 가능한 예지계만이 도덕이 말해질 수 있는 세계이다. 예지계에
속한 존재의 보편적 특성은 실천이성과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실천이성에 따르는 우리의 선의지가 명령하는 것, 그것이 도덕법
칙이다. 이 법칙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위의 필
연성이 바로 의무이다. 의무로부터 행위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자유로
운 것, 즉 자율적인 것이며, 우리는 자율적 영역에 대해서만 도덕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향성,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전혀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감정이 경향성에 속하는 것이라면, 칸트적 관점에서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도덕의 영역
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감정이 경향성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
9

미하는가? 크게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한다 . 첫째, 감정은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정은 처한 상황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따
라서 감정은 행위 주체를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상황, 즉 세계에 종속
시킨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다. 셋째, 그러므로 감정으로부터
8. I.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Ak. V, 46. 참고한 번역본은 다
음과 같다.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in Practical Philosophy, tr. M.
J. Gregor(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실천이성비
판, 백종현 역(아카넷, 2002). 이하 인용시 원전명의 약호(KpV), 학술원판
권수와 쪽수를 표기하고, 세미콜론 뒤에 백종현 역의 쪽수를 병기한다.
9. 감정에 대한 칸트의 비판적 견해 분석은 Perkins, p. 209.

맹자에서 감정의 문제 77

기인한 행위의 원인은 자기 자신일 수가 없다. 감정, 그리고 감정으로
부터 기인한 행위에는 자기-책임성, 즉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상
으로부터 감정 및 감정으로부터 기인한 행위에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맹자는 감정이 우리의 도덕성의
단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공손추 상, 6/ 양혜왕 상(梁惠
王 上), 7). 그리고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라는 것은 적절한 감정을 갖
는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맹자에 따르면 행위 주체는 감정을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상황에 적절한
감정을 갖도록 할 수 없을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책임성, 즉
자율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맹자에게서 감정에
도덕성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해석가들이 동의하는 지점인 것 같다.
문제는 칸트와 같은 감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마주하여 감정의 도
덕성에 대한 맹자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방식
은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감정 안에 이성적 요소를 인정하고 감정
의 전적인 수동성을 부정함으로써 선택의 문제와 자기-책임성의 문제
를 모두 피해가는 방식. 다른 하나는 감정의 수용적 측면을 인정하면
서도 어떻게 행위 주체가 감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지를 보이는 방
식. 퍼킨스에 따르면 웡과 니비슨은 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자신은 후
10

자의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 각각의 방식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첫
째, 그러한 전략이 맹자 텍스트에 근거하여 타당한 해석이라 여겨질
수 있는가 하는 점과 둘째, 그러한 주장의 도덕철학적 함축은 무엇인
가 하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웡, 니비슨, 퍼킨스의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10. Perkins,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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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석의 타당성을 모두 양혜왕 상, 7에 등장하는
‘제선왕(齊宣王)과 소’의 사례에 대한 맹자와 제선왕의 긴 대화를 분
석함으로써 입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도 ‘제선왕과 소’의 사례에
대한 그들의 분석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 감정의 이성성: 양혜왕 상, 7에 대한 웡과 니비슨의 해석
먼저 간략히 고찰되어야 할 점은 감정(emotion)이 심(心)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맹자 연구자들은 감정에 정
11

확히 대응하는 표현이 맹자 텍스트 내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심’은 감정 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니비슨은 맹자의 ‘심’을
우리의 본래적 성향들의 담지체라고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웡과
니비슨, 퍼킨스가 모두 동의하듯이, 맹자에게서 ‘심’에 속하는 핵심적
성향 중 하나는 우리가 흔히 감정적이라고 이해하는 것들이다. 네 가
지 덕의 단초가 되는 측은, 수오, 사양, 시비라는 ‘심’의 핵심적 성향들
은 분명히 감정적인 것들인 것 같다. 여기서는 적어도 측은(연민 혹은
동정심compassion)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성향이 감정적인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논의의 초점은, 최소한
맹자에게서 감정이 우리가 통상 이해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이성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웡과 니비슨은 감정의 이성적 측면을 인정하고 전적인 수동성을 부
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니비슨의 입
장은 그리 분명해보이지 않는다. 웡은 자신의 해석을 니비슨의 입장과
11. Perkins, p. 207 그리고 C. K. Ihara, “David Wong on Emotions in
Mencius”, Philosophy East and West 41, 1991, p. 48(약호 I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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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조하면서 진행시키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웡의 비판적 견해를
12

중심으로 웡과 니비슨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웡의 전략은 감정의 인지적 특성을 주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
하자면, 감정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이성적인
것이다. 그는 텍스트 외적으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소사(R. de
Sousa)의 연구로부터 찾는다. 그는 소사의 연구에서 좀 더 나아간 자
신의 입장을 세우고, 감정에 대한 그러한 입장이 맹자 텍스트, 특히
양혜왕 상, 7에 등장하는 제선왕과 맹자의 대화를 좀 더 정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소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
13

은 ‘문제틀’(frame problem)을 파악하는 인지적 기능을 갖는다.” 웡
은 감정이 우리가 처한 상황의 문제틀을 포착하게 한다는 소사의 주
장을 수용할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감정은 그러한 포착을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이유 및 근거”(reason to act)가 된다
14

고 주장한다. 가령 연민 혹은 동정심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처한 상황
에서 정감적(sentient) 존재자가 고통에 처해있음이라는 상황의 특성
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것은 그
가 고통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고통을 제거하려는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자. 누군가 내게 당
신은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연민의 감정을 느꼈
12. 웡이 언급하고 있는 니비슨의 논문은 “Mencius and Motiv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47, 1980, pp. 417-432이다
(Wong, p. 43n. 8). 그러나 이 서지사항은 잘못된 것 같다. 적어도 나는
해당 학술지에서 도저히 이 논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관련된 논의
가 주로 행해지고 있는 Nivison, pp. 37-44, pp. 91-115를 중심으로 웡
의 비판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한에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다.
13. Wong, p. 33; Ronald de Sousa, The Rationality of Emotion(Cambridge:
MIT Press, 1987), Chapter 7 참조.
14. Wong,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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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즉 나는 나의 행위의 이유를 연민이라는
감정에서 찾을 것이고, 연민이라는 감정은 다름 아닌 정감적 존재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므로 웡은 감정 즉 행위 주체가 처한 상황
의 특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바로 행위의 이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웡이 행위의 이유라는 말로 의미하는 것은 이상과 같이 단
지 기술적인 의미 이상을 포함한다. 그는 이유(reason)이라는 말을 설
명적(explanational) 차원으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정당화(justification)
15

의 차원으로까지 확장시킨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곤경에 처한 타인
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누군가 당신은 어떤 근거로 당신의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연민의 감정,
즉 타인에 곤경에 처해있음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내세울 것이기 때
문이다. 또한 그는 소사의 주장에 힘입어, 갓난아이들도 다른 갓난아
이들이 고통에 처해있는 것을 보면 심하게 운다는 점을 지적한다. 웡
에 따르면 고통에 처한 타인을 도우려는 우리의 반응은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 아이에 대한
맹자의 예(공손추 상, 6)가 보여주려고 했던 바이다. 따라서 연민이라
는 감정, 즉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 남을 돕는 행위의 이유이자
근거가 된다는 것은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 다만 인간은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도우려는 반응을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라는 감정과 연
결시킬 수 있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그 감정, 그러한 인
식이 바로 행위의 이유이자 근거라는 점을 실천적 숙고를 통해 깨달
음으로써 가능하다. 웡은 그러한 깨달음이 문화적, 교육적인 차원에서
16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감정을 행위의 이유이자 근거로 설정하는 자신의 이러한 도덕
15. Wong, 같은 쪽; Ihara, p. 46.
16. Wong, p. 35; Ihara,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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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기부여의 모델을 수단-목적 모델을 통한 실천적 추론과 대비시
킨다. 실천이성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행위나 적절한 감정을
도출하도록 추론을 행하는 것을 실천적 추론이라는 말로 이해한다면,
실천적 추론은 그 자체로 수단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웡에 의하면 수단-목적 모델의 실천적 추론은 도덕적 행위의 정당화
근거를 궁극적으로는 행위자 내부에 있는 욕구(desire)로 환원시키게
17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맹자에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
적인 도덕감에도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사람이 타인을 돕는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
식이라는 동정심의 감정에서 설명되고 정당화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그가 자신의 어떤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답할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웡은 이제 자신의 이러한 도덕적 동기부여의 모델을 양혜왕 상, 7
해석에 적용한다. 그는 자신의 모델의 강점과 타당성을 동일한 텍스트
18

에 대한 니비슨과 순(K. Shun)의 논의와 비교함으로써 입증한다. 문
제가 되는 양혜왕 상, 7에서 맹자는 제선왕과 참된 왕이 되는 것에 대
해 논의한다. 맹자에 따르면 참된 왕은 백성들을 보살피는 자애로운
(인(仁)한) 왕이다. 제선왕은 자신도 참된 왕, 즉 자애로운(인(仁)한)
왕이 될 수 있는지 묻고, 맹자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제선왕이 자신이
참된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맹자는
제선왕이 제사에 쓰이려는 소를 양으로 바꾼 일에 대해 언급한다. 왕
은 죽음에 처한 소가 두려워 떠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17. Wong, p. 33.
18. 웡이 논의하는 순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K. Shun, “Moral Reasons in
Confucian Ethics”,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16, 1989, pp.
317-43(약호: S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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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살려주었다. 맹자는 그것이 바로 왕이 자애로운 행위를 할 수 있
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소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느껴 소를 살
려주는 행위를 했다면, 영토 확장 전쟁으로 고통에 처한 백성들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왕을 질책한다. 맹자는 왕이 하려고 하지
않을 뿐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이상의 대화에서 웡이 주장하는 모델은 잘 적용될 수 있는가? 웡에
따르면 맹자는 먼저 제선왕에게 소를 살려준 행위의 원인이 바로 소
에 대한 연민의 감정, 즉 정감적 존재자가 처해있는 고통에 대한 인식
임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제선왕이 말하듯이 왕 스스로도 자신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으로 맹자는 제선왕이 백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행위를 하기 위한
근거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한다. 웡에 따르면 맹자는,
제선왕이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비록 “미완적인, 미발달된 동
요들”(inchoate stirrings)이라는 차원에서라 할지라도 이미 가지고
19

있다고 전제해야한다. 만약 이렇게 전제한다면, 왕은 백성들에게 연
19. Wong, p. 39. 이러한 해석은 웡과 니비슨의 중요한 차이점인데, 웡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텍스트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웡이 해당 텍스트의 다음 구절에서 ‘약’(若)자를 비유의 의미
로 해석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王曰 舍之 吾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해석1 : 왕이 말하기를, 소를 놓
아주라. 내가 그 두려워 떨며 죄 없이 사지로 나아감을 차마 볼 수 없다/
해석2 : 왕이 말하기를, 소를 놓아주라. 내가 그 두려워 떨며 마치 무죄한
사람이 사지로 나아가는 듯함을 차마 볼 수 없다).
웡은 해석2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웡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하
자면, 만일 해석2가 옳지 않다 해도, 죄(罪)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적인 것
이기 때문에, 소를 죄 없이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바라본 왕의 마음 속에
는 이미 인간과의 유비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그렇다
면, 왕은 비록 스스로 뚜렷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백성들에 대한 연민
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의 문제는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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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 찬 행위를 할 이유와 근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이다. 맹자의
일은 왕이 행위할 이유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즉 본
능적이고 선천적인 도우려는 반응과 정감적 존재자가 처해있는 고통
에 대한 인식을 실천적 숙고를 통해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다.
웡은 자신의 이러한 해석은 니비슨이나 순이 처한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웡의 분석에 따르면 니비슨은 확장(추(推))이라
는 말을 묵가적 전통을 이어받은 전문적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제선
왕과의 대화를 해석함에 있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니비슨에
따르면 맹자는 왕에게 같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일 뿐인 소에 대해서
도 연민을 느낄 수 있었다면 백성들에 대해서는 더 잘 연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백성들에 대해서 더 쉽게 연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근거는 소보다는 백성들이 행위 주체(여기서는
왕)와 정감적으로 더 가까운 범주에 속하는 존재자들이기 때문이다.
니비슨이 이해하는 맹자의 추(推)는 묵가적 변증술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서, 다분히 논리적 성격이 강한 개념이다. 한 대상에 대한 감정을
들어다가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일은, 상당히 유비추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웡은 확장에 대한 니비슨의 이러한 해석에 근거
하자면, 맹자가 왕에게 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는, 당신이 백성
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지니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지 못한
것이 된다는 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맹자가 왕이 백성
들에 대해서 아직 연민의 감정을 지니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이 된
다. 그러나 니비슨은 어떤 감정을 느껴야만 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떤
자집주, 49-50쪽을 참고할 수 있다. 퍼킨스 역시 해석2를 따르는데, 이는
레게(J. Legge)의 번역에 근거한 것이다(Legge, p. 139; Perkins, p.
213).

84 철학논집 20집

감정을 느낌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맹자가 알고 있었다고 생
20

각한다. 맹자가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문제는 맹자가 논리적 일관성에 따라 백성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지녀
야 함을 안다면 즉각 연민에 찬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웡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니비슨의 퍼즐은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느껴야만 한다는 깨
달음이 현실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과 동등하지 않다
는 맹자의 인식과 왕이 즉각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맹자의 요구
를 조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니비슨은 맹자가 논리
적 논증을 통해 왕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연민을 느껴야만 한다
는 점을 깨닫도록 시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니비슨은 함축적으
로 왕이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백성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
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이 주어진다
면, 왕은 그의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같고, 그것은 순전히 일관성(정합성)에 대한 고려이다. 그
러므로 왜 맹자가 왕에게 즉각적인 연민에 찬 행위를 요구해야만
21

했는지가 신비스럽게 된다.

만약 맹자가 논리적 일관성을 통해 왕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시에 왕이 즉각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해
보인다. 니비슨도 인정하고 있듯이, 논리적으로 일관적이라는 것을 받
아들인다고 해서 그 즉시 충분히 감정적으로 동기 부여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상식적으로도 분명하고, 맹자
역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맹자는 왕에게 불
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웡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이러한

20. Nivison, p. 99; Wong, p. 38.
21. Wong,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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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니비슨이 지나치게 논리적 일관성의 관점에서 맹자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자신의 모델을 사용한다면 발
생하지 않을 문제이다.
나의 해석에서는 원초적인 연민이라는 본능적 반응이 이미 거
기에[왕의 마음 안에] 있고, 그것이 왕의 실천적 숙고 안에서 규
칙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연결은 왕이 그의 연민이라는 감정을 이해할
때 그리고 다른 정감적 존재자의 고통에서 행위의 이유(근거)를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맹자는 왕이 단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
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 왕은 먼저 소의 고통이 그에게 그
동물을 살려준 이유(근거)로 제공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것
은 본래 그를 행동하게 했던 소와 결백한 사람에 대한 그의 비교
였음을 깨닫는다. 그들(소와 결백한 사람)의 고통에 근거한 이러
한 이유들의 고유한 보편성은 정감적 존재자들 일반을 향한 행위
의 이유, 특별히 왕의 백성들을 향한 행위의 이유로 이끈다 … 맹
자는 왕이 그의 본능적으로 연민에 찬 반응들의 동기 유발적 힘
을 소의 고통에 근거한 행위의 이유와 연결시키도록 돕는다. 그리
고 이것은 고유한 보편성을 가지고 인식된 이유이기 때문에 동기
유발적 힘은 단지 소 혹은 결백한 사람을 풀어주도록 이끌었던
연민에 찬 행동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연민에 찬 행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맹자가 왕이 실천적 숙고로
그의 백성들의 고통이 그가 좋아하는 것으로 취한 다른 것들에
의해 압도될 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때 연결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 왕은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제거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만약 왕이 그의 다른 목적
들이 그와 다르게 행위할 어떠한 압도적인(우선적인) 이유들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왕이 행위하도
록 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다. 이제 맹자가 왕이 즉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니비슨이
22

그렇게 신비스럽게 여겼던 그 요구는 이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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웡은 자신의 모델이 니비슨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순이 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웡에 따르면, 순 역
시 니비슨처럼 동일한 텍스트에서 맹자의 주장을 논리적 일관성에 의
존한 논증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맹자에게 모순되는 점이 있음을 지적
한다. 왜냐하면 연민에 찬 행동에 대해 이러한 관점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맹자가 말하는 진정으로 자애로운(인(仁)한) 사람이 그의 행위를
바라보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인(仁)한 사람이라면, 그
가 연민에 찬 행동을 하는 이유를 그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적이기 때
23

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안녕(well-being)이 그의 직
접적인 관심에 속하는 것으로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돕는
행위는 논리적 일관성(정합성)보다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안녕
을 다루는 고려들에 의해 궁극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순은 연민에 찬 행동에 대한 맹자의 정당화가 비정합적인
24

것 같다고 논증한다.

순의 문제는 니비슨과 마찬가지로 맹자의 논증을 유비적 논증으로,
일관성에 의존한 논증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웡
처럼 그것을 거부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그러나 웡이 순의 문
제제기를 통해 반드시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진정으로 인한 사람, 그
러므로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사람의 행위에 대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라는 감정을 그 이유로 제시하는 자신의 모델이 맹자에게서나
우리의 상식적 도덕감에 있어서나 가장 적합한 설명체계라는 것이다.

22. Wong, pp. 40-41.
23. Shun, p. 328.
24. Wong,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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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는 목적-수단의 실천적 추론 모델이 빠질 수밖에 없는 오류
를 지적한다. 웡이 보기에 니비슨과 순은 모두 맹자의 논증을 목적-수
25

단의 실천적 추론 모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한 모델에서 논증은 논
리적 일관성과 정합성을 따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목
적은 행위자 내부의 욕구(내 감정 혹은 행위가 논리적으로 일관적인
것이기를 바란다는 욕구)의 실현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
존의 실천적 추론 모델은 순의 역설을 피할 수 없다. 웡은 행위자 외
부에 있는 타인의 고통 자체가 행위의 이유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
인의 고통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로 감정이다. 감정이 행위의 이유라
는 것은 이런 의미이고, 웡은 기존의 실천적 추론 개념은 자신이 주장
하는 인지적 감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니비슨은 웡이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 감정을 느껴야만 함과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낌 사이의 간극은 웡이 이해한 것처럼 심각한 문제만 제기하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니비슨은 이 간극에 기대어 맹자에게서 수양의 의
미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 때 확장(推)
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웡의 모델에서는 확장이
나 수양의 의미가 지나치게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이해한 한에서 웡과 니비슨의 동기 부여 모델을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웡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반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다. 갓난아이가 다른 갓난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같이 우는 사례,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에 대해 우리가
움찔하는 반응을 갖는다는 맹자의 사례가 이러한 본능을 입증한다. 연

25. 니비슨의 경우 Nivison, p. 98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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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라는 감정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다. 연민에 찬 도덕적 행
위는 이러한 본능과 인식을 연결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연결에서 핵
심적인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 행위의 이유이자 정당화 근
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웡의 그림에서 감정은 적극적인 동기부
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는 때로 본능 자체에 동기부여의 힘이 있
는 듯이 이야기하고, 때로 둘을 연결시킴에 동기부여의 힘이 있는 듯
이 이야기한다. 전자든 후자든 간에 감정 자체가 동기부여의 힘을 갖
26

지 않는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것은 감정의 인식적 기능을 지
나치게 강조한 결과이다. 감정이 사실 알고 보면 인식적 기능을 갖는
다고 말하는 것은, 감정 자체가 동기 부여의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것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웡은
본능적인 도우려는 반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웡의 그림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27 첫째, 본능적
반응과 고통에 대한 인식이라는 감정 사이의 연결은 어떻게 가능한
가? 이 연결이 이루어져야 행위자의 도덕적 행위가 도출될 수 있다.
내가 이해하기로 이 연결은 유비 추론적 방식에 의한 것이다. 사례의
유사함에 근거한다는 말이다. 도우려는 본능적 반응에도 감정적 요소
가 있을 것이다. 이 반응 자체에 대해서도 더 본질적인 본능과 최초의
인식적 감정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만약 웡이 우리가 처음부터 인식
적 감정과 어떤 본질적인 본능이 결합된 방식으로 본능적인 반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이 본능적인 도우려는 반응
과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라는 연민의 감정을 연
결하는 일은 전적으로 유비추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26. Wong, p. 42.
27. 맹자 텍스트 해석에 근거한 문제는 퍼킨스의 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적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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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에 근거한 논리적 일관성으로 확장을 해석하는 니비슨과 이 점에
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맹자가 제선왕이 이 연결을 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이라면, 맹자는 결국 올바른 방식의 확장을 돕고 있는 셈이
다. 그러나 웡은 확장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다. 둘째, 왕이 즉각 변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왕이 연
결에 실패했다는 것인데, 이는 맹자의 잘못인가? 왕의 잘못인가? 교육
의 실패인가, 반성적 사고의 결여인가? 셋째, 웡의 감정 개념은 우리
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이 아니다. 도덕성을 고려함에 있어 감정
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맹자 철학에서 감정의
도덕성을 살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마도 감정이 가진 역동적 힘 때
문이라 생각한다. 단순한 인식적 판단과 실천적 행위 사이의 연결 고
리로서 감정이 강력한 동기부여의 힘을 가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웡은 감정을 인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더
군다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 및 근거라고 말함으로써, 맹자 철학에
서 감정이 갖는 긍정적 측면들을 사실상 사장시켜버렸다. 동기부여의
힘을 갖지도 않는 감정이라면, 그것이 감정인가? 그냥 그것은 인식 능
력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적어도 맹자가 강조하고 싶어했던 감정은
아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행위의 정당화 근거가 된다는 주장
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인간의 많은 부도덕한 행위들은
28

감정으로부터 비롯된다. 그것이 칸트와 같은 형식주의자들이 감정적
요소를 도덕의 원리로부터 배제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웡은 마치 이러한 측면이 감정을 도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맹자
철학에 비판적 요소가 되므로 감정의 이런 측면을 아예 무시해 버리
자는 전략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28. 이와 유사한 비판은 다음을 참고하라. Ihara,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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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니비슨에 따르면 감정이 바로 동기부여 기능을 한다. 니비슨
은 우리에게 덕의 단초로서 연민과 같은 기본적인 감정적 성향들이
있고, 가까운 것을 더 가깝게 여기는(親親) 기본적인 감정적 성향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도덕적 행위는 이 기본적 성향들을 잘 확장시
키고 배양해서 충분히 동기 부여된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확장은 기본적인 감정 성향들이 발동하는 준거사례로부터 유추
적 방식으로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로 감정을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옮기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역시 우리 안에 가까운 것을 더 가

깝게 느끼는 감정적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확장
자체의 가능성은 논리적 정합성을 따지는 것 뿐 아니라, 친친(親親)이
라는 기본적 성향에도 의존한다. 감정을 올바르게 옮김, 즉 올바른 방
식의 추(推)에 성공한다면, 행위자는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에 성공할
것이다. 올바른 방식으로 잘 추(推)를 하는 것은 수양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렇다면 웡이 지적한 문제는 어떠한가? 맹자는 왕에게 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백성들에 대해서도 확장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니비슨에 따르면 맹자는 이 확장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는 당장 변화된 행위를 할 것을 촉
구한다. 니비슨은 이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은 것 같다. 오히
려 이 점이 맹자에게서 왜 수양이 중요한가를 설명해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르게 잘 감정을 확장한다는 것은 무엇이 당위인가를 아
는 동시에 그에 적절한 감정적 동기부여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즉 당
위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실제로 적합한 감정을 가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이다. 물론 이것은 수양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여전히 아
직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위에 대한 인식과 감정적 동기부여가 일치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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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나는 양혜왕 상, 7을 니비슨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읽
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친친(親親)이라는 기본적인 감정적
성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맹자가 왕에게 어찌 당장 백성들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우러나온 행위를 하지 않는가라는 요구를 한 것은,
당신 마음 안에 연민이라는 감정적 성향이 있을 뿐 아니라, 친친이라
는 감정적 성향이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주목하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있는 본성적 능력을 깨닫도록 수양
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수양은 기를 손상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상황에 적절한 감정을 갖고, 그 감
29

정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은 행위를 하는 것이 수양의 목표이다. 그
러므로 당장 변화하라는 요구는, 수양된 이상적인 도덕적 행위자의 관
점을 제선왕에게 암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흔히 맹자에게 사실과
당위의 구분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내 생각에는 맹자가 왕과
대화할 때도, 논리적 일관성에 의존하는 논증 방식과 이상적인 도덕
행위자의 모델을 염두에 둔 수양론에 입각한 설득 방식이 혼재해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비슨의 해석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질문은 수양이 어떻게 가능한가에서 출발한다. 수양은 기준적
사례에서 작동하는 기본적 감정 성향들을 유사한 사례들로 옮기고 배
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감정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말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니비슨에 따르면 맹
30

자의 사(思) 개념이 이것을 설명해준다. 니비슨은 다양한 예들을 통
해 우리가 반성적으로 깊이 생각함으로써 당위적 판단에 걸맞는 감정
29. Nivison, pp. 108-109.
30. 이하 논의는 Nivison, pp. 104-106 그리고 pp. 110-114를 배경으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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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선택, 조절,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나 퍼킨스
31

도 지적하듯이 생각함 자체에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목표하
는 감정을 위해서는 잘, 그리고 옳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잘, 옳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인
지 모르겠다. 오히려 생각하는 것조차도 수양에 의해 잘, 옳은 방향을
향하도록 다스려져야 할 것 같다. 더욱 더 신비스러운 점은, 결코 억
지로 감정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깊이 생각함에 의해
감정을 통제하되, 자연스럽게 하라. 그러나 어떻게? 나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니비슨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니비슨
이 감정을 이성적인 것에 더 가깝게 파악했는지 아닌지 하는 점은 그
다지 분명해보이지 않는다. 그는 단순하게 잘 생각하면 감정은 이성의
힘에 의해 선택되고 통제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3. 세계에 감정적으로 종속된 도덕적 주체의 자율성: 양혜왕
상, 7에 대한 퍼킨스의 해석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감정에 대한 칸트의 비판적 견해는 다음 세
가지 이다. (1) 감정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2) 감정은 행위 주체를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상황, 즉 세계에 종
속시킨다. (3) 감정으로부터 기인한 행위의 원인은 자기 자신일 수가
없다. 감정, 그리고 감정으로부터 기인한 행위에는 자기-책임성, 즉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웡과 니비슨은 감정과 관련하여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1)과 (2)를 거부하고, (3)을 반박한다.
반면에 퍼킨스는 (1)과 (2)를 수용하면서 (3)을 반박한다. 퍼킨스는
31. Perkins,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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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윤리학이 (1), (2)를 단순히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
라, 그것이 맹자 윤리학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퍼킨스가 정리한 바
에 따르면, 맹자 윤리학에서 감정에 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덕스러운 행위는 반드시 적합한 감정들을 수반해야만 한다 …… 둘째,
감정의 독특한 역할은 덕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자연적 감정들에서
32

유래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론 자체에는 (1), (2)에 대한 직
접적인 옹호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 (2)의 적극적
수용이 맹자의 본래 의도에 더 일치한고 주장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덕스러운 행위, 도덕적인 행위는 세계에 감정적으로 종속된 주체에게
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퍼킨스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맹자가 발전시키는 자기-통제의
모델 안에서는 도덕적 책임성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종속으로
33

부터 출현한다는 것이다.”

퍼킨스의 모델에 따르면,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없다. 니비슨이
나 웡에서 보여지듯 이성의 능력, 논리성에 의해서도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한 통제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
하는 기술에 의해 성취할 수 없고, 맹자는 결코 그러한 기술을 가르치
34

고자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에 대해 우리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퍼킨스의 논지를 따라가자면, 결국은 (1)과 (2)에
대한 수용이 그 답을 제시하는 셈이 된다. 방금 언급된 것처럼 퍼킨스
는 (1)을 받아들였다. (1)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감정
을 선택할 수 없는가? 그것은 바로 (2)와 관련된다. 감정은 도덕적 주
체가 처한 환경, 상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칸트와 같은
32. Perkins, p. 209.
33. Perkins, 같은 쪽.
34. Perkins,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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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전통에서 감정을 배제하고자 했던 가장 큰 원인은, 감정의 이러
한 수동성에 있다.35 감정은 도덕 주체를 외래적인 것, 밖으로부터 온
것, 우연적이고 경험적이고 현상적인 것, 즉 환경과 세계에 종속시킨
다. 이제 퍼킨스는 도덕적인 자기-책임성이 세계에 대한 이 감정적 종
속으로부터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그가 환경, 세계, 따라서 문화라
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우리가 어
떤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와 연관된 상황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품성에 대해 책임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정을 직접 다스릴 방법이 없으므로, 그
원인이 되는 주변 상황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퍼킨스의 전략
이다. 세계에 대한 감정적 종속은 여기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다. 첫째, 주체는 세계에 감정적으로 종속되기 때문에 참으로 도덕적
인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맹자가 덕스러운 행위라는 말로 의미하
고자 한 것이다. 둘째, 주체는 주변 세계에 감정적으로 종속되기 때문
에, 주변 세계를 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감정을 훈련(training)시킬
수 있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자율성의
의미가 획득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이 처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가? 퍼킨스에
36

따르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지혜(智, wisdom)이다. 여기서
맹자가 말하는 지혜의 단초가 또한 감정적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혜는 시비지심이라는 감정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퍼킨스의 이

35. 퍼킨스는 종속(subjection)과 수동성(passivity)을 구분한다. 결론적으로, 맹
자에게서 감정이 주체를 세계에 종속시킨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전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36. 퍼킨스는 이 지혜가 단순한 앎(knowledge)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
천적 지혜(phronesis)와 같은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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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주장이 완전히 이종적인 것들 사이의 작용 가능성의 문제를 피
37

해갈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간접
적으로 감정을 훈련시키는 자기-수양 모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혜는 어떻게 획득되는가? 비록 단서가 되는 감정적 싹이 주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싹을 배양하기 위한 토대와 과정이 필요하다. 그
토대와 과정은 문화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므로 어떤 최초의 지점에서
는 주체의 책임 영역을 떠난 기반으로서의 문화적 토대가 필수적이다.
이 토대가 없다면 도덕 및 자기-수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퍼킨스는
이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모종의 문화
세계에 처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체를 수동적으
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책임성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맹자]는 우리의 본성이 선한 것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의 본성을 홀로 내버려둔다면 선함
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성은 어떤 질료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을 가져야만 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naturally) 덕을 발전(전개)시켜야 한
38

다.

이제 양혜왕 상, 7에 대한 퍼킨스의 해석을 살펴보자. 여기서 그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은 선택할 수 없고 이성이나 의지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느끼
지 않음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주체에게
37. 퍼킨스는 궁극적으로 맹자에게서 감정과 이성이 날카롭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도하고자 한 것 같다. 이성적인 智는 감성적 기원을 가
지며, 감정에 대해서도 이성적인 요소라 여겨지는 자기-책임성이 있기 때
문이다.
38. Perkins,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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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퍼킨스는 웡과 니비슨의 해석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맹자에 따르면, 감정은 의지에 의
해서도 이성적 논증에 의해서도 명령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
한 경우[감정이 명령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맹자는 왕에
게, 그가 백성들에게는 느끼지 않았지만 소에게 느낀 감정에 있어
서 비정합적(비일관적)이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결론으로 왕이 그의 감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
드는 지성적 논증을 제시한다. 나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떤 방식으로 느낄 것인지를 명령하는 이성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
이고,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맹자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들며, 애초
39

에 호소력이 없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는 웡, 니비슨과 달리 먼저 제선왕이 제사에 쓰일 소에 대해 보인
40

반응에 주목한다. 제선왕은 소가 두려워 떨며 마치 결백한 사람이 사
지(死地)로 나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소를 살려주
고 양으로 대체하라고 명한다. 그런데 여기서 소를 양으로 대체하라는
명령은 참으로 불합리하고 불가해한 것이다. 퍼킨스는 제선왕이 보인
반응이, 감정은 전혀 이성적,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성이나 의지에 의
해 선택될 수 없는 것임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
기서 한발 더 나아가 맹자가 이 불합리한 행동을 변호하는 설명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만약 맹자가 단순히 왕을 논리적 일관
성의 문제로 설득하고자 했다면, 소에 대한 감정이 백성들에게 없었다
는 것보다는 어찌하여 양에게는 그 감정이 적용되지 않았는가를 먼저
지적했어야 했다. 그것은 백성들에 대한 감정을 가지지 않은 것보다
39. Perkins, p. 213.
40. 이하 양혜왕 상, 7에 대한 논의는 Perkins, pp. 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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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비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자는 그렇게 하지 않
았고, 오히려 왕이 소는 보았지만 양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
게 행동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준다. 그리고 이어서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자는 날짐승이나 들짐승이 살아 있는 것을 보면 그 죽은 것
은 차마 보지 못합니다. 죽으면서 애처롭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
면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이리하여 군자는 푸줏간을 멀
41

리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이 말을 퍼킨스의 관점에서 주목한다면, 이 구절이 퍼킨스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에서 맹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첫째, 군자조차도
이성이나 의지에 의해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
42

둘째, 왕이 소에게 연민을 느껴 소를 살려준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군자가 동물이 죽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연민의 감정 때문
에 고기를 먹지 못하므로,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조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맹자가 왕에게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없다고 탓할 때, 맹자
는 사실 왕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는 환경으로 자신을 위치시키
지 않았다는 점을 나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퍼킨스에게서 확장(推)
이란 무엇인가? 아마도 감정을 훈련(training)하는 것인 것 같다. 감정
을 훈련한다는 것은 적합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부적합한 감
정을 피할 수 있는 환경에 스스로를 처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41. Legge, p. 141; 한글 번역은 안외순 역, 맹자, p. 24를 따름.
42. 니비슨은 맹자가 이것을 “훌륭한 일”이라 여기고 있다고 본다(Nivison,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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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훈련이 어떤 보편적 적용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가령, 제선왕이 맹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러
나갔다고 하자. 그는 모든 백성들의 고통을 볼 수 없다. 그는 경험적
제약 내에서 백성들 중 일부의 고통을 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백성들 전체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가져야 하고, 적극적인 행
동을 취해야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퍼킨스는 이것을
연상(association)이라는 심리적 사실에 기대어 해명하고자 한다. 적
어도 왕은 두려워하는 소 한 마리를 보고 소들 전체(소 집합)에 대한
연민을 가졌다. 그랬기 때문에 소가 아닌 다른 동물, 양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다. 퍼킨스는 이러한 연상에 논리적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길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아이반호(P. J. Ivanhoe)를 따라 이러한 감
정의 이동을 “유비적 공명”(analogical resonance)이라 부르는 것이
43

좋겠다고 말한다.

논점은 환경을 조정, 통제하는 것은 비록 이성적

인식(앎)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감정들의 이동 자체는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퍼킨스의 해석에 또 한 가지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바로 즉각적인
행동의 문제이다. 맹자가 왕에게 즉각적인 변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퍼킨스는 자신의 논의에서 “자기-수양은 시
간을 필요로 하고, 어떤 그럴싸한 자기-수양에 대한 논의도 이 결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퍼킨스
는 맹자의 말이 “변화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한 것”이라
44

고 이해한다. 내가 앞에서 전개한 식으로 말하자면 수양의 필요성을

43. Perkins, p. 215, p. 224n. 20; P. J. Ivanhoe, Ethics in the Confucian
Tradition(Atlanta, G. A.: Scholars Press, 1990) 참조.
44. Perkins, p. 224n. 21. 이 점은 니비슨의 해석과 유사성을 갖는다.
Nivison, pp. 1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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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시킨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자율성, 자기-책임성의 문제이다.
퍼킨스에 따르면 맹자 안에는 자기-수양적 요소와 문화적 교육의 요
소가 공존한다. 한 축에서 맹자는 자기-수양을 강조하고, 따라서 자기
-책임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한 축에서는 문화적 교육, 사회적
연대-책임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가 생각하기
에 우리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최선
인가에 대한 앎이 필요하다. 그는 그것을 지혜, 프로네시스라고 부른
다. 비록 그 지혜의 단서가 우리 심성 안에 감정적 성향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단초가 성장하여 지혜라는 덕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주의 집중, 노력과 문화적 교육이 모두 필요하다. 인간은 모
든 순간에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맹자의 그림은 매우 과
정적인 것이 된다. 지혜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감
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따라서 자신의 품성에
책임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최초에 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시비지심이라는
단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주목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지 못한다
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인(賢人)은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갖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들, 심지어 현인조차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목적은 완전히 덕스러운 사람
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혹은 그녀 자신의 수양과 다
른 사람들의 수양에 책임질 수 있고, 그런 다음 책임지는 사람을
45

산출하는 것이다.

45. Perkins,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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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킨스에 따르면 그래서 맹자와 같이 실천적 지혜를 지닌 자들이
교육을 위해 돌아다녀야 한다. 그것은 맹자와 같은 이들의 도덕적 의
무이다.

III.

감정에 도덕성이 있는가?

나는 퍼킨스의 논의가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양혜
왕 상, 7에서 맹자는 이성에 의한 감정의 직접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퍼킨스의 주장은 정확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맹자 해석
의 문제를 떠나 퍼킨스가 주장하는 맹자의 도덕이론은 그 자체로도 매
우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정에 도덕성
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은 도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
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감정에 대한 칸트의 비판적 입장을
다시 고려해보고, 퍼킨스 해석에 따른 맹자의 입장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하에서 다소 크고 거친 생각들을 소묘하고자 한다.
맹자의 도덕이론은 덕 윤리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맹자에게는
개인의 품성과 덕, 실천적 지혜, 공동체, 문화 등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기 때문이다. 흔히 칸트는 도덕이론에 있어 형식주의자로 여겨지며
46

행복주의 전통의 덕 윤리를 배격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칸트에게는
사실상 좋음과 나쁨보다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문제였다. 그가 보기에
선(좋음)이라든가 행복이라는 개념들은 그 자체로 명료하지가 않다.
46. 나는 행복주의 전통이라는 말로 윤리학이 잘 사는 것, 즉 행복을 위한 것
으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선(좋음)과 덕(탁
월함), 실천적 지혜 등의 개념이 이론상 핵심적 개념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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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이고 또한 경험적이다. 따라서 그런 개념들에 근거한 행복주의
윤리학 혹은 덕 윤리학은 보편화에 실패한다는 것이 칸트의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에게도 덕 이론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
다.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2부의 제목을 “덕 이론의 형이상학적 제
47

일원리들”이라고 붙이고 있다. 이것은 칸트가 현실적으로는 덕 윤리
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덕 윤
리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칸트가 도덕이론을 세
울 때,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인간과 같은 이성을 가진 모든 존재
자에게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법칙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별적 인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도덕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경
향성들에 대해 칸트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는 것 같지만, 그
가 덕 이론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며, 칸트 역시 궁극적으로는 덕과 행복의 일치, 곧 최고선을 윤
리학의 궁극지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칸트가 철저하게 경향성에 근거한 요소들을 배제한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를 세우고자 할 때도, 칸트에게는 ‘존경심’이라
는 도덕감이 있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인간이 만약
신과 같이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였다면 사실 필요치 않은 개념이다.
인간은 경향성에 근거한 다양한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행위하기 위해
서는 감정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이 도덕법칙
에 대한 의무로부터 행위하기 위해서는 존경심이라는 감정적 계기가
47. I.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Ak. VI, 373; The Metaphysics of
Morals, in Practical Philosophy, tr. M. J. Gregor(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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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물론 칸트는 이 존경심이 ‘매우 이성적인 감정’이라고 말한
다. 그러나 어쨌든 존경심은 감정이다.
논의의 수월한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고자 한다. 칸트
와 맹자에게서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달랐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칸트는 우리의 덕이 항상 미완의 상태로 남을 수
밖에 없지만 인간은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퍼킨스가 해석한 맹자 역시 수양의 관점에서 이 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맹자가 생각한 것처럼 칸트도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인
간의 행위는 항상 적절한 감정적 동기 부여가 이루어진 모습일 것이
라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칸트에게서는 이러
한 이상적 인간은 사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인간
은 항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퍼킨스가 해석한 맹자 역시 자기수양의 과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맹자의 경우에는 군자가 있고,
실천적 지혜를 지닌 자들이 실제로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미미
한 것 같지만, 감정 혹은 경향성을 도덕이론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
배제하느냐와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나는 칸트와 맹자의 도덕이론이 궁극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한다. 칸트에게는 도덕적 동기 부여의 그림이 너무 약하다. 맹자
에게서는 도덕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약하다.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은 맹자의 모델은 미시적 세계에서, 칸트의 모델을 거시적 세계에
서 좀 더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이다. 칸트의 도덕이론은 규제
적이고 소극적인 기능을 한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에서 실천적 지침을
마련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없는 세계, 단지 유비
혹은 연상 등을 통한 확장만으로는 다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는 규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 문화와 배경이 조금씩 다른 전 인류에
게 지침이 될 수 있는 도덕이론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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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감정이 상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면 원리상으로는 최대한
배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칸트와 다르게 맹자에게서 제한적 의미의
감정적 자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칸트는 자유의 현존을 논리적으
로 증명하지 못했다. 도덕법칙과 자유가 서로를 근거지워준다고 말했
을 뿐이다. 그러나 칸트가 비록 수사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를
‘달리 할 수도 있었는데’라는 의식으로부터 찾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48

점이다. 우리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일들, 불가피한 일들에 대
해서도 모종의 죄책감을 갖는다. 나는 이 ‘달리 할 수도 있었다’는 이
의식으로부터 맹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두 가지 논점을 제기하고
자 한다. 첫째, 맹자가 감정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할 때, 적절한 감
정을 느끼도록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제한적 의미의 자유가 있다. 맹자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에서 그만큼 인간은 감정에 대해 자유를 갖는다.
둘째, 맹자가 문화적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연대 책임의 문제
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칸트의 광범위한 죄책감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연대 책임은 교육자 및 공동체의 의무뿐 아니
라 사회 전반에 걸친 일들에 대해 개인들이 책임의식을 느낄 것을 요
구한다. 그리고 칸트는 인간이 원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감정에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감수성에는 개인차가 있고, 그래서 매우 상대
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등으로 이루어진 좁은
세계 내에서 적극적인 실천적 윤리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맹자와 같

48. KpV, Ak. V, 98; 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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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덕이론이 더 잘 제시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때 우리는 스
스로의 감정에 대해 책임지고자 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와 세계가
점점 커질 때에는 문화적이고 상대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는 도덕
이론은 되도록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정은 이 경우에 점점
상대화될 것이기 때문에 원리상으로는 도덕이론의 영역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맹자가 인간이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긍정
적인 힘이자 또한 제한적 요소(상황에 의존함)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
다면, 인간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 대해 적절한 감정을 지니는 것에도
역시 한계가 있다고 여겼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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