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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요약문: 현대문명의 위기에 관한 진단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새로운 윤리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
리는 현대의 다른 철학자들과는 달리 인식론적인 관점이 아닌 존
재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책임의식은 우리의 현존재의
원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원리는 동시에 아리스
토텔레스적인 목적 개념으로부터 밝혀진다. 목적론적 형이상학에
있어서 궁극목적의 개념은 인식론적으로 직관적인 명증성을 가지
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명증성이 없다면 현존재에 대
한 존재근거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로 요나스는
현존재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책임의 개념은 윤리적 당위의 차원
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요나스의 당위로서의 책
임개념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없다. <공포의 발견술>이
라는 그의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윤리학에서의 책임 개념
은 전 세계적 위기의 극복가능성에 대한 탐구로 확대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점이 바로 기타의 다른 현대철학자들의 위기인식
과 처방과 비교하여 요나스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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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21세기에 접어들어 인류는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맞
이했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류는 과
학과 기술의 새로운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희망과 위기의
식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예컨대, 특히 생명공학(Biotechnology)
분야에서의 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는 인간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듯 하면서도 인류의 파멸가능성을 염려하
게 하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배아복제, 이종간 장기이식 문
제는 국내에서도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있고, 핵(核)사용의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서 세계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 삼림
의 남벌, 땅, 물, 공기의 오염, 오존층파괴, 기후 변화 등 인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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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협하는 사태들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것은 새삼 언급
할 필요도 없다. 앞서 열거한 문제들은 국제적인 협력으로만 효
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를 위한 인류의
논의과제란 의미를 지닌 ｢아젠다 21｣이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발표된 바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것은 1992년 6
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
엔회의’(UNCED)가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채택한 ‘리
우선언’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이다.
우리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기술사용에 직면하여 제기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도 되는가”하는 질문이
다. 이런 질문은 공동선과 책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제 사회
적인 공동선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문제와 함께 공동선 구현을 위한 인간, 사회. 국가 나
아가서는 국제기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되었고, 동시에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 주
어져 있다. 오늘날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
과 환경, 평화의 문제인데, 이것들은 긴요한 공동선의 요소이기도
한다. 연구자는 아래에서 서양의 사상가 중에서 선별한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공동선과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Ⅰ. 공동선의 개념과 책임개념에 대한 이해
1. 공동선 개념에 대한 이해
다른 개념들처럼 공동선개념도 한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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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공동선’(그리스어: τό κοινῇ συμφέρον; 라틴어: bonum
commune, bonum publicum; 프랑스어: bien commun, bien publique;
영어: common good, public good; 독일어: Gemeinwohl)은 서양의 고․

중세 철학에서 개인의 이해관심에 맞서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전
체사회의 선과 개인의 선이 별개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
와 개인은 똑같은 선을 추구하고, 그것의 실현을 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1) 그러나 양자사이에 내용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
는 것은 아니다. 개인 선에는 비사회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는
반면, 공동선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차
원에서의 충족을 공동선이라고 이해하여도 좋을 것이다.2)
메스너에 의하면, 공동선은 사회구성원과 단체의 요구를 실현
하는 것으로서 정의(正義)의 전면적인 실현을 뜻한다. 그는 공동선
을 정적인 측면과 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이해한
다. 즉 정적인 측면에서 이해된 공동선은 사회공동체의 고유한
* 이 공동연구는 서강대학교 2003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1)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선과 전체사회의 선의 구분은 인식론적 의미에서의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구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인의 선이 전
체의 선과 합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반사회적이고 비사회적인 개인이 자
기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Egoismus)와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기주의는 자기 한 사람만의 선이 유일한 최고의 선이며, 심지어 필요에
따라서는 타인의 선을 침해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나와
평등한 다른 사람의 욕구도 인정하며, 따라서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의 존
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타인의
선을 부인하지 않는 동시에 공공선의 관념을 인정하므로 타인의 선의 가치
또한 존중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선과 공동선의 일치하는 부
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공동선’에 관해서는 Joachim Ritter 편,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3권, 248~258,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Schwade & Co. Basel 1974 참조.)
2) 오경환, ｢공동선의 발전｣, 21쪽 참조, 광주가톨릭대학 편, 신학전망 (제 48
호 1980년 봄)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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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르며, 모든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현실이다. 이러한 목적은 가정, 종교적 공동체, 직업 공동체,
국가, 민족 공동체에 부과되어 있다. 동적인 측면에서 이해된 공
동선은 늘 새롭게 실현해 나아가는 새로운 성취의지에 공간을 제
시하는 정의의 질서이며, 확대되고 더욱 풍부한 사회적 협동에서
새로운 요구를 채워가는 정의의 질서이다. 또한 공동선에 관한
동적인 개념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의 개념이며, 이와 관
련된 사회개혁의 늘 새로운 과제이다.3)
공동선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가톨릭교회의 사회회칙인 ｢어
머니요 교사｣(Mater et magistra)의 다음과 같은 정의는 참고할 만
하다. 즉 “공동선은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가치들의 충분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전제들의 총화를 포괄한
다.”(65장)4) 물론 이와 같은 정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
지는 않다. 우리는 공동선의 정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리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리탱에 의하면 공동선은 개인들로 구성된 다
중(多衆)의 좋은 인간적인 삶이다.5)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즉 공동생활의 조직에 전제가 되는 공공시설, 업
무의 집적, 다시 말해 건전한 재정상태, 강한 군사력, 공정한 법
체계, 선량한 습관, 정치사회에 그 골자를 부여하는 현명한 제도
들, 그 위대한 역사적 기념의 유산, 그 상징이나 영광, 살아있는
전통과 물질적 재화 등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단체 구성원의 개
3) Johannes Messner, Das Gemeinwohl, 92~93쪽 참조.
4) 교황 Johannes XXIII., Mater et Magistra, Der Bundesverband der
Katholischen Arbeitnehmer-Bewegung(KAB) Deutschlands 편, “Texte
zur Katholischen Soziallehre”, 201~270쪽, Kevelaer 1976 (제3쇄).
5) Jacques Maritain, The person and Common Good, 41쪽.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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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시민적 양심, 정치적 덕성, 법 및 자유존중
의 관념, 모든 활동, 물질적 번영, 정신적인 부(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선조전래의 지혜, 정직, 정의, 우애, 행복, 덕, 영웅적
정신들을 포함한 모든 것의 사회학적 통합이 여기에 포함된다.6)
공동선에 관한 빼어난 연구는 메스너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는 철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학제적인 안목으로 ‘공동선’의 정
리와 종류를 현실적인 감각으로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관한 자세
한 소개는 생략하고, 그가 열거하는 ‘여러 차원에서 본 공동선’만
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공동선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이해
한다. 즉 그는 공동선을 1)조직적 측면에서 본 공동선, 2)존재론
적으로 본 공동선, 3)형이상학적으로 본 공동선, 4)정신적으로 본
공동선, 5)윤리적으로 본 공동선, 6)법적으로 본 공동선, 7)정치
적으로 본 공동선, 8)경제적으로 본 공동선, 9)재무 정책적으로
본 공동선, 10)사회 정책적으로 본 공동선, 11)사회적으로 본 공
동선, 12)국제적으로 본 공동선 등으로 분류한다.7)
2. 책임개념에 대한 이해
책임개념은 개인 윤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인 차
6) 자크 마리탱, 한용희 역, 인간과 국가 (원서명 : L'homme et l'état), 서울
1978, 19쪽 참조. 마리탱이 생명윤리, 환경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공동선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7) 박종대, ｢현대 가톨릭 사회윤리에서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연구 - Johannes
Messner의 자연법 사상을 중심으로-｣ Ⅲ-121쪽 참조 바람. 가톨릭 철학
제5호(2003), 93~124, Johannes Schwartländer, 항목, ‘Verantwortung’ 참
조. Hermann Krings, Hans Michael Baumgartner und Christoph Wild 편,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 1577~1588, Kösel- Verlag
München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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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 윤리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
서 ‘책임’은 필연적으로 보편적이다.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세계
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가정, 회사, 공동체, 정치의 세계 등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이런 세계는 모든 인간적인 삶의
관계들을 포괄하며, 이런 관계들이 인간의 책임을 본질적으로 규
정한다.8) 이러한 관점에서 사르트르 역시 개인 윤리적인 책임의
문제가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관계와 분리 불가능한 전체임을 주
목한다. 각 개인의 책임은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책임은 인류 전체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모든 개인은 인간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말하자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공공선에 대한 추구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단지 나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 대
해서 체념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나의 행동은 인류 전체를
구속하게 되기 때문이다.9)
렝크(Lenk)에 의하면 ‘책임’은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그 배후에는
다양하고 서로 다른 의미와 관계의 관점이 숨어있다. 책임은 다
음과 같은 요인과 관계를 갖는 개념이다.
1)누가 : 책임의 주체
2)대상 : 무엇에 대해(행위, 행위결과, 상태, 과제 등에 대 해)
3)관계자 : 누구에 대해(예, 타인들)
4)제재나 판단의 심급 : 양심, 신, 사회, 타인들, 미래세대, 인
8) Johannes Schwartländer, 항목, ‘Verantwortung’, 1581쪽 참조.
9) Jean-Paul Sartre, Critique de la raison dialectique I, Nagel, 1960. 25~
30 참조.

156

10

류, 법전 등
5)평가기준, 규범 : 무엇과 관련하여
6)영역 : 책임영역, 행위영역 안에서10)
개인과 사회, 국가, 나아가서 국제기구는 앞서 언급한 공동선을
실현할 책임을 갖는다. 연구자가 공동선의 요소로서 중시하는 환
경윤리와 평화의 문제에서도 이 책임개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연구자는 자세한 논의는 뒤에서 다루게 될 한스 요나스
(Hans Jonas, 1903~1993)의 책임윤리 사상과 종교 간의 평화문제

에서 다루려고 한다.
우리는 생태계 윤리와 관련하여 ‘책임’개념 및 이와 관련된 사
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가톨릭교회 독일주교단의 ‘창조의
미래를 위한 행위’라는 연구책자를 참고 할만하다. 여기서 ‘책임’
은 생태계 윤리의 기본개념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갖는다. 1)책임
은 미래세대(혹은 세대 간의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미
래의 차원에까지 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윤리의
단초는 우선 심정(心情)과 선한 의지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책임에 대한 물음은 개인적인 덕, 특히 행위의 결과들을 예
견하는 고려에 있어 의무의식과 현명함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제기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 행위의 본질적 조건들과 결과들이 생
기는 제도적인 구조의 차원에서도 제기된다. 바로 현대사회에서

10) Hans Lenk, Komplexe Ebenen der Verantwortung, 64~65쪽 참조.
Monika Sänger 편, Verantwortung, 64~73, Reclam jun. Stuttgart
1991, 변순용, ｢자연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정당화에 대한 연구｣, 250
쪽 참조.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제62집, 2003년 가을), 2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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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위관계와 영향관계에서 책임은, 그런 관계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 및 정치적 구조들을 책임 있게 형성
하려는 노력의 구조적 차원에서도 인지 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3)책임에 대한 요구는 행위주체인 인간들과 관계한다. 여기서,
인간은 인격이다. 즉 인간은 도덕적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행위의 주체이다. 인간은 창조사업을 위임 받아서 자연전체를 위
해서 자연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자연을 위한 책임도 있지만,
자연 앞에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모든 행위
를 책임져야 하는 최종심급은 신이다.
4)인간은 자기 삶의 모든 관계에서 신 앞에서의 책임을 인지할
수 있고 또 인지해야 한다. 여기서는 인간적 책임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가 구별된다. 즉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자신의 사회적 환경세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연
적 환경세계에 대한 책임이다. 이들은 세 가지 상응하는 윤리적
판단기준에서 구체화 한다.
5)자연환경을 위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요구는 환경친화성의
기준에 상응한다. 즉 인간이 만든 기술을 포함하는 인간의 행위
는, 그의 능력발휘가 자연과 생태계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움직일 경우에 환경친화적이다.
6)환경친화에서는 인간의 삶의 기초인 자연자원의 보장과 더불
어 자연의 보호가 중요하다. 여기서 자연은 인간에 의존하지 않
는 고유한 의미를 갖는다. 자연을 그 고유한 실존에서 보호하는
것은 환경친화의 포기할 수 없는 차원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
이며 그 진화적 발생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인간의 이용
대상이란 관점을 넘어서 인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1)
11) Die deutschen Bischöfe(Kommission für gesellschaftliche und soz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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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적 환경을 위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는 사
회적 친화성이라는 기준에 상응한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윤리적
토대는 인격의 원리와 공동선의 원리인데, 이들 원리로부터 인간
과의 연대성이라는 요구가 생겨난다. 사회적 친화성이라는 기준
을 더 상세히 만드는데 있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국면이 서로 구
별된다. 즉 시간 공간적인 국면(사회적 그룹, 사회 혹은 현재와
미래의 전체인류에 대한 인간적 행위의 효과), 실존적 생활세계의
국면(건강에 대한 위험, 사회적 갈등 등의 형식에 있어서 결과들)
과 경제적․사회적 국면(행위선택의 경제적 기대가능성, 그때그때
조달해야 하는 사회의 비용과 실제적인 경제적 실적의 가능성).
이들 세 가지 국면에 공통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즉 이들은 인
간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행동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8)책임의 셋째 기본적 차원은 다음과 같다. 즉 인격이며 도덕
적 주체인 인간은 자신에 대해 파기할 수 없는 책임을 지니며,
이 책임은 어떤 다른 인간과 사회적 제도가 빼앗을 수 없고, 이
것의 성취를 위해 인간은 상응하는 자유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행위의 윤리적 질(Qualität)은, 인간이 사회적 환경과 자연
적 환경의 요구를 이행하느냐를 기준으로 추정되어야 할 뿐만 아
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성공을 위한 전제들에 즉, 자신의 가
능성과 발전의 기회, 이를테면 자신의 동일성을 발견하는 조건들
에 합당한지 여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9)이런 사정으로 정치질서와 경제의 형성을 위해 기본적인 결
과를 갖는다. 즉 집산주의적 사회모델과 함께 생태 독재정치(eine
Ökodiktatur)를 위한 선택은 특히 20세기에 전체주의적 지배체재의
Fragen, 19), Handeln
22일).

für die Zukunft der Schöpfung, 199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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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서 생긴 근본통찰에 위배된다. 이런 통찰은, 국가적 행위가
늘 개인의 인격적 요구에 의해 정당화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간의 인격이 모든 제도의 뿌리이고 담지자이며 목표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밀이 말한 바와 같이 국가의 가치는 국가를
조직한 개인의 가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12)

12)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인격적인 개인을 의미한다. 개인주의가 서구
역사에서 봉건적 사회 질서를 타파한 것을 우리는 높게 평가한다. 봉건사
회에서는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했
고, 다만 어떤 신분적 계층의 성원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여기서 논의되는 개인주의는 인간을 한 계층의 성원이 아니라 인격적 개인
으로 인정한다. 개인을 유기체의 한 세포로 간주하는 전체주의는 타율적
윤리를 그 특징으로 한다. 타율적 윤리는 개인에게 강제적 맹종만을 요구
하며, 위로부터의 획일적 통일성만을 지향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에서는
인격적 개인의 자율성이나 자유가 확보될 수가 없으며 결국 개인과 사회
사이의 다다를 수 없는 심연만이 노정될 뿐이다. 오직 개인의 인격적 요구
에 근거한 통찰만이 각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자각의 심화를 통
하여 사회와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도록 해 줄 수 있다.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적 관계에 관한 이러한 변증법적 종합은 피아제가 제시했던
인간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간략
하게 설명하자면 유아기에서 미성년까지 우리는 사회에 완전히 의존하고
종속됨으로서 안락함을 구하고 따라서 사회와의 대립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한다. 이 시기에는 인격적 개인의 자각이 없고 오로지 사회적 삶에의 맹목
적 순응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개인적 자각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무조
건적으로 추종했던 사회적 삶에 대한 반성이 생긴다. 이 시기의 개인은 인
습적으로 전해 내려온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에 대한 비판과 부정의 의식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선택의 가능성과 더 나아가 개인
과 사회 사이의 보다 고차적인 통일성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준다. 말하자
면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스스로 일단 사회와 단절하면서 다시 생산적인
연결을 이룰 수 있게 되며, 또 사회의 측면에서는 우선 개인으로부터 멀어
지면서 다시 개인을 통하여 그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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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
요나스는 현대의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 인류를 위협하는 가공
할만한 결과에 직면하여 인류를 포함하는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
기 위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의 책임윤리13)는 현대기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기술이 인간을 자연
질서에 의해 가능하게 된 삶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마찬가지로 이런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요나스가 새로운 책임윤리를 요구하는 배경은 바로 기술적이며
산업적인 문명의 위기이다. 그는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베이컨의 이상으로 인해 인간마저도 위협하게 된 이술 사용의 위
험을 경고하고, 이런 위험이 자연적인 생명의 기초와 유전공학의
가능성에서 누적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그는
‘묵시록적 상황’(eine apokalyptische situation)이라고 까지 부른다.
이런 “위험은 측정을 넘어서는 자연과학적이고 기술적이며 산업
적인 문명에서 출발한다.”14) 요나스는 자신의 책임윤리를 이런
13) 물론 그의 책임윤리는 행위의 현실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정치가의 공리
주의적 책임윤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14) Hans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이하에서는 PV로 표기할 것임),
251쪽. 사실상 17세기 데카르트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식이란 과학적
지식을 의미하게 되었고, 기술은 인간의 힘의 척도가 되었다. 르네상스 이후
로 세계를 정복하고 변화시키려 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이상이 점차적으로 철
학적 이상을 대신하게 된 셈이다. 고대에서 스피노자에 이르기까지의 지혜
에 의한 우주중심론(Kosmozentrismus)은 이제 기술에 의한 인간주의
(Humanismus)로 대치되었다. 인간은 기술에 의해서 자연의 주인이 되고 자
연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아도취적인 전능 콤플렉스”
는 현대 산업사회의 주요한 패러다임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다. (Horst E.
Richter, Der Gotteskomplex. Die Geburt und die Krise des Glaubens
an die Allmacht des Menschen, Hamburg 1986, 8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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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명의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로서
제시한다.

1. 새로운 윤리로서의 책임윤리
책임윤리에 관해 논할 때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학자로 막스
베버(Max Weber)를 들 수 있다. 그는 심정윤리(Gesinnungsethik)를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에 대비시킨다. 그에 의하면, 윤리적
으로 방향 잡힌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며 반대되는
준칙(Maxime)아래 있을 수 있다. 즉 모든 윤리적인 행위는 ‘심정
윤리적’이거나 ‘책임 윤리적’으로 방향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럼에도 그는 심정윤리가 무책임과 동일시되고 책임윤리가 무심정
과 동일시 될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15) 심정윤
리에서 책임의 영역은 좁게 파악된다. 즉 그것은 행위하는 개인
의 내면에 국한된다.16) 이와는 달리 책임윤리는 비교적 예견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 요나스는 심정윤리를 부정하지
는 않지만, 이보다는 책임윤리를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또 전통적인 윤리의 부족함을 지적한다. 전통윤리에서는 인간과
15) Max Weber, Gesinnungsethik-Verantwortungsethik, 115~116쪽 참조.
Monika Sänger 편, Verantwortung, 115~117쪽에 수록됨. Reclam,
Stuttgart 1991(다음의 원저에서 발췌된 것임 : Max Weber, Politik als
Beruf, Johannes Winckelmann 편, Max Weber,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3쇄 증보판), 551~553쪽, 558쪽 이하, Tübingen, Mohr 1971.
16) 이러한 심정윤리의 대표자가 바로 칸트이다. 그에게 있어 어떤 행위에 관한
윤리적 판단의 궁극적 척도는 바로 행위의 주체로서의 주관의 내적 심정(그
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선의지’)이며 행위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
면 행위의 결과는 소위 ‘선의지’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Kant, Einleit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Darmstadt 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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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직접적인 교제(자기 자신과의 교제를 포함)만이 중시되어
인간이 아닌 대상들은 윤리적으로 중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
서 “모든 전통적 윤리는 인간 중심적이다” 동시에 전통적 윤리에
서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윤리적으로 중시된다.17) 물론 전
통윤리의 준칙이나 계명은 절친한 관계, 가까운 인간들 사이의
교제에서는 아직도 타당하고 유효하다. 그런데 현대와 같이 기술
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시대에는 이에 걸 맞는 책임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윤리는 인간생명의 지구적인
조건, 먼 미래, 유(Gattung)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18) 새로운 윤
리는 권리와 책임을 새롭게 파악해야 한다. 이 윤리는 인간의 영
역을 넘어서까지도 즉 자연계에까지도 ‘목적자체’라는 개념을 확
대 적용해야 한다.
요나스는 윤리학을 근거지움에 있어서 존재론 혹은 형이상학을
중시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윤리학은 최종적으로 형이상학에 뿌
리내리고 있어야 한다.19) 그 이유는 자연과학이 자연에 대한 전
17) H. Jonas, PV, 22~25쪽 참조.
18) H. Jonas, PV, 28쪽 참조.
19)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그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칸트는 도덕의 근
거를 형이상학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덕적 요청을 근거로 순수이
성비판에서 부정했던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재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형이
상학이란 불확실하고 무용한 학문이며, 따라서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기초 위에다 보편적이고 확실한 도덕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나스의 경우 전통 존재론의 노선을 충실히 따른다. 칸트 이전까지는 도
덕은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을 근거로 하여 확립되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
레스, 스피노자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도덕의 문제를 형이상학적이고 우
주론적 용어로 제기한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우주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주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형이상학은
사물의 본질과 목적을 탐구하는 것이며, 인간은 이 형이상학을 통하여 인
생의 의미와 운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형이상학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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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진리를 진술하지 않기 때문이다.20)

2. 존재의 우선과 책임
요나스의 존재론은 목적론이다.

우선 만물의 목적추구(die

Zielstrebigkeit)에서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긍정은 절대적으로 존재를 비존재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긴
다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에서 존재는 그 자체를 위해, 또 비존재
에 반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요나스는 이와 같은 그의 주장에
대해 그 자체를 명증적이라고 생각하는 공리(公理)를 제시한다. 즉
이 공리에 따르면, 목적자체는 무목적보다 우월해야 하고, 목적이
전체적인 생명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21)
그의 책임의 윤리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한다. 첫째는 의무의 합
리적인 근거, 즉 구속력 있는 당위(ein Verbindliches “Soll”)를 요청
하는 것 이면에 숨어있는 정당화의 원리이다. 둘째는 의지를 움
에게 주어진 목적들을 밝혀내기 때문에 윤리학의 직접적인 기초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눈의 덕은 보는 것인 것처럼 인간
의 덕은 이성적이 되는 것이다. 이성적인 영혼은 인간의 고유성을 구성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영혼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은 왜 체념
의 도덕을 가르치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흔한 물건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평온함으로 수용하라고 권유하는가? 왜 나는 나를 괴롭히
는 고통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스토아 철학의 형이상학적 체계 속에 있다. 생겨난 것은 모두가 최고의 이
성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며, 세계의 질서는 선한 것이고,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복종하여야 하는 이성적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20) H. Jonas, PV, 30쪽 참조.
21) H. Jonas, PV, 1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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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는 능력의 심리적 근거이다. 이렇게 윤리학은 객관적이며 주
관적인 측면을 갖는데, 전자는 이성과 관계하고 후자는 감정과
관계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이 두 측면은 서로 보충적이며 윤
리학의 통합적인 구성요소이다. 의무의 요청에 대해서는 감정이
받아들여 대답하고, 감정의 응답이 옳은지 그른지는 이성이 검토
한다.22) 감정 중에서 행위 하도록 움직이는 결정적인 감정은 책
임의 감정이다. 그는 책임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젖먹이(아기)의 욕구”(die Bedürftigkeit des Säuglings)
를 전형적인 예로 든다. 젖먹이는, ‘이미 있음’에 대한 자기 확인
의 힘과 ‘아직 있지 않음’에 대한 요청하는 무력함, 모든 생명체
의 무조건적인 자체목적과 생명체에 상응할 수 있는 부속능력이
비로소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 안에서 통합한다는 것이다.
또 젖먹이에게서 다음의 사실이 본보기로 드러난다; “책임의 장
소는 생성된, 덧없음에 맡겨진, 파멸의 위협에 처한 존재”이다.23)
그에게는 모든 책임의 무시간적인 원형(das Urbild)은 어린아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런 원형은 발생론적으로나 인
식론적인 관점에서 직접적인 명증성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 ‘책
임’의 개념은 당위의 개념을 함축한다. 즉 먼저 어떤 것에 대한
존재당위의 개념, 그 다음에 이런 존재당위의 개념에 대한 응답
안에서 어떤 사람의 당위적 행위를 함축한다.24) 책임의 의무는
현존재(Dasein)의 원리로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또 존재(das Sein)
의 개념은 목적의 개념에서 해명된다. 요나스는 주관적인 목적설
정에 반대하여 목적개념에 대한 자연목적적이고, 존재론적이며,
22) H. Jonas, PV, 163쪽 참조.
23) H. Jonas, PV, 240쪽 참조.
24) H. Jonas, PV, 2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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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넘어서는 해석을 옹호한다. 그러므로 그의 이런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이며 토마스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25) 앞에서
요나스가 말하는 ‘존재’개념은 사실적인 것(das Faktische)보다는
더한 것을 의미한다. 즉 존재는 생명이 필연적으로 거기에 속하
는 복합적인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존재와 당위가 동일
하지는 않다고 해도, 당위는 실제적인 세계 앞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위는 존재를 토대로 설정되며, 존재는 당위의 요
구를 자체에 표현함으로써 실현된다.26)

3. 공포의 발견술(Heuristik)
요나스는 첨단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전통윤
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강력한 미래지향적인 윤
리를 요구한다. 그는 이를 위한 사유의 모델을 ‘공포의 발견
술’(Heuristik der Furcht)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그의 책임윤리가 실
행되기 위한 부정적인 방법이다. 예컨대 우리가 인간에 대한 왜
곡(die Verzerrung)을 예견 했을 때 보존해야 할 인간이란 개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인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상의 위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선보다는 악을 인식하기가 더 쉽다. 우리는 악을 경험할 때, 그것
에 대해 방심하지 않는 반면, 선은 대체로 악이라는 우회로를 통

25) Dietmar v.d. Pfordten, Ökologische Ethik, 111쪽 참조. Rowohlt
Taschenbuch Verlag, Reinbeck bei Hamburg 1996.
26) Vittorio Hösle, Ontologie und Ethik bei Hans Jonas, 120쪽 참조.
Dietrich Böhler(ed.), Ethik für die Zukunft, 105~125, C. H. Beck
Münche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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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실히 깨닫는다는 것이다.27) 그가 제안하는 이와 같은 사
유모델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악을 먼저 생각한다”(in dubio pro
malo)는 원리이다.

Ⅲ. 평화의 실현을 위한 세계적 에토스 원리의 정립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과 여러 가지 형태의 분쟁이 세
계의 여러 곳에서 있어 왔다. 옛 아프가니스탄과 유고슬라비아에
속했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비극을 뒤로 한 채 또 다시 자
행된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인류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알 카에다’에 의해 일어난 9.11테러는 많은 사
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반목과 테
러, 그로 인한 살상의 악순환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또한 테러의
발생의 가능성은 다시 한국도 위협하고 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채 냉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는 또 다른 전쟁의 발발가능성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국내․외적인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평화’는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평화는 인류의 중요
한 공동선이므로 개인, 단체, 국가가 이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오늘날 평화의 실현은 지구가 파멸하지 않고 인류가 살아남기 위
해 꼭 필요하고 절박한 것이 되었다. 핵무기의 사용의 가능성으
27) Hans Jonas PV. 8쪽 이하, 63쪽 이하 참조. Christian Müller,
Verantwortungsethik, 119쪽 참조. Annemarie Pieper(ed.), Geschichte
der neueren Ethik, Band 2, 103~131, Franck Verlag Tübingen und
Base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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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개별국가나 민족의 존립뿐만 아니라 전체인류와 생태계
까지도 위협받는 현재에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 관점에
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선 평화가 전쟁
없는 상태만도 아니고 적대세력사이의 균형유지만은 아니라고 이
해할 수 있다.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며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
단,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해와 친선을 강화하는 사랑의 결실이
어야 한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평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채워진 상태’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환경과 조건을 열거할 수 있다. (1)전
쟁으로부터의 해방, (2)기근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3)질병으로
부터의 해방, (4)무지로부터의 해방, (5)비참한 주거생활로부터의
해방, (6)생활환경(곧 자연환경)의 보호, (7)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의 해방, (8)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등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충족
된 상태를 평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8)
그렇다면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과 제도가 함께 변화되
어야 한다. 그럼에도 개인의 마음(의식)의 변화가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 종교들의 가르침이다. 근본원리에서 볼 때 모든 고등종교는
평화를 선포하고 가르친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역사에서 길고
큰 전쟁들은 종교집단들이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는 평화를 보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종교에서 찾는 것을 이
해할 수 있다. 그만큼 종교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
이 있으며 신자들에게는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평화의 문제는 자
연과학의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지
28) 박종대, 항목 ‘평화’, 338~339쪽 참조. 우리사상연구소 편, 우리말 철학사
전 , 331~352쪽 참조, 지식산업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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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친 소유욕과 지배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 평
화를 거스르는 원인은, 인간욕망의 극대화이므로, 문제는 인간의
문제로 귀착한다. 또한 인간문제는 종교에서 가장 깊이 다루고
해결책이 제시되므로, 평화해결의 실마리도 종교에서 찾을 수 있
다.29)
이러한 취지에서 연구자는 독일 튀빙엔 대학교의 신학자 한스
큉이 제안한 ‘세계적인 에토스’(Weltethos)의 내용을 소개하고 비판
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큉은 인류가 역사에서 경험한 종교들(특
히 그리스도교)의 사회를 위한 공헌과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종교

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강조한다. 즉 종교들이 개인, 종교
단체, 전체의 종교적 공동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현세의 평화,
이웃사랑, 비폭력을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종교들은 평화, 폭력의 포기, 관용(Toleranz)과 같은 삶의 기본
태도를 홍보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세계의 모든 종교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공동책임을 인식
해야 한다. 큉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종교의
평화(Religionsfriede) 없이는 세계평화(Weltfriede)는 없다.30)

1. 세계윤리 확립의 필요성과 가능성
1) 보편적 기준으로서의 참으로 인간적인 것
21세기에 접어든 이래 세계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
29) 박종대, 앞의 항목, 346-347쪽 참조.
30) H. Küng, Der globale Markte fordert ein globales Ethos, 33쪽 참조,
H. Küng/ Karl-Josef Kuschel 편, Wissenschaft und Weltethos, 19~39,
Piper München Züric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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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치적, 생태학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면, ‘세계화’
의 과정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세계윤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Globalisierung)는 세계적 에토스(ein globales
Ethos)를 필요로 한다.31)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에토스와 인간의

윤리적 근본태도에 대해 깊게 사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
되는 질문은 도대체 세계적 에토스의 확립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
는 것이다.
큉은 세계적 에토스의 확립의 가능근거를 ‘인간적인 것’(das
Humanum)에서 찾는다. 그는 보편적, 윤리적이며, 진정으로 세계

적인 근본기준(Grundkriterium)이 ‘인간적인 것’에, 즉 진정으로 인
간적인 것에, 구체적으로는 인간 존엄성과 이에 관련되는 기본가
치들에 의거한다고 본다. 여기서 또 묻게 되는 것은 “무엇이 인간
을 위해 좋은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진정한 인간이 되
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적 기본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인간은 비인간적으로, “짐승처럼” 살지 말고, 인
간적으로, 진정 인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간은 자신
의 인간됨을 모든 관계들에서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적인
삶을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 바의 것, 충동과 감정의 층을 포함하는 모든 층에서
또 사회와 자연과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모든 차원에서 인간을 최
선으로 발전하게 하는 바가 도덕적으로 좋은 것일 것이라고 퀑은
믿고 있다.32) 이런 의미에서 인간성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종교

31) Hans Küng, Kein Weltfriede ohne Religionsfriede, 23-25쪽 참조.
Hans Küng/Karl-Josef Kuschel 편, Weltfrieden durch Religionsfrieden, 21~49, Serie Piper, München 1993.
32) H. Küng, Kein Weltfriede ohne Religionsfreide, 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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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정한 종교이고 그렇지 않은 종교는 잘못된 종교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참된 인간성이 참된 종교의 전제이다. 그러므로 “인간
적인 것-인간의 존엄성과 근본가치에 대한 존중-은 모든 종교가
실현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이다.” 또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요구
로서의 참된 인간성이 실현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종교
가 -최대의 기준- 존재해야만 한다.”33)

2. 책임과 의무의 윤리
큉은 미래의 사태를 염려하는 책임윤리의 현대적인 사례로서
앞에서 제시된 베버와 요나스의 윤리를 열거하면서, 단순한 결과
윤리는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인간과 자연을
존중하는 새로운 책임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2000년대
를 위한 선전표어는 세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책임, 즉 동시대,
주위세계, 그리고 후대를 위한 책임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34)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계질서를 위한 책임을 가지고 미
래를 계획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윤리적 기본원리는 어디까지
나 인간이다. 인간이 모든 구상이나 계획의 목적과 판단기준이어
야 한다. 돈, 자본, 노동, 과학, 기술, 산업은 수단적인 가치이며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인간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이제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인류는
‘지구촌’의 주민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 세계가 질서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세계윤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
33) 한스 큉(안명옥 옮김), 세계윤리 구상 , 181~182쪽, 분도출판사, 왜관
1992.
34) 한스 큉, 앞의 책, 75~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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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세계는 전체인류를 위해 구속력을 발휘하는 세계윤리를 필요
로 한다. “윤리가 모든 이의 복지를 위해 작용하려면 통일성을 유
지해야 한다. 통일성을 유지하는 세계는 점차적으로 통일성을 유
지하는 윤리를 필요로 한다.”35)

3. 종교에 대한 에토스의 근거지움과 의무지움
윤리학자들은 흔히 도덕적 규범과 그 구속력을 이론적으로 근
거지우려고 한다. 큉은 현대 독일철학에서 논의되는 담화윤리
(Diskursethik)를 비롯한 몇몇 철학자들의 이론이 에토스의 보편적

인 구속력을 근거 짓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36)
35) 한스 큉, 앞의 책, 82~83쪽 참조.
36) 큉은 Apel, Habermas, Bubner의 시도를 예로 들고 있다. 한스 큉, 앞의
책, 98쪽 참조. 사실 의사소통의 문제나 인간의 공동체적 존재성격에 관한
주장은 하이데거나 야스퍼스 등에게서 이미 찾아 질 수 있다.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타자와의 <함께
있음>을 내포한 용어이고, 이를 통해 그는 근대철학의 모나드적인 주체성
의 거부를 표현한다. 이러한 <함께 있음>이라는 개념으로 펼쳐지는 그의
윤리학은 <배려>(Fürsorge)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M. Heidegger,
Sein und Zeit, Tübingen 1972, 118쪽 이하 참조). 또한 야스퍼스는 세계의
소통적 관계를 그의 철학의 핵심에 둔다. 이러한 소통적 관계성은 야스퍼
스에 따르면 실존적 자기완성의 필연적 과정이며, 그 과정은 <사랑>이라는
윤리적 카테고리 아래서 수행된다. (K. Jaspers, Philosophie I, Philosophische Weltorientierung, Berlin/Göttingen/ Heidelberg 1956,
341~365쪽 참조). 아펠이나 하버마스의 소통적 합리성에 관련된 이론은
이들과 유사한 전제에서 출발하나 그 정당성의 확보과정이 이들과는 판이
하다. 그들 역시 하이데거나 야스퍼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공동체를 하나의
<소통공동체>(Kommunikationsgemeinschaft)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공동체 내에서의 상호 주관적 소통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
한 최선의 길을 그들은 학문, 특히 정신과학이 <해석의 특수한 방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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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철학적인 근거 제시는-간섭하는 권
위의 결여로 인해-하나의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 철학자들의 윤리이론
은 그들이 주장하는 초월적인 ‘최종구속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편적인 구속력과 절대적인 구속력을 입증해 보이지 못하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순수하게 인간의 이
성으로써 에토스를 근거지우려 하는 시도가 많은 사람들의 정신
적인 방황과 윤리적인 임의성이 안고 있는 온갖 위험을 대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큉은 에토스의 근거 지움과 의무 지움을
종교들의 도덕적 가르침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종교, 특히 서양의 그리스도교는 역사적으로 과오를 범했고 무
신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큉이 보
기에는 종교가 인간을 억압만 한 것은 아니다. 종교는 심리적, 정
신 요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인간의 해방을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옛날보다 더 드러
나고 있다. 또 행위의 윤리적 동기, 의무의 정도, 보편타당성, 도
덕규범 일반이 지니고 있는 마지막 의무 등에 대한 물음에 직면
하며 사태의 의미에 관한 적절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아펠이 제시하는 <소통선천성>(Kommunikations- apriori)
의 개념(R. Simon-Schäfer/W. Ch. Zimmerli 편, Wissenschafts
theorie der Geisteswissenschaften, Hamburg 1975, 23~55 쪽
참조 )은 칸트의 초월철학이 그러하듯이 어떤 실제적이고 유효한 구속력
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학과 공동체적, 인간적인 책임 사이의 갈등
의 문제를 다시 제기함으로서 그가 본래 거부하려고 했던 형식적 일반론의
차원에 머물고 만다. (이에 관한 명료하고 탁월한 참고문헌으로는 Georg
Picht, Wahrheit-Vernunft-Verantwortung, Stuttgart 1969를 참조하시
오.) 큉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비판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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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종교는 자신의 고유한 해답을 줄 수 있고 주어야 한다.37)
큉에 의하면, 우리는 종교를 배제하면 윤리적 요구의 절대성과
보편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인
것만이 절대적 의무를 지울 수 있다. 여기서 ‘절대’는 오직 최종
적이고 최고의 실재일 수 있다. 물론 이 실재는 합리적으로 증명
해 낼 수는 없으나, 여러 종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
고 이해되듯이 오직 이성적 신뢰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
은 예를 들면 예언종교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해당된
다. 종교는 자신의 윤리적 요구의 근거를 인간의 권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권위로부터 제시 할 수 있다.

4. 종교들의 공통점과 실천적 역할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이른 바 고등(대)종교들은 각기 자체의 교
리를 신앙의 진리로서 선포하며 가르치고 전한다. 물론 각 종교
의 교리는 서로 다르지만, 도덕적 가르침과 실천적인 행동의 지
침에는 공통된 점이 많다. 또 종교는 인간에게 자신의 규범을 정
언적(절대적)으로 부여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인간에게
최고의 양심규범과 현대사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언적 명령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철학적 윤리학에서와는 전혀 다른
깊이와 원칙에서 의무를 부여한다. 모든 고등종교들은 상대적이
며 조건적인 규범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규범, 즉 ‘황금률’(Goldene
37) 한스 큉, 앞의 책, 99, 114쪽 참조. 인권과 관련된 고등종교의 윤리와 책임
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Nancy M. Martin and Arvind
Scharma 편,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world
religions, one world publications, Oxford Englan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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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l)38) 같은 것을 요구한다. 황금률은 여러 종교의 경전에서 긍

정문이나 부정문으로 표현되지만, 그 의미는 다르지 않다. 즉 그
내용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기를
바라는 바 그대로 그들에게도 해주시오”( 신약성서 , 마테오 7.12
와 루가 6.31)나 “당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
게도 청하지 마시오”라는 문장으로 표현된다.39) 수천 년이래 여
러 종교와 윤리적 전통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황금률은 모든 삶
의 영역들, 가정과 사회, 인종, 국가와 종교를 위한 무조건적인
규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황금률은 종교사이의 최소한
의 기본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또 종교는 도덕적 의식을 깨우
쳐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할 수 있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종교는 윤리적인 목표와 삶의 지침을 제시하고, 인간에게 이성적
38)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위한 근본규칙인 황금률은 그 밖에 일곱 현자
(Thales), Rabbi Hillel (B.C. 60~A.D. 10년경, Sabbat 31a)과 이슬람교
윤리, 인도의 국민대서사시인 ‘Mahabarata’에도 나타난다. 황금률 의미는
아우구스티누스, 알베르투스 마뉴스, 토마스 아퀴나스, 볼테르, 헤르더의
철학적 윤리학의 저술에서도 나타나고, 현대 윤리학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다. O. Höffe, 항목, ‘Goldene Regel’ 참조, O. Höffe외 편, Lexikon der
Ethik, 93~94쪽, C. H. Beck, München, 1986 (제3쇄).
39) 한스 큉, 앞의 책, 127쪽 참조. 황금률은 가장 명료한 상호성의 원리의 표
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이러한 황금률의 원리를 윤
리의 근본 원리로 표방하고 있다. 대체로 유대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
들, 예컨대 불교나 유교, 조로아스터교, 자이나교, 그리고 고대 희랍의 종
교들은 이 황금률을 부정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회교 등에
서 긍정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상술한대로 두 표현방식이 내포한 의
미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적극적인 실천윤리의 측면에
서 보자면 긍정적인 표현이 보다 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부정의 방식 속에서의 황금률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영리함의 규칙>에 불과하며, 이에 반해 긍정의 방식은 황금률에 입각한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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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서적인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도덕적 규범들이 생생하게 실
천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종교들이 선포하고 제시하는 세계 에토스는 현대의 과학
적, 경제적, 의학적, 사회적인 문제 등을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것이 보다 나은 개인적 및 세계적
질서를 위한 도덕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0)
큉이 여기서 말하는 세계 에토스는 어떤 새로운 세계적 이데올
로기(Weltideologie)나 통일된 세계종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
금 존재하는 구속력 있는 가치들, 움직일 수 없는 척도들 그리고
개인적 기본자세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합의(ein Grundkonsens)”를
뜻한다.41)
20세기의 마감을 얼마 앞두고 세계의 종교인들은 인간 존엄성,
인권,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에토스에 관하여 이미 함께 논의를
한바 있다. ‘평화의 실현’이 모두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회의의 이
름도 ‘평화를 위한 종교들의 세계대회’(1970년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
됨)였다. 이 대회의 선언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종교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인류가족의 근본적 일치, 인간의 동등과 존엄에 대한 확신
- 개인과 그 양심의 불가침에 대한 인식
- 인간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

40) 한스 큉, 앞의 책, 131쪽, 같은 필자, Parlament der Weltreligionen,
Erklärung zum Weltethos, 25쪽 참조. Hans Küng 편, Ja zum
Weltethos, 14~44쪽, Piper, München, 1996 (제2쇄).
41) H. Küng, Parlament der Weltreligionen, 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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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은 동시에 권리가 아니며, 인간의 권력은 스스로 자족할
수 없으며 그리고 절대적일 수 없다는 인식
- 사랑, 동정, 몰아, 그리고 정신과 내적인 진리의 힘이 궁극적
으로는 증오, 적개심, 그리고 이기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
- 부자와 억압자에 저항하여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의 편에
가담해야 할 의무의 느낌
- 궁극적으로는 선의가 승리하리라는 희망42)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93년에는 세계종교의회에 의해 세계적 에토스의 선언
이 공표되었는데, 이 선언에는 유엔의 인권선언(1948)에 포함되지
않은 인간의 의무에 관한 항목이 들어있다. 즉 이 선언은 ‘인간다
움’(Humanität)에 기본적인 두 개의 다음과 같은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 1)성(性), 인종, 언어, 연령, 국적이나 종교가 어떻든 간에
각 개인은 모든 인간을 인간적으로 취급할 의무를 갖는다. 2)이성
과 양심을 갖춘 모든 인간은 연대(Solidarität)의 정신에서 모든 가
정, 사회, 공동체, 인종, 국가, 종교에 대하여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여기서는 황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 다음의 네 개의 의
무는 앞의 두개의 요구에 기인한다.
1)비폭력과 생명외경(畏敬)의 문화 : “생명에 대한 경의를 가져
라”
2)진정함 안에서의 관용과 생명의 문화 : “진실 되게 말하고 행
동하라”
42) 한스 큉, 세계윤리구상 . 134-1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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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대와 올바른 경제질서의 문화 : “진실하고 공정하게 행동하
라”
4)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동반자 관계의 문화 :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43)
물론 이제까지 언급한 요구와 의무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구
체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종교의회의 의무에 관
한 선언이 자발적인 의무를 겨냥하고 임신방지, 임신중절, 안락사
와 같이 논쟁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대로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종교와 종교인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시대적인 요청이다. 물론 여기에는 비
종교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종교인들은 ‘진리’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몰두하기 보다는 평화의 구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함께 찾
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
용의 정신과 대화의 태도가 요청된다. 한국에서는 가톨릭, 개신
교, 민족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가 참여하는 ‘한국 종교
인 평화회의’가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
어 우리사회의 등불역할을 하는 것은 경하하고 높이 평가할 만하
다. 여러 종단의 일치된 노력은 모든 종교가 추구해야 할 뭇 생
명의 화해와 평화를 이 땅에 구현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모
든 종교는 종교사이의 이해(利害)의 장벽을 뛰어넘고, 교리의 형식
에 매이지 않으면서 열린 대화로써 공동선인 이 땅의 평화와 생
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종교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43) H. Küng, Der globale Markt erfordert ein globales Ethos, 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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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Good and Responsibility
Chong-Tai, Pak & Ja-yun, Ku

Unlike other modern philosophers, Hans Jonas, whose ethics of
responsibility started from a diagnosis of the crisis of the modern
civilization and proposed a new ethnic paradime, takes the
ontological rather than epistemological position. Our sense of
responsibility comes from the principles of Dasein. Also, our
Dasein is revealed by the Aristotelian teleological concept. The
ultimate concept in the teleological metaphysics must have the
epistemologically intuitive clarification. For without it the foundation
of Dasein disappears. Based on this respect, Jonas argues that
the notion of responsibility starting from the principles of Dasein
gets the ethnic demension of what should be. Therefore Jonas’s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can not be a individual dimension. As
the phrase, “heuristic of fear” indicates, his theory of ethics has
to be broadened as an inquiry for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crisis of the whole world. For this respect, his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stands out from other modern philosophers who try
to recognize and

solve the crisis. Hans

Küng

incorporates

Jonas’ns, human religion will enable us to embody practically the
norms of morality.
Keywords: public good, responsibility, Hans Jonas, Hans Kü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