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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윤리학과 실용주의적 다원론

Universal Ethics and Pragmatic Pluralism 
권수현*

Kwon, Su-Hyeon*

요 약 본 논문은 사실과 가치에 관한 두 가지 방식의 윤리이론을 다룬다. 하나는 퍼트남(H. Putnam)의 방식으로 사
실과 가치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사실과 가치가 내재적 연관을 갖는 하나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버
마스(J. Habermas)의 방식으로 사실과 가치를 논증에 기초한 간주관적 합의의 산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퍼트남은 내
재적 실재론(internal realism)의 입장을 통해 실재론에서 실용주의로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칸트의 이성주의 전통과
듀이의 실용주의적 견해를 양립시키면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하버마스 역시 칸트의 이성주의와 보편주의의
전통에 서 있으며, 동시에 헤겔의 역사적 이성의 전통에서 진리의 실천성을 강조한다. 이들의 전략이 지니는 의의는
사실과 가치에 대한 엄격한 이분법과 그에 따르는 가치의 영역에 대한 합리성의 평가절하에 대항하여서 가치의 영역
에 대한 부활을 시도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시도의 출발점은 합리성의 현실적 토대를 삶과 실천에 놓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진리만을 우선시하는 합리성, 곧 도구적으로 축소된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개념적 장치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는 다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통한 실천적 합리성이 부활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하며, 가치와 규범을 타성적 일상이나 관습의 논리에 맡겨버리는 것에 저항할 계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
동 목표에도 사실과 가치에 대하여 취하는 전략의 상이함에 따라 퍼트남의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퍼트남의 방식은 가치의 특수성과 규범의 보편성에 대한 차이를 없애고 보편주의 윤리의 지위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실용주의적 다원론이 자리할 토양으로서 보편적인 틀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 이에 의사소통합리성에 의지하여 보
편주의 윤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규범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이 강제력을 토대로 다양한 삶의 양식
으로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꽃피우고자 한 하버마스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주요어 : 실용주의적 다원론, 내적 실재론, 의사소통합리성, 하버마스, 퍼트남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wo methods regarding fact and value. One is the method of H. Putnam, which 
is to break the boundary between fact and value and to make a world where the two have an inherent 
connection. The other is the method of J. Habermas, which regards fact and value as the product of an 
intersubjective agreement based on argumentation. Putnam, through his position of internal realism, moves from 
realism to pragmatism, especially by combining the rationalist tradition of Kant and Dewey's pragmatic views. 
Habermas also stands in the tradition of rationalism and universalism in Kant, at the same time emphasizing the 
practicability of truth in Hegel's tradition of historical reason. The significance of the strategy of Putnam and 
Habermas is that they have attempted to revive the realm of value against the strict dichotomy of facts and 
values and the subsequent devaluation of rationality in the realm of value. The starting point of this attempt is 
that the practical foundation of rationality is laid on life and practice. This could provide the room for escaping 
from rationality, which prioritizes only truths that reveal facts, that is, instrument-reduced rationality, the room 
for the revival of practical rationality through reflection on what is the purpose of life, and, in turn, the room 
for  resisting to pass the realm of values and norms to the logic of habitual routines or customs. However, 
despite such common goal, there are clear limitations to Putnam's approach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strategies taken on facts and values.  Putnam's method can demolish the whole universal framework that is the 
foundation where pragmatic pluralism will be fostered, elimina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specificity of 
values and the universality of norms and shaking up the status of universal ethics.  Therefore, Habermas' ethical 
theory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o establish a basis for universal ethics by relying on communication 
rationality and to secure the coercion of norms and blossom cultural pluralism as a diverse lifestyle based on 
this coercion.
Key words :  Pragmatic Pluralism, Internal Realism, Die Kommunikative Rationalität, J. Habermas, H, Pu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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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대 그리스 사상가 플라톤의 초월적 실재론은 세상

을 진리(episteme)와 억견(doxa)의 이분법적 구도로 나

누었으며, 이러한 이분법은 사상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각인시켜 왔다. 근대의 대표적인 윤리학자인 칸트에서

도 실재와 그림자로 세상을 나누는 플라톤의 방식과는

뚜렷이 구별되지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

식은 여전히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현상계와 도덕법칙

이 지배하는 예지계(intelligible Welt)의 구분으로 등장

한다. 그러나 현대 윤리학자인 퍼트남(H. Putnam)은 이

러한 객관세계와 규범세계를 이분하는 태도에 반발한

다. 그에 따르면 사실은 가치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내재적인 연관

하에 놓여있다. 물론 사실에서 당위를 직접적으로 추론

하려는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라는 이름

의 태도가 철학적 전통에서 폭넓게 지지를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트남은 일

종의 논리적 오류로 치부되는 이러한 자연주의적 오류

에 대한 견해가 더 이상 지지되기 힘든, 순수한 객관세

계에 대한 믿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그의 사

실과 가치의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시도는 경험과학과

윤리학이 서로 넘나들 수 없는 경계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거부하며, 이는 다시금 윤리학 내에서 가치와

규범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시도로 이어진다.

전통 윤리학은 그동안 사실과 규범뿐만 아니라 가치

와 규범에 관해서도 엄격한 구분을 선호해왔다. 가치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규범은 해야만 하는 것

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언급한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당위에 대한 규범적 언명은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이에

반해서 좋음에 대한 가치적 언명은 다양하고 특수하게

전개된다. 칸트의 전통에서도 역시 규범은 도덕의 본질

로 정의되어,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제하는 의무(Pflicht)로 드러난다. 반

면에 가치는 경험세계의 경향성(Neigung)과 관계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변덕이나 우연적인 불확실성에 지배

를 받는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예지계의 법칙성을 정립

하기 위해서는 소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와 규범의 구분은 현대의 또 다른 윤리학자인 하버마스

(J. Habermas)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그의

담론윤리학은 칸트의 전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절대적 이성 개념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변환하여

받아들인다. 즉 그는 강한 이성 개념을 유연하게 만들

어 이성에 삶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사실과 가치에 대한 하버마스의 입장은

사실과 가치를 논증에 기초한 간주관적 합의의 산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과 가치에 공통점을 부여하는 것이

다. 또 이와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방식을 택하는 퍼트

남의 입장은 사실과 가치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사실과

가치가 내재적 연관을 갖는 하나의 세계로 만든다. 퍼

트남과 하버마스의 이러한 입장은 흄이 자연주의적 오

류를 지적한 이래로 일반화된, 사실과 가치에 대한 엄

격한 구분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퍼트

남이 사실과 가치에 대한 경계를 보다 강하게 허무는

반면에, 하버마스는 합의라는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금 진리와 정당화를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이 둘의 윤리 이론적 상이성은 다음과 같

이 해석될 수 있다. 퍼트남은 내재적 실재론(internal

realism)의 입장을 통해 실재론에서 실용주의로 이행하

고 있으며, 특히 칸트의 이성주의 전통과 듀이의 실용

주의적 견해를 양립시키면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퍼트남은 사실의 진리로부터 구별되는 독자적인

가치론을 주장하기 보다는 사실과 가치의 경계를 허물

면서 인식실재론을 윤리학의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한

다. 이에 비해 하버마스는 칸트의 이성주의 윤리이론의

전통에서 보편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와 동시에

헤겔의 역사적 이성의 전통에서 진리의 실천성과 구체

성을 강조한다. 하버마스는 타당성 요구라는 큰 틀에서

사실에 대한 진리와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정당화를 서로

종류가 다른 두 가지 타당성 요구로 구분하면서, 윤리

학의 규범적 영역을 정당화와 연결시켜 사실의 영역과

분리시킨다.

이러한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실과 가치에

대한 엄격한 이분법에 반대하며, 이분법이 초래한 가치

의 영역에 대한 합리성의 평가절하에 대항한다는 점에

서 일맥상통한다. 이들의 전략이 지니는 의의는 가치의

영역에 대한 부활을 시도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시

도는 삶과 실천을 합리성에 대한 현실적 토대로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진리

만을 우선시하는 도구적으로 축소된 합리성을 벗어나

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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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성찰을 통한 실천적 합리성을 부활시킴으로써, 가

치와 규범의 영역을 타성적 관습이나 체계의 논리에 맡

겨버리는 일에 저항한다. 본 논문은 이들이 사실과 가

치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의 의의와 내용을 살피고 퍼트

남의 입장이 지니는 한계를 하버마스의 입장으로 넘어

설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Ⅱ. 실용주의적 다원론

규범은 보편적인 데 반하여 가치는 다양하다는 생각

은 일상의 상식의 차원에서도 윤리이론의 차원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퍼트남은 우리

가 규범으로써만 도덕을 평가하고, 다양한 가치들에 둘

러싸인 도덕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러한 주장은 퍼트남이 가치와 규범의 이분법에 반대하

며 내미는 일종의 도전장과 같은 것이다.

퍼트남은 실용주의적으로 칸트철학의 전통을 수용하

며 주체의 자기정체성을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확립한

다. 그러나 그는 자율성을 주체의 자기입법에 한정하지

않고, 삶의 현실적 공간에서 성찰적으로 인간의 번영인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를 추구하는 아리스토텔레

스적 방식과 연결시킨다.

이론철학적 관점에서 퍼트남은 과학의 객관성을 옹

호하는 한편 실천이성의 보편타당성을 주장한다. 그는

다만 과학만을 능사로 여기는 과학주의에 철저히 반대

한다. 다른 한편 그는 칸트가 했던 것처럼 경험적 진술

의 진리성과 사실로서 존재하는 당위의 이분법에 토대

하는 대신에, 사실과 가치를 연속적인 개념 틀에서 바

라본다. 사실과 가치의 연속성은 사실의 경험적 진술이

규범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

치의 평가적 진술이 참과 거짓의 진리치를 가질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퍼트남의 이와 같은 입장은 인

식론과 윤리학의 경계를 허물고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

을 넘어서는 내적 실재론으로서, 그가 가고자 하는 길

은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사이에 놓여있는 제 3의 길이

다 [2]. 퍼트남은 실재론을 내적 실재론과 외적 실재론

을 나누어 구분하는데, 그의 입장은 내적 실재론을 옹

호하면서 외적실재론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외적 실재

론이 형이상학적 실재론(metaphysical realism)의 내용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외적 실재론을 형이상학

적 실재론이라고 간주하는 이유는, 외적 실재론이 세계

를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대상들의

전체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즉 외적실재

론은 이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술하는

오직 하나의 방식은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생각 또는

말의 대응관계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그 외적

실재론의 외피와는 달리 검증될 수도 없고 반증될 수도

없는 형이상학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이상학

적 실재론은 항상 증명의 어려움과 마주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독단론과 진리 상대주의적 회의론이라는 양

극단을 불러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인식론적 배경 하에서 퍼트남은 윤리이론

에 관한 한 실용주의적 다원론(pragmatic pluralism)의

입장을 취한다 [4]. 퍼트남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실재론자들이 마치 실재를 반영하는 언어가 단언적인

방식 하나뿐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실재가 다양한 종류의 언어게임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즉 실재는 그것이 어떤 조건과 상황

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세상에 대한 견

해는 윤리와 윤리학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

된다. 즉 퍼트남은 윤리학이 단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

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본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윤리

학은 “단 하나의 기둥 꼭대기에 세운 장엄한 동상”이

아니라, “다리가 여럿 달려 있는 탁자처럼, 많이 흔들리

지만 뒤집기는 아주 어려운 것”이다 [5]. 퍼트남이 주장

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윤리학이 아니다.

그는 칸트의 전통에서 그리고 듀이의 전통에서 각각이

구현하는 윤리적 옳음을 함께 가져가려는 것이다. 따라

서 윤리학이란 칸트의 윤리학이 독단적으로 또는 듀이

의 윤리학이 독립적으로 자신만이 도덕적 옳음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윤리학이 윤

리적 옳음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론이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지탱하며 인간의 삶과 실

천의 과제를 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학

은 복합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칸트의 윤리학과 듀이의 윤리학은 각자의 방식으로

해당 사회의 당면한 윤리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며 윤

리학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들 윤리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칸트에게 도덕적 동기란 선험적인 것으로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고, 도덕적 의무는 이 “법칙

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생겨나는 행위의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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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Notwendigkeit einer Handlunf aus Achtung fürs

Gesetz)이다 [6]. 이에 반해 듀이에게는 개별적인 도덕

적 동기나 초월적인 도덕적 계기는 없다. 그 대신에 다

원적이고 이질적임에도 여전히 도덕적인 우리의 관심

과 열망이 존재한다 [7]. 이를 다시 말하자면, 칸트의

정언명법은 윤리를 철저히 원리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로써 칸트의 윤리이론은 설사 최초는 아니라

할지라도 윤리학의 역사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형태로 도덕적 평등과 보편성을 윤리학의 중심에 자리

하게 만들었다. 칸트가 보편도덕을 위해 추상적인 원리

의 길을 따랐고 그 결과 도덕의 구체성을 포기할 수밖

에 없었다면, 듀이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간다. 듀이는

윤리학의 목표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실천적 문제를 해

결하는데 두며, 이때 실천적 문제해결에 유일한 정답은

없다. 단지 보다 나은 해결책이나 보다 덜한 해결책이

있을 뿐으로, 언제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늘 잠정적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윤리학의 목표는

오류 불가능한 정답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

간이 마주하는 구체적인 악에 맞서서, 예컨대 굶주림이

나 폭력 또는 차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실의 문

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입장은 한편으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오류

가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오

류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회의론으로 빠지지 않도

록 한다. 그리고 이는 곧 반회의론자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끔 만든다.

칸트와 듀이의 윤리이론에 대한 이 같은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퍼트남이 구상하는 윤리학은 실용주의적

다원론이다. 이 다원론은 서로 선명하게 차이점을 드러

내는 다양한 윤리적 입장들을 경쟁이나 대립관계로 보

지 않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바라본다. 한편으로 보편적

원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윤리이론이 인간의 삶과

실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다원론적 관심

을 표방하는 윤리이론은 이 최소한의 안전 공간 속에서

단일한 이해나 고정된 목표에 종사해야 한다는 강박을

벗어나고자 한다. 다원론적 윤리는 보편주의적 강박을

던져버리고, 주어진 사회문제나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

여 그 원인을 규명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필요시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개혁을 함께 모색한다. 다시 말해

두 윤리이론 중에서 하나는 보편성을 중심에 두어 행위

를 이끄는 최소한의 강제적 요건을 제시하고, 다른 하

나는 다원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행위의 구체적 규칙을

마련한다. 하지만 둘 다 윤리의 문제를 결국 실천의 문

제로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으며 행위의 규

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관심을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퍼트남은 이질적인 이론을 상호 보완적

으로 연결하여 존재론 없는 윤리학을 설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윤리학을 실천에 대해 무기력하게 만드는

독단론과 회의론이라는 양 극단으로부터 구해내어, 동

일한 토양에서도 이질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열매를 수

확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낙관론이 퍼트남이 추구하

는 방식이다.

Ⅲ. 실용주의적 다원론의 강점과 약점

근대이후 사실명제 위주의 자연과학에 비해 가치평

가 위주의 윤리학이 평가절하 되어 온 이유 중의 하나

는 자연과학이 관찰과 실험에 의한 의견일치의 가능성

을 매우 높게 갖는 반면에, 윤리학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었다. 윤리학에 의견일치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견해에 대해 공세적인 반론을 펼치는 것은 퍼트남의 윤

리이론의 강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의 방식은 자연과

학처럼 윤리학의 가치영역도 의견일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수세적인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연과학이 내세우는 의견일치의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를 묻는다. 그는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부터 자유로운 독

립된 세계를 전제하는 것이 일종의 형이상학적 세계관

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환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

장, 즉 객관세계의 독립성을 지양함으로써 그가 추구하

는 지향점은 절대성도 상대성도 아닌 이 비생산적인 양

극단을 넘어서는 삶의 실용성이다. 이는 사실의 영역에

서도 가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물론 가

치영역이 공동체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고

유한 생활세계의 지평에서 행해지는 실천관행과 그 맥

락 속에서 다양한 좋음의 개념들을 산출하면서 다원적

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

한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은 실용주의적 관점을

성립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퍼

트남은 가치상대주의 입장에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가치평가의 기준과 그 결과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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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적 영역에서만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입장에 대해

반기를 들며, 그 근거로서 윤리적 메타언어들이 공동체

들 간의 상이한 관습과 실천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초월하여 동일한 문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제시

한다.

다른 한편 퍼트남은 위와 같은 실용주의적 다원론의

의 관점에서 보편주의를 옹호하되 이를 약한 의미로 해

석하여 보편주의가 절대주의로 흘러 엄격한 의무론이

나 독단적 선험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이

것은 퍼트남의 실용주의적 다원론이 칸트의 보편윤리

로 환원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

서 퍼트남은 칸트가 설계한 이론이성이 지배하는 자연

법칙의 영역인 현상계와 실천이성이 지배하는 도덕법

칙의 영역인 예지계의 분화에 의지하지 않는다. 두 세

계의 분화는 또 다른 분화를 불러 와서 욕구하고 행위

하는 주체와 관련하여 의무에 따른 행위와 경향성에 따

른 행위로 분리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화와 분리는 의

무만을 실천이성이 수행되는 도덕의 세계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분화는 윤리학에 보편주의의 확고한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이며 보편화가능성을 극대화하

기 위한 시도이다. 물론 퍼트남은 윤리의 보편화가능성

이 지니는 의미와 의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와 같은 분화에 맞서서 법칙적 규범과 이에

따르는 의무만으로 축소된 도덕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다. 경계를 허무는 이유는 이러한 경계 긋기가 삶의 다

양한 욕구와 가치판단을 경향성이라는 이름으로 부정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원래 윤리이론이 삶에서 생겨나

는 이해갈등과 이해충돌의 지점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실천으

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보편적 규범과 이를 둘러싼 정의의 틀에서만

실천적 삶을 다루기에는 가치의 지평이 실천과 이론의

영역 모두에서 광범위에게 그리고 내재적 연관 속에서

서로 얽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관점은 사실과 가치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다고 간주

하듯이, 규범과 가치 또한 분화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퍼트남은 칸트의 윤리이론에서

도덕성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의무론적 구분과 거리를

유지한다. 이 의무론적 구분은 보편주의적인 정의를 실

행하는 도덕적 원칙으로부터 삶의 특수한 맥락에서 출

현하는 경향성을 분리하여 여기서 실현되는 특수한 가

치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의 목적은 보편주

의 윤리학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며, 옳고 그름에 대해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사회적 연대라는 보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의미있는 시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으니 그것은 윤리에 대해 최소주의적으

로만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보편적 옳음이나 보편적

그름을 규정하는 일이란 당연히 특수한 상황이나 조건

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의도

는 최소기준을 침해받지 않음으로써 윤리적 삶에 대한

좁지만 매우 단단한 토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내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대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나 모든 것을 토대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윤리적 삶을

번영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 삶을 척박하게

만드는데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최소

주의적 접근과 거리를 유지하는 퍼트남의 실용주의적

관점은 분명 윤리적 영역을 구축하는 데 장점으로 작용

하며, 원래 보편주의 윤리가 의도했던 생활세계의 고유

성과 삶의 형식(form of life)의 다양성에 집중하며, 오

히려 이 고유성과 다양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피

할 수 있다 [8].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퍼트남의 실용주

의적 관점이 가지는 약점은 가치와 규범을 분리시키지

않음으로써 보편주의 윤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하자면, 가치가 갖는 객관성은 사실을 증명

함으로써 충족되는 실재론적 차원이 아니라, 특정 공동

체의 상호주관적 합의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보편주

의적 정의(justice)의 도덕은 맥락초월적 가치기준에 준

거하는 도덕적 타당성을 요구한다. 이 도덕적 타당성이

진리주장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 수

용가능성에 대한 요구에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하버마스

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요점은 가치의 정당화요구를 사

실 확증의 진리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치의 객관성이 근거하는 상호주관적 합리적 수용가

능성에 대한 요구를 진리타당성의 차원의 핵심으로 재

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와 정당

화의 구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분명 합리적 논의라는

상호주관적 의사소통행위가 진리타당성이나 정당화타

당성의 차원에 공통으로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진리에

존재론적 함의가 간직되어 있는 반면에, 정당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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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론적 함의가 없다. 퍼트남은 이러한 분화를 원

치 않기에, 가치판단에도 경험판단이 내거는 실재론적

타당성의 요구를 귀속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요구와 더

불어 도덕적 실재론의 난점과 마주하게 된다. 퍼트남의

이와 같은 요구는 의무론적 윤리가 함축하고 있는 가치

의 특수성과 규범의 보편성에 대한 차이를 없애며, 이

는 퍼트남 자신도 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보편주의 윤리

의 근거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용주의적 다원론이 자

리할 토양으로서 보편적인 틀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

Ⅳ. 의사소통합리성과 보편적 타당성

이 흔들리는 보편주의 윤리의 근거를 하버마스는 의

사소통합리성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규

범의 강제력을 역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강제력을

토대로 다양한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적 다원주의

(kulturelle Pluralismus)를 꽃피우고자 한다. 하버마스

에게 삶의 다양성은 다양한 가치로 표현되며 이 가치의

세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가치를 토대로 구축된

윤리적 세계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 세계는 경험적인

자연의 우연성이 지배하는 세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이 풍요로운 삶이 무너지지 않고 지탱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없다. 다양성이 보전되기 위해서는 보편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필요하며, 이 때문

에 규범 윤리에 대한 요청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하버마스에게는 의사소통적 행위와 연관된 규범이

보편규범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 의사소통적 행위란

합리적 담론의 이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이상은 우

리가 실제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로 하

여금 이러한 배경적 토대를 가지고서 행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이 이상은 마치 최종 목적지로 방

향을 잡고서 한걸음씩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나

침반과도 같다. ‘합리적 담론의 이상’은 완전히 현실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런 한에서 ‘규제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

사소통 행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타당성의 요구

는 진실성의 요구, 진리의 요구, 정당화의 요구로 특징

을 지워질 수 있다.

“소통적으로 행위하는 주체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해 서로 협의함으로써 타당성 주장, 단언적 타당성

주장과 규범적 타당성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논증

적 수단을 통한 소통적 행위의 지속을 암묵적으로 지향하

지 않는 사회문화적 생활형식이란 존재할 수 없다. 논증형

식의 발달이 아무리 부진하다 할지라도, 논의적 협의과정의

제도화가 아무리 적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9].

언어공동체이자 행위공동체인 삶의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주체들은 물리적 공간인 객관적 외

부세계, 사회적인 규범세계, 그리고 오직 스스로만이 알

수 있는 개인의 내적세계에 대해 각각 사실의 진리여

부, 규범의 정당화여부, 그리고 내적 진실성 여부에 대

해 각각의 타당성 요구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들 타당

성 요구 중에서도 사실의 진리와 규범의 정당성에 관해

서는 상호주관적 협의가 필요하다.

하버마스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주장하며 내거는

진리와 정당화에 관한 보편적 타당성 요구는 다시금 규

범적인 성격을 갖는다. 특히나 가치와 규범에 관한 개

념적 작동방식과 연관시켜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특기할 말하다. 먼저 보편적 타당상의 요

구는 엄격한 규범적 의무와 관련하는 것으로, 이러한

한정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당위와

관련된 행위와 단순히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와 관련된

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즉 가치와 규범은 같

은 범주로 취급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이러한 규범적 의

무는 메타수준의 보편적 틀에서 원리적으로 강제력이

작동해야하며, 민주적 헌법 등과 같은 예시가 이 보편

적 틀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고 메타수준이 아닌 현실

응용의 구체적인 수준에서 강제력이 직접 행사될 경우,

보편성의 원래 의도가 훼손되며 도덕적 독단론이 언제

든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하버마스의 의도는 의사소통 행위의 구조 안에 암묵

적으로 내재된 합리성을 규명하고 이를 결코 무너져서

는 안 되는 인간의 삶과 실천을 위한 보편타당한 규범

으로 확정하려는 데 있다. 하버마스의 작업은 윤리학에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는 일로서, 담론윤리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회의주의와 절대주의라는 양극단에서 초래되

는 윤리학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바로잡아,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를 위한 실천적 윤리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 한다. 오늘날 윤리적 상황은 양 극단으로부터 안전

하지 못하다. 한편에서 사회생물학이나 진화심리학이

윤리학을 생물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경험과학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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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려는 환원론적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

서 도덕철학의 절대주의적 기준을 도덕적 정당화의 최

종 심급으로 기준을 맞추려는 엄격주의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 이러한 양 극단의 태도는 도덕이나 윤

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규범이나 가치가 인간의 삶

과 실천에 어떤 의미를 지니며 또 지녀야만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러한 물음과 답변을 지

속적으로 제기하는 도덕적 탐구와는 거리가 멀다. 하버

마스의 관심은 윤리학에 이해관심의 갈등을 둘러싼 제

반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결정권이나 최종 권위를 부여

하려는 것이 아니며, 더 더군다나 이상적 관찰자가 모

든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내리는 초월적인 결정에

다가가려는 것 또한 아니다.

“규범에 대한 논쟁적인 타당성은 오직 일인칭 복수의

관점, 즉 그때그때 ‘우리의 관점’에서만 주제로 삼을 수 있

다. 왜냐하면 각 규범의 타당성의 요구는 우리의 인정에 의

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어적으로 매개된 상호작용의 맥

락을 벗어나서 참여자의 관점을 포기하고 공평무사한 입장

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공평무사한 입장은 오로지 개인

적인 참여자 관점을 보편적으로 제한함으로써만 얻게 된

다” [10].
그의 관심은 다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

의 참여자들이 그때그때 부딪히게 되는 욕구와 이해관

계의 충돌을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덕적 관점에

향해 있다. 이 도덕적 관점은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한

에서 참여자들 간에 맺게 되는 상호주관적 상관관계로

부터 떠나서는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도덕적 관점은 오

직 이 상호주관적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획득하는 그런

실천적이자 실행적인 관점이다.

언어 및 행위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에서 이미

주어진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외적 대상들을 구조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이해

하는 방식을 배우고 자기정체성을 형성해간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과 자기형성의 과정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이루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생활세계의 실천적 관점에

서 서술의 언어와 가치의 언어는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

는다. 위와 같은 종류의 분화나 분리는 실천적 차원이

아닌 언제나 이론적 관심에 의하여 추상화를 거쳐서만

비로소 생성되는 결과물이다. 그리하여 실용주의적 관

점에서 보자면 규범에 대한 규칙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

한 서술에서도 가치판단이 함축되어 있는 일은 드물지

않으며 결코 예외적인 사태가 아니다. 이와 같은 가치

판단은 언어 및 행위공동체가 상호주관적으로 공유하

는 상징체계이며 그 공동체의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는

그러한 종류의 보편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가치판단의 객관

성과 관련한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퍼트남이 가치평

가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방식은 이러한 실천적 방식을

넘어서 있으며, 그는 실재에 의한 가치평가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과학주의나 실증주의의 방식에 따르면, 가치

평가에는 인지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바로 이 때문

에 가치의 영역은 인식의 영역과 명확히 구분된다. 퍼

트남 역시 가치평가를 두 종류로 나누어 인지적 요소와

비인지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두 종류의 가치평가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치가 인지적 내용을 가진다는 말은 진리연관의 문제

로서,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진리 자체가 가치와 중첩

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퍼트남의 증명이 충분한지 그 여부는 아직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Ⅴ. 결 론

가치와 규범을 분리하는 하버마스의 윤리이론은 보

편윤리이자 행위를 이끄는 강제력을 가진 규범윤리이

다. 하버마스의 규범윤리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거

하여 옳음에 대한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일관되게 구별한

다. 이와 같은 윤리는 규범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을 명

확하게 구분한다. 가치란 특정 사회와 특정 관습이 갖

는 우연성의 조건 하에서 다양한 좋음과 관계하므로,

이러한 가치는 특정 집단에게만 효력을 발휘하는 지역

적 국지성을 갖는데, 이로 인한 타당성의 제한은 의사

소통 합리성이라는 규범적 장치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

다.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합리성의 기초를 통해서 다원

주의 사회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는 우리가 연대와 소통의 윤

리적 삶의 구현을 위한 보편윤리로서 하버마스의 윤리

이론에 희망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References



Universal Ethics and Pragmatic Pluralism 

- 453 -

[1] George Edward Moore, Principia Eth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1993

[2] Hilary Putnam, Repräsentation und Realität,
Suhrkamp, Fankfurt am Main, p. 188, 1999.

[3] Hilary Putnam,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p. 49, 1981.

[4] Hilary Putnam, Ethics without Ont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p. 21, 2004.

[5] Hilary Putnam, Ethics without Ont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7-28, 2004.

[6] Immanuel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amburg, p. 18, 1965.

[7] John Dewey and James H. Tufts, Ethics,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p. 207, 1909.

[8] Jürgen Habermas, Wahrheit und Rechtfertigung,
Suhrkamp, Fankfurt am Main, p. 360, 2004.

[9] Jürgen Habermas, Moralbewusstsein und
kommunikatives Handeln, Suhrkamp, Fankfurt am
Main, p. 1, 1992.

[10] Jürgen Habermas, 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k, Suhrkamp, Fankfurt am Main, p.
153, 1991.

[11] Platon, Politeia,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translation by
Friedrich Schleiermacher, Siebentes Buch, 1971.

[12] Aristotle, Nocomachean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translation by Christopher
Rowe, Book 1, 2011.

[13] Kwon, Su-Hyeon, “A Justification on the Evil
of Death”,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3 No.4 November, p.
33, 2017.

※ 이 논문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조성비
(2018-2-81-066)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