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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은 빅토르 프랑클(Viktor E. Frankl)의 로고테라피를 철학적으로 분석한 연

구이다. 로고테라피에 대해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심리학적 연구에 천착되어 있었

고, 철학적 분석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필자는 빅토르 프

랑클의 로고테라피를 철학으로 분석하기 위해 프랑클의 저작에서 밝혀놓고 있는 로고

테라피의 세 기둥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그의 로고테라피에 나타난 철학사상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삶의 의미로 표방되는 세계관 철학과 의지의 자유

로 요약되는 철학적 인간론, 그리고 의미에의 의지로 표현되는 심리학이라는 영역이

다.

  프랑클의 로고테라피 철학의 토대를 분석하기 위해 프랑클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상

들을 차례대로 살폈다. 첫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개관하

고, 그들이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했다. 둘째, 도덕철학으로 

칸트의 형식윤리학과 셸러의 가치윤리학을 개관하고 프랑클과 어떤 관련을 지니는지

를 분석했다. 프랑클은 앞선 심리학의 환원주의를 칸트와 셸러의 철학적 인간론을 통

해 넘어섰다. 셋째,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의지철학을 개관하고, 로고테라피와의 관계

를 분석했다.

  로고테라피에 대한 철학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고테라피는 철학적 인

간론이다, 인간은 신체적‧심리적 존재이지만 이를 넘어선 정신차원의 존재이다. 신체

적이고‧심리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유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결정된 상태 속에서도 태도의 자유를 잃을 수 없다. 프랑클은 셸러의 차

원적 존재론을 수납하여, 육체적‧정신적 차원을 넘어 영적 차원론을 전개한다. 

  둘째, 로고테라피는 세계관 철학이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해석의 

주체라고 본다. 허무와 무의미의 세계관을 거절하고 의미로 충만한 세상을 긍정하게 

한다. 삶의 의미를 세 가지 가치와 연관하고 있는데, 창조가치와 경험가치 그리고 태

도가치이다. 

  셋째, 로고테라피는 실존적 심리치료법이다. 인간은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이다. 인간은 역경, 고통, 제약들로 인해서 좌절하는 존재가 아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절망하게 되는데 그 대용물로 인간은 쾌락과 권력과 같은 다른 것에 몰입

한다. 로고테라피는 심리학적 차원을 넘어선 고차원적 접근으로 생물학적‧심리적으로 

매워지지 않는 인간실존의 문제에 대응한다. 로고테라피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통해 

이전 심리학과 선명하게 구분했다. 로고테라피는 생물학적인 차원과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영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철학적 인간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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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문제제기

  과학과 기계문명의 고도한 발달로 인한 인간이해에 대한 필요가 늘어가고 있다. AI

의 출현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인간의 역할은 신속하

게 줄어가고 있고, 인간성 상실의 증상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복지사회로 진입

하면서 생존을 위한 걱정이 줄어들고, 삶이 윤택해지는 것과 비례하여 미래에 대한 

걱정과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미상실과 실존공

허 속에서 좌절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물음이 아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가 있는가? 없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하는가? 그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하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존재의 근거를 신(神)에게 둔다. 존재의 근원과 출처를 신에게 

두고 있기에, 의미 역시 신의 뜻에 돌린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삶의 의

미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까?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 

여타의 존재들과 구분된다고 주장했는데, 인간은 단지 자신의 특징보다 존재를 문제

시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곤경과 염려,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는 유일한 

동물로 본 것이다.1)

  의미 상실은 쾌락추구와 자기실현으로 매워지지 않은 인간의 근본적 필요에 속한

다. 빅토르 프랑클(Viktor Emil Frankl)은 인간의 근본적 욕구를 의미의지로 파악했

다. 삶의 의미가 상실될 때, 인간은 실존공허와 좌절 속에 떨어지기 쉽다. 앞선 많은 

심리학 방법론과 치료기재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의미치료라 불리는 ‘로고테라피

(Logotherapy)’라는 방법론이 또 필요한 것일까?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에 근거한 치료기제와 아들러(Adler)의 개인심리학은 

물론이고, 실존분석을 통한 인간학적 치료방법론들까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마당에 

로고테라피라는 치료기제가 또 필요할까? 정신분석학과 개인심리학의 공헌은 적지 않

다. 실제 많은 부분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실존분석과 관련 상담법들이 존재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로고테라피는 실존분석과 토대를 같이하고 있다. 이전의 많은 

방법론들과 함께 로고테라피가 우리시대에 다시금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를 위해, 로고테라피가 기존의 심리학들과의 구별되는 지점을 파악하는 일이 중

요하다. 프랑클의 로고테라피 학파는 비엔나 제3학파로 불린다. 제1학파인 프로이트

1) 테리 이글턴, �인생의 의미�, 강정석 역 (서울: 책 읽는 수요일, 2017), 32-33. 유대 히브리인들은 삶

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드러난 것이고 계시된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삼의 의미였기 때문이다. 12세기의 신학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구약성서 ｢욥기｣에서 욥

이 묻고 있는 고통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의는 실존철학자들만큼 끈질긴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의 정신분석학과 제2학파인 아들러의 개인심리학과의 근본적 차이, 즉 철학적 세계관

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프랑클은 칸트(Immanuel Kant)의 정언명법 두 번째 공식에 따라 인간 모두는 자

신의 존엄을 지닌다 말한다. 인간이 사물과 같이 삶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

다고 보았다.2) 또한 셸러(Max Scheler)의 가치현상학을 통해, 삶의 의미의 내용을 

길어낸다. 칸트의 형식윤리학과 셸러의 가치윤리학이 프랑클에게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 프랑클은 또한 의지철학 즉, 쇼펜하우어와 니체에게서 영감을 얻었다. 프랑클은 

심리학자이면서도 실존철학자로 파악된다. 여러 실존철학자들과 같이 개인의 경험과 

실존으로부터 탐구를 진행했다.

  프랑클은 다윈의 생물학적 결정론·마르크스의 사회적 결정론과 궤를 같이하는 프로

이트의 심리학적 환원주의를 넘어서고자 했다. 인간은 주어진 사태 속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결정된 세계 속에 살아간다. 인간을 충동존재로 파악하고 본능에 따라 결정되

어 있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비판하며, 결정된 환경 속에서도 태도의 자유를 

지니며, 선택에 책임을 지는 책임존재로 파악했다. 

  프랑클은 행복이 ‘자기실현’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아들러의 자기실현의지에 대해서

는 보완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행복은 자기실현을 성취함으로써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 즉 의미를 알 때 따라오는 것이라 주장한다. 인간을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존재, 곧 초월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극단의 현실 속에서 인간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파악했다. 베스트셀러가 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내일이 보장 될 수 없는 암흑의 

실존극단의 경험 속에서 이론은 확증되어 갔다.

  인간실존의 가치가 철저하게 물화(物化)되는 현장에서 인간은 짐승이 되기도 하고, 

성인(聖人)의 태도를 선택하기도 했다. 내일의 보장이 없는 잿빛 수용소 모퉁이에서 

노을풍경에 감탄하고, 굶주림의 처절한 사태복판에서 음악에 맞추어 노래하며 즐거워

할 수 있는 태도자유를 지닌 사람들을 목격했다. 인간소외를 가속화시키는 기술문명

의 발달. AI의 출현과 인간역할의 파괴적 감소. 자본주의 기준으로 본 인간의 가치. 

잉여인간. 실패자로 낙인 찍혀버리는 현실 속에서 인간소외는 극점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로고테라피는 경제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메워지지 않는 실존적 공허에 신음하

는 현대인들에게 긴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클의 실존치료, 곧 로고테라피는 비엔나에서 출현한 두 학파의 심리치료와 세

계관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궤를 달리 했다. 로고테라피는 많은 부분 칸트의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 프랑클의 인간이해에는 칸트의 철학적 논의에 기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심리학과 철학의 핵심적 공통점은 인간이해다. 심리학이 분리되기 전

에 심리학은 당연히 철학의 몫이었고, 근대의 철학자들 또한 탁월한 심리학자들이기

도 했다. 로고테라피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 이해들을 파악해 내는 일은 로고테라피

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2)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남기호 역 (서울: 산해, 20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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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나 1‧2‧3학파는 심리학 학파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비엔나 3학파에 속하는 로

고테라피의 지점을 드러내기 위해, 비엔나 1학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비엔나 2

학파인 아들러의 개인심리학과 그 영향을 살핀다. 이어 로고테라피 사상 형성에 영향

을 끼친 칸트와 셸러의 도덕철학을 파악하고, 쇼펜하우어의 생의 맹목적 의지와 니체

의 힘에의 의지를 살핌으로, 도덕철학과 의지철학이 로고테라피에 끼친 영향을 분석

하여 살핀다.

  로고테라피를 심리학적으로 환원시켜 논하기에는 더 넓은 지평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고 철학적으로만 파악하기도 힘들다. 로고테라피는 철학적 인간론과 세계관 철

학 그리고 심리학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살필 때 제대로 드러난다. 본 논문은 비엔

나3학파로 불리는 로고테라피의 세 가지 기둥, 즉 세계관 철학과 인본주의 심리학 그

리고 인간론을 살피고자 한다. 로고테라피의 철학적 함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로고테라피에 대한 관심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고테라피 특강을 통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후 지도교수의 안내를 따라 로고테라피 관련도서들과 논문들

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로고테라피와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심을 두고 접근

했지만 이내 로고테라피의 철학적 근거로 관심이 옮겨가게 되었다. “에른스트 블로흐

와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비교연구”로 신학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써 나가는 중 희망비

교를 통해 얻게 된 ‘희망의식’은 희망의 심리학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로고테라피는 인간의 개방성과 열린 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로고테라피는 프로이트

의 정신분석학이나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비해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프랑클의 저서들을 국내에 번

역·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함의나 체계적인 연구가 부진한 상태에 있다. 프

랑클의 저서에 기록된 철학자들의 담론들은 파편적이고 단편적이다. 여러 철학자들이 

열거되고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위해 이름만 불러오는 경우도 있고, 문장의 일부만 

기록되어 있어 철학적 토대를 파악하기는 난해하다.

  난해하기는 로고테라피의 첫 머리 글자 ‘로고스’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다. ‘로고스’

라는 단어는 고대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가장 먼저 사용했다. 그가 사용한 로고스

의 개념은 자신이 주장한 ‘만물은 흐른다!’라는 주장, 달리 표현하면 모든 것은 관계

하여 존재하고 변화한다는 주장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변하지 

않을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모든 것은 변해도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법칙은 

변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로고스는 바로 법칙, 즉 입법의 의미이다.

  500년 뒤 사도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삼위일체(Trinity) 중 제 2위격

인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다. 신이신 말씀(로고스)이 

육신, 즉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프랑클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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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헤라클레이토스와 사도요한의 중간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무의식

의 신�에서 신적인 영성이나 철학적 진리가 우리에게 포착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

룬다. 로고테라피가 통상적으로 ‘의미치료’로 번역되고 있지만, 프랑클의 저서들을 통

찰해 보면 심리치료적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프랑클에게 있어 로고스, 즉 의미는 신적인 것이 우리의 영적 무의식에 드러나는 

장소를 뜻한다. 영적 무의식에 드러나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자리다. 프랑클이 말하는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욕망의 잔재가 있는 곳이거나,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이나 신앙이 자리할 수 있는 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영

적 무의식은 신이 무의식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무의식 속에 신이 강림할 

수 있는 좌서,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빈 터와 같은 장소개념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집단으로 목도하고 인지했

던 것과 같은 의미발견이다. 삶의 의미가 드러나고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의미치료인 

로고테라피다. 격렬한 고통과 좌절 속에 있더라도 고통을 왜 받는지? 왜 아직도 살아 

있는지? 그 이유, 즉 삶의 의미만 발견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프랑클의 주장이다. 

  연구의 주 소재가 될 로고테라피와 연관된 주요도서로는, From Death-Camp to 

Existentialism. A Psychiartist’s Path to New Therapy, Preface by Gordon A. 

Allport, Beacon Press: Boston, 1959.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시형 역, 청아출판

사, 2005.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Beacon Press, Boston, MA, 2006.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산해, 2009.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Selected Papers on Logotherapy, Simon & 

Schuster, New York, 1967. �심리요법과 현대인�, 이봉우 역, 분도출판사, 1972.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New 

American Library, New York, 1988.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시형 역, 청아출판

사, 2005. The Unheard Cry for Meaning. Psychotherapy and Humanism, 

Simon & Schuster, New York, 2011.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오승훈 역, 

청아출판사, 2005. The Doctor and the Soul: From Psychotherapy to 

Logotherapy, Revised and Expanded by Viktor E. Frankl, Richard Winton 

and Clara Winton(Oct 12, 1986).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유영미 역, 청아출판사, 

2017. Der unbewusste Gott, 1948. �무의식의 신�, 정태현 역, 한님성서연구소, 

2013. ViktorFrankl Recollections: An Autobiography: Basic Books, 

Cambridge, MA, 2000. �책에 쓰지 않은 이야기�, 박현용 역, 책세상, 2012. 

Psychoterapie für den Alltag. Rundfunkvorträge über Seelenheilkunde, 

Freiburg Basel Wien, 1971, 1992. �빅터 프랭클의 심리의 발견�, 강윤영 역, 청아

출판사, 2008. Im Anfang war der Sinn: Von der Psychoanalyse zur 

Logotherapie, Ein Gespräch. Wien, 1982.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김영철 역, 분

도출판사, 199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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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테라피를 연구하여 저술한 번역도서들로는 다비드 구트만(David Guttmann)의 

�나는 별일 없이 늙고 싶다: 로고테라피가 알려주는 의미 있는 인생�3). 요셉 파브리

(Joseph B. Fabry)의 �의미치료: 빅터 프랭클의 생애와 로고테라피�4). 버나드 티넬의 

�그리스도테라피�5). 로버트 레슬리의 �예수님과 로고테라피�6). 도날드 트위드2세

(Donald F. Tweedie)의 �기독상담적 로고테라피 입문�7). 알렉스 파타코스(Alex 

Pattakos), �무엇이 내 인생을 만드는가�8). 우베 뵈셰마이어의 �행복이 낯선 당신에

게�9)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로고테라피에 대한 연구가 천천히 증가해 가는 상황에 있다. 정인

석의 �트랜스퍼널 심리학:동서 예지의 통합과 자기초월적 패러다임�과 �의미 없는 인

생은 없다: 빅토르 프랑클의 의미심리학�. �용기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심리학�과 �자

기설득, 마음을 치유하는 길� 그리고 �역경이 있어 삶은 의미가 있다�가 있고, 아산 

정주영의 생애를 로고테라피적 시선으로 기술한 김 진의 �희망과 치유의 철학: 아산

의 삶과 한국사회의 미래� 등이 있다. 

  로고테라피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석사논문들10)은 다수 있으나 로고테파리를 철학적 

주제로 한 논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동 주제로 쓴 국내박사학위논문은 전무한 

상태다. 국내학술논문들11)도 다수 있으나 종교나 심리,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철학상

3) 다비드 쿠트만, �나는 별 일없이 늙고 싶다�, 배성민 역 (파주: 청아출판사, 2016).

4) Joseph B. Fabry, �의미치료: 빅터 프랑클의 생애와 로고테라피� (서울: 하나의학사, 1999).

5) 버나드 J. 티넬, �그리스도테라피�, 유병일 역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4).

6) 로버트 C. 레슬리, �예수님과 로고테라피�, 정태현 역 (의정부: 한님성서연구소, 2014).

7) 도날드 트위디2세, �기독상담적 로고테라피 입문�, 임험만 역 (서울: 그리심, 2008).

8) 알렉스 파타코스, �무엇이 내 인생을 만드는가�, 노혜숙 역 (고양: 위즈덤 하우스, 2012).

9) 우베 뵈셰마이어, �행복이 낯선 당신에게�, 박미희 역 (서울: 도서출판 서돌, 2011).

10) 로고테라피 관련 석사학위 논문들이 십여 편 있지만, 철학이나 심리학 방면으로는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다. 이호건,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에 나타난 종교의 위치｣(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

문, 1991), 채경선, ｢고통의 이해를 통한 의미추구에 대한 연구: 로고테파피를 중심으로｣(서울신학대

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4), 김재현, ｢로고테라피적 성경교육에 관한 연구｣(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배정기, ｢로고테라피에 대한 목회상담적 평가와 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장로회신

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김정익, ｢현대의 의미상실 문제와 로고테라피｣(원광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논문, 2009), 김미희, ｢로고테라피를 활용한 기독교 Well-dying 교육연구｣(고신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논문, 2013), 박송희, ｢비혼여성의 삶의 의미에 관한 연구: 로고테라피적 이해와 철학상담

적 접근가능성｣(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13), 박현정, ｢퇴계 경(敬)사상의 심리치료학적 의

의: 로고테라피와 비교하여｣(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2014), 김란희,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 이론에 기초한 노인자살의 문제와 해결방안: 심리치료적 관점에서｣(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

대학원 석사논문, 2014), 이종호, ｢로고테라피 집단상담이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삶의 수준과 자기통

제력에 미치는 효과｣(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2015), 박은주, ｢율곡 성리학과 빅터 프랭

클의 사상의 비교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017) 등이 있다. 

11) 국내에 번역된 로고테라피 관련 학술논문으로는 C. 레슬리의 ｢예수와 로고테라피｣가 �신학전망�에 

1976-77에 걸쳐 4편의 논문으로 연재되었다. 이어 김현주의 ｢로고테라피(Logotherapy: 의미치료법)

에 대하여｣가 �심리연구� Vol.-No. 26, [1988]에 실렸고, 윤종모의 ｢로고테라피 소고(小考)｣�성공회

대학논총�, Vol.-No. 7, [1994], 안점수의 ｢삶의 의미 물음과 그 교육학적 의미연관: V. 프랑클의 모

티베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한 고찰｣,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Vol.16 No.-, [2000], 임

헌만의 ｢북한 선교전략으로서 로고테파리(Logotherapy)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한국개혁신학�, 

Vol.12 No.-, [2002], 박범석의 ｢로고테라피(Logotherapy)를 통한 자아초월의 불교상담적 가치｣, �

종교교육학연구�, Vol.19 No.-, [2004], 연요한의 ｢로고테라피의 대학 목회에의 적용｣, �대학과 선교

�, Vol.13 No.-, [2007], 손영삼의 ｢로고테라피에 적용된 실존붆석에 대한 검토｣, �대동철학�, Vol.49 

No.-, [2009], 김정현의 ｢로고테라피와 실존분석과 로고테라피, 그 이론적 기초｣, �철학연구�, Vol.87 



14

담과 실존분석과 관련해서도 몇 편에 불과하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기고 추이를 볼 

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로고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럼에도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에 비해 여전히 미미하다 여겨진다. 로고테라피의 

철학적 분석은 로고테라피에 대한 보다 광범하고, 활발한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

이라 하겠다.

  1.3. 연구내용 및 방법

  Ⅱ장에서는 프랑클 심리학의 성립과정을 추적한다. 프랑클의 로고테라피는 이전의 

철학과 심리학의 어깨를 딛고 형성되었다. 프랑클의 사상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던 심

리학자, 프로이트와 아들러는 모두 비엔나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비엔나 중심의 

활동으로 인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비엔나 1학파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비

엔나 2학파로 불렀다. 

  프랑클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고받은 사상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

다. 그는 프로이트와 아들러에 이어 제3의 비엔나학파를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이

다. 로고테라피의 철학의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사상의 성립을 추적하되, 프랑

클 이전의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사상에 있어 철학적 토대를 조사한다.    

  프랑클은 16세 되던 해, 1921년부터 프로이트와 서신교환을 했다. 이듬해 1922년 

“긍정적 몸짓과 부정적 몸짓의 성립에 대하여(Zur Entstehung der mimischen 

Bejahung und Verneinung)”라는 논문을 프로이트에게 보내 국제정신분석 저널(No. 

10, 437-38)에 수록되기도 했다. 20세가 되던 1925년 의과대학생의 신분으로 프로이

트와 만남을 가졌고, 프로이트 역시 프랑클을 인상 깊게 기억했다.  

  비엔나 1학파 프로이트의 쾌락의지와 쇼펜하우어의 생의 맹목적 의지와의 관계를 

살핀다. 칸트의 ‘물자체’를 의지로 파악한 쇼펜하우어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지향하는 

이유는 맹목성에 가깝다고 파악한다. 이 지점에서 프로이트의 쾌락의지와 만난다. 쇼

펜하우어의 의지에 대한 핵심을 살피고, 이어 프로이트의 쾌락의지와의 관계를 설명

한다. 

  이어 비엔나 제2학파인 아들러의 힘에의 의지에 대해 살핀다. 프랑클은 1925년 프

로이트에서 아들러에게로 관심을 옮겨갔다. 사회민주주의에 동조했던 프랑클은 아들

러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심리치료와 세계관(Psychoterapie und 

Weltanschauung)”을 국제개인심리학 연보에 발표하기도 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No.-, [2009], 김정현의 ｢로고테라피와 실존분석의 임상방법 및 철학상담에서의 함의｣, �철학연구�, 

Vol.109 No.-, [2011], 홍경자의 ｢야스퍼스 실존조명과 프랑클의 실존분석적 로고테파리와의 관계: 

철학실천으로의 철학상담 이론과 관련하여｣, �철학연구�, Vol.109 No.-, [2009], 박정희의 ｢불안·우

울·자살에 대한 실존의미치료: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Vol.63 No.-, 

[2011], 김태수의 ｢호모 센텐티애(Homo Sententiae)로서의 인간과 의미요법(Logotherapy)의 목회상

담적 적용에 대한 연구｣, �성경과 신학|�, Vol.71 No.-, [2014], 한지윤·강선보의 ｢실존적 공허에 대

처하기 위한 빅터 프랭클의 자생교육론｣, �한국교육학연구�, Vol.21 No.4, [2015], 이정렬의 ｢의미찾

기를 통한 도덕과 교육-로고테라피 이론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Vol.38 No.-, [2015]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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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자기실현의지와 니체의 권력의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니체의 초기사

상은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에 영향을 입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형이상학은 니체의 사상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의지가 표상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니체가 주장하는 ‘힘에의 의지’는 생명체 뿐 아니

라 무생물의 존재까지도 붙드는 규칙이 된다. 달리말해, 힘에의 의지는 세계 전체를 

붙드는 유일한 기반이라고 본 것이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쾌락의지와 심리적 결정

론 대신, 권력의지와 우월욕구의 좌절이 신경증의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프랑클은 프

로이트의 성애와 아들러의 미래지향적 심리적 결정론, 즉 환원주의를 비판하며 제 3

학파를 구성했다. 

  Ⅲ장에서는 프랑클이 앞선 심리학들의 환원주의를 넘어설 수 있었던 철학적 토대, 

즉 로고테라피를 철학적 바탕을 살핀다. 우선 도덕철학과 로고테라피의 관계를 분석

한다. 칸트의 도덕철학의 핵심을 개관하고 이어서 프랑클의 저서들 가운데 담지 되어 

있는 칸트철학의 내용들을 추출한다. 프랑클이 칸트철학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핀 후에 칸트철학과 로고테라피를 비교를 통해 차이를 분석한다. 

  칸트철학과 로고테라피의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셸러의 가치윤리학을 차례로 

살핀다. 셸러의 가치윤리학의 핵심을 개관하고 프랑클의 셸러철학 사용을 추출한다. 

로고테라피의 핵심 사유가운데 도덕철학의 영향이 막대한데, 셸러의 가치를 의미로 

변용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에 밀려 외면되었던 감정을 가치를 부여했던 

셸러의 영향으로 프랑클은 창조가치, 경험가치, 태도가치라는 중요한 개념을 삶의 의

미 확장에 긴요하게 차용했다. 의미부여의 주체로서의 인간이해에 대한 셸러의 철학

은 로고테라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셸러철학의 분석과 프랑클의 

셸러 가치철학 사용과 가치철학과 로고테라피를 비교 분석했다.

  Ⅳ장에서는 의지철학의 영향을 다룬다. 쇼펜하우어의 생의 맹목적 의지와 니체의 

힘에의 의지를 살핀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형이상학과 이를 이은 니체의 힘에의 의

지 설명과 함께 의지철학과 로고테라피의 관계를 살폈다. 

  Ⅴ장에서는 프랑클의 의미철학을 정돈한다. 로고테라피의 세 가지 기둥 가운데 첫

째, 철학적 인간론으로 의지의 자유를 분석한다. 차원적 존재론으로 육체적‧정신적‧영

적 차원의 인간론을 구성하고 있음을 정리한다. 둘째, 세계관 철학으로 ‘삶의 의미’를 

살피고 셋째, 로고테라피의 치료심리학으로, ‘의미에의 의지’를 다룬다. 이어 로고테라

피의 현대적 적용으로 로고테라피의 현대적 적용방법론으로 ‘역설의도’, ‘탈성찰’, ‘입

장조정’, ‘소크라테스적 대담’을 살피고, 로고테라피의 한계를 적시하면서 로고테라피

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제언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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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랑클 심리학의 성립과정

  2.1. 프로이트와 쾌락의지

  로고테라피의 인간이해는 ‘의미추구의 존재’다. 더불어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 의미

를 완수할 책임을 가진 자유의 존재로 보았다. 인생동안 끊임없이 물어오는 삶의 의

미들에 대해서 대답한 책임을 가진 자유존재로 파악했다. 그래서 로고테라피의 과제

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태에 대한 이해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인

식하도록 돕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12)

  프랑클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그를 비판하는 이유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인간을 쾌락추구의 존재로 파악하는 데 있다.13) 인간행동의 

동기의 토대가 쾌락원리에서 좌우된다고 본 것이다. 신경증의 원인도 쾌락을 해소하

지 못한 불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긴장을 해소해나가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프

랑클은 프로이트의 시대가 긴장의 시대였고, 성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졌던 시대였음

을 설명한다.

프로이트의 시대는 긴장의 시대였다. 그 긴장은 대규모로 이루어진 성(性)에 대한 억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앵글로 색슨족 나라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에서 비롯된 대대적인 성적 억압으로 너무나 긴 세월 동안 고생을 했다.14)

  로고테라피의 인간이해는 쾌락원리를 벗어나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존재로 파악하

고 있으며, 쾌락의 욕구에 매이는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자신을 초월하여 바깥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존재로 이해한다. 인간이 여타의 생물존재와 구분되는 핵심을 자아

초월(self transcendence)로 보았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쾌락의지는 심층심리학의 전형이다. 프랑클은 인간에 대

한 심층적 이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간만이 지니는 유일한 현상인 삶의 

의미를 찾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더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심층심리학만

으로 인간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상층심리학이 더해져야 한다고 보았

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삶의 상황에서 각자의 의미를 찾아 실현하는 존

래라고 본 것이다. 

12)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88), 124.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시형 역 (서울: 청아출판사, 

2014), 247. 앞으로는 원서로 일괄 표기하며, 번역서의 페이지는 ( )안에 표기한다.

13) 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ultimate meaning(Cambridge: Basic Books, 2000), �무

의식의 신�, 정태현 역 (서울: 분도출판사, 2013), 137(165)

14)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44(74). 말콤 지브스, �마음 뇌 영혼 신�, 홍종락 역 (서

울: IVP, 2015), 22-23. 19세기까지 심리학은 학문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19세기까지 심리학 대

신 성직자들의 영혼 돌봄이나 심방이 상담이나 심리학을 대신했다. 20세기 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 확장되면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주도할 때로부터 종교와 심리학은 거리가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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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클의 시선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인간의 신체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측면에만 경도됨으로 인간의 독특한 위치, 즉 정신적(noetic)차원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파악했다. 인간만이 가지는 정신적 차원의 결핍은 실존적 

공허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실존분석을 통해 존재 의미

를 찾고 각 존재가 가지는 책임강화를 통해 고유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목적

으로 삼았다. 

  프로이트와 프랑클의 관계는 15세, 소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생 신분으

로 야간에 성인(Volkschohschule)에 다닐 때, 선택했던 강의가 ‘응용심리학’과 ‘실험

심리학’과 더불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대한 강의였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쉴더

(Paul Schilder, 1886-1940)와 힛츄만(Eduard Hitschmann, 1871-1957)을 만난 프

랑클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깊이 매료되었다. 

  16세에 프로이트에게 대담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이 때 시작된 서신교환은 오

래도록 이어졌다. 프로이트에게서 받았던 답신들은 1942년 포로수용소로 끌려갈 때 

모두 소실되었다. 남았다면 소중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15) 프로이트와의 교제가 무

르익어갈 17세 때, 프랑클은 자신이 작성한 11쪽의 논문 ｢몸짓으로 하는 긍정과 부정

에 관한 연구 Zur Entstehung der mimischen Bejahung und Verneinug｣(1922)

를 동봉해서 보냈고, 이 논문은 프로이트의 추천에 의해서 2년 뒤 1924년 19세 되던 

해에 �국제정신분석저널(No. 10, pp. 437-438)에 실렸다. 

  프랑클의 논문이 프로이트의 천거 속에 게재될 즈음에 프랑클의 마음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넘어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으로 기울어갈 때였다.16) 프랑클의 초기 사

상적 성장에 있어 프로이트의 기여는 매우 컸다. 고등학교 졸업논문 주제인 ｢철학적 

사고의 심리학에 대하여 Zur Psychologie des Philosophieschen Denkens｣은 쇼

펜하우어를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내용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은 토대로 인간

의 본성을 생물학적이며 환원주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논문이었

다.

  프랑클의 고등학교 시절은, 프로이트의 사상에 매료되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의 

사상이 성장해 가면서 프로이트의 환원주의(reductionism)에 대한 의문과 회의 또한 

자라갔다.17) 프랑클의 로고테라피가 비엔나 3학파로 불리는 이유는, 프로이트와 아들

러의 충실한 이해와 비평 속에서 탄생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로이트와 아들

러, 프랑클은 비엔나에서 생활했고, 사상들을 탄생시킨 곳 역시도 비엔나였다. 이제 

비엔나 3학파의 사유에 대해 논해 보자. 

  근대의 벽을 허물고 현대의 길을 열어내는 일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들을 

꼽으라면, 니체·마르크스 그리고 프로이트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이해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낸 사람들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이해에 있어 혁

15) 정인석,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서울: 학지사, 2013), 25. 

16) 정인석,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25-26.

17) 정인석,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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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가까운 논의를 열어냈다 평가를 받는다.18) 그는 정신분석학의 토대를 놓았고, 

신대륙의 발견만큼이나 큰 무의식(unconscious)의 대륙을 발견했다. 무의식에 대한 

조형에 기초하여 방어기재(defense mechanism)를 설명하고, 인간이해의 새로운 이

해를 시도했다. 

  20세기 전반기에 등장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는 일종의 

혁명을 불러왔다.19) 프로이트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정신분석학을 다듬어나갔고, 신

경학과 정신의학, 아동발달과 교육문제, 인류학과 사회학, 예술과 종교학을 망라하여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 전 세계적인 정신분석학 운동과 발전을 주도했

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20)

  프로이트는 1856년 모라비아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했다. 4년 뒤인, 1860년에 

가족 전체가 비엔나로 이주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히틀러에 의해 점령되어 영국 

런던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생애 거의 전부를 이곳에서 보냈다.21) 우수한 성적으로 고

등학교를 마치고, 비엔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다. 의과대학 수학 중에도 

인간본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전공에 대한 관심보다 헤켈(Ernst Heinrich 

Haeckel)을 추종하는 클라우스(E. Karl Claus)교수의 생물학과 다윈주의에 깊이 매료

되었다. 헤켈의 인간이해는 발생생물학에 따라 정의되었다. 인간은 유전자에 따라 성

향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인간은 본능적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에 따라 결정

되고, 쾌락본능에 따라 행위 하는 존재로 보았다.22)

  프로이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에른스트 브뤼케(Ernst Brücke)다. 그는 

인간을 기계적 존재로 파악한 인물이다. 프로이트 또한 인간을 쾌락의지에 따라 작동

하는 기계적 존재로 파악했다. 모든 생명체들은 보편적인 인과론에 구속되듯 인간 역

시 예외가 없다고 본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인과론적 상태와 무

의식적 욕구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욕구의 변형을 통해 인간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인간을 지배하는 힘은 결국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이

루어진다고 파악한 것이다. 프로이트에게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인물 중에는 브뤼케 

외에도 카를 클라우스(E. Karl Claus)와 헤켈(Ernst Heinrich Haeckel)이 있다. 

18) Richard Wilhelm, Sigmund Freud, �프로이트�, 이종인 역 (서울: 시공사, 2002), 11. 

19) 심리학의 역사는 고대시대로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자세한 심리학사에 대한 책들이 많지만, 

David Hothersall, History of Psychology: Four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2004)를 

참고하라. 더불어 철학의 영향에 따른 현대심리학의 역사를 살피려면, Duane P. Schultz‧Sydney 

Ellen Schultz, A History of Modern Psychology: Tenth Edition (Belmont: Gengage Learning, 

2012)를 참고하라. 

20) 레슬리 스티븐슨‧데비이드 L. 헤이버먼,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 박중서 역 (서울: 갈라

파고스, 2009), 283.

21) 임경수, �심리학과 신학에서 본 인간이해�, 24-25. 체코슬라바키아 모라비아의 한 작은 마을인 프라

이베르크(당시에는 헝가리제국 지역)에서 아버지 야콥 프로이트(Jacob Freud)와 어머니 아말리아

(Amalia)사이에서 출생했다. 세 번째 혼인이었던 아버지 야콥이 40세에 20세였던 어머니 아말리아와 

혼인하여 출생했다. 야콥의 전처소생이었던 장남 엠마누엘은 프로이트의 어머니 아말리아보다 나이도 

많았고 이미 기혼인 상태였다. 아버지 야콥이 유대인이기는 했으나 출생 후 8일 만에 받는 할례의식

을 제외하고는 성장 시기에 유대교에 대한 강요가 없어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폭이 확보되었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1859년에 라이프치히로 이주했고, 그 이듬해 다시 비엔나로 옮겨가게 되었다. 

22) Richard Wilhelm, Sigmund Freud,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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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다윈주의를 강의하는 카를 클라우스(E. Karl Claus)의 강의에 매료되었다. 카

를 클라우스는 다윈이론을 가장 열광적으로 주장하였던 헤켈(Ernst Heinrich Haeckel)

의 추종자다. 헤켈의 이론은 프로이트의 인간이해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발생생물학적 법

칙(biogenetic law)을 구축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유전인자

를 통해 인간이 가진 본래적인 성향이 전수되며, 본능적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

에 기초하여 움직인다. 에른스트 브뤼케(Ernst Brücke)는 프로이트 생애에 가장 큰 영

향을 준 인물이다. 그는 비엔나 대학의 생리학 연구소장으로 의과대학 첫해에 프로이트

의 지도교수를 맡았다. 브뤼케는 헤르만 폰 헬름홍츠(Hermann von Helmholz)와 함

께 베를린 학파 출신이다. 베를린 학파는 당시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으며, 생기

론(生氣論)을 부정하고 기계론(機械論)을 주장하였다. 생기론은 생명이라는 것이 무생물

에는 없고 생명체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계론은 모든 유기체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프로이트의 근본적인 입장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인간은 보편적인 인과론의 법칙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23)

  프로이트가 이후 인간의 마음구조와 무의식에 대한 정의가 근본적인 출발점이 생물

유전학적 법칙형성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들에

게 나타나는 트라우마와 같은 생각은 어떤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서, 신경증의 발병에는 언제나 성적인 근원을 갖게 마련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유아시절·어린 과거시절에 받았던 충격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무의식에 영

향을 끼치고, 내재된 경험들이 특정한 때를 따라 현재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

다. 성장하며 받은 긍정과 부정의 경험들은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침잠되어 있다고 

말한다. 의식은 이러한 무의식의 통제 속에 있다고 파악했다. 수용하기 힘든 충격들은 

억압(repression)을 통해 무의식화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의식화 과정은 사람이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비의식적(non-conscious)과정이라 보았다.

  프로이트가 1900년에 출간한 �꿈의 해석�에서 모든 꿈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반

영하는 비밀스러운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꿈의 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의 욕망

과 생각이 무엇인지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마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

건들에는 무의식적인 무엇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전

제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주장대로면, 인간의 의식을 헤아리기 힘든 심층적 측

면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히 프로이트는 억압과 연관하여 성(性)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리적으로 허용되

지 않는 성애(性愛)의 욕망은 초자아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억압되어 결국 신

23) 임경수, �심리학과 신학에서 본 인간이해�, (서울: 학지사, 2009), 26.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44. 프로이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윈주의, 즉 자연주의에 깊은 영

향을 받았음을 프랑클은 이야기한다. “아울러 프로이트가 당시 자연주의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그는 인간을 단지 본능적인 존재로 볼 뿐 인간의 정신성을 무시했다

는 뜻입니다. 물론 인간은 본능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이런 본능에서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정신이나 인격, 자아와 같은 것을 본능으로 귀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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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이 발병한다고 보았다. 근친상간 등과 같은 비윤리적 욕구에 대한 억압된 무의식

이 히스테리나 강박신경증, 환각적 혼란 등의 방식으로 분출된다는 것이다. 그는 성을 

인간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으로 보았다. 달리말해, 쾌락의지에 따라 행위 하는 존재라

는 말이다. 

  원초적 자아는 본능 즉, 쾌락의지를 따라 장기중심을 지향한다. 모든 생물들이 자

기 보존의 원칙을 따라 맹목적으로 움직이듯 인간 역시 쾌락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

다. 인간본성이 쾌락의지를 따라 살지 않는 이유는 본능적 욕구의 분출로 인해 발생

하게 될 불이익과 손실에 대한 염려로 억압되기 때문이다. 쾌락원칙은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현실원칙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억압된 쾌락의지는 무의식에 머물러 있지만, 압력이 증대되어 견디기 힘든 때를 따

라 의식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자체가 무시간적(timeless) 성

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과거의 충격과 정

신적 외상은 억압으로 무의식 안에 머물러 있지만,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와 상관없

는 돌출되고 발발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24)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능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언급한다. 하나는 성적인 본능

으로 자기 보존을 위한 본능이다. 다른 하나는 죽음이다. 죽음의 본능은 성적 본능과 

함께 인간의 기본본능으로 파악했다. 성적 본능은 자기보존의 본능으로 행복을 추구

하는 쾌락원칙을 구성한다. 인간 삶의 핵심을 쾌락으로 곧, 행복으로 보았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구조는 몸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인간은 불쾌를 미워하

고 소멸을 갈망한다. 반대로 쾌락의 증진을 욕망한다.

  인간은 고통과 불안을 종식시키고 행복과 쾌락을 갈구한다. 쾌락을 유지하고 불쾌

를 제거하려는 인간의 행복본능은 쾌락원칙에 의거하여 인간 내부에 프로그램 된 것

이며, 가능한 강하고 지속적 쾌락의 감정을 유지하려는 특징을 지닌다. 쾌락의지는 인

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동시에 소우주(microcosm)부터 대우주(macrocosm)에 이

르기까지 지배하는 원칙이다.25) 자기만족을 향하는 인간의 본능은 철저하게 쾌락원리

에 기초해 있다.

  인간은 행복을 열망하지만 행복을 성취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존재다. 프

로이트에게 있어 인간은 철저하게 행복할 수 없도록 구조화된 인간이다. ‘이드’는 끊

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해소라고 성취하라고 요구하지만, 현실은 이드가 욕망하는 것

을 채울 수 없다. 더불어 ‘초자아’는 ‘이드’의 욕구가 드러나기 무섭게 이를 억제한다. 

그럼으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쾌락을 욕망하지만, 초자아와 현실한계로 인해 행복을 

성취할 수 없는 존재이다.

  프로이트는 고통과 쾌락상실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성격을 세 가지 개념으로 체계화했다.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

(superego)이다. 이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다.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욕구

24) Sigmund Freud,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New York: Bantam Books, 1959), 54.

25) Sigmund Freu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 James Strachey Ed. & trans. (New York: 

W.W. Norton & Co., 1961), 81. 임경수, �심리학과 신학에서 본 인간이해�, 4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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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욕구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동물과 다르지 않다. 공동체나 사회

에서 형성하고 강요하는 관습이나 문화, 도덕과 상관없는 것으로, 프로이트는 쾌락원

리에 충실한 심리세계라고 보았다. 

  원초아가 본능적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면, 자아는 조직하고 통합하는 조율의 기능

을 한다. 이드가 욕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과 사회적 관습, 통념적 요구 

앞에서 타협하고, 대체, 지연의 역할을 담당한다. 원초아의 욕구와 초자아의 요구 사

이에서 자아는 갈등의 조절 역할을 수행한다. 

  초자아는 원초아가 추구하는 쾌락보다는 억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와 문화규범, 

가치를 실행하고 성취하도록 요구한다. 원초아의 현실을 무시한 요구가 불합리한 것

처럼, 초자아의 불가능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역시 합리적이기 못하다. 프로이트

는 세 가지 성격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다. 원초아의 쾌락의 기본욕구는 모든 생물학

적 삶을 통제하고, 자아는 사회와 공동체 속에 생존하기 위한 절제와 제안의 역할 역

시 중요하다. 

  프로이트는 초자아가 쾌락의지를 꺾고 이드의 기본욕구를 과도하게 억압하기 쉬운

데, 여기에서 신경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원초아와 자아, 초자아간의 조화가 

상실될 때, 심리건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 있는 자

아는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프로이트는 파악했다. 원초아와 초자아가 자아에 

맞서 연합하게 될 때, 자아는 광적이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우울과 절망적 

상태로 인해 자살충동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나 통념상으로 

용납되지 않는 상상과 생각들, 성적인 소원과 정념은 방어기재에도 불구하고 사라지

지 않고, 검열관이 잠들 때 곧 꿈에서 왜곡된 소망이나 각성의식 속에 침투하여 드러

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쾌락의지, 구체적으로는 지나친 성적쾌락의 강조로 인해 많은 이들의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인간의 욕구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응하는 억압과 

방어기재로의 전개, 무의식 개념은 주류심리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자리를 잡았다. 쾌

락의지로의 학문전개는 심리학을 넘어 철학과 종교, 역사와 문학 그리고 의학에 이르

는 광범위한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심리학을 보편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확장시키

는 일에 공헌했다 말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문명속의 불만�26)에서 인간문명은 ‘이드’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26) 지그문트 프로이트, �문명속의 불만�, 김석희 역 (파주: 열린 책들, 2007), 233-329. 인류의 역사와 

문명사와 종교역사까지 심리학적 원리 안으로 환원시켰다는 비판받는다.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44, 프랑클은 프로이트가 자연주의의 영향을 따라 인간을 설명할 뿐 아니라 인간문화를 설명

하는 시도에 대해 비판한다. “정신분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본능이 불쑥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본능에 의해 끌려 다니는 

비상사태지요. 하지만 이런 비상사태를 근거로 인간상을 구축하거나 프로이트가 했듯 본능만으로 인

간문화 전체를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권수영, �프로이트와 종교� (파주: 살림, 2016), 55-58. 

“프로이트가 그의 논문인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에서 다루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첫째로 환멸

(disillusionment)이었고, 이어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 전쟁이 가

져다 준 환멸은 그가 종교에 대해 가지게 된 환멸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프로이트가 종교를 비

판했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종교가 도덕의 터전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본 그의 환멸과 상관

이 있었다. … 먼저 프로이트는 전쟁 이전의 환상에 대해서 말한다. 즉 우리가 가졌던 환상은 문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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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포기함으로 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문명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에로스(Eros)로 보고 있다. 내부적 요소가 쾌락원칙에 의해 추동

되는 힘이다. 초자아가 끊임없이 이드의 욕망을 제어하는 구조이기에 행복할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는 에고의 약점이 성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믿으면서, 이것이 “자기 보존에 대한 생

물학적 반정립(자기보전에 반해서 행위 하려는 경향)과 종족보존” 사이의 심리적 갈등 

표출인지의 여부에 대해 숙고했다. 이드의 본능은 만족을 요구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를 피하려고 한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쾌락의 원리”(the pleasure principle)라

고 부른다. 다른 한편 에고는 불만족스러울지라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

각하였다. 바로 이것이 “현실의 원리”(the reality principle)이다. 따라서 에고는 외부

세계의 난관을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과 결부된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다. 쾌락의 

추구는 자주 삶의 요구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서, 프로이트는 “쾌락에 이르는 긴 우회로

의 한 단계로서 일시적인 불쾌의 감수”를 언급한다. 흄에서처럼 프로이트에 있어서 생

명의 힘은 우리의 본능적 생활에서 나온다.27)

  프로이트가 파악한 인간본성의 특징을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심리

적 결정론이다.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실수나 실언, 꿈이나 신경증의 증후들은 대수롭

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숨겨진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생각이나 

말, 행동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

라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선택

할 수밖에 없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무의식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정이다. 파악할 수 없는 원인을 불러 ‘무의

식’이라고 칭했고, 무의식이 실재한다고 가정했다. 지속적 의식이 아닌 간헐적으로 떠 

올리는 수 있는 것을 프로이트는 ‘전(前)의식’이라고 불렀고, 이와 구별하여 무의식은 

일반적 환경 속에서는 의식될 수 없는 상태를 뜻했다. 인간의 정신 속에는 의식 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의식될 수 없는 무의식의 거대한 부분이 실존한다고 가정한 

가마다 도덕적 규범이 존재하고, 이는 모두 국가존립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토대가 

평화 때나 전시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 다시 말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적

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이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덮어 넣고 모두 적이 되란 법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전쟁은 이런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당치도 않는 방정식을 생산하고 말았다. 내가 아닌 이방

인은 언제든지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적대행위가 없어도 말이다. … 프로이트는 세계대전이야말로 

문명인이 베일 뒤에 감쪽같이 숨겨왔던 놀라운 현상을 폭로시켜 주었다고 보았다. 전쟁으로 인해 이

제 문명인은 더 이상 문명적이지 않다. 그야말로 ‘맛이 간’ 문명인들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

다는 것이다.(56) 또한 프로이트는 국가가 개인의 범죄를 금지한 이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다. 개인의 범죄를 금하는 국가의 규범이 나라의 범죄를 근절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담배를 독점하듯이 범죄를 독점하면서, ‘범죄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가 우리의 

의식 아래에 숨겨져 있다. … 프로이트는 전쟁 중 국가적 범죄행위에서 도덕적 관계가 느슨해지는 것

이 개인의 도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철학자 칸트가 말한 것처럼 양심은 우리 가슴 

안에 반짝거리며 작동하는 대쪽 같은 심판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에 

불과하다고 보게 된 것이다. 그는 문명사회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라는 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처벌체계에 대한 불안으로 유지되어 온 것임이 전쟁 중에 여실히 증명된다고 보았다.”

27) 로저 트리그,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쟁�, 최용철 역 (서울: 간디서원, 2003), 274-75.



23

것이다. 우리에게 드러나고 의식되는 영역은 빙산의 일각과 같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원인은 무의식의 거대한 영역에 의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본능, 즉 충동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어떤 동

기에 의해 발발하는 무의식적 본능적 힘을 가리킨다. 프로이트는 쇼펜하우어가 이미 

이론화한 ‘무의식적 의지’를 따르고 있는 셈이다. 프로이트가 강조한 ‘성적 충동’, ‘성

적 욕망’은 모든 인간을 성(sex)으로 설명하려고 했다고 비판받는다. 프로이트는 초기

에 그는 갓난아이에게도 존재하는 성적 원인은 성인의 신경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다고 보았고, 성적 에너지(리비도)를 예술이나 다른 좋은 행동들로 승화시킬 수 있다

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기의 저술들에서는 자기보호나 생존본능과 성적 본능은 구분

이 사라지면서 생의 보존충동과 성의 충동을 하나로 보았다.28)

  네 번째 특징은 성격발달이론이다. 프로이트는 모든 어린아이들의 성장에 있어 심

리적이고 성적인 발달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을 만들었다. 입으로 성적 쾌감을 얻

는 유아기를 구강기로 불렀고, 소화기를 통해 쾌감을 얻는 때는 항문기라고 호칭했다. 

남아(男兒)나 여아(女兒) 모두가 자신의 성기에 관심을 가지는 남근기를 지나는데, 이 

때에 남자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고, 아버지에 의해 성기가 거

세되는 두려움을 가진다. 이러한 두려움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라고 부른다. 

  프로이트는 유년시절 초기에 성적으로 결정적인 억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근본적

인 것으로 장래의 정신건강에 압도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년초기에 성욕발전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프

로이트에 의하면 신경증은 ‘억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환자들이 어린 시절의 

유년 단계에서 있었던 억압의 시절로 되돌아가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단계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프로이트가 파악한 신경증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결정적 영향

을 미쳤던 부모, 아이의 감정에 영향을 끼쳤던 주위 모든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고 보

았고, 히스테리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에 가득 찬 생각과 상상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했다.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회고하게 함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화

를 통한 치료법으로 뭐든지 거리낌 없이 말하게 하다 보면, 말 이면에 있는 무의식적 

원인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자유연상요법’이라고 부른다.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끌어내는 동안, 환자가 더 이상 질문을 싫어할 때에 이르면, 

‘저항’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이때가 환자의 콤플렉스에 가까워진 신호로 파악했다. 

고통스러운 부분을 치료하기를 꺼리듯 아픈 진실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저항이 일어난

다고 본 것이다. 이런 저항 속에서도 무의식에 침잠된 억압의 이야기를 의식으로 끌

어올릴 수 있다면 신경증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정신치료는 곧 길어 올

린 무의식의 자각을 통해 발생한다고 파악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사회와 역사, 종교에까지 확대하여 전개했다. 문명사회에

28) 레슬리 스티븐슨‧데비이드 L. 헤이버먼,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 2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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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억압은 생존을 위해서는 본능에 대한 억압이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29)

만약 본능이 억압되지 않았다면 사회는 파괴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제약이지만, 원초적 인간 본능과 문명 사이에는 갈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

고 포기를 강요당한다고 보았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성생활은 유린되는 것

이다. 프로이트 말년에 인생을 가리켜, 삶의 힘과 죽음의 힘 사이에 벌어지는 근본적

인 투쟁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간내부의 근본적인 본능은 자기보존본능이라고 말한다.

프로이트는 말년에 이점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에로스(Eros), 즉 성적 본능 이외에

도 타나토스(Thanatos), 즉 ‘죽음의 본능’도 있음을 그는 믿게 되었다. 문명은 삶의 힘

과 죽음의 힘 사이에서 벌어지는 근본적인 투쟁의 무대이다. 에로스는 개인을 규합하며 

사회의 토대를 형성하는 방식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성적 충동과는 독립적으로 파괴

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본능이 있음을 프로이트는 믿었다. 이러한 본능은 그것의 원

천인 에고 속으로 파고 들어가, 특히 무자비한 양심의 형태로 표출된다. 그러나 무엇보

다도 프로이트가 ‘인간의 내부에 자리 잡은 근원적이며, 자기 보존적인 본능적 경향’으

로 묘사한 공격성향은 문명을 크게 위협한다.30)

  프로이트는 과학을 신봉했던 인물이다. 과학을 말하는 것이 곧 진리를 의미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이 출범한 시기는 현대유전학이 등장하기 이

전이었다. 데이비드 노글(David Naugle)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그 일부를 이루

는 과학적 세계관의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한다. 첫째는 근대과학은 형이상학적 또는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태도는 초자연적이나 계시적, 직관적 

원천의 공헌을 허용하지 않는다. 참된 과학이라는 명분에 의해 몰수당한다. 둘째는 인

간 삶의 정신적 측면 또한 물리적인 과학의 연구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셋째는 프

로이트의 과학적 세계관(Weltanschauung)은 실증주의적이며, 순전히 근대적이라고 

정돈하고 있다.31)

  

  2.2. 아들러와 힘에의 의지

29) 지그문트 프로이트, �종교의 기원�, 이윤기 역 (파주: 열린책들, 2007), 총 4부로 구성된 본서는 1부

에서 ‘강박행동과 종교행위’, 2부에서 ‘토템과 터부’, 3부는 ‘불의 입수와 지배’, 4부는 ‘인간모세와 유

일신교’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프로이트는 강박행위와 종교와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다룬 열의 있

는 정신의학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4부에서 유대교의 기원을 다루면서 종교의 기원이 인간에게 있음

을 주장하고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우리의 마음은 남쪽을 향한다�, 천미수 역 (서울: 웅진북스, 

2003), 9-11. 프로이트는 여행과 고고학을 자신의 심리학에 연결하는 것을 좋아했다. 과거와 꿈, 고

고학적 방법론이 종교이해와 심리학의 방법론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권수영, �프로이트와 

종교�(파주: 살림, 2016). 권수영은 프로이트의 일관된 사상과 관심이 성(sex)에 있다고 믿는 이들에

게, 프로이트의 생애 내내 끈질긴 관심이 ‘종교’에 있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건강이 악화되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최후의 서적조차 ｢모세와 유일신교｣였다. 그를 찾아온 내담자, 즉 환자들 가

운데 강박증으로 시달리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종교인이었고, 종교적 내용으로 인한 억압에 시달렸

기에 그의 관심이 줄어들 수 없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30) 로저 트리그,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쟁�, 277.

31)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박세혁 역 (서울: CUP, 2018), 373-74. 프로이트와 철학

의 연관성을 깊이 살피려면, 이창재, �정신분석과 철학� (서울: 학지사, 2005)를 참고하라. 니체철학과 

프로이트의 상관성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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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클에게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만큼이나 사상의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 프로이트의 환원주의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아들러의 개인심리

학은 인간의 결정적이고 기계적인 원인을 넘어 목적론적 입장,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나 의식과 무의식의 기계적 분절이 아닌 전체로 파악하는 시선, 객관에 대한 주관적 

의미부여를 제한하는 현상학적 입장, 정신내면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인간 관계론적 

입장과 인간의 주체적 결단을 중시하는 실존주의적 사상을 흡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현상학적 정신의학이나 실존주의 정신의학이 프랑클에게 큰 관심으로 다가왔

다.32)

  프로이트의 환원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던 프랑클에게 아들러의 심리학은 돌파구가 

되어주었다. 프랑클은 19세에 최연소 �국제정신분석학회지� 논문 발표에 이어서 ｢심

리치료와 세계관 Psychotherapie und Weltanschaung｣(1925)이라는 논문을 이듬해 

게재했다. 더불어 21세가 되던 1926년에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개인심리학 국제

회의에서도 발표했으며, 당시 학회에서 가장 유력하게 알려진 회원이 되었다.33)

  아들러의 사상에 심취해 있던 이즈음에 이미 프랑클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의 전통

적 틀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으며, 개인심리학을 보완하는 심리학의 필요를 고

민하고 있었다.

  아들러는 사람의 신경증 발병의 원인은 열등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전의식’에

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파악하게 될 때, 신경증이 발병한다고 본 

것인데, 인간은 자신의 권력의지가 실현되지 못함에 대한 실패의 원인을 숨기기 위한 

타협으로 보았다. 프랑클과 아들러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접근 방식

에 있다. 프랑클은 아들러의 권력의지 사상의 배경에 청교도에 기반 한 미국사회를 

언급한다. 

미국사회에는 권위적인 사람이 되거나 심지어 지도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강박관념을 갖게 된 요인은 아마 도덕적, 윤리적 권위

주의와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주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34)

  프랑클은 프로이트의 인과율저적인 심적 결정론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들

러의 권력을 위한 의지(Wille zur Macht)인 우월충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상에 동

의할 수 없었다. 프로이트가 심리학 역시 물리학과 동일하게 인과율적이고 심적 결정

론으로 작동한 것에 반대했다. 프로이트의 기계적 인간이해를 거절한 것이다. 아들러

는 프로이트가 말한 성적 충동, 즉 리비도에 의해 추동되는 존재라기보다 권력을 향

한 의지에서 기인한다고 본 것이다. 프랑클은 두 사상가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인간이해에 있어 그들의 결정론적 인간이해에 만족할 수 없었다. 

32) 정인석,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32.

33) 정인석,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34-35.

34)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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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0년 2월 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교의 루돌프샤인(Rudolfshein)에서 헝가리계 

유대인 가정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아들러는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을 많이 받

았다. 때문에 형들의 질투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동생의 출생과 함께 부모의 관심에

서 소외를 경험했다. 구루병과 발작 등으로 성장장애와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허약했던 아들러는 신체적 열등감을 가졌으나, 극복을 위

해 꾸준하고 체계적인 운동을 했고, 다른 친구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스스로

를 만들어갔다.35)

  재능이 뛰어난 형과의 갈등, 허약한 아들러를 과잉보호했던 어머니의 관심이 동생

의 출생으로 옮겨가자 상실감으로 고통을 겪었다.36) 질병으로 인한 고생이 계기가 되

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학교생활에서 수학도 재수강해야 할 정도로 평범

했으며, 학교교사는 아들러에게 구두제화공이 될 것을 조언했다. 열등감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의 아들러에게 아버지는 격려자였다. 그는 천천히 두각을 드러내는 학생이 

되어갔다. 

  아들러가 18세기 당대 최고의 대학이었던 비엔나 대학에 입학했고, 1895년 의과대

학을 졸업했다. 의학을 전공하면서 심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은 물론이고 사회학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두루 섭렵했다. 전공가운데는 병리해부학에 관심이 많았다. 사

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가난한 학생들을 돕거나 방문 등을 통해 사회제반 문제

와 연관해서도 경험을 쌓았다.37) 아들러는 환자를 인격으로 이해한 의사였고, 정신적 

과정과 신체적 과정 사이에 있는 연관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심리학과 철학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과학에 꾸준한 시선을 두면서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곧, 정신적이고 육체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양식을 이해

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마다 가지는 개성은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파

악한 것이다. 아들러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

다. 하나는 라이사 엡스타인(Raissa Epstein)과의 혼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1902년에 

프로이트와의 만남과 인연이었다. 

  아들러는 26세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2년 뒤인 1897년, 28세에 결혼했다. 아내 라

이사는 지적이고 자의식이 분명한 여성으로 아들러의 삶과 사상에 깊고도 중요한 영

향을 끼쳤다. 1902년에 아들러가 프로이트의 �꿈의 분석�에 대한 서평을 쓴 계기를 

통해 프로이트의 주관으로 열리던 수요토론 모임 <빈 정신분석학회>에 참가를 권유받

게 되었다.38)

  비엔나에서 안과의사로 경력을 쌓았지만, 신체와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어

졌다. 결국 전공을 바꾸었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서민주거구역에서 개업했다. 

1901년 프로이트에게 공식초대를 받아 수요학회(Wednesday Society)에 참석하게 되

었다. 수요학회는 정신분석학회의 모태가 되었는데,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함께 연구하

35) Alfred Adler, �아들러 심리학 입문�, 김문성 역 (서울: 스타북스, 2016), 212.

36) Alfred Adler, �아들러 심리학 입문�, 211.

37) Alfred Adler, �아들러 심리학 입문�, 212.

38) Alfred Adler, �아들러 심리학 입문�,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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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자가 되었다. 1910년 비엔나 정신분석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회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1911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23명 중 9명과 더불어 학회를 탈퇴했다. 새로운 학회를 설립했는데, 이것

이 ‘개인 심리학회’(Society for Individual Psychology)다.39) 아들러는 인간에게 사

회적 영역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프로이트가 중심삼은 성(Sex)을 넘어 힘(Power)에 

중요성을 부여했다. 역동적인 역할과 힘이 리비도를 넘어서는 요소라고 파악했다. 

  아들러가 프로이트에게서 분리한 이유는 인간이해의 차이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인

간을 생물학적으로 파악했고, 인간의 본성이 나쁘다고 전체한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 

아들러는 인간에게는 공동선을 성취하고자 하는 타고난 역량을 가진 사회적 관심을 

가진 존재로 보았다. 아들러의 가장 중요한 가설은 통합인간이다. 정신과 신체가 분리

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통합적으로 자기 일치

(self-consitent)의 존재라는 주장이다. 

  이런 입장을 불러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40)라고 불렀다. 정신과 몸,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정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41) 한 

인간은 통합된 존재로 분절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의식과 무의식은 대립적 요소라기보

다는 삶을 통일하는 상보적 요소로 파악했다.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듯이 이성과 감성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들러는 모든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는 성공과 최고가 되고자하는 목적의식이 있다

고 보았다. 인간은 모두 우월성을 향한 욕구가 있다고 본 것이다. 프로이트가 질료인, 

작용인과 형상인을 강조했다면, 아들러는 목적인을 강조한 셈이다. 인생에서 목적설정

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프로이트가 과거의 기억에 천착한 것과 달리 아들

러는 과거기억의 탐색과 더불어 미래의 계획과 설계의 병행을 강조했다. 아들러 역시 

프로이트와 같이 유아기 때의 과거기억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대게 어린 시절부터 이미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모종의 움직임, 마치 어둠 속

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손으로 더듬어 보는 듯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유아기 때

에도 이미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생활 전체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은 다섯 살이 끝나갈 무렵부터 여러 가지 문제나 과제와 

씨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고 확고한 하나의 행동규범과 독자적인 방식을 

만들어 낸다. 그 아이는 세계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지극히 깊숙이 뿌리내린 관념을 이미 갖고 있다. 이때부터 아이는 세계를 

39) L. Hjell & Ziegler, Personality Theories: Basic Assumptions, Research and Application(2nd 

ed)., 이훈구 역 (서울: 법문사, 1992), 92. 

40) Alfred Adler, �아들러 심리학 입문�, 218. 개인심리학은 아들러가 직접 창안하여 명명한 것으로 

1912년 �신경증 기질�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학설을 설명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개인심리학은 개인

의 사회적 감정에 중점을 두고, 인간 존재에 보편적인 열등감과 무력감의 극복과 그 방향성에 힘을 

쏟았다. 성격발달 과정에서 생물학적 유전보다는 사회 환경을 중요시했는데, 여기에서 개인차는 그 

본질에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성격형성은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감정과의 일치라는 두 욕구를 각

자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을 통해 독특한 개인의 성격들이 형성된다고 파악했다. 

41) Alfred Adler, Problems of Neurosis (New York: Harper Torch books, 1929/196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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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확고한 통각(統覺) 체계를 통해서 보게 된다.42)

  유아기 때 인생의 의미가 잘못 부여 되었을 경우, 치료를 위해서는 왜곡된 시점을 

기억을 통해 되짚어 통각체계가 정정됨을 통해서 바른 인생의 궤도로 회복될 수 있다

고 보았다.43) 프로이트가 대화를 통해 저항이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과거의 처음 기

억을 통해 왜곡을 바로 잡아 신경증을 치료하듯, 아들러는 기억을 통해 잘못된 의미

를 정정함으로 치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가지는 결정론적 결점을 보완하고 있다. 아들러에게 있어 기억을 재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가 발견되고 이해되는 일은 그의 전 인격을 아는 열

쇠가 된다. 간혹 사람의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상황을 이해하

는 올바른 열쇠를 곧바로 발견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주장되는 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초의 오류를 발견하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다면 성공할 수 없다.44)

  어떤 과거의 경험 자체가 성공이나 실패의 굳어진 원인일 수 없다는 점이다. 실패

의 기억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도리어 더 나은 삶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과거에 발생한 경험의 충격들로 인해 고통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자신의 목적에 합치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일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다. 

우리는 경험의 충격, 이른바 외상(外傷)으로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의 목적에 합치되는 바를 발견해 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의미를 부

여하고 바로 그 의미에 의해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한 경

험을 자기 장래의 인생을 위한 기초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무언가 과오를 안고 있다. 

의미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상황에 의미를 주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45)

  아들러는 우월성과 권력추구의 의지가 인간에게 선천적인 것이라 보았다.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내재된 추동에 의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에서 발

생하는 열등감에 의해서도 추동된다고 보았다. 이를 불러 아들러는 “권력에의 의지”

라고 불렀다. 

  우월성을 추구하는 동력이 2가지라고 보았는데, 선천적 욕구와 함께 열등감에 의해

서도 우월성을 추동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열등감을 나쁜 정서로 파악하지만, 아들

러는 긍정적 요소로 승화시켰다. 열등감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감정

42) Alfred Adler, �아들러 심리학 입문�, 28.

43) Alfred Adler, �아들러 심리학 입문�, 29.

44) Alfred Adler, �아들러 심리학 입문�, 43. 

45) Alfred Adler, �아들러 심리학 입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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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는 열등감을 자신의 부족에 대한 인정과 더 나아지고자하는 

긍정적 감정으로 정의했다. 아들러는 우월성을 추구하는 본질과 기능에 대해 5가지를 

부연한다. 

첫째, 우월성은 인간의 기본적 동기이며, 유아 때 자신이 성인에 비해 무력하고 열등하

다는 인식이 동기유발을 한다. 유아 자신은 성인에 비해 모든 것이 무력하고 도움을 받

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힘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월성의 욕구는 신경증적인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

다. 신경증적인 사람이 우월성을 추구할 경우에는 개인적 우월성이나 힘(Power)의 획득

을 위한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우월성을 추구할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이나 완전성

(perfection)의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들러가 중요시하는 힘이나 완전성의 

추구는 사회와의 조화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쟁취하려는 일반적 성공

의 개념은 그의 지적대로 신경증 환자가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성공과 

우월성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생각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힘과 성공이란, 

‘이웃과 함께’(with others), ‘이웃을 위하여’(for others)를 중심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고 보았다. 셋째, 우월성의 목표가 개인적인 것을 구할 때는 부정적인 목표가 되고 전

체 사회적인 것을 구할 때는 긍정적인 건설적인 목표가 된다. 넷째, 완전성을 향한 노

력에는 많은 정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완전성을 향한 추구는 개인적 차원과 사

회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 즉,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완성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문화의 완성을 위해서 발생한다.46)

  아들러에게 있어 인간의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개념은 성공을 위한 욕구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사회적 관심이란, 사회적 의식(social feeling)이나 공동체 의

식(community feeling)으로 표현될 수 있다.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사회에, 

더 넓게는 인류에 대한 관심을 뜻한다. 사회적 관심이 성장하게 되면, 개인적 우월성

을 위한 분투나 개인적 완성을 넘어, 이상적 공동체를 통한 인류의 완전성을 위해 노

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들러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 완성을 위해서는 협동이 필요

하고 이를 위해서 아이들의 협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잘못 인식된 의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해 보다 협동적이며 보다 용기 있는 

대처방식으로 훈련해야 한다. 협동이야말로 신경증적 경향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갖

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협동하는 일에 대해 훈련받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자기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 사이에서 공통 

과제와 공통 놀이를 통해 자신의 길을 발견해 내도록 해야만 한다. 협동을 배우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47)

  아들러는 초기에 개인적인 힘과 지배욕망에 따라 인간이 추동된다고 파악했다. 개

46) 임경수, �심리학과 신학에서 본 인간이해�, 114-15. 

47) Alfred Adler, �아들러 심리학 입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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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런 개인적 편중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고, 아들러는 보다 성숙한 견해들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사회적 충동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발전한 것이다. 

사회적 관심은 개개인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진행한다는 의미다.

  아들러는 열등감이 인간의 성격파악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열등감이 지

나치게 강렬하면 열등감 콤플렉스(inferiority complex)에 사로잡히게 되고, 반대로 

우월감을 뽐내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힐 경우, 우월감 콤플렉스(superiority 

complex)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내부에 감추어진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포장일수도 

있다고 보았다. 

  아들러는 가족의 출생서열은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자신의 경험을 토

대로 한 주장이기도 하다. 첫째와 달리 둘째와 같은 중간 서열의 아이는 경쟁심을 통

해서 긍정적인 발달을 하게 되지만, 막내의 경우에는 응석받이로 자라 좋은 성격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첫째의 경우 둘째를 수용할 경우에는 배려하는 성격으로 

성장하지만, 둘째의 등장을 침략자로 보고 수용하지 못할 경우 독단적 성격의 소유자

가 되기 쉽다고 보았다. 

  아들러에게 있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목표를 성취하는 삶에 있다고 보았다.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와 관계된 일들을 추구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라고 

본 것이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약점들을 메워가며 의

미 있게 여기는 특정 분야에서 우월성을 확보해나가는 권력의지가 인간을 추동하는 

의미라고 보았다. 바로 권력의지다. 아들러의 권력의지는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자

기를 넘어서는 권력에의 의지를 뜻한다. 

  2.3. 프랑클과 의미에의 의지48)

  

  로고테라피는 기본적으로 의미상실에 빠지기 쉬운 현대인 일반을 위한 치료법이다. 

가벼운 신경증 상태에 빠진 이들을 향해 의도된 처방이다.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존재 분석, 실존치료와 구별된다. 정신분열과 같이 무거운 질환에 로고테라피를 적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벼운 신경증과 의미상실의 문제를 다루는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다루는 영역이 피상적이거나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함과 의

미상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존공허의 고통으로 인해 자살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실존공허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화려함과 분주함

의 이면에 드리운 의미상실로 인한 공허는 죽음의 그림자를 불러오기도 한다.

  현대인이 경험하는 절망은 성애적인 좌절보다 실존적 좌절이 근본적이다. 프랑클은 

말하기를 “오늘날의 사람들은 프로이트 시대와는 달리 성적 좌절에 시달리는 것이 아

48) 프로이트를 쾌락의지로, 아들러를 권력의지, 프랑클을 의미의지로 정돈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게 단

순화시키는 사고 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유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Viktor E. Frankl‧ Franz 

Kreuzer,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김영철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6), 24이하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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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짓누르는 것은 존재적 좌절입니다.49)”라고 말한다. 앞선 어떤 

세대보다 존재론적 문제가 중요해진 시대이다. 물질문명‧기계문명 속 분주한 일상가운

데 존재의 의미문제는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의 중대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본능적 존재로만 머물지 않는다. 동물과 달리 본능을 거절하는 초월성을 지

녔다. 김영진은 현대인이 가지는 세 가지 질병에 대해 말한다. 첫째가 육체적 질병이

고, 둘째는 정신의학적 질병인 조울증과 정신분열증, 마지막이 철학적 질병이라고 말

한다.50) 철학적 병을 분류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적극적 해명보다는 소극적으로 철학

의 질병에 대해 풀어나간다.51)

  철학 상담은 정신의학과 비교할 때 보다 뚜렷하게 그 차이가 드러난다. 심리치료사

들은 찾아온 내담자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철학 상담은 ‘내담자’의 존재에 

그 큰 관심을 기울인다. 정신의학에서 내담자를 ‘환자’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철학치

료에서는 내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본다. 심리치료사들이 판단하는 내담자의 

‘저항’이나 ‘거부’에 대해 철학치료에서는 적대감으로 해석하기보다, 더욱 진전된 긍정

의 반응으로 바라보는 등의 차이가 드러난다.52)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잘 간파

했듯이 개인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과 전체적으로는 비도덕적인 양심과 책임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서술했다. 책임과 자유, 인간의 실존은 긴밀한 관계

를 가진다. 김정현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긴박한 문제를 실존적 문제로 파악했

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긴박한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실존적 욕구불만을 해결하고 의미 

발견의 동기를 찾는 일이다. 프랑클이 말하고 있듯이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정신적 실존의 문제가 시대의 긴박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의 심리치료

가 인간의 성적 불만족보다는 실존적 욕구불만, 즉 삶의 목적과 현존재의 목표, 구체적

인 과제와 개인적 사명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 연관되어 있다.53)

  1943-45년의 수용소 생활 중에서 프랑클은 실존적 공허라는 삶의 무의미와 가치상

실이라는 실존문제가 좌절의 핵으로 파악했다.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가 인간

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굶주림과 생존의 문제로 보았는데, 이것이 해소되는 곳에서

는 성적인 문제와 자기실현의 문제가 등장하고, 굶주림과 성의 문제를 넘어선 때에는 

49)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강윤역 역 (파주: 청아출판사, 2008), 19-20.

50) 김영진, �철학적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11-13.

51) 김영진, �철학적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 36-44. 김영진은 철학적 병에 대해 소극적 방법으로 정리

하면서, 네 가지의 특징과 일곱 가지의 예를 들어 논한다. 첫째, 철학적 병은 육체적 병과 아주 다름

에 다르다고, 둘째, 철학적 병은 신경정신과의 병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고, 셋째, 가치 지

향적이라고, 넷째, 철학적 병은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처럼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다섯째, 철학적 병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광신주의

(Fanaticism)’를 들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노무현대통령을 ‘보수주의’를 모르면서 보수주의를 비판

하는 철학적 질병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52) Raabe Peter B.,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수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0), 158-60.

53) 김정현, ｢로고테라피와 실존분석의 임상방법 및 철학 상담에서의 함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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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긴박한 문제는 실존적 욕구불만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오늘날 여타의 선진국과 한국과 같이 굶주림 문제가 해소된 국가의 경우에는 블로

흐의 궁핍문제, 프로이트의 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한계에 봉착한다. 이

와 달리 실존적 공허의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부각되었고 심화되어가고 있다. 의미상실로 인한 실존공허의 문제는 더욱 큰 문제로 

번져갈 것이다. 

  프랑클의 심리학이 여타의 심리학과 대비되는 기본적 차이는 인간이해에 있다. 프

로이트와 융, 매슬로와 로저스 등을 포함한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내면, 즉 마음

에 사람을 움직이는 무엇이 있다고 파악했다.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에로스(Eros)’과 

더불어 ‘타나토스(Thanatos)’이고, 융의 경우에는 ‘태모(Große Mutter)’ 혹은 ‘노현자

(der alte Weise)’와 같은 원형이, 매슬로우에게는 ‘안전욕구’나 ‘승인욕구’ 같은 계층

적 욕구(hierachic needs)이고, 로저스의 경우에는 ‘실현경향성(actualizing 

tendency)’라고 호칭하는 성장을 추구하는 내면의 힘이 있다고 보았다.54)

  프랑클의 경우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내적인 힘에 대해 비판적이다. 삶의 의미는 

‘마음 안에’있지 않고 ‘마음 밖’에 위치하다고 보았다. 의미와 가치가 부르는 소리에 

깨어나 부름에 부응해 나가는 것에 ‘인간 마음’의 본질이 있다고 파악했다. 

  인간은 살아가는 순간마다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달리 표현하면, 의미존재다. 의

미를 향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존재이다. 일평생 의미를 발견하려 애쓰며 탐색하며 

노력한다. 삶의 현실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서도 의미실현이 가능한 존재다.

  인간이 인생에서 갖는 의미는 두 가지다. 하나는 궁극적인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매 순간의 의미이다. 궁극적 의미는 실존적 실천의 문제다. 인간은 어떠한 상황을 맞

았을 때 취하는 실존적 태도를 뜻한다. 수용소와 같은 상황이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고통을 수납할 것인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일이다.55)

  인간은 우주 공간 안에 미약하고 미미한 존재이며,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제한

다. 프랑클의 의미(Logos)는 우주와 자연 속 인간 일생에서 발생하는 질서를 뜻하는 

것이다.56)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이 복잡하다. 삶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갈등하고, 

어떤 의미에 가치를 둘 것인가를 두고 씨름한다. 다양하게 다가오는 삶의 정황 속에

서 고심한다.

  원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서 있

다. 종교인이든, 종교적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든, 죽음과 고통의 현실 앞에서 모두 설

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초월을 통한 평온함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 우

주의 질서는 변함없이 운행한다. 인간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삶의 현실, 곧 결정적

인 상황들 속에서도 태도의 자유를 따라 의미추구가 가능하다는 궁극적 의미다. 

  더불어 인생에서 직면하는 매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의미는 존재한다. 대부분의 

54) 정인석,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49.

55)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110.

56) Fabry, �意味治療-빅터 프랭클의 생애와 로고테라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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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순간의 의미는 사소한 것으로 자신도 인식하기 이전,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결정된다. 사소한 결정이라도 매순간의 결정은 무의미하지 않으며, 삶에 영향력을 발

휘한다. 한 순간의 작은 선택이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의미로 작용하는 경우들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의미는 상대적이다. 사람마다 다른데, 개개인이 직면하는 삶의 현실이 상이하기 때

문이다. 직면하는 현실 가운데 삶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이고 독자적이

다. 인간은 유일무이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 다른 누구와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인생을 산다. 그러므로 인간 모두는 개인이 지닌 본성의 유일무이함으로 대신할 수 

없는 삶, 반복되지 않는 유일회의 삶의 의미를 지닌다. 

  보편적 의미로 상대적 의미를 폐기시키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프랑클은 보편적 의

미와 상대적 의미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특정한 개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대

적이다. 의미는 첫째, 사람마다 다르고, 둘째 날마다 다르며, 그리고 정말로 시간마다 

다르다. … 왜냐하면 유일무이한 상황들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

람의 본성은 다른 것과 대체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개개인이 지닌 본성의 유일무

이함 때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삶은 유일

무이한 것이다. … 삶의 보편적 의미라는 것은 없으며 오로지 어떤 개별적인 상황이 지

닌 유일한 의미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런 상황들 중에서도 어떤 것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상황들도 역시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를 가로지르고 심지어 역사를 관통하면서 인간에 의해 공유되는 의미들도 역시 존

재한다는 사실이다. … 왜냐하면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의미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두 개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가치의 

충돌이 인간의 정신에 가치의 갈등이라는 형태로 투영되며, 그것이 noogenic 신경증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57)

  로고테라피의 의미의지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쾌락의지와 개인심리학에서 규정

하는 권력의지를 극복하며 형성되었다. 인간은 주어진 현실 앞에서 쾌락과 권력을 추

구할 뿐 아니라 쾌락과 권력이 상실되는 곳에서도 가장 본질에 속하는 의미의지를 추

구하는 존재로 파악했다. 프랑클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과

의 논쟁이며, 앞선 두 학파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출현했다. 프랑클은 정신분석학보

다는 개인심리학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책임과 공동체성, 권력추구와 예술적 

창조성과 목적성이라는 토대위에 프랑클의 삶의 지향성 개념이 정초되었다.58) 현대만

큼 실존적 좌절의 문제가 심각한 시대도 없다. 현대인들은 분주하게 무언가를 향해 

살아가지만, 가끔씩 자신의 존재의 무의미로 인해 당황한다. 

  삶의 무의미성과 공허, 권태는 현대인을 위협하는 무서운 신경증이다. 한순간 삶을 

57)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54-56(90-93). 

58)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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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없이 무너뜨리는 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미 없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

큼 실존공허는 삶의 큰 고통이다. 이러한 실존적 절망은 정신병이 아니라 실존의 위

기에서 오는 고통으로 분류하고 약물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59)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니체의 철학을 신경증 치료에 이용한 것이다.60) 프랑클은 아

들러의 개임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책임성에 대해 강조하는 휴머니즘의 요소를 

수용하고, 자연과학화 되어가는 정신의학을 다시금 휴머니즘화 해야 한다고 보았

다.61)

  프랑클은 정신과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심층심리학을 넘어서려 애쓰면서, 아들러의 

개임심리학 뿐 아니라 철학적 영향도 많이 받았다. 김정현은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에 

영향을 준 셸러의 인간학과 실존철학에 대해 언급한다. 

1930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신경과와 정신의학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프랑클은 현대

의 심층심리학과 대결했을 뿐만 아니라 1948년에 “무의식적 신Der unbewusste Gott”

이라는 테마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는 등 철학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의학은 철학

이 되어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그는 자신의 몸으로 실천한 것이다. 그는 키르

케고르, 니체, 베르그송, 사르트르, 하르트만, 후설, 부버, 에브너Ferdinand Ebner, 하

이데거 등을 읽었으며, 특히 셸러의 인간학과 야스퍼스의 실존철학적 실존해명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셸러에게서는 인간의 세계 개방성의 능력과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격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신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체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긍정하기……trozdem Ja zum Leben sagen》

(1946)이라는 책을 인류의 몇 안되는 중요한 책으로 간주한 야스퍼스에게서 인간 본질

의 물음뿐만 아니라 철학과 심리치료의 한계 설정에 대한 물음에 관심을 가졌다. 프랑

클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실존해명, 의미를 향한 인간의 의지 등에서 출발하는 철

학적 인간학을 정신치료에로 가져와 로고테라피와 실존분석을 발전시킨 것이다.62)

  로고테라피는 희망은 본능과 무의식적 영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환자에게 무언가를 

의식하게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정신분석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로고테라피는 정신적인 것을 의식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정신분석이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로고테라피

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내담자가 앞으로 채워가야 할 삶의 

의미에 집중하도록 돕는 방법이다.63)

59)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24.

60) 앞 장에서 니체의 힘에의 의지와 아들러의 권력의지에 대해서 이미 다루었다. 니체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자료는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제4장 72-83를 참고하라. 

61)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27.

62)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27-28.

63)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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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덕철학과 로고테라피

  3.1. 칸트의 도덕철학과 로고테라피

    3.1.1. 칸트의 형식윤리학

  칸트의 모든 철학적 질문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집약된다. 인식의 문제, 윤

리의 문제, 종교가능성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인간의 존재와 관계하는 세상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연관된다. 인간은 이성에 규정받는 선의지 뿐 아니라 동물성에 기인하

는 정념도 가지고 있다. 칸트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파악했고, 동물성에 

기인한 정념과 외부적 조건들로 인한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실천이성의 필연성에 따를 

수 있는 마음의 능력, 즉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았다. 

  인간이 지닌 의지의 자유는 필연성과 대립되지 않고, 자기 안에 필연성을 가진다

는, 즉 스스로에 대한 자기강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64) 칸트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곧 ‘선의지’를 의미한다.65) 칸트의 의무윤리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의무에 따

르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존재이기 위해서는 자유의지, 곧 선

의지적 존재여야 한다.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선악의 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정의되어진 선의 개념에 따

라 합당한 행위들을 도덕법칙으로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행복을 선이

라고 정의했는데, 인간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여 선을 실현해가는 것을 도덕에 부합한 

것이라 여겼다. 중세의 기독교철학에서 선은 신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신의 법칙

에 순응하여 사는 것을 덕으로 여겼다. 정의된 선에 부합하는 행위들이 곧 도덕법칙

이었다. 칸트는 이전의 철학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도덕법칙을 먼

저 규정했고, 도덕법칙에 따라 수행할 때를 선이라 말하고, 도덕법칙에 어긋나는 것을 

악한 행위라 판단했다. 

  도덕법칙에 따르는 행위 자체가 선이라는 말이고, 도덕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악이

라고 규정된다. “대상으로서의 선의 개념이 도덕법칙을 규정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덕법칙이 비로소 선의 개념을, 도덕법칙이 이런 명칭을 단적으로 가

질만한 한에서, 규정하고 가능하게 한다.”66) 칸트는 도덕의 질료적 측면을 제거하고 

64) 백종현, ｢칸트에서 선의지와 자유의 문제｣, �인문논총� 제71권(2014), 11. 

65) 백종현, ｢칸트에서 선의지와 자유의 문제｣, 13. 김진‧한자경, �칸트: 인간은 자연을 넘어선 자유의 존

재다� (파주: 21세기북스, 2015), 23. “칸트 철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유’라고 할 수 있

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초월적 자아의 초월적 자유를 논증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이 현상세계

에 국한된 사물 존재가 아니라는 것, 현상 너머의 자유의 존재라는 것, 사물처럼 인식대상으로 객관

화해 고찰될 수 없는 궁극적 주체라는 것, 사물처럼 자연필연성에 의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

의 존재라는 것, 그 어떤 자연사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없는 자유로운 인격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확립한 이 초월적 자아의 초월적 자유에 입각해 논해질 수 있

었다. 칸트는 ”도덕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이론 영역에 제한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인간이 이론적으로 객관화해 인식할 수 없는 인식 주체를 확립했고, 이에 근거해

서 �실천이성비판�에서 인간의 도덕성을 논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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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법칙의 형식적 측면만을 취함으로써 보편성을 확보하려 했다. 도덕의 질료적 측

면, 즉 행복, 신의 뜻이나 유용성 등과 같은 내용은 보편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칸트는 도덕법칙의 형식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선의지’다. 칸트는 선의지를 

“옳은 행동을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항상 택하는 의지”67)라고 말했다. 옳은 

행위는 기대되는 결과나 사람의 경향성에 의해 선택되지 않고 그 행위가 옳다는 이유

에 의해서만 선택된다고 보았다. 행위가 옳다는 이유는 오직 옳은 행위의 형식적 측

면이다. 그러므로 선의지는 도덕법칙의 형식적 측면을 따라서 행위 할 것을 요청한다. 

칸트는 �윤리형이상학의 정초�68)에서 “도덕성의 최상원리의 탐색과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말한다. 선의지는 예지계와 감성계모두에서 유일하게 선한 것으로, 선의지

만이 도덕적 행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았다. 

  칸트가 말하는 도덕성 최상의 원리로써의 선의지는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이어야 한

다. 어떤 상황에서건 선한 것이어야 한다.69) 선의지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감

정에 이끌려 행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무제한적,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이 선

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선의지는 오직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지니는 실천을 향한 

‘순수실천이성’이라고 설명한다.

‘선의지’는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택하는 의지를 말한다. 그것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마음이나 또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경향성에 따라 옳은 행위를 

지향하는 의지가 아니라, 단적으로 어떤 행위가 옳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택하는 의지이다. 그러므로 이 의지 작용에는 어떤 것이 ‘옳다’, 무엇이 ‘선하다’는 판단

이 선행해야 하고, ‘옳음’과 ‘선함’은 결코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순수이성의 이념

이므로, 선의지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서 다름 아닌 순수한 이

성적 존재자의 실천을 지향하는 이성, 곧 ‘순수실천이성’이다.70)

  칸트는 선의지가 사람의 건전한 지성에 내재해 있다고 파악했다. 그래서 가르치거

나 교훈할 필요가 없고 단지 계발할 필요만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그렇다고 선한 의

지가 자동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

이 아니라 도덕적 이념의 실천의 의무실천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선의

지만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말은, 의무로 말미암은 행위만이 본래적 도덕 가치를 가

진다는 의미이며, 도덕의 가치는 이러한 선의지의 원리 안에 있다고 보았다.71)

66) Immauel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Kants gesammelte Schriten, v. der Kgl.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Berlin und Leipzig, 1902. V. 임마누엘 칸트, �실천

이성비판�, 백종현 역 (서울: 아카넷, 2010), 151. (이하에서는 KpV.로 표기한다.)

67) 김태길, �윤리학� (서울: 박영사, 1964), 117. 

68) Immanuel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Kants gesammelte Schriften, v. 

der Kgl.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Berlin und Leipzig, 1902. IV. 임마누엘 칸

트, �윤리형이상학정초�, 백종현 역 (서울: 아카넷, 2005), 74. 머리말 중에서(이하에서는 GMS로 표기

한다.)

69) H. J. 페이튼, �칸트의 도덕철학�, 김성호 역 (서울: 서광사, 1990), 46. 

70) GMS, 21. 백종현, �윤리형이상학 정초� 해제 중.

71) GMS, 21-22. 백종현, �윤리형이상학 정초� 해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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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길을 가는데 배고파 굶주려서 구걸하는 할머니를 만났다고 했을 때, 불

쌍한 마음이 치밀어 선뜻 돈을 건넸다면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도덕적 가치를 지닌 

선행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동점심에서 비롯된 도덕행위는 선의지에서가 아니라 

경향성72)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감정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요청, 즉 

의무에 따라 행위 했다는 선의지에 합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책무의 근거는 정황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순수이성의 개념들 안에서만 선험적

으로 찾아야 한다. 한낱 경험의 원리들에 기초하고 있는 다른 모든 훈계는, 그리고 심

지어 그 어떤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규정조차도, 그것이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서라도, 

아마도 오직 그 동안에 있어서 만이라도 경험적 근거들에 의지하고 있는 한, 실천적 규

칙이라도 일컬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도덕법칙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그러

므로 도덕법칙들은 그 원리들과 함께 모든 실천 인식 중에서, 그 안에 어떤 것이든 경

험적인 것이 들어 있는 여타 모든 것과 본질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철학

은 전적으로 그것들의 순수한 부분에 의거하고, 인간에게 적용될 때도, 도덕철학은 인

간에 대한 지식(즉 인간학)으로부터 조금도 빌려오지 않으며, 오히려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선험적 법칙들을 수립한다.73)

  칸트는 “이 세계에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

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74)”라고 말한다. 맹주만은 선의지의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선한 의지란 단적으로 의지의 선함이며, 따라서 이는 순수한 의지 자체가 갖는 특징이

다. 또 이러한 의지는 이성적 의지로서 자신에게 발원하는 자발적인 의지이며 도덕적 

의지이기에 다른 무엇에 의해서 도출되거나 규정되는 파생적 개념이 아니다. 이런 점에

서 의지의 선함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윤리설처럼 윤리학적 원리를 도출해내는 토대가 

되는 초경험적인 특정한 실재(reality)로서의 선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칸트에 의하

면 선의지의 선함은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서의 욕구나 목적처럼 조건적이거나 자기 편

의에 따라 달라지고 결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선의지가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은 선

의지의 선이 선행하는 실재나 추구되는 대상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의지 자체로부터만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향성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때문에 

그 자신에게는 의무가 될 수박에 없는 자기 입법적 의지로서의 자기 자신에 복종하려는 

의지가 곧 선의지의 “선”의 성격을 규정한다.75)

72) GMS, 117. 경향성은 욕구 능력의 감각에 대한 의존성을 일컫는 것으로 인간의 주관적 원인에서 생

겨난 감성적 욕망을 뜻한다. 

73) GMS, 117.

74) GMS, 123. 맹주만, “칸트와 선의지”, �철학탐구� 제17집(2005), 261. 칸트의 선의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맹주만은 선의지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근거에 대해서 충분

히 말하지 못한다고 한계를 말한다. “선의지에 대한 선언적 명제의 의미와 아울러 선의지에 대한 칸

트의 여러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의지가 무엇이며,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75) 맹주만, “칸트와 선의지”,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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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는 일반적으로 선으로 불리는 선들과 선의지를 구분한다. 칸트는 일반적으로 

선한 것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누고, 다시 인간 내적인 선한 소질들을 셋으

로 나눈다. 첫째가 지성, 기질, 판단력과 같은 정신적 재능이다. 둘째는 용기, 결단성, 

초지일관성과 같은 기질상의 성질이다. 셋째는 자제력, 냉철한 성찰과 같은 인격적 가

치다. 외적인 선을 일상적으로 알려진 대로, 권력과 부와 명예, 건강과 행운의 자질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내·외적인 것들이 선하다고 여겨질 수 있음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이 항상 그 자체로 선하하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이러한 요소들은 선의지가 결여될 때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76)

  예를 들어 용기는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이 용

기를 가지는 것은 선일 수 있겠으나, 조직폭력배가 살인을 위해, 도둑이 도둑질 감행

을 위해 용기를 낸다는 것이라면 선일 수 없기 때문이다. 빼어난 지성 역시 항상 선

일 수 없다. 유익한 데 소용되지 않고 파괴적인 일에도 지성은 사용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건강조차도 무조건적 선일 수 없는데, 강도나 소매치기의 건강, 살인자의 건강

과 왕성함이 선일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선들이 가치를 지니려면, 선의지를 토대로 발휘되어야 

했다. 칸트는 선의지의 가치가 다른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한다. 

선의지는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세워진 목적 달

성에 쓸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 고찰할 때, 그것에 의해 어떤 경향

성, 아니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모든 경향성들 전체를 위해 이루어낼 수 있을 모든 것 

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특별히 호의

적이지 않은 운명이나 계모 같은 자연의 인색한 지원으로 인해 이 의지가 자기의 의도

를 관철시킬 능력을 전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의지는 최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오직 선의지-물론 가령 

한낱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들의 투입으로서-만이 남

는다 할지라도, 선의지는 보석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신 안에 온전한 가치를 

가진 어떤 것으로 빛날 터이다.77)

  선의지에 따른 행위 또한 유용성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유용성을 따라 선을 평가해

서는 안 된다. 선이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선의지에서 파생된 것이어

야 하기 때문이다. 선의지를 평가함에 있어 유익함이나 무익함, 행복이나 유용할 수 

있는 선의지만이 고려되어야 했다. 선의지는 ‘본래적 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적 

요소도 포함되지 않는 선험적인 것이다. 선의지는 경험적이지 않고 선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의지가 유일하고 전체 선일 수는 없지만, 최고선이어야만 한다. 모든 선

76) GMS, 123.

77) GMS, 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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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행복에 대한 모든 열망을 위한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의지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무조

건적 선이다. 어떠한 경향성이나 목적과 관계되지 않고 오직 선의지를 따르는 행위 

함을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것에서 기대되는 결과에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또한, 그 원리

의 동인을 이 기대되는 결과에서 얻을 필요가 있는, 어떤 행위 원리에도 있지 않다. 왜

냐하면, 이 모든 결과(자기 상태의 쾌적함, 그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의 촉진)는 또한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을 터이고, 그러므로 그걸 위해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고의 무조건적인 선은 오로지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서만 맞추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가 아니라 

법칙의 표상이 의지의 동인인 한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오로지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생기는, 이 법칙의 표상 자체만이 우리가 윤리적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탁월한 선을 이

룰 수 있다.78)

  선의지에 따른 행위는 행위를 통해 기대되는 이득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가 

선의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형식으로 선한 행위가 된다. 반대로 선의지에 따

라 이루어진 행위가 유쾌하지 않고 나쁜 결과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선의지를 따른 행

위라면 그 자체로 선한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김영철은 칸트가 말한 인생의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 선의지에 있다고 말한다. 

칸트는 인생의 최고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 선의지라고 본다. 따라서 인생의 가치는 획

득된 행복의 분량에 의해서 측정될 것이 아니라, 선의지가 얼마만큼 인생에 있어서 나

타났으며, 또한 인생을 형성하였느냐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79)

  선의지는 행복성취와 같은 목적과 관계하는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본래

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선의지, 즉 선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성성의 근거는 인간의 이성성과 자율성, 도덕성이라고 보았다.80) 이러한 

인간존엄성을 발현될 때만이 아니라 인간 안에 이미 이러한 속성이 존재함으로 존엄

하다고 보았다. 의무를 수행할 때만이 아니라 가능성을 가짐으로서도 이미 인간의 존

엄은 당위라고 본 것이다.81)

  지금까지의 칸트의 선의지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 볼 때, 선의지는 무제약적이고 유

일하게 선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주관적 능력이 어떻게 선의

지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칸트는 의지의 규정근거를 통해 답한다. “의지란 

어떤 법칙의 표상에 맞게 행위 하게끔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이다.”82) 이런 능력

78) GMS, 134.

79) 김영철, �윤리학�(서울: 학연사, 1998), 130.

80) 강현정, ｢칸트 철학에서 인간 존엄의 문제｣, �칸트연구� 제20집 (2007), 11.

81) 백종현, ｢칸트에서 선의지와 자유의 문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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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지닌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

다. 

  “모든 실천적 법칙수립의 근거는 객관적으로는 규칙에 있고, 이 규칙을 법칙일 수 

있도록 만드는 보편성의 형식에 있으나, 주관적으로는 목적에 있다.”83)고 말한다. 그

리고 이 목적들의 주체는 목적 그 자체인 개개 이성적 존재자이기에, 이로부터 의지

의 원리를 보편적 실천이성에 합치하게 하는 보편적 법칙수립의 의지라는 개념이 나

온다고 보았다.84)

자기의 모든 준칙을 통해 보편적으로 법칙 수립하는 의지라는 각 인간 의지의 원리는, 

어쨌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진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언명령이 되기에 실로 

적합하겠다. 즉 그 원리는, 바로 보편적 법칙수립의 이념 때문에, 어떤 이해관심에도 기

초하지 않고, 그러므로 모든 가능한 명령들 가운데서 오로지 무조건적일 수 있는 것이

다. 또는 우리가 이 명제를 거꾸로 놓으면 더 좋을 것이다. 즉 하나의 정언명령(다시 

말해, 이성적 존재자의 각각의 의지를 위한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보편적으로 

법칙 수립하는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동시에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인 자기 

의지의 준칙에서 모든 것을 해아라고 지시 명령할 것이다. 무릇 이러할 경우에만 실천 

원리, 그리고 의지가 그에게 복종하는 명령이 무조건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가 아

무런 이해관심도 근저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 말이다.85)

  그러므로 의지의 원리에 따라 행위 하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자기 자기

의 준칙에 의해 자기 자신을 동시에 보편적으로 법칙 수립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준칙 

이외의 것에 따라 행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86)

  칸트는 의지를 질료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구분했는데, 보편적 법칙들은 의지

의 형식적 규정근거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의지의 질료적 측면은 나의 의

지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목적의 대상이 의지의 질료인데, 칸트는 의지의 질료적 규정

근거는 선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 근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

다. 

의지가 단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일컬을 수 있기 위해서는, 법칙의 

표상이, 그로부터 기대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서도 의지를 규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법칙이 실로 그런 것일 수 있는가? 나의 의지로부터 어떤 법칙의 준수에

서 의지에서 생길수도 있는 모든 충동을 빼앗았으므로, 남는 것은 오로지 행위 일반의 

보편적 합법칙성뿐이고, 이것만이 의지의 원리로 쓰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나

82) GMS, 174.

83) GMS, 180.

84) GMS, 180.

85) GMS, 181-82.

86) GMS, 184. Immanuel Kant, �도덕형이상학�, 이충진‧김수배 역 (파주: 한길사, 2018), 329-337. 칸

트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천부적 심판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양심을 가진 자로서 자기 안에 법칙들을 감시하는 권능이 있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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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만 할 것을 내가 의욕 할 수 있도록 오로지 그렇게

만 처신해야 한다.87)

  의지의 질료적 측면은 의지가 실제 목적하는 대상이다. 의지가 목적하는 대상은 개

인마다 다르기에 의지의 질료적 측면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의지는 질료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둘 모두를 가지지만, 의지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지의 

질료적 측면은 제외하고 형식적 측면만을 따를 때, 인간은 선의지에 따라 행할 수 있

게 된다. 요약하자면, 인간이 선의지를 따라 행위 한다는 것은 의지의 형식적인 측면, 

곧 보편법칙에 따라 행위 하는 것을 뜻한다.

  선의지의 근거는 첫째, 이성이다. 인간이 선의지를 따라 행위 한다는 것이 보편법

칙에 따라 행위 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보편법칙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보편법칙으로부터 구체적인 행위들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인간의지가 어떻게 보편법칙

을 알고 준행할 수 있는가? 칸트는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이성’을 선의지의 근거로 제시한다. 

  칸트는 “이성의 참다운 사명은, 가령 다른 의도에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

로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만 한다.”88)고 말한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졌다. 그런데 이성은 인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기 힘들다. 도리어 사람들이 목적하는 행복과 반대될 때도 있다. 칸

트는 이성을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도구라고 말하는데, 행복을 위한 도

구가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도구인가? 칸트는 말하기를 이성의 목적은 각 개인의 경

향과 주관에 따라 변동되는 행복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성의 참다운 사명은, 가령 다른 의도에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한 의

지를 낳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단적으로 이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자연은 어디

서나 그 소질들을 합목적적으로 배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의지는 유일한 선, 전체 

선일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최고선이어야만 하고, 여타의 모든 선을 위한, 심지어는 행

복에 대한 모든 열망을 위한 조건이어야만 한다.89)

87) GMS, 135.

88) GMS, 127. 

89) GMS, 127. GMS, 128. “자기의 최고의 실천적 사명을 선의지를 세우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성은 이 

의도의 달성에서만 자기 방식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이성은 이런 일이 설령 경향성의 

목적들에 대한 수많은 손실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성만이 규정하는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만

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GMS, 130-131. 칸트는 쇼펜하우어가 후에 동정심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동정심을 명예를 위한 것으로 경향성으로 파악했다. 칸트는 경향성 없는 오직 의무로부터 행위

할 때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은 허

영이나 사익(私益)과 같은 어떤 다른 동인 없이도, 자기 주위에 기쁨을 확대시키는 데서 내적 만족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의 작품(소행)인 한에서, 타인의 만족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주장하거

니와, 그러한 경우에 그 같은 행위는 매우 의무에 맞고, 매우 사랑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

도 아무런 참된 윤리적 가치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경향성들, 예컨대 명예에 대한 경향성과 같

은 종류의 것이다. … 경향성 없이, 오로지 의무에서(로부터) 그 행위를 할 때, 그 때 그 행위는 비로

소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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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이 목적하는 것은 선의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성이 선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 칸트의 견해를 따라 볼 때, 이성은 그 기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

나는 이성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이성능력이다. 칸트는 이것을 ‘이론이성’이라 불렀다. 이론이성은 사변이성

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론이성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이성이다. 

  칸트가 파악하기로는 이론이성은 인간행위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성이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성, 즉 ‘실천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론이성이 바른 행위를 위한 지식을 제공하지만, 직접 해위하도록 만들지 못한다. 실

천이성을 요청하게 되는 이론이성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론이성이 제시하는 지식

에 따라 직접적인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실천이성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따지고 

보면, 결국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이론이성이라기보다는 실천이성이다. 

이론이성은 실천이성의 전개를 위한 전제인 셈이다.

  사람은 예지계와 감성계 모두에 속해 있는 존재로서 일상적 지성만으로는 자신의 

의지를 통제할 수 없다. 평범한 지성만으로는 자유로운 이성의 본성을 제대로 발휘하

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실천이성을 통해 인간의 의지가 선의지가 되도록 할 필

요가 있었다. 이것이 실천이성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실천이성은 인간

이 자유롭게 형식적 도덕법칙에 따라 준행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칸트가 말하는 실천이성이란, 인간의지가 그 내부에 있는 도덕법칙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성이다. 인간의지로 하여금 선의지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고, 선의지를 지닌 

인간이 도덕법칙에 따라 준행하게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실천이성을 통해서 주관성과 경향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지를 따라 

행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천이성은 어떻게 인간의지로 하여금 

보편법칙을 준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의지가 선의지에 부합하게 행위 

할 수 있는가? 칸트는 선의지의 두 번째 근거인 ‘의지의 자율성’으로 답한다. 

  다음은, 의지의 자율성이다. 칸트는 의지란 “어떤 법칙의 표상에 맞게 행위 하게끔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90)이라고 말한다. “의지는 단지 법칙에 종속되는 것이 아

니라, 의지가 또한 자기 법칙수립적인 것”91)이라고 말한다. 칸트는 타율에 속하는 모

든 원리들과 대비시켜 ‘의지의 자율성’ 곧, 의지의 자율원리92)라고 부른다. 

90) GMS, 174. 이러한 능력은 오직 이성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만 지닐 수 있다고 말한다. 칸트는 의지

가 자기규정의 객관적 근거로 쓰일 때가 목적이고, 결과가 목적인 행위의 근거를 함유할 때 수단이 

된다고 말한다. 

91) GMS, 180. 

92) GMS, 182-83. GMS, 193. “의지의 자율이란 의지가 그 자신에게 (의욕의 대상들의 모든 성질로부

터 독립적으로) 법칙인 그런 의지의 성질이다. 그러므로 자율의 원리는 선택의 준칙들이 동일한 의욕

에서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으로서 함께 포섭되는 그러한 방식 외에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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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이성적 존재자는 자신의 의지의 모든 준칙들을 통해 보편적으로 법칙 수립하는 

자로 간주되어야 하는바, 그것은 이 관점에서 그 자신과 그의 행위들을 판정하기 위해 

그러하거니와, 이성적 존재자의 이런 개념은 이 개념에 부속해 있는 매우 생산적인 개

념, 곧 목적의 나라라는 개념에 이른다.93)

  칸트는 의지가 단적으로 선하다고 말한다. 의지가 자기 자신과 상충할 없는 유일한 

조건이며, 그러한 의지의 명령은 정언적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우리가 출발했던 그 지점, 곧 무조건적으로 선한 의지라는 개념에서 끝을 맺을 

수 있다. 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때도, 자기 자신과 

결코 상충할 수 없는, 의지는 단적으로 선하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또한 ‘그것의 보편

성을 법칙으로서 네가 동시에 의욕 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 항상 행위 하라’는 

그것의 최상 원칙이다. 이것이 그 아래에서 의지가 결코 자기 자신과 상충할 수 없는 

유일한 조건이며, 그러한 명령이 정언적인 것이다. … 정언명령은 또한 다음과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그 자체를 동시에 보편적 자연법칙들로서 대상화할 수 있는 준칙들에 따

라 행위 하라. 단적으로 선한 의지의 정식은 이러한 성질의 것이다.94)

  인간이 도덕법칙을 준행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칙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

을 넘어서 실천이성의 법을 스스로 세우고, 자신이 세운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

한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자율성이다. 의지의 타율성은 어떤 도덕행위에 있어 의지가 

외부에 있는 성질들을 고려해서 준칙을 설정하고 행위 하는 경우다. 행위는 자율이어

도 동기가 경향성 만족으로 향한 것이라면 타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위가 자신의 법칙에 따라 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행복과 같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타율적 법칙이 된다. 의지의 자율성

은 실천이성의 법에 따라 아무런 경향성의 고려 없이 행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지의 자율성은 우리에게 도덕법칙을 제공하는데,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의지의 

자율성이란 의자가 그 자신에게 법칙인 그런 의지의 성질이다. 의지의 자율성에도 소

극적 자유개념과 적극적 자유개념으로 구분되는데, 소극적 자유란 존재자가 외부의 

원인들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적극적 자유란 의지가 스스로에게 법칙

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의지의 타율성과 다르게 의지의 자율성은 행위자에게 도덕

93) GMS, 183. 초월적 존재이자, 도덕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임마누엘 칸트, �별이 총총

한 하늘 아래 약동하는 자유�, 손동현‧김수배 역 (서울: 이학사, 2002)을 참고하라. 인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6가지 면, 즉 인간성, 역사적‧정치적 존재, 초월적 존재, 도덕적 존재, 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탐색하고 있다. 

94) GMS, 188-89. GMS, 194. “나는 다른 무엇인가를 의욕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무언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도덕적인 그러니까 정언적 명령은, 내가 비록 다른 아무것도 의욕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그러하게 행위 해야 함을 말한다.” GMS, 202. “의지의 자유가 자율,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법칙인 의지의 성질 말고 다른 무엇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의지는 모든 행위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 법칙이다’는 명제는 단지, 자기 자신을 또한 보편적 법칙으로서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준칙 외에 다른 어떤 준칙에 따라서도 행위 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표시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정언명령의 정식이자 윤리성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와 윤리법칙 아래에 있는 의

지는 한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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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을 부과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에 따라 행위 할 때라야 참된 의미에서의 자

유 곧, 적극적인 자유를 가진 존재로 살 수 있다. 스스로 도덕법칙을 세우고 법칙에 

따라 행위 하는 의지를 가리켜 칸트는 ‘선의지’라고 부른다. 칸트는 의지의 자율성을 

설명하면서 자유를 이성적 존재자의 속성으로 전제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 이념에서 본래 도덕법칙을, 곧 의지의 자율의 원리 자체를 단

지 전제할 뿐이고, 이 원리의 실재성 및 객관적 필연성은 그 자체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적어도 진정한 원리를, 그 밖의 어디에서보다, 더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눈에 확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의 타

당성 및 그것에 복종해야 하는 실천적 필연성에 관해서는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무릇, 도대체 왜 법칙으로서 우리 준칙의 보편타당성이 우리 행위들을 제

한하는 조건이어야 하며, 또 이런 종류의 행위에 우리가 부가하는, 어디에도 더 높은 

이해관심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나 큰, 이 가치를 우리는 무엇에 기초 짓고 있으

며, 그리고 인간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만 그의 인격적 가치를 느낀다고 믿고, 그에 비

해 쾌적한 또는 불쾌한 상태의 가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고 우리에게 물은 이에게 우리는 아무런 만족스러운 답변을 줄 수 없었으

니 말이다.95)

  자유의 개념은 의지의 자율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의지의 

자율성은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법칙에 따라 행위 하는 것으로 의지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가 내면의 속성에 따라 선을 향해 가는 길이 가장 인간다운 모

습이라고 본 것이다. 인간은 감성세계를 살아가기에 경향성에 내몰리기도 하지만, 동

시에 의지의 자율은 인간으로 예지계에 속한 존재를 알려주기에, 정언적 명령이 가능

하다고 보았다.96)

  칸트는 의무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행위를 구분해서 말한다. 첫째는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둘째는, 의무에 맞는 행위. 마지막으로 의무로부터 발생한 행위이

다.97) 경향성에 따라 일어나는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는 의무에 따라 행하는 행위와 

갈등을 빚게 만드는 것으로 바른 의무라 볼 수 없다고 파악했다. 더불어 의무에 맞는 

행위 역시도 의무에 맞는 것일 뿐 경향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변질 될 수 있는 것이므

로 의무자체가 동기가 되는 참 의무라고 보지 않았다. 오직 의무가 동기가 되는 의무

에 따르는 행위만을 도덕적 행위로 간주했다. 

95) GMS, 205-206.

96) GMS, 213.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 세계의 성원으로 만듦으로써 정언명령들은 가능하다. 즉 그로

써, 만약 내가 예지 세계의 성원이기만 하다면, 나의 모든 행위들은 의지의 자율에 항상 알맞을 터인

데, 그러나 나는 동시에 감성세계의 성원으로서도 보기 때문에, 의지의 자율에 맞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 정언적 당위는 선험적 종합명제를 표상하는 것인바, 왜 그런가 하면, 감성적 욕구들에 의해 촉발

되는 나의 의지 위에 동일하지만 오성세계에 속하는, 순수한, 그것 자체로 실천적인 의지의 이념이 

덧붙여지고, 이 의지는 저 의지가 이성에 따르는 최상의 조건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97) 랠프 워커, �칸트�, 이상현 역 (파주: 궁리, 20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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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는 몇 가지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의무에 맞는 행위는 설명하는데, 첫 번째 

사례가 상인의 예다. 상인에게 도덕적 의무는 어리숙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

는 일이다. 

예컨대 가제 주인이 경험 없는 고객에게 너무 비싸지 않게 파는 것은 물론 의무에 맞

는 일이다. 그리고 거개가 많은 곳에서는 영리한 상인 역시 이런 짓을 하지 않으며, 모

든 사람에게 고정된 일반 가격을 지킴으로써, 어린아이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

로 물건을 제값에 사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직하게 대접받은 것이다.98)

  상인은 정해진 가격에 따라 정직하게 거래를 하고 정직한 이윤을 남겼다. 하지만 

상인의 정직한 행위는 도덕적 가치라고 말하기 힘들다. 상인이 정직한 의무에 따라 

거래를 통해 이윤을 얻었지만, 행위의 목적이 의무 자체가 아니라 이윤이기 때문이다. 

만일 상인이 매출이 올라가는 동기가 아니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의무가 동기가 되

었다면 선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예는 생명을 보존하는 사례이다.99) 칸트에 따르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며, 더불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향성

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의무에 맞은 행위는 분명하다. 하지

만 생명에 대한 애착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경향성을 동기로 한 생명 보존의 행

위라면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가 아니라고 파악했다. 

  칸트에게 의무에 따른 행위는 생명보존에 대한 직접적인 애착의 경향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생명보존이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한 가운데 이를 동기로 생명을 보존한다

면 의무에 따른 선한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 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이라 말하는 것에 대한 견해인데, 이타심과 

동정심의 경향성에 따라 행하는 행위 또한 의무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칸트는 동정심과 이타심 또한 여러 경향성들과 같다고 보았다. 이타심과 동정심이 전

혀 발생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일 때에서도 오롯한 의무에 따라 행위 할 때, 그 행위

가 의무에 따른 선행이 될 수 있고 도덕적 가치100)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타인들

의 시선에서 도덕적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행위라도, 행위가 의무를 동기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달리말해 경향성을 동기로 한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본 것이

다. 

  도덕적 행위란 오직 의무에 따라 행위 할 때이다. 의무에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 행

위의 동기 자체가 의무에 따르는 행위여야 한다. 칸트는 행위들을 ‘합법성’과 ‘도덕성’

으로 구분하는데101), ‘합법성’이란 행위의 동기와 상관없이 법칙에 맞는 행위의 성질

을 일컫고, ‘도덕성’이란 법칙 자체에 대한 존경심만이 동기가 된 행위의 성질을 가리

98) GMS, 129.

99) GMS, 129-30.

100) GMS, 132. 

101) 강영안, �도덕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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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합법성’은 의무에 맞는 행위일 수는 있으나 경향성이 동기가 될 수 있어 의무에 

따른 행위라 볼 수 없고, 단순히 의무에 따르는 ‘도덕성’이 도덕행위가 된다고 파악했

다. 칸트에게 있어 도덕적인 선은 윤리에 부합한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윤리 

법칙이 동기가 되어 행위 하는 행위여야 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 경험이 없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도, 나는 단지 자문하기만 하면 된다. ‘너 또한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의욕 할 수 있는가?’하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준칙은 버려져야 할 것이다. 

그것도, 그로부터 너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생길 손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보편적인 법치수립에서 원리로서 적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성은 나에게 이런 

보편적 법칙수립을 존경하도록 강요한다. … 의무는, 그 가치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의 조건이므로, 여타의 모든 동인은 이 의무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으

면 안 된다는 것 말이다.102)

  칸트의 도덕이 ‘의무윤리학’이라 불리는 이유다. 인간에게 의무가 주어지는 이유는 

인간은 예지계에 속하면서 동시에 감성계에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

과 구별되는 것은 동물이 본능과 자연법칙에 따른다면,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

라 행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칸트가 보기에 인간의 의지는 수많은 경향성에 의

해 발생하는 불완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법칙이 의무로 주어진다고 

보았다. 칸트는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의무로 강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의 필연

성은 실천적 강요 곧, 의무라고 부른다. 

도덕성은 그에 의해서만 목적들의 나라가 가능한 법칙수립에 대한 모든 행위의 관계에

서 존립한다. 그러나 이 법칙수립은 각 이성적 존재자 자신에서 만날 수 있고, 그의 의

지로부터 생겨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의지의 원리인즉, 준칙이 보편적 법칙임

이 그 준칙과 양립할 수 있는, 그러므로 오로지, 의지가 자기의 준칙에 의해 자기 자신

을 동시에 보편적으로 법칙 수립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준칙 이외의 것에 따라서

는 행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준칙들이 보편적으로 법칙수립 하는 자인 이성적 

존재자들의 이 객관적 원리와 그것의 본성상 이미 필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저 

원리에 따르는 행위의 필연성은 실천적 강요, 다시 말해 의무라고 일컬어진다. 의무는 

목적들의 나라에서 원수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그러나 실로 모든 성원 각자에게, 그

것도 똑같은 정도로 적용된다.103)

  예지계와 감성계에 동시에 속하는 인간의 의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감성계의 

경향성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완전하지 못한 의지로 인해서 선의지에 따르는 행위, 

즉 도덕적 의무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본 것이다. 경향성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102) GMS, 137-38.

103) GMS,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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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는 선의지를 드러냄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경향성에 미끄러

지기 쉬운 조건 속에서도 의무에 따라 행위 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칸트의 ‘의무’ 개

념에 대한 이해는 칸트의 ‘선의지’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 

  ‘선의지’는 모든 경향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는 것으로 유일하게 선한 것이다. 

경향성과 같은 모든 외적인 제약들을 배제하고 의무에 따라 일치하게 행위 하는 것을 

선의지에 따른 행위라 말할 수 있다. 선의지는 의무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져 모든 경

향성들을 이겨내며 선을 행하도록 촉구한다.

  선의지는 어떤 경험도 내포하지 않는 선천적인 것으로, 자체로 무조건적이며, 항상 

선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무개념과 구분된다. 선의지 자체는 절대적인 것으로 의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의무에 따라 행위 하는 것도 아니다. 의무는 경향성의 연약함에 노

출된 인간의 상태에서는 선의지가 완전히 발휘 될 수 없기 때문에 선의지가 의무 형

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칸트는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간주했다. 필연적으로 인간은 도덕적으로 행위 해야 

하는 존재다. 인간 본성은 선의지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 선의지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이 당위이지만, 경향성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인간의 본성, 즉 선의지가 

외적인 경향성들에 의해 제약되기에 타율에 따르는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본성의 자율성에 위배되는 일이다. 인간이 본성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 하

기 위해서는 선의지가 의무의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칸트는 실천이성이 인간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듯, 선의지 역시 인간 본성에 내재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선의지를 가졌기에 인간을 도덕적 존재라 부를 수 있는 것

이다.

  칸트에게 있어 쾌락과 같은 행복 역시 경향성으로 파악했다. 물론 칸트가 행복을 

부인하거나 거절한 금욕주의자라는 것은 아니다. 행복과 즐거움이 사람에게 유용함을 

줄지라도, 이것은 의지의 타율성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자유로운 인간본성에 맞지 않

다고 본 것이다. 인간본성에 맞는 도덕적 의무행위 자체가 동기가 되지 않는 모든 실

용적 목적들은 타율적인 강제로 본 것이다. 

  행복과 쾌락은 의무도덕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행복은 오로지 의무가 

동기가 되어 행위 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칸트의 의무도덕과 

행복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오로지 의무가 동기가 된 선행(善行)을 했을 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오롯이 의무에 따라 행위 하는 도덕적 삶을 살아감에도 좋은 결과, 행복한 열매가 

없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실제로 의무에 따라 행위 하는 삶이 

도리어 어려움을 주고, 곤란과 손해를 자초하는 것이 현실이었기에, 칸트에게 있어 도

덕과 행복의 관계는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칸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3가지 차원을 세 가지 소질(Anlage)로 설명했다. 우선 

인간은 생리학적인 지배를 받는 ‘동물성 소질’, 둘째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성, 셋



48

째가 책임을 지는 인격성을 갖춘 존재라고 말했다. 

우리는 소질(Anlage)을 그의 목적과의 관련에서, 인간을 규정하는 요소들로서 세 가지 

부류로 적절히 분류할 수 있다. 1) 생물로서의 인간의 동물성의 소질 2) 생물이면서 동

시에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의 인간성의 소질 3) 이성적이며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인격성의 소질104)

  칸트는 첫 번째 소질인 동물성에 대해서 이성이 필요치 않는 물리적이며 기계적인 

자기애(Selbstliebe)로 표현하고 있다. 동물적 소질에도 3가지 소질이 포함된다고 말

하는데, 자기 보존의 소질, 성충동과 종족 번식의 소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

고자 하는 교제의 소질이라고 말한다.105) 칸트가 나눈 세 가지 소질은 프로이트의 성

충동과 기계적 인간이해의 면과 비교할 수 있겠다. 

  칸트는 두 번째 소질인 인간성에 대해서 우월성에 대한 욕망으로 설명한다. 아들러

의 자기실현의 의지와 열등감과 연관성이 있다. 자신과 타자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타자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과 같은 질투와 경쟁심, 즉 우월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설

명한다.

인간성의 소질은 물리적이기는 하나 비교하는 자기애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부를 수 있

다. 이것은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서만 자기가 행복한가 또는 불행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다. 이 같은 소질로부터 타인의 의견에 따라 자기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생

겨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단지 평등성의 가치만을 인정하는 경향인 것이다. 즉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보다 우월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타인이 그러한 우월성을 위해서 노

력할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근심하게 된다. 이 같은 염려로부터 스스로 타인을 능가하

는 우월성을 획득하려는 부당한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서, 즉 질투와 경쟁심에

서 우리가 타인으로 간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최대의 악덕이 싹트게 되

는 것이다.106)

  마지막으로 인격성이라는 소질로 도덕법칙을 존중하는 능력이다. 칸트가 세계가 악

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인격성, 즉 선의지가 동물성과 

인간성의 악한 동기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고, 불순한 동기들이 개입되어 시기, 배은망

덕, 타인의 불행에 대한 즐거움, 문화적 악덕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다.107) 칸트는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가 있는데, 이는 인격성의 소질이라고 말한다. 

인격성의 소질은 그 자체가 선택 의지가 충분한 동기가 되는 도덕 법칙을 존경하는 능

력이다. 우리 안에 있는 도덕 법칙에 대한 단순한 능력은 도덕 감정인데, 그것은 그 자

104) Immanuel Kant,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신옥희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31-32.

105) Immanuel Kant,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32.

106) Immanuel Kant,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33.

107) 김 진, �칸트‧순수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울산: UUP, 1999),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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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자연적 소질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선택 의지의 동기가 될 수 있

을 때에만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자유로운 선택 의지가 도덕 

감정을 그 준칙 안에 사용함으로써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 의지의 성

질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선한 성격은 자유로운 선택 의지의 모든 성격

들 일반이 그렇듯이 획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획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어떤 악도 전혀 접합될 수 없는 소질이 우리의 본성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108)

  칸트가 말하는 인격성의 소질이 인간의 본성 안에 존재함을 가정한다. 도덕적인 선

택의 인격성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성과 인격성의 경향성으로 인해서 인격성에 

걸맞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내재된 도덕적 선

택의 능력을 가진 인격성, 즉 선의지로 인해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는 프랑클이 가정하는 인간 누구에게나 본성적으로 지닌 의미의지를 따라 태도를 선

택함으로 의미 있는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과 상통한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

을 확보를 위한 도덕적 행위의 이성적 특징을 정초했다는 점에서 공헌했다. 

우리는 이제 보다 높은 가치의 선취를 강요받는다. 또한 보다 높은 가치의 선취는 우리

의 자연적 삶을 정신화‧인격화시켜 준다. 이러한 인격화가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존엄성이란 적어도 동물에 대해 가질 수 없는 인간에

게만 특수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인간에게만 고유한 존엄성에 도덕적 행위

의 이성적 특징을 정초하고자 한 칸트의 근본적 동기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면, 다른 한

편으로 인간의 존엄성의 상실에 직면하여 우리는 자신의 의지의 입장에 충실해야 한다

는 구속력을 갖게 된다. … 소크라테스의 경우 이 구속력은 도덕적 의무라기보다 아직 

법(nomos)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속력을 도덕적 의무의 본질로 정립한 

것은 칸트의 공적이다. 즉 칸트는 우리의 도덕적 행위에서 당위 되는 것의 본성을 ‘명

법’으로 정식화했는데, 이때 도덕적 의무는 단순한 강박의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

의 것이 아니라 단적이고 절대적으로 행위 하게끔 명령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칸

트가 명법을 가언 명법과 정언 명법으로 필연적으로 구별한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 

지는데, 칸트에 따르면 단순한 강박의 상태로 환원될 수 있는 가언 명법과 달리 정언 

명법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고 실천적이지만 어쨌든 필연적인 것으로서 

문자 그대로 명령이라 불려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칸트의 경우 ‘의무로 말미암

아’ 행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도덕적일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도

덕적 가치는 행위에 대해 의무의 관념을 부과함으로써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109)

  이러한 칸트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형식주의 윤리학은 필연적으로 한계를 낳

는다. 문성학은 칸트 윤리학의 문제를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규칙주의 문제, 둘째는 행위의 동기만 강조하는 공기주의의 문제, 셋째

108) Immanuel Kant,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33-34.

109)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13집

(1997), 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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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연명법 형식과 규칙 간 발생하는 모순의 문제, 마지막으로 일관성 없는 형식주

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110) 이을상은 칸트의 형식주의 윤리학은 필연적으로 바리

새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결국 칸트는 도덕적 사실을 정언 명법을 그 본질로 하는 ‘이성의 사실’로 해소시켜 버

림으로써 도덕적 판단이 술어의 실질적 내용을 형성하는 다양한 가치질을 단순히 기술

하는 것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그 행동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정

당하게 행위해야 한다’는 처방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도덕적 평가이론의 오류인

데, 어떤 의미에서 칸트도 또한 평가 이론의 기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

리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평가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가는 행위에

서의 가치의 실현에 관계한다. 따라서 평가 이론은 도덕적 판단이 규범이나 의무의 관

념에 입각하여 형성된다고 봄으로써 의무의 관념을 가치의 결정기준으로 삼는다. 그러

나 이것은 셸러에 의하면 도덕적 선의 본질적 징표들을 선 그 자체로 간주하는 이른바 

바리새주의에 빠지고 만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칸트의 윤리학인데, 칸트는 선 그 자체

를 도덕법칙에의 상 즉, 다시 말하면 합법칙성(반대로 악은 반법칙성)에 따라 구하기 때

문이다.111)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의 목적을 행복112)이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110) 문성학, ｢칸트 윤리학의 네 가지 문제점｣, �칸트연구� 제13집 (2004), 87-114. 더불어 다른 논문에

서 칸트 형식주의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2가지의 치명적인 모순점을 지적하는데, 윤리적 형식주의와 

연관한 모순과 실천적 형이상학과 연관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성학, ｢칸트 윤리

학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 �철학논총� 제28집 (2002), 229-49를 참고하라. 칸트의 형식윤리학의 문

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성학,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을 

참고하라.

111)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43.

112) 게오르크 쉴트함머, �행복: Glück�, 최성욱 역 (서울: 이론과 실천, 2014), 49-74. 제2장에서 행복

에 관한 있어 철학사를 따른 행복의 사유들을 살펴가고 있다. 소피스트들과 함께 철학은 인간에게 관

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행복에 대한 논의가 따라온다. 개인을 넘어선 보편적 개념으로는 소크라테

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규정되며, 개인이 규정된 질서에 따라 행위 할 때 행복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견유학파나 퀴레네 학파와 더불어서 행복의 토대로 변화하게 되고, 행복개념의 중심에 개

인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금욕과 쾌락의 양극단으로 시계추처럼 오간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에피쿠

로스, 스토아, 필로를 중심한 회의론자들이 등장하고, 르네상스에 이르러 고대의 재발견이 이루어진

다. 중세까지 신이 독점했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인간 개인으로 다시 복구하는 작업이 펼쳐지고, 평

정심 등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칸트는 윤리와 처세철학을 

구별했고, 행복은 더 이상 개인이 추구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개인은 도덕행위를 통해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것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이후 공리주의자인 제레미 밴담과 존 

스튜어트 밀은 칸트의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행복주의로 되돌아간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찾으려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고통의 영원한 순환 고리를 끊

어야 하며, 이기적인 고통을 멈추는 길은 동정심을 품는 순간뿐이라고 주장했다. 행복철학의 관점에

서 철학사를 톺아가며 전개한 학자로는 김상봉, �호모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 (서울: 한길사, 

1999)이 있다. 김상봉은 소피스트의 행복철학을 시작으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논쟁을 다루

고, 엘리트 행복주의자 플라톤과 중용의 행복을 설파한 아리스토텔레스,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 스토

아학파와 소박한 정원의 행복을 탐색한 에피쿠로스 학파를 다룬다. 이어 은혜의 행복철학을 전개하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근대의 한복판에서 스토아주의 평정심을 추구한 스피노자를 살피고, 타자와의 공유

를 통해서 행복을 탐색한 흄과 행복주의를 비판한 칸트의 의무윤리학까지 개진해 놓았다. 김미진, ｢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행복개념｣, �동서사상� 제6집 (2009), 8-15. 김미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

복개념에 대한 두 입장, 즉 포괄론적 입장과 우월론적 입장을 적시하고, 두 입장을 비평하며 로렌스

(Lawrence)의 의견을 따라 조화로운 제3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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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개인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활동을 완성시킴으로 도달하는 상태라

고 보았다.113) 그러나 칸트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회의를 품었다. 이성으로는 물자

체의 세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으며, 행복은 이 땅에서 완전히 얻을 수 없는 예지

적 세계에 속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감각적 쾌락으로 도덕의 

원리를 삼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행복은 주관에 근거할 뿐 아니라 자기애

(自己愛)의 원리를 따르고 자율이 아닌 타율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행복개념이 객관들의 욕구능력에 대한 실천적 관계의 기초에 두루 놓여 있다 해도, 그

것은 단지 주관적 규정 근거들의 일반명칭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종적으로 특수하게 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114)

  행복의 주관성은 사람마다 가지는 쾌와 불쾌에 대한 감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

다. 주관성이 서로 다름으로 보편타당한 행위의 법칙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우연

적이고 물리적인 것이라고 보았다.115) 칸트는 감각에 의존하는 쾌와 불쾌는 변화무쌍

한 것이기에 보편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인간

의 욕구는 끝이 없기에, 결코 충족될 수 없다고 보았다.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를 완성시킴

으로 도달하는 정신적 상태이며, 행복에 대한 객관적 기준제시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았다. 칸트에게 있어 고대 사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물자체의 

영역에 대한 것으로 보았고, 이성의 능력은 행복이라는 물자체 인식에 까지 이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의 결론부분에서 인간은 두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고 말한다. “동물적 피조물”에 속하는 우주의 세계와 “지적 존재자”로서 속하는 도덕

113) 김미영, ｢칸트의 행복주의 비판에 대하여: 에피쿠로스와 쇼펜하우어 철학과 관련하여｣ �철학연구�

제96집 (2005), 32. 김미영은 칸트가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행복에 대해 오해했다고 말한다. 에피쿠로

스는 행복이라는 감각을 특정한 경험적 내용이 아닌 형식으로 파악했고, “육체의 고요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헬레니즘의 행복개념인 아타락시아ataraxia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에

피쿠로스의 형식적 쾌(행복)는 변화하는 동적인 쾌가 아니라 정적인 것으로 이성적 인간에게 보편타

당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33) 칸트가 비판하는 행복주의에 적중하는 대상이 있다면, 에피

쿠로스라기보다는 퀴레네 학파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대행복’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벤담의 

공리주의의 입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에 더 깊은 이해는 에피쿠로스, �쾌락�, 오

유석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을 참고하라.

114) KpV, 82. 칸트는 고대 그리스의 두 학파, 즉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를 대조함을 통해, 행복

과 윤리성이라는 두 가지 최고선을 종합을 시도하고 있다. 에피쿠로스학파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자기

의 준칙을 의식하여 그것을 덕이라고 했고, 스토아학파는 자기의 덕을 의식함이 곧 행복이라고 주장

했다고 보았다. 전자는 원리를 감성적인 면에, 후자는 원리를 논리와 이성적인 면에 두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에피쿠로스학파의 최고선은 행복이 되고, 스토아학파의 최고선은 덕 자체가 된다고 이야기한

다. 칸트는 덕과 행복은 분석적으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종합되어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KpV, 

204-206.

115) KpV, 83-84. “자기사랑의 원리가 그들에 의해 실천법칙이라고 결코 주장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이런 일치 자체가 단지 우연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 근거는 아무래도 언제나 

주관적으로만 타당하고, 한낱 경험적인 것으로, 모든 법칙에서 생각되는 그런 필연성, 곧 선험적 근거

들에 의한 객관적 필연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가 이런 필연성은 도무지 실천적인 것이라고 내

세워서는 안 되고, 한낱 물리적인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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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두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116) 피조세계에 속하는 인간은 유한존재로서 필연적

으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자기상태의 만족을 욕구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내적으

로 행복을 향한 강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에, 행복이 인간의 객관적 실천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서 칸트는 쾌와 불쾌, 행복과 같은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를 

통해서 본래적 도덕의 가치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117)

  칸트는 행복을 경향성에 속한 요소로 보았지만 행복추구를 반대하지 않았다. 도덕

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행복을 누릴만한 도덕행위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달

리 말해, 행복은 도덕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여야 한다는 말이다. 칸트는 도덕법칙

이 의지의 유일한 규정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경향성을 가진 행복은 동기가 

될 수 없다고 파악했다. 칸트는 �속설에 대하여�118)라는 책에서 한 예를 든다. 

  만일 당신이 타인의 재물을 맡고 있었는데, 원주인이 사망하고 말았다. 사망한 주

인의 상속자는 이 재물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당신은 지금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고 벅찬 가운데 있는데, 원주인의 재물을 소유하게 된다면 현재의 궁핍한 상태에

서 벗어날 수 있고 가족의 복지도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상속자는 부자이면서도 재물

을 유용하게 사용할만한 인품도 없고 자비롭지도 않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의 준칙을 따르게 된다면 이득과 손실에 대한 계산으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 조차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

고 칸트는 믿었다. 인간은 도덕적 의무를 의식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해야 하기 때

문에” 행복보다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119)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이론철학을, �실천이성비판�에서 실천철학을, �판단력비

판�에서는 이론과 실천을 매개하는 ‘판단’의 문제를 다룬다. 판단은 원리적이고 추상

적인 것과 개별적이고 현실적인 극과 극에 있는 것을 연결하고 합리적인 지점을 모색

하는 일이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객관적 경험가능의 한계와 실천적 차원에서의 도덕

의무, 즉 무엇을 행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도덕법을 따르는 자유로운 행위만이 보편적 행복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칸트 철학에서 자유개념은 윤리학의 가능성의 근본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율성

을 강조하는 칸트의 윤리학에서 도덕실천이 가능하게 하는 자유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서는 도덕법 성립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유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도덕법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칸트는 자유를 도덕법의 존재근거라고 말했다.120)

  순수이성이 도덕법의 실천적인 사용에는 불가피하게 자유의 객관적 실재성을 요청

한다.121) 칸트에 의하면 자유의 개념은 신과 영혼불멸과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도

덕법의 성립에 자유의 개념이 빠지고서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신과 

영혼불멸과 더불어 자유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기에, 자유는 칸트의 

116) KpV, 271-72.

117) GMS, 80.

118) 임마누엘 칸트, �속설에 대하여�, 오진석 역 (서울: 도서출판b, 2011), 26-27.

119) 임마누엘 칸트, �속설에 대하여�, 29. 

120) 김 진, �칸트와 종교� (서울: 세창출판사, 2018), 327.

121) 김 진, �칸트와 종교�,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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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요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22)

  자연세계에서 우리의 이성이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행복을 향유할 만한 품격이 

일치하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행복이 도덕성과 정비례하는 상태를 ‘최

고선의 이상’으로 불렀다. 칸트는 행복만으로는 완전한 선이 될 수 없다 보았다. 행복

은 행복할만한 품격과 합치되는 않는 경우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파악한 것이다. 

더불어 행복할만한 품격과 도덕성을 담지 하는 일은 어렵고, 완전한 도덕행위는 경험

세계에서 도달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는 행위와 처신으로 행복에 참여할 수 있음을 희망하고 있지

만, 경험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신성성의 경지에 도달할 인간은 존재

하지 않는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 상태에 놓여 있기에 악

의 경향성을 완전하게 떨쳐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

고 실현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의 문제를 칸트는 하나님의 은총 판단을 통해서 채

우고 있다(로마서 8:16절). 

  칸트는 도덕이 행복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

님나라로 도덕이 결여하고 있는 행복을 보완하고 있다. 참다운 의무도덕의 수행의 결

과에 대한 소망, 즉 행복을 누릴만한 품격의 보상을 상정하고 있다. 

도덕적 완전성은 기독교의 법칙이 요구하는 신성성과 관련하여 피조물에게 다름 아닌 

무한한 진보를 남기고,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피조물에게 그의 무한히 나아가

는 지속(존속)에 대한 희망을 가질 권리를 준다. 도덕법칙에 온전히 맞는 마음씨의 가치

는 무한하다. 왜냐하면, 현명하고 전능한 행복의 배분자의 판단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행복을 제한하는 것은 이성적 존재자들이 그들의 의무에 알맞지 못한 것 외에는 아무것

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법칙은 그 자신만으로는 아무런 행복을 약속하지 않는

다. 왜냐하면, 자연 질서 일반의 개념상 행복은 도덕법칙의 준수와 필연적으로 결합돼 

있지 않으니 말이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설은 이성적 존재자가 전심전력으로 도덕법칙

에 헌신하는 세계를 신의 나라라고 서술함으로써 결여를 보완하고 있다.123)

  칸트는 도덕이 행복론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오로지 종교와 더불어서 개시될 수 있

다고 말했다. 법칙에 기초한 도덕적 소망이 각성되는 것은 종교로의 발걸음이 내딛어

진 연후에야 개신된다고 보았다.124) 칸트는 도덕실천을 위한 세 가지 요청명제를 이

야기한다. 

이 요청들은 이론적 교리(敎理)들이 아니라, 필연적인 실천적 고려에서의 전제들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사변적 인식을 확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변 이성의 이념들에게 

일반적으로 객관적 실재성을 주며, 그것들에게 그 밖의 경우에서는 감히 그 가능성조차 

주장하려 들지 못했을 개념들로서의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들은 (영혼의)불사성, 적극적

122) 김 진, �칸트와 종교�, 328.

123) KrV, 227. 

124) KrV,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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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지의 세계에 속하는 한에서의 한 존재자의 원인성으로) 보아진 자유, 신의 현존

의 요청들이다. 첫째 요청은 도덕법칙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 알맞은 시간의 길이라

는 실천적으로 필연적인 조건에서 나온다. 둘째 요청은 감성 세계로부터의 독립성과 예

지 세계의 법칙에 따라 자기의 의지를 규정하는 능력, 다시 말해 자유의 필연적 전제에

서 나온다. 셋째 요청은 최고의 독립적인 선, 다시 말해 신의 현존의 전제 아래 최고선

이 있기 위한 그러나 예지 세계를 위한 조건의 필연성에서 나온다.125)

  인간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다. 행위에 대한 완전한 판단이 요청된다. 여기에서 칸

트의 도덕신앙의 핵심이 출현한다. 칸트는 역사적 계시신앙을 넘어 도덕신앙으로 나

아간다. 신의 존재증명, 즉 ‘우주론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을 넘어 

‘도덕 신학적 논증’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의지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위 하

는 것에 대한 신의 은총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칸트는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독단’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오직 신의 

존재를 실천적 차원에서 요청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론적 차원에서 신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의 원형인 이

데아, ‘Idee’(이념)처럼 간주한다. 칸트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도덕적으로 행위하며 살

아가는 것이 행복과 일치하지 않는 사태에 있었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행하는 사

람들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도덕실천 차원에서 신의 존재를 요청하고 있다. 우

리가 사는 현실은 구조적 상이성을 따라 도덕과 행복을 조화롭게 작동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 인과성에 의해 작동되는 세계를 주관하는 존재로 ‘최고

선’의 실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신 존재요청이다. 칸트에게 신은 도덕실천을 위한 

요청적 신이라 할 수 있다. 

  칸트는 최고선의 실현가능성의 조건으로 신의 존재를 요청하고 있다. 이론적 차원

에서는 작동되지 않지만, 실천적 차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도덕한 사람이 되었기에 완전한 순수, 완전한 도덕과는 간격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직 완전한 도덕행위에 이르지 못했기에 신의 ‘은총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았

다. 더불어 무한한 도덕적 정진을 위해 ‘영혼불멸’을 함께 요청하고 있다. 

  영혼불멸과 의지의 자유 그리고 욕망에 경도되지 않은 도덕에 대한 판단자인 신의 

존재를 요청하고 있다. 칸트는 최고선이 영혼의 불멸을 요청하고서야 가능하다고 말

한다. 

의지의 도덕법칙과의 온전한 맞음은 신성성, 즉 감성 세계의 어떠한 이성적 존재자도 

그의 현존의 어떤 시점에서도 이를 수 없는 완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맞음은 

실천상 필연적인 것으로 요구되므로, 그것은 저 온전한 맞음을 향해 무한히 나아가는 

전진(前進) 중에서만 만나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실천적 전진을 우리 의지의 실재

적 객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순수 실천이성의 원리상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런 

무한한 전진은 동일한 이성적 존재자의 무한히 지속하는 실존과 인격성–이것을 사람들

125) KrV,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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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혼의 불사성이라고 부르거니와–을 전제하고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불

사성은 도덕법칙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순수 실천이성의 하나의 요

청이다.126)

  칸트는 또한 신의 실존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두 가지 최고선으로 일

컬어지는 도덕과 행복의 합치의 문제가 신의 존재요청 없이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

다. 

무릇 법칙의 표상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존재자는 예지자(이성적 존재자)요, 이 법칙 

표상에 따르는 그런 존재자의 원인성은 그 존재자의 의지이다. 그러므로 최고선을 위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인 한에서, 자연의 최상 원인은 지성과 의지에 의해 자연의 원인

(따라서 창시자)인 존재자, 다시 말해 신이다. 따라서 최고의 파생적 신(즉 최선의 세계)

의 가능성의 요청은 동시에 최고의 근원적 선의 현실성, 곧 신의 실존의 요청이다. 무

릇 최고선을 촉진함은 우리의 의무였다. 그러니까 이 최고선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요구인 의무와 결합된 필연성이다. 최고선은 오로지 신이 

현존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생기므로, 그것은 신이 현존한다는 그 전제를 의무와 불가분

리적으로 결합한다. 다시 말해 신의 현존을 상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필연적이다.127)

  그렇다면 칸트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앞서 살핀 것처럼, 칸트에게 있어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행복을 거절하거나 부정하는 금욕주의자는 아니었으나, 

세속적이고 물화된 경험적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행복한 감정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쾌락이나 권력의 추구로 환원되는 것을 반대했다. 

  칸트의 행복은 지성적인 것으로 최고선을 지향하는 데서 따라오는 것으로 보았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만한 사람됨을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칸트와 프랑클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선의지’를 추구한 칸트와 

126) KpV, 217-18. 칸트는 “보다 나쁜 것으로부터 도덕적으로 보다 좋은 것으로의 진보와 이 진보를 

통해 그에게 알려진 부동의 결의로부터 이를, 그의 실존이 얼마만큼 길든지 간에, 이생을 넘어서 까

지라도, 더 멀리 부단하게 계속할 것을 희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결코 이승에서나 그의 현존의 

가시적인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신만이 내다볼 수 있는) 그의 지속의 무한성에서만 

신의 의지에 온전히 합치할 것이라고” 말한다. KpV, 219. 칸트는 영혼불멸은 도덕적 진보를 위한 희

망으로 설명한다. “피조물에게 이 몫에 대한 희망과 관련하여 귀속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씨가 시

련 받고 있다는 의식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보다 나쁜 것으로 부터 도덕적으로 보다 좋은 것으로의 

진보와 이 진보를 통해 그에게 알려진 부동의 결의로부터 이를, 그의 실존이 얼마만큼 길든지 간에, 

이생을 넘어서 까지라도, 더 멀리 부단하게 계속할 것을 희망할 수 있다.”

127) KpV, 221. 칸트는 “행복과 윤리성 사이의 정확한 합치의 근거를 함유할, 자연과는 구별되는 전체 

자연의 원인의 현존이 요청 된다”고 보았다. KpV, 227-28. 칸트는 도덕은 행복의 이성적 조건과 연

관이 있는 것이며, 행복획득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복에 대한 희망은 신의 종교 안에서

만 희망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결코 도덕을 행복론으로, 다시 말해 행복을 나눠 갖는 지침

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은 오로지 행복의 이성적 조건과 상관이 있지, 행

복의 획득 수단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이 완벽하게 개진된다면, 그때는 

비로소, 이전에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 떠오를 수 없었던 최고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끌어오고자 하는), 법칙에 기초한 도덕적 소망이 각성되고, 이를 위해 종교로의 발걸음이 

내딛어진 연후에는, 이 윤리론 또한 행복론이라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희망은 오로지 

종교와 더불어서만 개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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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지’를 추구한 프랑클 모두에게 행복이란 목적이 아니라 따라오는 열매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3.1.2. 프랑클의 칸트철학 사용

  칸트는 인간이해를 궁구한 학자다. 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이론지식의 작동방법

을 논한다. 지식은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예

로, 1+1=2)이 이의 없이 동의되고 수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폈다. 어떻게 보편

타당한 지식이 확보되고, 또 기준을 누가 정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공정한 원칙이

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를 논했다. 이론적 지식의 정도가 어떻게 결정되

는지? 실천적 행위에서 도덕적 행위의 준거를 어디에서 가늠할 수 있는지? 미적 판단

에서 아름다움의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연 객관적 지식과 실천, 

아름다움이 존재하는지? 

  그의 3부작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

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 인간지식의 객관성은 확보될 수 있는지, 인간

의 행위와 도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인간의 미적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에 대한 물음은 결국 인간에 대한 물음이다.

  칸트는 훗설의 현상학에서 제시하는 전제 없이 ‘직관’으로 학문이 가능하다는 주장

을 비판했다. 칸트의 인간 인식능력은 단순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인식과 도덕실

천과 더불어 종교적 희망이 어우러진 전체적 지식을 의미한다. 인간의 이론지식의 가

능성의 조건, 도덕실천의 가능조건, 종교희망의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비판을 지속했

다. 

  칸트의 비판의식은 인간인식 능력 자체에 대한 비판이고, 이는 소크라테스의 계승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적 물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칸트는 ‘자기동일성’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적 존재’라는 전제가 없다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인

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지 않은 자기동일성이 

부인되면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칸트는 ‘영혼불멸’, ‘세계’ 그리고 ‘신’이라는 

세 가지가 요청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선험적 이념들은 이성의 한계 안에

서 다룰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파악하는 세계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혹은 있다는 말은 한정된 공

간에서 세계를 설명하는 일이다. ‘세계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편타당하게 설명하기에 

한계를 가진다. ‘나’ 또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사진을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낯설다. 동일성을 가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인식의 주체가 설 수 있다. 

칸트는 나는 찾아지는 것이 아니지만, 나를 지칭하고 있는 동일한 자신이라는 근거 

즉, ‘영혼’이 ‘불멸’한다는 동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판결자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이다. 

  칸트는 ‘초월적 이념’이라 말하지 않고 ‘선험적 이념’이라고 말한다. 이는 초월적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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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대한 학문적 설명이 ‘선험적 이념’인 것이다. 우리의 이성과 인지 능력과 연관해

서 ‘선험적’이라고 표현한다. ‘전제’란 언제나 그 존재를 전제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지

만, ‘선험’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가정한다는 의미다. 칸

트는 인간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신처럼 인간을 이성적 존

재로 보았고, 이성(Idee)은 이론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존재개념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하지만, 정합성을 위해서는 요청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칸트에게 있어 인간은 결코 수단화 될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경제적인 삶의 도구

가 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했다. 

인간의 삶은 생명과 존재 그 자체가 의무이며, 유일하고도 위대한 책임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프랑클은 칸트의 정언명법 두 번째 공식을 인용한다. 

칸트 자신은 그의 정언명법 두 번째 공식에서 말했지요. 각각의 사물은 그 가치를 지니

지만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닌다. 인간은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몇 십년간의 경제 질서 속에서 노동하는 인간들 대부

분이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존엄성을 박탈당한 채 경제적인 삶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동은 더는 목적을 위한, 삶을 위한 수단이,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

다. 오히려 인간과 그의 삶이, 그의 생명력이, 그의 노동력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

다.128)

인간의 가장 최고의무는 삶 자체이다. 쾌락이나 권력이 최우선 목표일 수 없다고 보

았다. 행복은 목표라기보다는 삶의 의무를 다할 때 맺혀지는 열매와도 같다고 본 것

이다. 행복은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실과이고 따라온다고 보았다. 파랑새를 쫓아가듯 

행복을 위해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일수록 실패할 수 없다고 말한다. “행복의 문은 

바깥으로 열린다”는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을 빌어 행복의 문은 억지로 들어가서는 열

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행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열리는 것이라 주장했다.129)

  칸트에게 행복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칸트 역시 행복추구를 부인하지 않았

으나, 칸트는 프랑클이 의미를 따라 가는 존재로 파악한 것처럼, 자신 밖에 있는 문

화 성취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라고 보았다. 인간은 문화를 성취하기 위해 고통

을 지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픔과 땀이 지불되어 발전하는 인류역사의 발전을 통

해 결국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화를 성취하기 위해 겪게 되는 불행처럼 보이는 고통조차 ‘의미’가 될 수 있다고 

128)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15. 

129)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34.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15-16. “칸트 역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다만 거기 덧붙여 인간은 행복해질 

자격 또는 얻기 위해 애쓴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저는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

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겠습니다. 행복해질 이유가 있으면 행복과 쾌락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칸트는 저서 �인류의 형이상학�의 두 번째 장 ｢덕망의 가르침에 대한 첫 형이상학적 이

유들｣에서 말했습니다.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행복은 결과로 따라온다.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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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의미에 집중하게 될 때, 행복은 따라 온다는 것이다.

  프랑클은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즉 내 자신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 

하지 않고, 삶이 물어오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아직도 삶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물어서는 안 되고, 물어야 할 것은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삶 속에 어떤 의무가, 어떤 과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고 말한다. 삶의 의미 물음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130)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물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삶이 물어오는 질문

에 응답하는 존재요, 삶에서 기다리는 과제에 대하여 질문 받은 존재라고 보았다. 던

져지는 질문은 시간과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르고 고유하다. 매순간 각자에게 던져지

는 삶의 물음은 독특하고 특유할 수밖에 없다. 시간에 따라 차이를 가질 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각자마다 저마다의 독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삶의 범위

가 유일무이한 상황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 의해 대

체될 수 없고, 다른 이가 대신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의무와 삶의 

물음이 있고, 여기에 답할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다. 

  사람은 숨 쉬는 한 삶의 물음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인간의 현존은 마지막 숨

을 거둘 때까지” 의미 있게 형성될 수 있고, 호흡이 머무는 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물음에 대답해야 할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131) 프랑클은 칸트의 말을 인용해, 삶의 

책임은 정언명법적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 앞에선 전율하지만 결국엔 어찌해서인지 기뻐하며 마주 설 수 있게 되는 책

임을 알아보게끔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일종의 정언명법입니다. “마치 … 인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는 공식 말입니다. 이것은 칸트의 유명한 준칙과 형식상 유사하지요. 

공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네가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첫 번째 삶에서 네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 놓았던 

듯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라!”132)

  프랑클은 인간의 자유는 책임에서 나온다고 파악한다. 삶이 물어오는 질문 앞에 대

답할 수 있는 책임을 통해 인간의 자유를 길어낸다.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모든 것이 

차단되어진 삶의 현실 앞에서, 칠흑 같은 어두운 절망적 상황 앞에서도 인간은 주어

진 삶의 상황이 물어오는 질문에 대답하고,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는

다고 보았다. 순간마다 물어오는 질문들에는 그 물음에 걸 맞는 고유한 답이 있다고 

보았고, 그것이 삶의 의미라고 보았다. 

  프랑클은 삶이 각자에게 물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에 있어 그 책임과 선택은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각자에게 고유한 해답의 결정권과 자유가 잇

다는 것이 방종으로 치달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덧붙인다. 인간은 주어진 상황 속

130)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35.

131)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49.

132)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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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자가 책임감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삶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질문에 어떤 종류의 해답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자유가 근거 없는 제

멋대로의 자유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책임감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해답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상황의 진정한 의미

를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는 것이다. 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다는 말이다.133)

  프랑클은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 충동에 지배된다는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무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변명의 길이 열어놓는 일이라고 보

았다. 주어져 있는 어려운 삶의 사태나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충동에 지배

되는 자아로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거리를 만들기 좋아한다.

  프로이트의 인간이해의 기반 위에서는 인간의 정신성과 자유의지와 책임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 의지의 약함은 본능의 문제로 핑계하며 책임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클은 인간이 본능적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를 핑계 삼아 현실적 도피와 무책임으로 치달아가는 일은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 존재

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본능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에,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자들은 인간 본래의 자유와 책임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

다. 

인간의 정신적 특성은 타고나는 것인가? 그리고 육체적 타입에 따라 성격도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과 생물학, 사회학에 대해, 즉 인간 특유

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조건에 대해 한참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본래의 아름다움이란 

제가 정신적 저항력이라 부르는 힘으로 모든 주어진 조건을 극복해나가는 데 있지요. 

…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운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안의 운명, 즉 내면의 힘과 본능, 충동에도 해당됩니다. 물론 인간은 본능을 가지고 있

고, 이걸 부정할 학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본능을 소유했지 본능이 인간을 소유

한 게 아닙니다. 본능을 아예 부정하거나 본능에 따라는 것을 무조건 비판하려는 건 아

닙니다. 다만 본능에 따르기에 앞서 본능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 역시 전제되어 있음

을 확실히 해두려 합니다. 어떤 본능보다도 먼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그 본능을 따르

지 않을 수도 있는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또한 거역할 수 있는 존재

입니다.134)

  프랑클은 책임이 상실된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며, 의무가 빠진 자유는 방종으로 

귀결될 것이라 말하면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완하기 위해 서부 

133)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62(102).

134)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102(1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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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에 ‘책임의 여신상’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135)

  칸트가 말하는 도덕성 최상의 원리가 선의지이다. 무조건적이고 무제한 적으로 선

한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 즉 경향성에 

이끌리는 선과 구분하여 선의지를 설명했다.

  칸트와 프랑클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았다.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유는 필연적으로 요청되어야 할 항목이

다. 칸트에게 도덕실천을 위해 자유가 요청되어야 했던 것처럼, 프랑클은 삶의 의미를 

위해 자유와 책임을 강조해야 했다. 프랑클은 인간의 자유가 신체적‧심리적인 결정조

건을 피할 수는 없지만,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유

를 설명한다. 

  프랑클은 “자유의지는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의지이다. 인간의 자유는 어떤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

라 그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그것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136)

라고 말한다.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정언적 명령에 따라 행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는 

모든 이성적 존재의 의지의 속성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유를 이성적이고 의지를 갖춘 존재자 일반의 활동을 위한 것으로 증명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이제 나는 말하거니와, 자유의 이념 아래서밖에는 행위 할 수 없는 모든 

존재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 견지에서, 실제로 자유롭다. 다시 말해, 자유와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든 법칙들은 그런 존재자에게 타당하다. … 이성은 외

부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그 자신을 그의 원리들의 창시자로 간주해야만 한다. 따라

서 이성은 실천이성으로서, 또는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로서, 그 자신에 의해 자유롭다

고 간주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오로지 자유의 이념 아래서

만 자신의 의지일 수 있고, 그러므로 그런 의지는 실천적 의도에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

들에게 부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137)

  칸트는 “자유의 이념에서 도덕법칙을, 곧 의지의 자율의 원리 자체를 단지 전제할 

뿐이고, 이 원리의 실재성 및 객관적 필연성은 그 자체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138)이

라고 보았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란 오직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할 때로 보았다. 의무

에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 자체가 의무에 따르는 행위여야 했다. 흔히들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의무에 맞는 행위일 수 있지만 경향성이 동기가 될 수 

있다. 경향성에 추동되지 않는 행위만이 의무라고 본 것이다. 

  인간에게 의무가 주어지는 이유는 인간이 경향성에 쏠리기 쉬운 감성계에 속해 살

아가면서도 동시에 예지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칸트가 인간에게 의무를 요구하고 

135)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60(95).

136)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16(35).

137) GMS, 203-204.

138) GMS,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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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낙관적 시선 때문이다. 프랑클 역시 인

간에 대한 낙관적 시선을 따라 자유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클은 삶은 곧 의무

라고 말한다. 

삶은 어쨌든 간에 의무입니다. 유일하고도 위대한 책무입니다. 그러면 아마 즐거움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즐거움을 얻으려 애쓸 수도 없고, 즐거움에만 ‘의지할’ 수도 없습니

다. 즐거움은 저절로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저절로 생겨나듯이 즐거움도 저

절로 생겨납니다.139)

  프랑클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기보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스스로 발견하

려하기 보다, 주어진 삶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말한다. 프랑

클은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불렀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묻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질문에 대답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수행해야 마땅했죠. 생각을 180도 

전환하는 것 말입니다. 이 전환에 따르면 “내가 아직도 삶에 무엇을 더 기해해야 하는

지” 물어선 안 됩니다. 이제부터 물어야 할 것은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가?”, “삶 속의 어떤 의무가, 어떤 과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하는 것입니다.140)

삶의 의미를 묻다니요? 물음은 오히려 삶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삶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는 자들입니다. 대답해야 하는 이는 우리입니다. 

삶이 시시각각 던져오는 물음에, 즉 ‘삶의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입니다. 산다는 것은 바로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답해야 하는 자들입니

다. 삶에 책임지고 답변하는 것(Ver-Antworten)말입니다.141)

  또한 프랑클은 칸트의 준칙과 형식상의 유사함을 언급하면서, “삶의 책임은 정언명

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 앞에선 전율하지만 결국엔 어찌해서인지 기뻐하며 마주 설 수 있게 되는 책

임을 알아보게끔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일종의 정언명법입니다. “마치 ……인 것처

럼 그렇게 행위 하라”는 공식 말입니다. 이것은 칸트의 유명한 준칙과 형식상 유사하지

요. 공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네가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아라. 첫 번째 삶에서 네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 놓

았던 듯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라.”142)

  프랑클은 심리치료를 세계관이나 정신적인 지향으로 한정하려 하면서도, 사람들이 

139)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34.

140)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35. 

141)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35-36. 

142)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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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어떤 특정한 세계관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기에 여러 비판을 받았다. 

‘가치의 필요성’과 ‘어떤 가치도 미리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사이에의 딜레마에 대

해서 “책임성 없이는 어떤 가치체계, 가치 위계질서와 개인의 세계관도 생각할 수 없

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책임성의 사실이라는 하나의 ’형식적 가치‘를 정초했

다.143)

프랑클은 환자들이 자신의 모든 가치지향을 자유롭게 정하시잠, 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프랑클은 여기에서 가치 실재론과 가치 형식주의 사이에서 칸트주의적 길

을 선택한다. … 그러나 어떻게 심리치료가 세계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프랑클은 양심이 드러내는 책임감을 심리치료가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환자 스스

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만 한다. 이로써 책임감은 실존분석을 시

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현실성, 칸트의 표현으로 양심과 같은 ‘이성의 현사실

성’Faktum der Vernunft이 된다. 실존분석은 ‘인간존재의 총체성’, 즉 신체적, 영혼

적, 정신적인 것을 포괄한다. 노이로제(신경증)는 이 세 차원 모두에서 뿌리내릴 수 있

으므로 세계관의 영역, 즉 가치결정의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144)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곧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145) 죽음은 우리에게 책임을 강제한다고 말한다. 

반면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한정

되어 있으며 우리의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는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어떤 일에 착

수하고 가능성을 이용하며 현실화하고 충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미 있게 보이는 것

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강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선 죽음이 배경을 

이루고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의 존재는 바로 책임지는 존재인 것입니다.146)

  프랑클은 타고르의 시를 인용하여, 삶이 모험으로 가득한 즐거운 의무라는 점을 이

야기했다.

나는 잠들어 꿈을 꾸었다네.

삶은 즐거움인 것만 같았지.

나는 깨어나서 보았다네.

삶은 의무였지.

나는 일하였다네. 그러고는 본다네.

그 의무가 즐거움이었다고. -타고르-147)

143) 김 진,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Ärzliche Seelsorge｣, �신필재 콜로키움 강의안� (2018.10.27). 9.

144) 김 진,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Ärzliche Seelsorge｣, 9. 

145)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50.

146)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53.

147)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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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는 모든 인간은 자신 안에 양심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양심은 자신에게 주어

진 삶의 의무가 무엇인지 일러주는 실천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내면에 근본

적으로 존재하는 양심은 자기 안의 검사이자 변호사인 셈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과 악의 판정이 가능한데, 이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법정’, 즉 양심 때문이다. 칸

트는 ｢로마서｣2:14-15절148)에 따라 내면의 법으로 존재하는 양심의 요구를 인정한다.

  도덕실천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다. 감정과 이성의 문제인데, 칸트가 보

기에 도덕은 감성적으로 행위 하는 것은 경향성(inclination)으로 쏠릴 위험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쾌락과 행복, 욕구와 충동과 같이 의지가 도달하기를 애쓰

는 목적도 경향성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도덕실천을 위해서는 실천이성이 사용되어

야 하고, 실천이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간 내면에 도덕법칙으로 양심이 존재해야

만 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은 경험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선험적(a priori), 경

험에 앞서 있고, 경향성에 포섭되는 경험에서 독립적이라고 보았다. 도덕법칙은 자명

하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마땅히 행위 해야 할 당위, 곧 의무라 파악했다. 그러므로 

도덕을 행위 하는 자는 경향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렇게 행위 하는 것은 선하

기 때문에 도덕법칙에 따라 행위 해야 한다. 당위에 따라 행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의지인 것이다. 

  칸트는 이전의 도덕이 목적론에 경도되어 있어 경향성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았

다. 칸트는 도덕법칙을 인간 내면에 주어져 있는 의무로 명령 된다 파악했고 이익과 

타산에 따른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 무조건적 명령으로 보았다. 외부로부터 강압되는 

타율적 명령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부여하는 자율적인 명령인 것이다. 칸트는 여

기에서 수단화 되거나 도구화 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길어냈다.149)

  프랑클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를 위해 칸트를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차용하

고 있다. 모든 사물들은 각자의 유용성과 도구성의 가치를 가지지만, 인간은 유용성을 

넘어 존엄을 지닌 존재다. 인간은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

기한다. 인간의 존엄과 함께 삶의 의무를 프랑클을 칸트에게서 가져왔다. “삶은 의무

이며, 유일하고도 위해한 책무”150)라고 말하고 있다. 

148) 로마서2:14-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

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

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49) 김 진‧ 한자경, �칸트�, 33. “자연 체계 안에서의 인간, 즉 현상세계에서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 존재가 아니며 다른 동물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존재다. 그러나 인격, 즉 

도덕적-실천적 이성 주체(예지체)로서의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가

치를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다른 모든 이성 존재

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다. 따라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자신의 존엄성을 마치 

노예처럼 비굴하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도덕적 소실의 숭고함에 대한 의식과 함께 자기존중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150) Viktor E. Far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34. “삶은 어쨌든 간에 의무입니다. 유일하고

도 위대한 책무입니다. 그러면 아마 즐거움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즐거움을 얻으려 애쓸 수도 없고, 

즐거움에만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즐거움은 저절로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저절로 생겨나

듯이 즐거움도 저절로 생겨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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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수행해야 마땅했죠. 생각을 180도 전환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전환에 따르면 “내가 아직도 삶에 무엇을 더 기대해야 하는지” 

물어선 안 됩니다. 이제부터 물어야 할 것은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삶 속의 어떤 의무가, 어떤 과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하는 것입니다.151)

  프랑클은 인간은 삶의 의미를 묻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질문에 대답하는 자들이라

고 보았다. 칸트의 의무를 그의 의미발견에 대한 전환으로 차용하고 있다. 칸트가 의

무도덕을 말하며 행복주의를 비판한 것처럼, 프랑클은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행복은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쾌락

주의의 결말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프랑클은 삶의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내게 물어오는 것이라고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삶의 물음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의 용어를 칸트에게서 차용

하고 있다. 프랑클은 칸트의 정언명령을 가져와 삶의 책임이 곧 명령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 앞에선 전율하지만 결국엔 어찌해서인지 기뻐하며 마주 설 수 있게 되는 

책임을 알아보게끔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일종의 정언명법입니다. … 이것은 칸트

의 유명한 준칙과 형식상 유사한지요.”152)

  삶이 각 개인에게 물어오는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는 오로지 각자의 자유의

지에 달려있다. 책임 있는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랑클은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해답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상황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153)라고 말한다. 프랑클의 주어진 

자유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어진 의미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자 책임감 있는 존재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자유는 유한

한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전지전능한 힘이 아니다. 인간의 지혜 역시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인식이나 판단력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의미가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도 모를 것이

다.154)

  프랑클은 인간의 책임은 공동체나 단체에 함몰될 수 없다고 보았다. 개인의 책임이 

공동체나 단체에 묻히게 될 때, 몰개성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개인의 자유는 결핍된 

평등이나 통일이라는 이유로 희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책임지는 것은 결국 개인이며, 

대중 속에 녹아들어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151) Viktor E. Far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35. 

152) Viktor E. Far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56-57. 

153) Viktor E. Farnkl, The Will to Meaning, 62(102)

154) Viktor E. Farnkl, The Will to Meaning, 65(107)



65

삐죽 튀어나온 개성은 깎여서 밋밋해지고 개인성은 동질화 과정을 거쳐 사라집니다. 대

중 집단 속에서 개인적 자유는 개인성이 결핍된 평등을 위해 희생됩니다. … 대중 속으

로 녹아들어가는 게 아니라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개인적 존재이기를 그만두게 되는 

거지요. 왜냐면 대중이란, 그리고 공동체란 개인적 존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발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것은 오로지 개인뿐입니다.155)

  근본적으로 비개인인 집단은 죄조차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집단을 통째로 판

결하고 선고를 내리는 것은 결국 판단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156)

  프랑클은 “~으로부터의 자유”와 “~으로의 자유”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으로부터”

의 소극적 자유는 충동존재로부터의 자유를 뜻하고, “~으로의” 적극적 자유는 책임존

재 곧 양심존재로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보았다.157) 그는 양심이 초월적 성격을 지닌

다고 말한다. 양심은 초인간적인 차원의 배경에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책임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초

월적 성격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158)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초월성의 소리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더욱이 한낱 평범한 인간

으로서 자기 양심을 통하여 들려오는 초월성의 소리를 어찌 쉽게 분별해 낼 수 있겠는

가. 그러므로 평범한 인간이 이 소리가 단순히 자신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라고 오해한

다 해서 놀랄 이유가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비종교인이란 양심을 심리학적 사실로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양심은 초월성을 지향할 뿐 아니라 초월성으

로부터 기인하기도 한다. 이 사실은 양심의 환원불가적 특성을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야임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때에는 심리학적 해답이 아니라 존재론적 해답이 가

능할 따름이다. 단순한 실재적 환원의 시도나 또는 양심을 심리역학으로 환원시켜버리

려는 어떤 시도도 모두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159)

  한 개인이 가진 고유한 삶의 의미는 누군가를 가르침으로도, 의사가 환자를 계몽함

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는 한 개인의 존재 전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기 때문이다. 프랑클은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한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대답이

다. 달리말하자면 윤리는 존재론화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존화되어야한다”160)고 말

한다. 인간은 타자가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할 책임 앞에 설 

때, 이에 응답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라 보았다. 

  프랑클이 칸트에게 깊은 매력을 느낀 이유는 칸트의 인간존재의 능력에 대한 재고

에 있다고 보여 진다. 칸트는 프랑클의 ‘역설의도’나 ‘역설지향’, ‘탈성찰’과 같은 태도

155) Viktor E. Farnkl, �심리의 발견�, 63.

156) Viktor E. Farnkl, �심리의 발견�, 64. 

157) Viktor E. Farnkl, �무의식의 신�, 61.

158) Viktor E. Farnkl, �무의식의 신�, 63.

159) Viktor E. Farnkl, �무의식의 신�, 64-65.

160) Viktor E. Farnkl, �무의식의 신�,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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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고통의 문제 앞

에서 사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할 때 고통이나 불안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다. 

칸트는 정해진 익숙한 시간에 잠들 수 없고 침대에 누워도 잠을 자기 못하고 또한 깨

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을 수 없는 증상을 병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들을 물리치라는 의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들이나 그 자리에 다른 생각들

이 다시 나타나서 깨어 있게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칸트는 “즉각적으로 그 생각으

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다고 보았다.(SF, A183) 이 때 칸트는 ‘수

면에 방해된다고 느끼는 것’을 참지 않고, ‘나에 의해 선택된 무차별적인 대상’에 대한 

집중과 연결시키는 수단, 즉 ‘스토아적 수단’을 해결책으로 제기한다.(SF, A186). 다시 

말하면 고통에 대한 자신의 주의를 돌리는 결단으로 그런 병증 자체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161)

  죽음에 대한 염려의 문제에 있어서는 칸트는 프랑클의 역설의도와 탈성찰을 성취하

고 있다. 물론 병적 증상들이 마음과 생각을 전환한다고 해서 호전되거나 바뀌는 것

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다가오지 않은 죽음의 공포와 염려에 대해 로고테라피를 선취

하고 있다. “칸트는 죽는다는 생각에서 느끼는 불안한 공포로 악화된 우울증은 남자

다운 용기로 무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An, A141f) 이러한 그의 생각

은 프랑클이 제시한 의미치료기법을 이미 선취하고 있다.”162)

   프랑클은 쾌락의지와 연결되는 행복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칸트를 사용하고 있다. 

칸트에게 있어 행복주의를 도덕원리로 취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행복주의가 

자기애의 원리에 기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복은 곧 자기애의 원리, 행복을 도

덕성의 원리로 삼는 감서성적 행복을 향한 비판이다.163) “자기사랑 또는 자기 행복의 

원리에 속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자기사랑의 종류164)라고 파악했다. 

칸트에 따르면 행복주의가 도덕원리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자기

애의 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행복은 자기사랑의 원리에 의해 의지의 최고 규정근거

로 되었으며, 자의의 규정 근거를 쾌, 불쾌에 두는 모든 질료적 원리들은 “그것들 모두

가 자기 사랑 또는 자기행복의 원리에 속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매 한가지 종류의 

것”이라고 칸트는 주장한다. 쾌, 불쾌에 의해 의지가 규정되는 모든 행위가 자기행복의 

원리에 속하는 반면에, 도덕법칙에 의해 의지가 직접적으로 규정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

161) 김 진‧한자경, �칸트�, 74-75.

162) 김 진‧한자경, �칸트�, 76.

163) 맹주만, ｢칸트의 도덕적 행복과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연구� 제32집 (2013), 176. “칸트의 행복주

의 비판은 자기애의 원리에 지나지 않는 행복을 도덕성의 원리로 삼는 감성적 행복을 겨냥한 것이다. 

행복 추구 자체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행복에의 욕구 자체는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부분적 충족이며, 항상 결핍된 욕망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인간 이성은 부단히 행복을 갈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연적 욕구를 충복시키려는 행위는 

대부분 수단적/도구적 이성의 도움에 의존한다.”

164) KpV,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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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칸트는 쾌, 불쾌가 자신의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를 구

분하지 않는다. 자신의 관심이든 타인의 관심이든, 관심이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165)

  칸트는 행복(Glückseligkeit)이란 인간이 ‘감성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경향성의 

만족’이라 보았다. 경향성은 아무리 아름답게 상상되고 느껴지더라도 만족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무거운 짐도 될 수 있는 변화되는 것이기에, 자유와 결연한 마음으로 

경향성으로부터 독립하는 태도,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불변적인 지성의 만족을 강조

했다.166)

  칸트는 행복은 ‘이성적 존재자 자신의 현존에 수반되는 쾌적한 삶에 대한 의식’167)

이라고 규정했다. 

모든 질료적 실천 원리들은 그 자체로 모두 동일한 종류의 것이며, 자기 사랑과 자기 

행복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속한다. 사상(事象)의 실존 표상에서 유래하는 쾌는, 그것이 

이 사상에 대한 욕구를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한에서, 주관의 수용성에 기초하고 있다. 

왜냐하면, 쾌는 대상의 현존에 의존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감관(감정)에 속하는 것이

지 지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지성은 개념들에 의거해 표상의 객관과의 관계

를 표현하는 것이지, 감정에 의거해 주관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쾌는 주관이 대상의 현실에서 기대하는 쾌적감이 욕구 능력을 규정하는 한에서만 실천

적이다. 그런데 이성적 존재자의 자기의 전 현존에 부단히 수반하는 쾌적한 삶에 대한 

의식이 행복이다.168)

  자기애의 원리는 행복을 최고의 규정으로 삼는 이런 경향성은 의지를 이성과 대립

하게 만든다. 이성을 감성과 주관적 조건에 종속시킴으로 인해 도덕의 존립을 불가능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칸트는 도덕의 원리에서 행복을 배제한다. 행

복은 도덕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도리어 행복을 향한 도덕행위는 도덕법

칙에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 

만약 윤리의 법칙과 신성성 및 덕의 상(像)이 우리 마음에 도대체가 얼마간의 영향을 

미쳐야 한다면, 그것이 오로지 순수하게 그의 복지에 대한 아무런 의도가 섞여 있지 않

은 채 동기로서 명심되는 한에서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165) 김미영, ｢칸트의 행복주의 비판에 대하여: 에피쿠로스와 쇼펜하우어 철학과 관련하여｣, 37. 칸트와 

달리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쾌와 불쾌를 타인의 쾌와 불쾌와 구분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쾌와 불

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참된 도덕의 동인으로 파악했다. 김미영은 쇼펜하우어가 자기애의 

원리에 따른 행위와 도덕적 가치를 부인한다는 점에도 칸트와 동일입장을 취하지만, 행복주의 자기애

의 원리만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한다. 쇼펜하우어의 동정의 윤리는 자기애를 극복한 도덕적 

행위라고 본 것이다. 칸트가 행복주의를 도덕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행복주의가 자기애에 근

거했다기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기애를 극복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

라고 주장한다.(40-41)

166) KrV, 212. 

167) KrV, 78. 

168) KrV, 77-78.



68

것은 고난 중에서 가장 장엄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것의 제거가 그 움

직이는 힘의 작용을 강화하는 것은 방해물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복

에서 얻어온 동기들을 뒤섞는 일은 모두 도덕법칙이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방해물이 된다.169)

  도덕과 행복의 일치를 추구했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170)나 스토아

학파와는 달리 칸트는 도덕과 행복은 이질적인 것으로 보았다.171) 감성에서 나오는 

경향성의 욕구와 순전한 의무에서 나오는 도덕을 구분했다. 그렇다고 칸트가 행복자

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윤리형이상학의 정초�(1785)에서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의무의 실현에 대한 수단을 포함하는 간접적인 의무’라고 보았다. 행복이 

도덕원리가 될 수는 없지만, 의무에 충실하게 도덕적 행위를 한 이들의 노력에 합당

한 행복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도덕은 행복을 목적하는 가르침이 아이나, 행

복을 누릴만한 품격을 갖춤에 대한 교훈이라 말한다.

최대의 행복이 최대한의 윤리적 완정성과 가장 정확한 비례로 결합되어 있다고 표상되

는 전체 개념으로서 최고선의 개념 안에는 내 자신의 행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할지

라도, 최고선의 촉진을 지시하게 되는 의지의 규정근거는 행복이 아니라 도덕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도덕은 본래,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에 관한 교

설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행복을 누릴 만한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설이

다.172)

  칸트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결과와 보상으로 행복이 주어지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

169) KrV, 262.

170) 김현경,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타나난 행복의 자족성 개념과 외부적 선｣, �범

한철학� 제29집 (2003), 232.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윤리학서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인간의 

공통적인 추구목적인 행복을 주된 주제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행복주의적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행복하기 원하는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윤리학은 본질적으

로 인간의 활동에 관한 이론이며, 목적에 대한 이론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이란 

인간의 행복이며, 행복이란 완전한 주체의 지속적이고 완전한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아리

스토텔레스의 행복주의적 윤리학의 목적론적 성격은 그의 세계관의 결과이기도 하다.” 김대오, ｢아리

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서양고전학연구� 제15집(2000), 47-48.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

학�에서 행복윤리학을 설파한 것이 맞다면, 그가 말한 행복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

다. 이에 대해서 김대오는 두 가지 해석을 개진하는데, 하나는 포괄론(inclusive doctrine)이고 다른 

하나는 우월론(dominant doctrine)이다. 논자가 말하는 행복의 두 가지 용법의 자세한 내용은 본 논

문을 참고하라. 

171) 김영례, ｢칸트 윤리학에서 행복의 의의｣, �범한철학� 제75집 (2014), 213-40. 김영례는 아리스토텔

레스의 �니코마코스윤리학�이 칸트의 행복론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풀어나가고 있다. 칸트의 윤리학은 서양윤리학을 점유해 온 행복의 원리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요청

의 틀 속에서 최고선으로의 확고한 자리로 들어 올리고 있다고 말한다.

172) KrV, 227. 칸트는 도덕을 행복론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덕은 오로지 행복의 이

성적 조건과 상관이 있지, 행복의 획득 수단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이 완

벽하게 개진된다면, 그때는 비로소, 이전에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떠오를 수 없었던, 최고선을 촉

진진하고자 하는, 법칙에 기초한 도덕적 소망이 각성되고, 이를 위해 종교로의 발걸음이 내딛어진 연

후에는, 이 윤리론 또한 행복론이라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희망은 오로지 종교와 더불

어서만 개시되기 때문이다.”(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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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았다. 행복이 도덕행위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원인이 될 수도 없지

만, 행복할만한 품격 즉, ‘도덕행위와 행복의 비례’를 도덕적 행위의 궁극목적인 ‘최고

선’으로 규정했다. 이는 도덕법칙에서 행복을 배제한다는 칸트의 앞선 논의와 대비되

는 부분이기도 하다. 행복주의를 거절하면서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 역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다만 거기에 덧붙여 인간은 행

복해질 자격 또는 얻기 위해 애쓴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저는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

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겠습니다. 행복해질 

이유가 있으면 행복과 쾌락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칸트는 저서 �인륜의 형이상학�의 두 

번째 장 ｢덕망의 가르침에 대한 첫 형이상학적 이유들｣에서 말했습니다. “의무를 성실

히 수행하면 행복은 결과로 따라온다.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준수해야 한

다.”173)

  칸트의 의무윤리학에서 볼 때, 도덕적 삶과 행복은 상호 모순적으로 다가온다. 하

지만 칸트는 행복을 반대한 인물이 아니다. 칸트가 행복의 원리와 윤리를 구별하는 

것은 도덕과 행복을 대립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실천이성은 행복의 요구를 포기

한 것이라기보다 의무가 경향성에 휩쓸리지 않도록, 즉 행복이 동기가 되어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강조다. 

  칸트는 행복과 쾌락이라는 경향성이 의무보다 앞서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지 행복

을 반대하거나 부정하고자 하지 않았다. 도덕은 행복해 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어

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릴만한 도덕적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것”174)이었다. 칸트는 

이전의 윤리학들이 행복의 토대위에 세웠던 것과 달리 행복과 도덕을 구분했다. 행복

원리와 윤리원칙이 묶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원리와 윤리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그렇다고 곧 양자를 대립시키는 일은 아니

다. 순수 실천이성은 행복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무가 

문제가 될 때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으려 하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 볼 때

173)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15-16. 맹주만, ｢칸트의 도덕적 행복과 아리스토텔레스｣, 

177-78. “최고선의 실현을 추구하는 이성은 감성적 행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

는데, 그것이 바로 최고선의 두 이질적 요소인 도덕성과 행복의 결합으로서 도덕적 의식과 실천이 낳

게 되는 ‘도덕적 행복’이다. 칸트의 도덕적 행복의 발견은 실천철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찍이 소크라테스 이래로 실천철학의 목표로서 추구되어 왔던 최고선에 대한 새로

운 해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말하자면, 최고선의 목적으로서 현실에서의 (감성적) 인간의 덕 의식에 

수반하는 ”행복(만족)이 곧 덕“이라고 정의한 에피쿠로스학파, 반대로 현실에서의 유덕한 이성적 행위

자의 ”덕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한 스토아학파의 일면적 환원주의를 극복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174)KpV, 227. “도덕은 본래,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관한 교설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행복을 누릴만한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설이다. 종교가 도덕에 더해지는 때에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만한 품격이 없지 않도록 마음 쓴 정도만큼 언젠가 행복을 나눠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칸트는 행복을 누릴만한 품격 있는 도덕적 행위를 행함에도 불구하

고 현세에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함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교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에 도덕적 행위를 

보상할 신의 존재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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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의 행복을 배려하는 것의 의무일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행복-숙련성‧건강‧부유

함이 이것에 속하는데-은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어떤 면에서 행복의 

결여(예컨대, 가난)는 의무를 벗어나게 하는 유혹을 함유하고 있으니 말이다. 다만 자기 

행복만을 촉진하는 일은 직접적으로는 결코 의무일 수가 없고, 더구나 모든 의무의 원

리일 수는 없다. 무릇 몇몇 순수 실천이성 법칙(도덕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의지의 모든 

규정 근거들은 모두 경험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자체로서 행복의 원리에 속하므로, 그

것들은 모두 최상의 윤리 원칙에서 분리돼야 하고, 그것에 결코 조건으로서 병합되어서

는 안 된다.175)

  프랑클은 칸트와 같이 행복주의 비판했다. 쾌락과 권력과 같은 성취들은 목표가 되

어서는 안 되고, 따라오는 결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의미가 상실된 곳에 실

존공허가 일어나며, 공허를 메우기 위해 쾌락과 권력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다고 보았

다. 프랑클은 키에르케고르가 한 비유를 들어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 실패한

다고 말한다. 

행복은 결코 목표여서는 안 되며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목표일 수도 없습니다. 행복

은 단지 결과로서 얻어져야 합니다. … 여하튼 행복이란 굴러 들어오는 것이지 사냥하

듯 쫓아가서 잡아올 수는 없는 것이기에, 행복을 얻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실패하기 마

련입니다. 키에르케고어는 현명한 비유를 들었지요. “행복의 문은 바깥으로 열린다.” 달

시 말하면 과격하게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의 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

겐 그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176)

  행복이 윤리의 이루는 동력원이 될 때, 인간성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경향성에 

복종하는 존재, 예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감성계에 복종하는 동물적이고 기계적 

인간에 다름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상황은 언제나 쾌락과 행복으로만 둘

러싸여 있지 않다. 죽음과 고통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행복의 성취만이 

의미라고 주장한다면 모든 삶은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삶은 죽음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의 생각이 옳다면,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얻으려 애쓰지 않고 단지 기쁨만을, 가능한 한 많고도 가능한 한 큰 기쁨만을 

얻으려 애쓰는 한, 우리 모두의 전체 삶 또한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기쁨 자체는 현존

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쁨이 없다고 해서 삶이 의미 없는 건 아닙

니다.177)

  칸트가 행복 자체보다 행복할 자격 있는 품위 있는 존재에 집중했다. 행복을 최고

선의 반열로 올렸으나 행복은 언제나 도덕적 행위와 품위의 결과로 따라와야 하는 것

175) KpV, 179.

176)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34.

177)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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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 것처럼, 프랑클 역시,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의미라고 보았다. 프랑

클은 칸트의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칸트 역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다만 거기에 덧붙여 인간은 행

복해질 자격 또는 얻기 위해 애쓴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저는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

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겠습니다. 행복해질 

이유가 있으면 행복과 쾌락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칸트는 저서 �인륜의 형이상학�의 두 

번째 장 ｢덕망의 가르침에 대한 첫 형이상학적 이유들｣에서 말했습니다. “의무를 성실

히 수행하면 행복은 결과로 따라온다.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준수해야 한

다.”178)

  행복은 의미의 충족에 따라 오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의미를 추구할 때, 삶의 정

황이 고통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의미가 충만해질 것이지만, 행복에 있다면 행복조

차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행

복을 동기의 목표로 삼으면 필연적으로 그것을 관심의 목표로 삼게 된다. 그러나 그렇

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해야 할 이유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행복 그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만다.179)

성공과 행복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연연해하지 않을수록 그것이 찾아

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에 있는 지위에의 욕구, 즉 권력에의 의지와 다른 한편에 있는 

쾌락원리,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쾌락에의 추구는 결국 인간의 주된 관심사, 즉 의미를 

찾는 의지에서 파생된 것이다.180)

  프랑클은 쾌락의지와 함께 권력의지, 곧 자아를 실현하려는 의지도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행복을 목표로 할 때 채워지지 않은 실존공허와 실패를 

경험하듯 자아실현 자체를 목표로 삼게 될 때, 자아실현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다. 의미추구를 통해 결과로써 채워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아실현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제일 우선시되는 의지도 아니다. 자아실현 

자체에 목표를 두게 되면 인간 존재의 자기 초월적인 특성과 모순을 이루게 된다. 행복

과 마찬가지로 자아실현도 하나의 결과, 즉 의미를 성취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의미를 성취했을 때에만 인간은 자신을 성취한다. 만약 의미를 성

취하기보다는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을 착수한다면 자아실현은 즉시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 나는 자아실현은 ‘삶의 의도성에 의해 얻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위대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만큼 이 문제를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한 사람

178)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15-16.

179)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34(59).

180)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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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는 것 같다. 그는 “Was der Mensch ist, das ist er durch Sache, die er zur 

seinen macht”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인간은 그가 자신의 것

으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원으로 인해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181)

  인간의 유한성은 우리를 무의미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의미 있게 만든다. 프랑

클은 말하기를 “개별적인 인간들의 공존 속에 있는 우리의 유한성도 각 개별자의 삶

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182)”

라고 말이다. 인간은 대체불가능하고 교체 불가능한 개별 존재이다. 유한성과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프랑클은 “개별적인 인간 각자는 불완전해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불완전하다는 것

을 잊지 맙시다. 각자는 ‘자신의 방식’으로 불완전합니다. 생긴 대로 그렇게 불완전한 

것은 단지 그 사람뿐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어찌되었던 간에 대체 불가

능하고 대리 불가능하며 교체 불가능합니다.”183)라고 말한다. 행복과 자기실현의 목표

가 성취되지 않는 곳에서도 삶의 의미는 머물러 있다고 긍정하고 있다.

    3.1.3. 칸트와 프랑클의 차이

  프랑클은 많은 부분 칸트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칸트철학을 의미 철학을 위

해 변용했다. 첫째는 양심에 대한 이해의 차이이고, 둘째는 형식과 내용의 차이, 셋째

는 인간론에서의 차이, 마지막으로 종교에 대한 이해의 차이이다. 우선 양심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살펴보자. 

  프랑클은 각자의 고유한 인생의 의미에 이르도록 하는 수단으로 ‘양심’을 언급한다. 

양심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양심은 삶의 진정한 해석자

라”184)는 칼 바르트(Karl Barth)의 말을 인용하여 인간은 자기가 겪는 삶의 사태를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칸트에게 있어서 양심은 인간 내면의 입법자였다면, 프

랑클에게 있어 양심은 도덕행위를 위한 도덕입법자라기보다는 자신의 실존적 삶에 대

한 해석자로 전환하고 있다. 

  프랑클은 칸트의 도덕철학을 통해 인간의 존엄에 대해, 의지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

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더불어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차용하여, 삶에 대한 정언

명법을 설명한다. 인간 내면의 입법기관인 양심을 따라 행위 하는 삶의 의무를 삶의 

의미와 연동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삶의 의무의 핵심을 이루는 양심을 프랑클은 입법

기관이 아니라 해석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더불어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된 보편적 

입법기관인 양심을 개별화시키고 실존적으로 변환시켜 인간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의 의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181)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38(64-65).

182)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57. 

183)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58.

184) Viktor E. Farnkl, �무의식의 신�,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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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클은 양심이 삶의 의미를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

시에 양심의 한계를 적시하고 있다. 양심이 삶의 의미에로 인도할 수 있지만, 잘못 

인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양심은 인간현상이다. 또한 그것은 가장 온전한 인간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양심은 우

리를 의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잘못 이끌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조건의 

본질이요 부분이다. 양심은 그르칠 수도 있다. 따라서 나는 내 양심이 절대적으로 옮다

든지 또는 나와 다른 판단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의 양심이 진실한 것이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진리는 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단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진리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절대로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비록 죽는 순간까지 

자기 양심이 전해주는 것이 진실한 의미인가 아닌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 양심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185)

  여기에서 프랑클은 양심의 기능의 한계를 드러낸다. 더불어 칸트에게서 양심의 중

요성을 가져와 인용하고 있지만, 실천이성으로서의 양심의 지위보다는 실존적 의미로 

양심이 좌절과 오염 속에 떨어질 수도 있음을 이야기한다. 사람마다 양심이 다름을 

인정하는 사태는 결국, 어떤 개별적 양심도 옳다거나 틀렸다는 사실을 판단할 기준이 

상실되고 만다.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양심이 전해주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프랑클은 양심의 한계를 논한 다음, 다른 곳에서는 양심의 요구를 절대적 가치로까

지 끌어올린다. 양심의 가치 외에는 모두 상대적 가치라고 말할 정도로 표현하고 있

다. �무의식의 신�에서는 양심의 한계를 이야기하지만, �심리의 발견�에서는 양심의 

절대성을 언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지요. 하지만 상대적인 가치

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란 오로지 하나, 우리들의 양심의 요구뿐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운명에 맞서라고, 그것이 어떤 운명이든 간에 당당하라고 요구

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기를, 행동하여 가능한 한껏 운

명을 손에 쥐라고 명합니다. 또한 만약 필요하다면 운명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라고, 

진짜 운명이 주는 고난을 꼿꼿이 견뎌내라고 합니다.186)

  프랑클은 양심의 요구에 따라 어떤 상황과 운명에도 맞설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양심은 상대적 가치와 구분되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설명한다. 인간양심을 초

월적이라고, 자유로운 것이라고 말한다. 

양심이란 초인간적인 차원의 배경에 의해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이 ‘자유로

185) Viktor E. Farnkl, �무의식의 신�, 137-38.

186) Viktor E. Farnkl, �심리의 발견�,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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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실재의 실존적인 성격만으로 족할 터이지

만, 인간이 ‘책임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초월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초월성의 소리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더욱

이 한낱 평범한 인간으로서 자기 양심을 통하여 들려오는 초월성의 목소리를 어찌 쉽게 

분별해 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평범한 인간이 이 소리가 단순히 자신으로부터 들려

오는 소리라고 오해한다 해서 놀랄 이유가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비종교인이란 양심

을 심리학적 사실로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양심을 하나의 내재적 

사실로만 여기고 끝낸다. … 양심은 초월성을 지향할 뿐 아니라 초월성으로부터 기인하

기도 한다. 이 사실은 양심의 환원불가적 특성을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양심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때에는 심리학적 해답이 아니라 존재론적 해답이 가능할 따름이다. 

단순한 실재적 환원의 시도나 또는 양심을 심리역학으로 환원시켜버리려는 어떤 시도도 

모두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187)

  프랑클이 말하는 양심의 초월적 성격은 실존적이고 개별적 양심을 뜻한다. 개인적 

양심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에 상대적인 면을 넘어서지 못한다. 개인적 성격과 절대적

인 것은 상호 모순이다. 프랑클은 칸트가 강조하는 양심을 차용하고 있지만, 양심에 

대한 단계를 다르게 위치시키고 있다. 양심의 가치를 상대적인 의미와 가치들과 구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양심이 절대적 가치를 지닐 수는 없다. 

  둘째, 형식과 내용의 차이이다. 프랑클은 칸트의 도덕철학을 수용하여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를 변용하고 있다. 칸트에게 있어 삶의 의미란 도덕적 삶과 나뉘지 않는다. 

도덕적인 삶이어야 삶이 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

에게 주어진 고유한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의무로부터의 행위야 말로 도덕적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말한다.188) 특수한 목적이나 불순한 동기 없는 의무에 따른 

행위만을 참된 도덕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칸트에게 좋은 삶이란, 사심이 포함되지 않는 의무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자신

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따라 살아감으로 품위를 지켜가는 삶이 곧 의미 있는 살이

라는 것이다. 프랑클은 칸트와 같이 삶의 의미를 긍정하고 있고, 수납하고 있다. 하지

만 단지 의무에 따른 삶만을 의미 있다고 파악한 칸트의 견해를 넘어 확장한다. 삶의 

의미는 단지 의무에 따른 도덕적 행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참된 삶의 의미를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기준에 따라 생각한 것이

다. 양심과 자유를 가진 인간의 존엄을 길어낸다는 점에서 칸트와 프랑클은 동일지점

에 서 있지만,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에 대한 

시선의 차이로 이어진다. 칸트는 양심과 선의지를 긍정하지만, 근본악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에 경향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론에서의 차이이다. 칸트는 인간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187)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61-63(63-65).

188) 김 진‧한자경, �칸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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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칸트는 인

간은 동물성에 속한 정념을 지닐 뿐 아니라 동시에 외부적 정념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천이성을 따를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 파악했다. 의지의 자유

는 필연성이 대립하지 않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강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간은 선

의적 존재로 보았다. 

  선의지의 근거는 이성으로, 사람이 선의지를 따라 행위 하는 것은 보편법칙에 따른 

행위 하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성의 

참된 목적은 도구나 수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 존재적 존엄을 가졌다고 파악한다. 이는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에도 해당된다. 

사실 칸트의 정언명법의 도덕은 이웃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 지침이

라 할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이 이성과 선의지에 따른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로 근본악

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인간 가운데 결함 없이 태어나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 

허약함과 불순함을 지닌다고 보았다. 근원적인 본성적 부패는 인간이 경향성으로 이

끌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칸트는 부패한 본성을 넘어 선으로의 무한한 전진과의 일치

를 위해 신의 은총판단을 요청한다.

  프랑클은 칸트가 인간의 근본악을 지적하며, 인간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낙관적 인간론을 제시한다. 삶에 대한 그의 낙관적 세계관은 신체적이고 

정신적, 영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통 받는 신체적이고 심리적 상황 속에서

도 삶을 긍정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조차 태도의 자유, 존엄한 죽음에 대해 숙

고한다. 인간존재의 본질을 신체와 심리, 사회적 조건 앞에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적 존재로 파악하는 낙관적 인간론을 피력하고 있다. 

  넷째, 종교이해의 차이이다. 칸트는 도덕실천을 위해 신의 존재를 요청한다. 교회신

앙에서 이성신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덕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물론 칸트가 말하는 도덕신앙은 기복신앙, 즉 행복이나 대가를 바라는 부역신

앙189)을 의미하지 않는다. 칸트는 최고선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가능성의 조건을 제

시하며, 이론적 이성 인식에서는 증명되지 않고 오직 실천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도덕

적 신앙에 대해 말했다.

칸트는 여기에서 최고선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

는데,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윤리학의 근본요청이자 윤리법칙의 최상의 원리인 자유의 

요청이다. 또한 동시에 도덕법이 요구하는 최고선의 실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행위 주체의 존재 요구인 영혼불멸과 우리들 인간의 도덕적 노력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하느님의 현존이 요청명제로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자유를 

189) Immanuel Kant,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134. 칸트는 부역신앙에 대해 “단순히 공포와 희

망에 의해 강제된,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행할 수 있는 행위(cultus, 제사)를 통해서 신의 마음

에 들려고 망상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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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최고선의 완전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을 상정하는 것은 신앙의 

사상에 대한 의견(참이라고 여기는 것), 즉 순수한 실천적 관점에서 의견으로서 ‘도덕적 

신앙’이다. 그리고 이 도덕적 신앙은 이론적 이성 인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증명하는 

것이 없고, 이러한 조건의 인식은 이 조건들의 현존과 성질에 대한 지식이나 의견이 되

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이성의 도덕적 사용에 대한 실천적 관계를 보여줄 뿐이

다.190)

  칸트는 이론적인 방식으로 초감성적인 영역에 속하는 신과 영혼불멸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도덕과 자유의 길을 좇아가면 오직 실천적 관점에서 종교의 타당한 필

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191) 초감성적 이념인 영혼불멸, 신, 자유의 개념가운

데 오직 자유의 개념만이 신과 영혼불멸이라는 두 개념과 자연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

고, 세 개의 개념을 모두 묶어 종교가 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고 말한다.192)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신을 ‘최고선의 이상’으로 규정하고, ‘도덕적 세계’를 최

고선 개념으로 확보하고 있다. 칸트는 영혼의 실재에 관해서는 ‘순수이성의 오류추리’

임을 밝혔고, 세계의 실재에 관해서는 ‘순수이성의 이율배반’임을 밝혔다. 칸트는 �순

수이성비판�에서 ‘신앙’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도덕철학적 

필요에 의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193) 이러한 칸트의 신앙의 문제

는 프랑클의 무의식의 신과 연관된 의미와 비슷해 보인다. 칸트는 도덕을, 프랑클은 

의미로 풀어내고자 했다. 

  나는 프랑클이 말하는 종교를 의미종교라고 표현하고 싶다. 칸트가 도덕실천의 가

능성을 위해 자유, 영혼불멸과 더불어 신의 존재를 요청했던 것처럼, 프랑클은 도덕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방편으로 신앙을 수용하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프랑클은  

신학을 가장 고차원에 속한 것으로 표현하면서, 아인슈타인의 금언을 빌어 종교인들

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종교가 정신의학적 탐구에 합당한 분야인가 아닌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

다. 최근에 나는 종교와 정신의학 사이에 보다 분명한 한계선을 그었다. 나는 둘 사이

의 차이점이 다른 분야들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차이점과 비교할 때 대동소이하다는 것

을 깨달았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다양한 차원들을 놓고 직접 비교해 볼 때에 이 

두 영역이 결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정의定議를 내

리자면 보다 높은 차원은 보다 포괄적이다. 보다 낮은 차원은 보다 높은 차원에 포함되

고 귀속된다. 생물학은 심리학에, 심리학은 정신학noölogy에, 정신학은 신학에 귀속된

다. … 이 표현이 옳다면 종교를 인간의 ‘궁극적’ 의미추구라고 정의해도 무방할 것이

다. 언젠가 아인슈타인은 종교인이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가진 사람

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동의한다면 믿음과 신앙이란 궁극적 의미에 대한 ‘신

190) 김 진, �칸트와 종교�, 391-92.

191) 김 진, �칸트와 종교�, 395. 

192) 김 진, �칸트와 종교�, 396.

193) 김 진, �칸트와 종교�,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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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194)

  프랑클은 인간의 중심부는 무의식적이라고 말한다. 가장 심층부에 있는 인간의 영

은 근원부터 무의식적 영이라고 말한다. 완전히 분석될 수 없고, 환원될 수 없는 존

재로 파악하고 있다. 

인간실존이 스스로 완전히 반성될 수 없는 것이라면 완전히 분석될 수도 없다. 따라서 

실존분석existential analysis은 실존의 분석analysis of existence이 될 수 없고 실존

을 위한 분석일 뿐이다. 인간실존은 원현상(畹現像, Urphänomen), 곧 분석할 수 없고 

환원시킬 수 없는 현상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체의 근본적인 국면들, 예를 

들면 양심과 책임감 같은 인간적 현상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국면들을 이해하려면 

개별적 국면을 뛰어넘어 존재론적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 요컨대 영적 현상들은 

무의식적일 수도 있고 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인간적 실존의 영적 바탕은 궁극적으로 

무의식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장 깊은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중

심부는 무의식적이다. 인간의 영은 그 근원부터 무의식적 영이다.195)

  무의식의 신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략 3가지로 오해하기 쉬운데, 범신론

과 신비주의, 인간 안에서 활동하는 비인격적 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프랑클은 무의식적 신을 무의식적 내부 충동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종

교심을 ‘결단성’과 연결하여 설명했다.196) 프랑클이 프로이트를 훨씬 뛰어넘는 이유는 

실존분석을 통해서 ‘환상의 미래’는 꿈꾸는 것이 될 수 없고, 도리어 실재하는 명백한 

영원성, 영원한 현존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197)

  프랑클은 로고테라피와 종교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신체적 차

원과 심리적 영역을 넘어서 영적차원의 존재로 인간을 규정할 때부터 이미 프랑클은 

종교성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의미를 위해 모든 종교를 긍정한다는 의미에서 특

정종교에 귀속되지 않지만, 종교적 영역과 굳이 분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칸트가 종교를 신을 최고선의 이상으로 설정했던 것처럼, 프랑클의 무의식적 신은 최 

중심부적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심리치료와 종교적 목양은 넘기 힘든 거리가 있다. 정신치료와 영혼의 구원 사이에

는 차원적 차이가 엄존하기 때문이다. 정신치료의 한 분과에 해당되는 로고테라피는 

‘영혼 돌봄’에 대해 논하고 있다. 종교의 고유한 영역으로 일컬어지는 ‘영혼’에 대한 

치료와 돌봄이 심리치료의 기법으로 가능한 것인가? 로고테라피는 의료적 영역에서 

‘영혼 돌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는 기존의 심리치료의 영역을 확대하는 일이다. 

194)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16(15)

195)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36-37(35-36).

196)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68-71(72-74).

197)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73(77). 프로이트는 신앙을 신경증으로 

파악했다. 종교적 갈망은 비현실적이고, 근거 없는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도피하려는 욕망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환자들에게 강조함으로 의미실현의 고차원적 부분을 차단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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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영혼 구원과 돌봄에 대한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의료적인 방식

으로 ‘영혼 돌봄’이 가능한가? 

  영혼을 돌보는 일은 원래 성직자 또는 목회자의 목양사역에 속한다. 의사의 영혼 

돌봄은 목회를 대신하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의료적 영혼 돌봄이 요구되고 

있다. 심리치료를 하다보면, 부지불식간에 심리치료에서 영혼 돌봄으로 진행되거나 귀

결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질병에서 벗어나 삶의 괴

로움에 대해 조언을 하는 행위는 결국 영혼 돌봄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오

늘날은 성직자보다는 의사들을 찾아 삶의 힘겨움을 토로하는 일이 더욱 증대되는 추

세라 할 수 있다.198) 정신의학 역시 영혼의 영역에 대해 무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를 찾아 영혼의 문제를 호소하는 일이 늘어가는 까닭이다. 종교는 의도하지 않더

라도 결과적으로 정신건강과 심리치료에 효력을 발휘한다. 인간에게 없는 안전감과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신건강이 성직자의 주된 관심사라고 볼 수 없다. 심리치료와 종교의 목

표는 다른 지평위에 있다. 신앙은 심리치료의 차원보다 높고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

다.199) 프랑클은 종교의 고유한 영역을 넘어서려 하지 않는다. 종교의 고유성을 확보

하면서도 환원주의적인 심리학을 넘어 영혼에 대한 의료적 돌봄을 위한 로고테라피의 

방식과 방위를 제시하고 있다. 로고테라피의 방위는 종교적 신앙과 심리치료의 지평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심리치료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영혼 돌봄의 의료적 역할에 기

여할 부분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3.2. 셸러와 가치철학과 로고테라피

    3.2.1. 셸러의 가치윤리학

  칸트의 윤리학이 형식윤리학이라면, 셸러의 윤리학은 내용윤리학이다. 프랑클은 칸

트의 형식윤리학 뿐 아니라, 막스 셸러(Max Scheler, 1874-1928)의 가치, 즉 내용윤

리학에서도 깊은 영향을 받았다. 칸트의 형식주의 윤리학에서 행위의 선한 동기는 의

무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칸트의 윤리학이 ‘의무윤리학’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셸

러는 칸트의 공헌과 업적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형식주의윤리학의 결점들을 보완했다.

  20세기 초반 30년 동안 현대유럽철학의 토대를 놓은 3인의 독일사상가200) 중 한 

명인 막스 셸러는 독일 남쪽 지역에 위치한 뮌헨 출신이다. 뮌헨과 베를린, 예나대학

에서 의학과 천문학과 더불어 사회학을 공부했고, 1902년 예나대학 강사시절에 후설

(E. Husserl)을 만나 현상학적 방법론을 연구했다. 

198) 빅터 프랭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330-31.

199) 빅터 프랭클,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334.

200)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금교영 역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3), 17. 훗설은 현

상학으로, 하이데거는 현존재론으로, 셸러는 철학적 인간학으로 현대철학의 토대를 놓았다고 평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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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쾰른과 프랑크푸르트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사회학과 종교,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져 연구했다. 특별히 현상학적 방법에 의한 ‘실질적 가치윤리학’의 정

립과 더불어 ‘철학적 인간학’을 창시했다. 더불어 만하임(K. Mannheim)과 함께 ‘지식

사회학’의 창시자로도 유명하다.201)

  프랑클의 인간이해에 있어 셸러의 철학적 인간학이 준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환원주의의 벽을 넘어서 인간다움에 대한 철학적 담론, 즉 신체적이고 심리적 차원을 

넘어 정신적 차원의 인간론을 구성함에 있어 셸러의 철학적 인간한은 주요한 통찰력

을 제공했다. 프랑클의 소박한 서재에는 프로이트와 함께 셸러의 사진이 함께 걸려있

었다. 프랑클은 셸러의 저서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윤리학 Der 

Formalisum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thik�을 성경처럼 항상 지니

고 다니면서 탐독했다. 

  셸러는 후설을 만나기 전에 칸트협회(Kant-Gesellschaft, 1905)를 설립한 파이힝거

(Hans Vaihingers, 1892-1933)와 함께 칸트를 연구하며 공동 집필에 까지 참여하고 

있었다. 셸러는 칸트를 연구하면서, 칸트의 형식적 가치 윤리를 어떻게 하면 형식주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실질적 가치의 윤리학으로 전환시켜갈 수 있을까를 고심했다. 셸

러는 칸트의 형식가치윤리를 실질가치윤리로 전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

물과 이념적인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구별하여, 가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202)

가치가 지속적이고, 분할이 적고 덜 상대적일수록 높은 가치로 평가했다.

  칸트가 그러했듯, 셸러의 관심도 인간에게 있었다. 셸러는 인간이해에 대한 세 가

지 전통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유대-기독교적 전통, 그리스 전통, 자연과학과 발생심

리학적 전통을 이야기했다. 유대-기독교 전통은 창조와 낙원에서의 타락에 대한 인간

이해이다. 두 번째 고대-그리스 사상에서의 인간이해인데, 여기에서 인간은 세상에서

의 특수지위를 차지하는 존재로 높였다.203) “인간의 이성은 로고스, 프로네시스

(phronesis), 라치오(ratio), 멘스(mens)의 소유로 말미암아 인간이다. 이 중에서 로

고스는 만물의 본질(Was)을 파악하는 말인 것과 마찬가지로 만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201) 막스 셸러, �공감과 본질과 형식�, 이을상 역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셸러의 대표작으

로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윤리학 Der Formalisum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thik�(1916), �공감의 본질과 형식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1923), �

사회학과 세계관학에 관한 저작집 Schriften zur Soziologie und Waltanschauungslehre�(1923),  

�지식의 형태와 사회 Die Wissensformen und die Gesellschaft�(1926),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 

Die stellung des Menxchen im Kosmos�(1928) 등이 있다. 

202) 셸러의 큰 업적은 가치의 객관적 서열을 확보했다는 점인데, 가치의 위계(hierachy of value)로써 

가장 낮은 감각적 가치(쾌와 불쾌의 상태), 다음 단계인 생명가치(감각가치 근저에 위치), 정신‧문화적 

가치(진리탐구와 예술과 문화 창작가치), 최고의 가치는 성(聖)가치(인격의 발현으로 절대적 윤리가치)

로 구분했다. 이을상, ｢막스 셸러의 양심론: 르상티망과 가치적대의 극복｣, �코키토� 제63집 (2008), 

225. 이을상은 셸러의 가치서열을 잘 설명하고 있다. “셸러의 입장은-요약하면-다음과 같다. 첫째로 

모든 가치의 존재는 재화로부터 귀납적으로 경험된 것(즉 귀납적 경험의 사실)이 아니라 선천적 실질

내용이다. 따라서 가치는 모든 목적설정의 근저에 미리 주어져 우리 노력이 발동되는 것을 제약한다. 

둘째로 이러한 실질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할 때, 선은 가치서열과 관계한다. 이러한 가치서열과의 관

계가 곧 ‘도덕적 사실’이다. 셋째로 도덕적 사실은 합법칙적/반법칙적인 순수 이성의 사실이 아니라 

‘현상학적 사실’이다. … 셸러는 먼저 가치가 주어지는 방식에 따른 가치양상을 감성적 쾌적 가치, 생

명가치, 정신적 가치, 신성의 가치로 구분하고, 각각의 가치에는 이를 느끼는 담지자를 대응시킨다.”

203)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진교훈 역 (서울: 아카넷, 20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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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도 의미 한다”204)고 말한다. 세 번째 자연과학과 발생심리학적 인간이해는 지구

의 진화과정 중에 가장 후기의 산물로 보는 입장이 있다.205)

  셸러는 인간의 본질을 식물과 동물과의 관계를 고찰한 후에, 인간의 특수 형이상학

적 지위를 다루어 간다. 흥미롭게도 셸러의 세심한 관찰은 동물의 지위 또한 잘 설명

하고 있다. 그는 “동물의 선택행위를 부정하고 언제나 그때그때 강력한 개별적인 충

동만이 동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206)이라고 말한다. 동물

은 자동기계도 아니고, 단순한 충동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 동물에게서는 도

우려는 자세와 화해 등과 같은 모습들을 발견한다고 이야기한다. 셸러는 동물과 인간

의 근본적인 차이를 가치들에 대한 선취와 의향에서 찾고 있다. 

동물이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우선 가치들 자체 중에서 선취(選取)하는 것이

다. 예컨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재화(財貨)와는 독립해서 유용의 가치를 쾌적의 가치

보다 선취하는 것을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은 가치에 밀접하게 

속해 있는 의향(Gesinnung)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물은 모든 지능과 관련해서 

보다는 애정적인affektiv 면에서 훨씬 더 인간에 가깝다. 우리는 선물, 도우려는 자세, 

화해와 이와 유사한 것을 동물에게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207)

  셸러의 철학은 다예성으로 인해서 어떤 철학에 명확하게 연결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 그리고 칸트와 니체까지 논하

고 있고 한계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학자이기 때문이다. 셸러의 철학은 독창성을 지녔

음에도 특정 사상과의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후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직관, 본질의 선논리적 직관은 셸러철학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다.208) 프링스는 셸러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말한다.

셸러의 제일 관심사인 철학적 인간학은 ‘인간이 무엇인가’란 문제의 분석을 취급한다. 

셸러에 의하면 인간을 그 대상으로 삼는 모든 과학들 예컨대 생물학, 의학, 형질학, 심

리학, 민족학, 사회학, 역사학 등등에 그 토대는 바로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것이다. 그

리고 인간의 형이상학적, 심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기원을 취급하고, 인간의 생물학

적, 영혼적, 사회적, 역사적 발달의 근본적인 방향들과 법칙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력

적, 신체적, 심적, 정신적 영역(개인적 정신, 집단정신, 공동체정신, 문화적 정신)의 결

정을 취급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 인간이라는 것이다. 칸트는 이미 모든 철학적 문제들

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하는 문제로 귀결한다고 주장했다.209)

  셸러는 인간을 정신적 존재로써 동물들과 존재론적 단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204)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7-18.

205)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8.

206)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58.

207)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58-59.

208)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22.

209)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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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동물들은 자연적 환경과 신체적 성향에 묶여 있지만, 인간은 정신적 존재로 

새로운 영역을 향하여 개방되어 있다고 보았다.210) 셸러는 환원론적 인간론을 비판했

다. 인간의 본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부분들의 강조로 환원시킨, 

앞선 철학들의 환원적 인간이해는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인간과 고등동물 사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셸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입장을 거부한다. 즉 동물들은 실제적 지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과 

인간은 다만 동물성의 진화적 연장선 속에 있는 존재일 뿐이고(다윈), 동물들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나 다만 더 복잡한 존재이며, 정신적, 심적 영역이 궁극적으로 지각 경험과 

충박에 뿌리박고 있는 도구적 동물(베르그송의 ‘공작인’)이라는 입장을 거부한다. 셸러

에 의하면 인간과 동물 간의 본질적 차이는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정신은 

인간의 삶을 충동 활동으로부터 그리고 환경의 구속으로부터(근본적으로 환경에 구속되

어 있는 동물들과는 정반대로) 훌륭히 해방시켜 준다. 이것이 셸러가 ‘세계 개방성’이라

고 부르는 것이다.211)

  인간의 세계 개방성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은 고립된 인격이 아니라 근원적

으로 외부와 관계 맺는 존재이다. 세계를 향하여 정신적 세계와 인류 전체에 대해 연

대적으로 하나 되고 있는 것을 실감하는 인격이다. 이러한 연대성의 원리는 소위 개

인주의와 같은 시대적 사조와 대립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열린 존재로 보았다.212) 인

간은 실상 부단히 자신의 삶을 확장해 가는 존재다. 동물이 자신의 세계에 몰입되는 

것과 달리, 인간은 환경세계에 구속되지 않고 일탈하고 해방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

았다. 

실상 인간은 부단히 자신의 세계를 넓혀 간다. 동물이 자신의 세계에 몰입되어 살고 있

다면, 인간은 자신의 세계에 몰입하지 않고 때로는 그로부터 일탈하고 개방되어 살고 

있다. 동물은 그의 존재 구조상 생명층으로만 되어 있지만, 인간은 그의 존재 구조상 

두 개의 층 즉 생명층과 정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동물은 생명적 삶밖에 살

지 않지만, 인간은 정신적 삶도 산다. 그리하여 동물은 생명적 삶밖에 살지 않지만, 인

간은 정신적 삶도 산다. 동물이 생명적 삶만 삶으로써 그의 환경세계에 구속되어 있지

만, 인간은 정신적 삶도 삶으로써 정신층이 발휘하는 정신적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의 

환경 세계로부터 일탈하고 해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또 다른 더 넓은 세계를 소

유하게 된다.213)

210)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41-42.

211)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44. 

212) 김용섭, ｢하르트만과 셸러의 인격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 제21집 (2000), 262.

213) 금교영, �막스 셸러의 가치철학� (고양: 한국학술정보, 2003), 128.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64. “결정적인 원리인, 저 정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정신적 존재의 근본규정은, 그것이 

심리적‧물리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든지 간에, 정신은 유기적인 것으로부터 실존적으로 해방되

어 있다는 것이며, 정신은 자유라는 것, 다시 말해서 정신은 강제로부터, 압력으로부터, 유기적인 것

의 예속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따라서 또한 그 자신의 충동적인 

<지능>으로부터도 해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자유는 정신의 현존재의 중심체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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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셸러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동물과는 정도적 차이가 아닌 본질적 차이에 해

당하는 정신층에 있다고 파악했다. 고유한 정신 활동에 의해서 인간은 동물과 같이 

생명층에 갇히지 않고 세계를 향해 개방될 수 있는 것이다.214) 다시 말해, 정신을 소

유한 인간은 충동에 갇히거나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생리학적 및 심리학적 제 성질과 

개개의 심리적 체험들 그리고 개개의 생명적 기능들 일체를 다시금 대상화할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에 관한 의식을 갖추고 있다. 동물들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

에게로 의식을 반향 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의

식을 반향 하는, 대상의식보다 더 높은 정신 활동을 한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의식

은 자신의 삶의 궤도에 몰입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환경 세계에 몰입되어 있지도 않

다. 인간의 의식은 세계를 향하여 개방되어 있다. 정신의 세계 개방성 덕택으로 우리 

인간의 시야는 동물과는 달리 자신의 삶에 꼭 적합한 영역을 넘어서 더 멀리 확장하게 

된다.215)

인간은 자신의 삶에 몰입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체의 것의 

바깥에 있으므로, 그 삶에 속하는 일체의 것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물론 이런 활

동을 하는 데는 인간이 정신층이란 고유한 존재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다. 셸러에 의하면 “정신은 그것으로부터 그의 외부에 있는 일체의 것을 현상학적 환원

과 본질 직관을 통하여, 그 본질형상과 본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선험적 점>과도 

같은 것이라 한다. 이러한 정신의 덕택에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자신의 생명적 삶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고, 따라서 세계를 향하여 개방되어 있고 모든 존재자들을 대상화할 

수 있다.216)

  정신을 지닌 인간은 동물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게 하는 핵심이다. 동물은 환경구

조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어진 환경과 관계하여 살아가는, ‘환경 안의 존

재’이다. 이와 달리 인간은 환경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환경의 구속을 뚫

고 넘어 개방성을 지니는 존재이다. 

동   →  환               인 → 세  → → …

물   ←  경               간 ← 계  → → …

  셸러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결코 모나드적 존재일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자신을 전체 속에 합사시켜 자존성을 상실해 버리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214) 금교영, �막스 셸러의 가치철학�, 138-39.

215) 금교영, �막스 셸러의 가치철학�, 139.

216) 금교영, �막스 셸러의 가치철학�,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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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이중적 존재’이다. 개인으로 존재하는 개별인격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

회적 인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셸러의 인간론 즉, 인격론

은 하이데거(M. Heidegger)가 말한 ‘세계-내-존재’(In-der-Weltsein)에 다름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개체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인간과 인간 사이 속 행위연관 위

에 존재한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행위 연관이 없고, 행위 연관이 없다면 ‘내’(內)가 

없고 ‘내’가 없으면 세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217)

  동물은 달팽이가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처럼, 환경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주어진 세계를 대상화하지 못하지만, 인간만이 세계 개방성을 가져, 환경과 세계를 대

상화하여 거리두기 하여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프랑클은 셸러의 철학적 인간론, 즉 

세계를 대상화할 뿐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성질과 기질, 삶에 달라붙은 체험들까지도 

대상화하는 능력에 기초하여 차원적 인간론과 역설의도, 탈성찰의 방법을 길어냈다. 

셸러는 자신을 대상화하는 이탈, 즉 초월존재를 구성한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자신의 정신에 의해 환경을 세계존재의 차원으로 

확대하고 저항들을 대상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이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다-그 자신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성질을 다시금 대상화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개별

적인 심리적 체험과 또 자기의 생명의 기능들 자체의 모든 개개의 기능을 다시금 대상

화할 수 있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

유롭게 던져버릴 수 있다. 동물은 듣고 보지만, 자기가 듣고 보는 것을 알지 못한다. 

동물의 심리는 기능하고 살아 있어도, 동물은 결코 심리학자와 생리학자가 될 수는 없

다.218)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고, 마음을 객관화하여 묻는 존재다. 삶을 살아가고, 

심리적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반성하고 분석하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하다. 인간

만이 생명체로서의 자기를 넘어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세계의 일부가 아

니라 최고의 존재근거 자체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만이-그가 인격인 한에서-생명체로서의 자기를 넘어서 초월할 수 있으며, 또한 하

나의 중심으로부터 시간적‧공간적 세계의 피안에서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그의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정신적 존재로서 스스로 생명체

이면서 또한 자기 자신과 세계를 넘어서 있는 존재이다. 그러한 존재로서 인간은 또한 

풍자와 유머도 갖고 있다. 풍자와 유머는 자기 자신의 현존재를 넘어서는 것을 내포하

217)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28-29. “셀러의 인격 

개념은 그의 ‘철학적 인간학’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된다. 철학적 인간학이란 근대의 이성주의적 인간관

이 붕괴된 이후 ‘생명 있는 다른 종(種)의 지위에도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지위를 어떻게 인간 그 자

체에 부여할 수 있는가’를 문제 삼는 철학적 담론이다. 이에 따른 인간의 본질적 징표는 ‘세계개방

성’(Weltöffentlichkeit)과 ‘합사상성’(Sachlichkeit)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작용성’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철학적 인간학은 인간의 문제를 개인에만 국한시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를 개인에만 국한시켜 볼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공동체와 사회는 필연적으로 인간 그 자체와 

동떨어진 그 무엇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18)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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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신체와 자기의 심리적인 것을 대상화하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풍요한 세계를 대상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활동Ark을 수행하

는 중심은 그 자체로 이 세계의 한 <부분>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중심은 특정한 시

공간적인 지점을 가질 수도 없다. 그것은 단지 최고의 존재근거 자체 속에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219)

  셸러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히테와 헤겔의 고전적 이론에 따라 정신과 이념

을 본래적인 자기 힘(Selbstmacht)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정신은 생명충

동 없이도 강력한 원리를 가진 것으로 심지어 전능한 원리라고 까지 이야기 한다.220)

셸러는 이런 고전적 정신의 자율성을 상대화시키고 자율성을 희생시킨 에피쿠로스와 

쇼펜하우어,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충동자연주의자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다.221)

  셸러는 고전적 이론이 두 가지의 중요한 형식으로 드러난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정

신적인 영혼실체에 관한 이론인데, 모든 개개의 정신들은 유일한 정신의 활동양상에 

불과하다는 이론으로 아베로스(Averroës, 1126-1198), 스피노자, 칸트, 피히테, 헤

219)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78-79. W. Heyns, Manual of Reformed Doctrine (Grna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26), 65. 교의학자 헤인즈는 인간은 영혼과 정신, 육

체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23절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Man composed of 

Body and Soul. It has been maintained that man consists of three part: spirit, soul, and 

body, The spirit is then considered to be the higher, and the soul the lower insisible part 

to God, through which he can have communion with God, and the soul as the perceiving, 

feeling, desiring part, which forms the connecting link between spirit and body. This is 

called Trichotomy, and its supporters appeal to the fact that in the Scriptures mention is 

made now of "soul" and the of "spirit," and that in 1 Thess. 5:23 the spirit and the soul 

are expressly named as with the body the three composing part of man.” 더 자세한 내용은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Abridged in One Volume, edit. John Bol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317-328. 여기에서 바빙크는 인간의 본질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

다.

220)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07. 이정우, �영혼론입문� (파주: 살림, 2018), 크게 2부로 구

성된 본서는 우선, 영혼의 개념의 철학적, 과학적 변천사를 다루고 이어, 영혼의 능력들을 설명하고 

있다. 신체, 영혼, 정신을 구분하여 고대철학부터 현대까지의 개념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221)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07. “고전적 이론의 위대한 반대자 예컨대 에피쿠로스

(Epikuros, 기원전 341-270), 홉스(T. Hobbes, 1588-1679), 마키아벨리(Machiavelli, 1469-1527), 

라메트리(J. O. LaMettrie, 1709-1751)로부터 쇼펜하우어, 마르크스(K. Marx, 1818-1883)와 프로이

트에 이르는 충동자연주의자들의 상대적 권리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고전

적 이론에 대하여 그들의 반동적인 반대를 하였지만 그 고전적 이론 속에 있는 진리를, 즉 그 이론의 

본질과 법칙에 들어 있는 정신의 자율성을 희생시켰으며, 이로써 모든 이론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론까지도 평가절하 시켰다. 왜냐하면 정신의 자율성이야말로 <진리>의 이념과 진리의 인식 가능성

에 대해서 최고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133-37. 자연주의적 이론에 대해 셸러는 세 가지를 구분하

는데, 첫째는 자연주의 기계론으로,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 카루스(Lucreticus Caus)와 라메트리

의 �인간기계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으로 환원시키려는 인간론, 여국의 감각주의

에서 형성된 데이비드 흄의 �인간오성론�과 에른스트 마하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둘째는 자연주의 

활력론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형식적‧기계적 인간관과 반대로 생명충동으로 인간을 해석하는 

태도이다. 영미의 실용주의 예를 들면, 퍼스(C. S. Peirce)와 제임스(William James), 실러(F. C. 

Schiller)와 듀이(J. Dewey),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에서도 생명의 권력충동으로부터 이해하려는 모

습을 볼 수 있고, 마르크스, 마키아벨리, 홉스 등도 이에 포함시킨다. 셋째로 자연주의 리비도(Libido)

의 형태이다. 인간문화 전체와 문화의 소산들이 억압된 리비도의 산물로 간주하는 견해로, 쇼펜하우

어와 프로이트를 언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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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 셸링, 폰 하르트만(V. Hartmann, 1842-1906)으로 이어지는 입장이다. 셸러는 고

전적 이론이 가정하는 근본오류를 지적한다. 

<고전적>이론의 그 전체가 기원하고 있는 근본 오류는 아주 깊고 원칙적 오류이며, 전

체적인 세계의 상(像)과 관련되어 있는 오류이다. 다시 말해서, 이 오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원래부터 그리고 고정적으로 질서 지어져 있어서, 가령 보다 더 높은 

존재형식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바로 여기서부터 오류가 시작

하는데-또한 힘과 권력도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222)

  셸러는 높고 낮은 존재형식들과 가치범주들의 질서를 역전시킨다. “<낮은 자가 원

래 강력하고 가장 높은 자는 원래 무력한 것이다> 모든 보다 더 높은 존재형식은 더 

낮은 것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력하다. 왜냐하면 보다 더 높은 존재형식은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낮은 것의 힘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223)이라

고 말한다. 무엇보다 칸트에 의해 경향성에 지배되는 감정으로 치부되던 사랑을 셸러

는 인간학의 핵심으로 삼았다.224) 셸러는 정서적 영역에도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셸러는 인간의 정서적 영역은 고유한 작용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칸트가 

폄하했던 감정과 정서는 논리학에서가 아니가 윤리학에서만 밝힐 수 있는 선천적 내

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천적 가치의 자리는 감지작용, 선호와 경시의 작용, 

사랑과 미움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 인식과 가치지관이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인간은 사고와 의욕이전에 사랑하는 자라고 보았다. 사랑은 무엇에 의존하여 

발생하지 않는 자발적이고 선천적인 운동이라는 것이다. 사랑과 증오는 감정들의 변

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셸러의 인간학의 핵

심이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셸러 철학을 바르게 이해하기 힘들다.225)

  사랑을 철학의 주제로 취급하는 현대철학자로는 셸러가 거의 유일하다. 중세의 아

우구스티누스를 제외하고, 철학사 가운데 사랑은 중요한 주제로 취급되지 못했다.226)

셸러에게 있어 ‘사랑’은 가장 근본적인 정신작용이다. 

222)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08.

223)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11.

224)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70.

225)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70-71. “사랑과 증오는 어떤 것에 관한 혹은 어떤 것의 

감정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이 사랑이 없을 때에도 적극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할 수 있고 증오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랑과 증오는 그것들이 가치

들과 가치들의 위계질서들을 파악하고, 대상들이 가치들을 가지는 만큼 많이 대상들 그 자체와 관계

한다는 점에서 가치 대상들을 향한 유일한 태도들이다. 가치 파악은 한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선호하

고 또는 한 가치를 다른 가치에 경시하는 일이지만, 사랑 그 자체는 그러한 가치 파악작용들의 바로 

토대이다. … 사랑(과 증오)은 가치 대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 양식이고, 어떤 경우이든 대상들과 

그 대상들의 가치들에 관한 판단들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226)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81. 금교영, ｢막스 셸러를 통해 본 ‘사랑’의 발동과 그 의

미｣, �철학논총� 제9집. (1998), 147. 금교영은 셸러 윤리학의 사랑에 관한 이론을 독창적이고 의미심

장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물론 독창적이라 해서 전통철학의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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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셸러에 따르면 사랑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정신작용이다. 이것은 우리 자

신의 환경 세계에 뿐만 아니라 이념적 세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내면세계

에 대한 의식지향을 토대지우는 정신 작용이다. 피상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객관에 대한 

관심 지향의 토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인간의 감정 또는 이성이 작

용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227)

  셸러는 인간이 무엇을 향한 지향하는 운동을 일러 ‘사랑’이라고 파악했다. 이러한 

지향운동에서 가치는 즉각적으로 발견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정당

하다’는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운동에서 정담함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주어짐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치 자체는 사랑의 운동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역으로 사랑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228) 셸러는 

이성적 인식의 논리와 구별되는 마음의 논리를 제시하는데, 이를 불러 ‘사랑의 질

서’(Ordo Amoris)라고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Herz)은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사고 또는 이성의 사실과 다른 것

이다. 따라서 마음은 이성주의적 인식의 논리와는 구별되는 논리와 그 자신에게만 고유

한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마음의 논리를 셸러는 ‘사랑의 질서’(Ordo Amoris)라

고 부른다. 이러한 사랑의 질서는 이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가 말한 것이고, 파

스칼(B. Pascal)이 ‘마음의 질서 또는 논리’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지만, 셸러는 이 말을 

특히 인간의 마음속에는 ‘가치세계의 소우주’가 들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 사랑의 질서에 따라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가치에도 관계하

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셸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 작용을 사랑(그 반대는 미움이다)이

라 본다. 사랑은 근원적으로 가치의 객관적 존재를 향한 ‘지향 운동’이고, 이 운동에서 

비로소 가능적 가치는 ‘현실적인 것’으로 된다.229)

  셸러는 사랑의 질서가 인간 운명의 근본적 요소라고 말한다. 인간의 무의식과 같이 

마음속에 숨겨진 양식으로 운명적이라고 보았다. 

‘사랑의 질서’는 가치들이 인간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인간 운명의 근본적 요소

이다. ‘사랑의 질서’와 그 형태는 인간이 항상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숨겨진 양식으로 수

반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실제적 역사와 이념들이 가치들을 선호하거나 경시하는 작용

들의 다양한 방식들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도 가치들의 영역의 경계들내에서이다. 셸러

는 우리가 역사적 시대들, 사회학적 변화들, 그리고 신학적, 철학적 세계관들의 사실적 

변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에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세계관들, 

미적 감상의 형식들의 이전 역사적 변화 내에서도 그리고 교육, 정치, 경제 등의 이념

들의 변화들 내에서도, 가치들 자체의 위계질서는 불변적으로 남아 있다. 인간의 역사

227) 금교영, ｢막스 셸러의 윤리학적 공감론｣, �철학논총� 제16집. (1999), 5. 

228)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48.

229)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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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치들을 선호하고 경시하는 역사적 작용들의 변천들일 뿐

이다. 그래서 ‘사랑의 질서’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다.230)

  셸러는 도덕적 삶에 있어 이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간이 윤리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 이성 못지않게 감정은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했고, 감정은 가치를 

감지할 뿐 아니라 감지된 가치를 선취‧후치하는 일을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보다 훌

륭한 가치를 실행하며 윤리적 의미의 선‧악을 이행 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다고 보았

다.231) 칸트는 모든 감정이 질적인 면에서도 동류의 감성적인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셸러는 감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질적인 차원 뿐 아니라 깊이의 차원에서

도 구분된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정신작용이라 파악했다.232)

  셸러의 가치윤리학에서는 이성의 작용보다 감정 작용이 더 중요한 논의의 내용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가치를 의식하는 주체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이고, 감정

을 통해서라야 타자와 공감하고 합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셸러에 의하면 감정은 네 

종류의 감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감성적‧생명적‧심미적 그리고 정신적 감정이 그것

이다.233) 셸러는 사랑과 증오의 형식들을 3가지로 구별하여 정돈했다. 생명적‧애욕적 

사랑과 증오, 개별적 자아와 심적 사랑과 증오, 인격의 정신적 사랑과 증오로 구분했

다.234)

  셸러가 인간의 도덕적 삶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속에 아로새겨진 사랑의 질서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전제된 사랑의 질서는 어떻게 기능하고 작동하는 것인

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셸러는 규범적 기능과 기술적 기능이라는 두 측면으로 설명

했다. 규범적 기능이란, 가치의 인식이 도덕적 의지에 작용하여 심정의 형성으로 유의

적 행위를 수행하는 심정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규범적 기능은 마음에 새

겨져 있는 사랑의 질서가 사람의 의욕과 관계되어 명령되어질 때, 규범이 된다는 것

이다. 이렇게 사랑의 질서는 우리의 행위와 도덕적 태도를 결정하고 가치의 실질을 

의지에서 실현 하도록 하는 도덕적 능력이다.235)

230)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84.

231) 금교영, ｢막스 셸러의 윤리학적 공감론｣, 4. 

232) 금교영, ｢막스 셸러의 윤리학적 공감론｣, 4. 이인재, ｢셸러(M. Scheler)의 가치윤리학에 나타난 가

치감정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창간호(2001), 119-123. 칸트의 형식윤리학에서는 어떤 감정유

형도 윤리학에서 요구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233) 금교영, ｢막스 셸러의 윤리학적 공감론｣, 6.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54. 셸러는 

인간의 전 존재 구조에 상응하는 4단계의 상이한 단계의 감정 상태들을 구별한다(형식주의, S. 334; 

사회학, S. 39 u. S. 33). 1. 감성적 감정상태(예컨대 고통, 간지러움과 가려움의 지각 등등). 2. 생명

적 감정상태(예컨대 허약, 갈증, 병환, 건강 등등) 3. 심적 감정상태(예컨대 슬픔, 즐거움, 비애). 4. 

정신적 감정상태(예컨대 축복, 실망, 양심의 가책, 구원, 마음의 평안, 후회 등등).

234)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80. 아래의 도표처럼, 셸러는 사랑의 작용, 형식과 가치, 

지식을 구분하고 있다. 

작용들 사랑의 형식들 가치들 지식

생명적 작용들

심적 작용들

정신적 작용들

생명적 사랑

심적 사랑

정신적 사랑

생명 가치들

교양 가치들

聖의 가치들

지배의 지식(과학)

본질지식(형이상학)

구제의 지식(종교)



88

  이와 달리, 기술적 기능은 내재적 원인에 따라 주어지는 가치 실질을 각각의 가치

에 맞게 상응하도록 조정하는 기능이다. 무엇보다 기술적 기능은 교육적 의미를 지니

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정서생활은 사랑의 질서 안에 있는 기술적 기능에 의해 심정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행위들을 규정하기 때문이다.236) 셸러에 의하면 인간의 정서

적 영역은 이성과 의지로 소환되지 않는 고유한 작용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정서적

인 것은 이성과 논리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천적 가치, 즉 감지작용, 선호‧경시작용, 

궁극적 사랑과 미움으로 밝혀진다고 보았다.237) 셸러는 사랑을 가치를 파악하는 작용

들의 토대라고 파악한 것이다. 

사랑과 증오는 어떤 것에 관한 혹은 어떤 것의 감정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이 사

랑이 없을 때에도 적극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증오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랑과 증오는 그것들이 가치들과 가치들

의 위계질서들을 파악하고, 대상들이 가치들을 가지는 만큼 많이 대상들 그 자체와 관

계한다는 점에서 가치 대상들을 향한 유일한 태도들이다. 가치 파악은 한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선호하고 또는 한 가치를 다른 가치에 경시하는 일이지만, 사랑 그 자체는 그

러한 가치 파악작용들의 바로 토대이다. … 사랑(과 증오)은 가치 대상들에 대한 직접적

인 반응 양식이고, 어떤 경우이든 대상들과 그 대상들의 가치들에 관한 판단들에는 관

계하지 않는다.238)

  셸러는 사랑을 “모든 사고 작용들 이전에 세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대상

들에 관한 어떠한 지식획득 작용에도 선행 하는 것”239)이라고 보았다. 셸러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가치를 실현하는 체험 그 자체로 파악했다. 행위의 경험과 감

정을 해석함으로 통해서 칸트가 빠졌던 형식주의의 오류에서 벗어나 내용, 즉 가치윤

리학을 정초할 수 있었다. 

  칸트의 형식적 윤리학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의 원천은 감성이 아니라 이성에 

있다. ‘도덕성’은 정언원리에 있다. 셸러는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에 내포되어 있는 

전제들240)을 밝혀내고, 칸트의 형식윤리학을 넘어 실질윤리학을 전개해 나간다. 셸러

235)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48-49.

236)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49.

237)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69. 

238)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70-71.

239)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74.

240)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111-12. 셸러는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의 전제들을 아래

와 같이 정돈하고 있다. 

1. 이성은 변천하는 역사를 관통하는 부단한 구성자이다.

2. 선천적인 것은 경험에 속하지 않는다.

3. 선천적인 것은 형식적인 것에 속할 뿐이다.

4. ‘실질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의 동일시, 그리고 선천적인 것과 사고된 것 혹은 추리된 것의 동일시.

5. 사랑과 증오의 도덕적 행위들은, 만약 근본적 행위들로서 가정된다면, 경험주의와 감각적인 것에로의 

일탈을 초래한다.

6. 선천적인 것은 주관주의적 본성의 종합하는 활동성에 의지한다.

7. 모든 실질적 윤리학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재‧목적 윤리학이어야 하고, 그러므로 후천적으로 타당한 윤

리학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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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윤리학의 근본 문제를 세 가지로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최고선의 문제이고, 둘째

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무엇인가의 문제, 마지막으로 자유의지의 문제가 그것이

다.241)

  칸트가 도덕적 행위의 선한 동기가 의무의식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의 윤리학은 의무윤리학 또는 형식윤리학이라 불린다. 이와 달리 셸러는 칸트의 

형식윤리학을 넘어서려 했다. 셸러는 ‘사랑의 질서’라는 고유한 법칙이 인간에게 내제

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은 현상학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칸트

가 말하는 의무, 즉 정언 명령보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형식주의 윤리학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의 선한 동기는 반드시 의무 의식에서 나

온다. 이 점에서 칸트 윤리학은 ‘의무 윤리학’이라 불려진다. 이에 반해 셸러의 윤리학

은 ‘통찰 윤리학’이다. 통찰 윤리학은 선악의 명증적 가치 통찰이 우리의 행위를 강제하

거나 제약하는 다른 계기 없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에 근

거한다. 이러한 가치 통찰에 상응하여 마음은 그 자신의 고유한 법칙성, 즉 ‘사랑의 질

서’를 가지고 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스스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현상학적 방법으로만 파악된다. 이에 따르면 사랑

의 질서는 한편으로는 가치의 객관적 서열에 상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중의 기능, 

즉 규범적‧가치 인식적 기능과 기술적-가치 규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자가 우리의 

‘심정’에 의해 수행된다면, 후자는 ‘양심’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하여 셸러는 “보편타당

하게 행동하라”는 정언 명법 대신에 우리의 내적 요구, 즉 가치의 선취규정에 상응하는 

마음의 소리에 따라 행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242)

  칸트가 의무윤리를 강조하고, 셸러가 가치윤리를 강조하는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

는가? 윤리학의 근본원리에 대한 칸트와 셸러의 근본차이는 인간본성에 대한 상이한 

접근에 의해 발생했다. 칸트는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 즉 ‘근본악’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셸러는 인간본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데서 이미 차이를 가지

고 있다. 궁극적인 선의 의미를 탐색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에서는 일치하지만, 방

법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칸트는 근대 실천철학의 한계 내에서 ‘도덕 형이상학’을 정초하는 것에 목표를 두

었다면, 셸러는 칸트의 형식윤리학을 넘어서, 도덕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적 징표인 인

격의 가치에 대한 관계에서 해명하는 가치윤리학을 정립하고자 했다.243) 이을상은 칸

8. 모든 실질적 윤리학은 쾌락주의이다.

9. 모든 실질적 윤리학은 타율적이고, 형식적 윤리학만이 자율적이다.

10. 형식적 윤리학만이 인간 존엄성의 토대를 부여할 수 있다. 

11. 모든 실질적 윤리학은 모든 평가들의 토대를 자연적 충동으로서의 인간 본성의 이기주의에로 처박아 

넣음에 틀림없다. 형식적 윤리학만이 인간의 자연적 존재에 독립한, 형식적인 보편적 도덕법칙을 수립할 

수 있다.

241)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114.

242)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60.

243)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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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형식윤리학에 대한 비판과 셸러의 대안을 설명한다.

도덕법칙이 인간에게 무제약적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할지

라도 도덕적 행위를 (능동적으로) 의욕 하는 사람에게 새삼 도덕적으로 행위 할 것을 

명령한다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명령은 언제나 인간의 반의욕

에 직면하여 비로소 의미를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때 명령이 인

간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외부에서 주어진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명령이 인간의 내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명령이 주어지

는 심리학적 과정을 먼저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칸트 윤리설은 인간적 가치를 

심리적 연관에 따라 해명한 행복주의 윤리설을 분쇄하는데 탁월한 공적을 남겼다. 그러

나 불행하게도 칸트의 명법 윤리학은 인간이 풍요로운 가치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또

한 인간의 의지에 대해 당위 되는 것이 다름 아닌 가치 그 자체라는 점을 간과하고 말

았다. 따라서 인간에게 무제약적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마치 중력장이 인간

을 지구의 표면에서 살 수 있게끔 붙잡아 두듯이- 그것은 가치의 실현을 명령하는 것

이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가치 그 자체는 모든 당위의 토대가 된다. 인간의 행위 연

관에서 볼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치의 세계 가운데 주어지고, 가치는 인간 존재를 드

러내는 ‘최초의 전령’이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하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연관

이다. 결국 칸트는 그 자신의 윤리학의 체계 내에서 가치인정의 원리가 바로 의지규정

의 원리라는 사실을 부정해 버렸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일정한 가치의 실

현을 지향한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말았는데, 이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상세하게 분석

한 사람이 막스 셸러이다.244)

  셸러는 인간이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형성되어 가는 존재로 파악했다. 인간은 칸트

의 ‘근본악’에 의해 기울어진 상태와 달리 도덕적 삶에서 선이나 악, 어떤 방향으로도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결정의 주체가 되는 인간은 결국 도덕적 삶에

서 가치실현을 할 수 있는 선의 방향으로 가야 함을 암시받고, 이를 선택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가치실현의 내용에서라야 근본적 당위가 작용하고, 타당하게 행해야 

할 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245)

  칸트는 종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학은 근원적으로 자기 내부에 불행을 가정한다

고 보았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목표하거나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윤리학의 

근본은 결국 윤리적 이기주의이고, 자기사랑에 빠지는 일로 보았다. 칸트는 종래의 윤

리학이 가진 자기중심의 경향성을 비판하며, 도덕적 요구를 보편타당하게 행위 하는 

명령으로 형식화 했다. 이러한 명령의 체계를 세 개의 정언명법으로 체계화했다.246)

  ‘정언명법’, 즉 명령은 인간의 의지를 규정하는 원리이다. 의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천이정이지 개인의 의식작용은 아니다. 물론 보편적 실천이성과 개인의 이성작용이 

구별된다고 해서 양자가 개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는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244)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34.

245)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41.

246)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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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 활동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데, 후자는 경험적 성격인데 반해 전자는 보편적 

자발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247) 칸트에 의하면 도덕적 행위는 근본적으로 ‘의무’로 인

해 발생하는 행위이고, 도덕적 행위의 계기는 ‘당위’라고 파악했다. 여기에서 ‘너는 행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는 행할 수 있다’는 명제가 성립된다.248)

  셸러는 윤리적 주체가 인간 밖에 있지 않고, 인간의 이법(Logos)에 있다고 보았다. 

선악과 양심, 당위 역시도 인간의 이법을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악이란 

인격의 가치에 대한 관계이고, 양심이란 본래적 전체성에서 부르는 소리라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을 넘어 사회적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에 ‘당위의식’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인간이 인간이게 하는 필연성이라는 것이다.249) 인간은 행위연관에서 볼 때, 윤

리적 주체다. 그래서 인간을 ‘실천적 존재’라고 부른다. 인간의 실천적 행위는 사물처

럼 탐사대거나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생리적이나 심리적으로 환원시킬 수도 없

다고 보았다.250) 이을상은 칸트와 셸러의 근본적 차이를 정돈하고 있다. 

  

도덕의식에 관한 칸트와 셸러의 근본적 차이도 분명해진다. 즉 칸트의 경우 근원적인 

도덕의식은 정언명법이고, 의욕과 도덕 법칙을 일치시킴으로써 의욕의 보편타당성이 우

리의 도덕 생활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셸러의 경우 우리의 도덕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심정을 활동하게 하는 전형이다. 전형은 의욕의 근저에 

있는 심정을 미리 규정하고 있고, 의지의 작용에 앞서 인격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형을 우리는 다만 사랑할 뿐이다. 칸트의 경우 도덕법칙은 인간의 개별적 행

위에 대해 명령하지만, 셸러의 경우 사랑에 의해 우리는 전형을 추종한다. 여기서 셸러

는 사랑을 인격의 가장 숭고한 도덕 작용으로 본다. 즉 칸트가 인격을 이성 인격으로서 

이성적 활동의 단순한 출발점 또는 주어로 본 것과 달리 셸러는 인격의 존재를 ‘개체적

‧구체적 자기 가치의 작용 중심’으로 본다. 이에 따라 셸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

째, 규범을 정립하는 인격 없이 의무는 주어지지 않는다. 둘째, 선을 정립하는 인격의 

질적 선성(善性)에 대한 적극적 통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인격에 대한 존경에 근

거하지 않는 규범 또는 도덕 법칙에 대한 어떠한 존경도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그 

발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형은 규범보다 ‘근원적’이다.251)

  셸러는 칸트가 말한 ‘자율’과 다른 자율을 설명한다. 가치에 대한 통찰 없는 맹목적

이고 껍데기와 형식적 행동은 자율이 아니라 노예적 행동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셸러의 자율은 곧, ‘인격의 자율’을 뜻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 자율은 도덕의 최

247)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32-33.

248)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33. M. S. 프링스, �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135. “셸러는 두 가지 종류의 당위를 구별한다. 즉 이념적 존재당위와 도덕

적 행위당위를 구별한다. 이념적 존재당위는 가능한 실체적 존재당위이다. 도덕적 행위당위는 의욕을 

실현하는 데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는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불의는 불의

의 실제적 경험의 이상화이다. 이 전제는 이념적 존재당위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너는 마땅히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도덕적 행위당위가 포함되어 있다. 도덕적 행위

당위는 윤리학의 토대를 형성하는 이념적 존재당위에 의지한다(형식주의, S. 218).”

249)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30.

250)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31.

251)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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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리로, 이성의 법칙으로 의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행해야만 한다”

는 의식에 의해서만, “나는 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셸러

의 시선에서 이러한 논증은 자율이 아니라 타율로 파악되었다.

  셸러는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사랑의 질서의 통찰과 기술적인 기능으로 인

해, 자발적인 지향운동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

다고 보았다.252) 셸러는 가치 소여의 선천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로, 우

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 있어 관계적 감정을 알지 못한 때에도, 동정과 혐오를 경험한

다. 또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유혹의 느낌, 유쾌함, 서먹함의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253) 셸러는 칸트의 형식적 선천성과 달리 정서적 선천성의 실질을 주장했다. 

  셸러는 가치들의 위계영역을 셋으로 구분했다. 감성적 가치와 생명적 가치, 그리고 

정신적 가치들이 그것이다. 

1) 감성적 가치들. 이 가장 낮은 양태의 가치 부류는 유쾌의 가치로부터 불유쾌의 가치

에까지 이른다, 이 양태는 향락과 번민의 기능들을 가진 감성적 감정 작용에, 그리고 

감성적 쾌락과 고통의 감정 상태들에 해당된다. 모든 양태들에는 사태 가치들, 기능 가

치들, 그리고 상황 가치들이 있다. … 2) 다음 높은 양태는 생명 가치 혹은 활력 가치

의 양태이다. 이 양태의 가치들은 고상한 것부터 비천한 것까지 또한 훌륭한 것(독일어 

‘유능한’ 의미의, 즉 ‘우수한’, ‘능력 있는’ 의미의)부터 조악한(즉 악한 것이 아니라 열

등한) 것까지 그 범위로 한다. 이 양태의 결과 가치들은 일반적인 복리에 속하는 가치

들이다. 이 양태에 일치하는 상태들은 건강과 병환의 상태들이고, 성태는 상태, 다가오

는 죽음, 쇠약, 강인을 느끼는 상태들이다. 활력 가치 양태(고상-비천)는 다른 양태들과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다. 그것은 감성적 가치들의 양태로 환원될 수 없거니와, 또한 정

신적 가치들의 높은 양태로 환원될 수 없다. … 3) 정신적 가치들은 활력 가치들이 그

것들을 위해 마땅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증명에 의해서 그것들의 고유한 지위를 양태로

써 나타낸다. 그것들은 정신적 감지작용과 정신적 선호 작용, 인격의 사랑과 증오에 주

어져 있다. 그것들은 그것들 자신의 법칙성에 의해서 활력적 기능들과 작용들과는 현상

학적으로 다르고, 그러므로 생물학적 법칙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254)

  이러한 가치들의 위계질서는 궁극적이고 절대적 가치들과의 연관성에 의해서 결정

된다. 반성이나 이성적 분석과 고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높고 

낮음의 위계적 가치 판단은 직접적인 감정 작용에 의해 느껴지는 것이라고 파악했

다.255) 셸러는 윤리학의 근본원리를 가치실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인간론을 정립했

다. 이을상은 셸러의 가치윤리학은 개인윤리학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영역에서의 역

할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252)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58-59.

253)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117-18.

254)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121-23.

255)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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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러는 도덕적 행위가 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 고유한 담지자인 인격의 본

질을 규명함으로써 윤리학의 근본 원리를 ‘인간학’(Anthropologie)으로 정립했다. 그리

하여 셸러에 있어서 윤리학의 과제와 철학적 인간학의 과제는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 

오늘날 철학적 인간학은 근대 철학의 근본 전제인 개인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역

사적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셸러의 가치윤리학

이 도덕을 단순히 개인의식의 문제라고 본 근대 실천철학의 오류도 시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윤리학이 근대 이후 쇠퇴해 버린 사회적 영역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256)

  셸러의 공헌은 칸트의 형식주의 윤리학의 약점을 보완하는 실질가치윤리 뿐 아니라 

철학적 인간학(Philosophische Anthropologie)을 통해서 여타의 동물들과 구분되는 

인간의 본질을 분석한 점이다. 동물들은 환경이라는 세계구조 속에 묶이고 폐쇄적으

로 적응하는 환경세계  속박성(Umweltgebundehiet)과 달리 인간은 환경세계에 독자

적인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할 뿐 아니라 변형하고 조정하는 세계개방성

(Weltoffenheit)을 지녔다고 파악했다. 셸러는 인간세계의 특징을 개방성(offenheit)에 

있고 고유한 인간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프랑클의 인간의 자기

초월성(self-transcendence)과 비교불가의 개인 삶의 독자성 확보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프랑클은 환경에 묶여 사는 동물들의 기계적인 폐쇄성을 넘어선 셸러의 인간론에 

동의했다. 인간본성을 생물학적으로나 심미적으로 환원시키는 이전의 심리학에 반대

하여, 개인 밖에 있는 ‘의미’와 ‘가치’의 부름에 반응하며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 마음에 있다고 보았다. 

  가치와 의미가 인간의 마음주관 밖에 있어야만, 삶의 의미가 나를 향해 부른다는 

프랑클의 의미철학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었다. 여기에 의미와 가치의 객관적 성질과 

마음 주관을 구분하는 가치서열을 주장한 셸러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셸러는 인간

만이 가지는 지위와 특성을 동‧식물과 구별해서 말한다. 

동물은 식물과는 달리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라이프니츠(G. W. Leibniz, 

1646-1716)가 통찰했던 것처럼, 아무런 자기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동물은 자기를 

소유하지 못하며 자기를 제어할 수 없다. 집중, 자기의식, 그리고 근원적 충동저항을 대

상화할 수 있는 능력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의 유일한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자체는 오로지 인간만의 특징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의식하게 되는 것, 즉 

자기의 실존을 새롭게 반전(反轉)시키고 집중시키는 것은 정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

데, 이러한 것으로 인간의 두 번째 본질적 징표가 주어진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

는 존재는 자신의 정신에 의해 환경을 세계존재의 차원으로 확대하고 저항들을 대상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이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다-그 자신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성질을 다시금 대상화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개별적인 심리적 체험과 또 자

기의 생명의 기능들 자체의 모든 개개의 기능들 다시금 대상화할 수 있다. 단지 그렇기 

256)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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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존재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던져버릴 수 있

다.257)

  동물은 자기 자신의 육체와 활동을 대상화하고 반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세계 공

간을 가지지 못한다. 동물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주변의 사태와 마당과 정원을 전체

적으로 그려낼 능력이 없다. 동물은 자신이 활동하는 행동반경과 활동범위를 가지기

는 하지만 스스로 대상화할 능력이 없다. 달리 말해 자신을 객관화하는 초월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 자신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 있다. 

인간만이-그가 인격인 한에서-생명체로서의 자기를 넘어서 초월할 수 있으며, 또한 하

나의 중심으로부터 시간적‧공간적 세계의 피안에서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그의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정신적 존재로서 스스로 생명체

이면서 또한 자기 자신과 세계를 넘어서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존재로서 인간은 또한 

풍자와 유머도 갖고 있다. 풍자와 유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현존재를 넘어서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258)

  프랑클의 인간이해에 있어 차원적 존재론은 셸러에게 빚지고 있다. 셸러가 인간의 

지위를 설명하며,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차원을 넘어선 정신적 차원의 존재로 자

신을 객관화하는 초월존재라는 논의를 수용했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태도에서 자신의 

상황과 처한 현실에 대한 유머나 풍자가 가능하며, ‘역설의도’를 통한 치료가 가능하

다고 내다보았다. 

  프랑클은 인간 마음 외부에 의미와 가치가 존재하고 있으며, 삶의 의미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가는 데 인간 마음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했다. 로고테라피 사상의 

근본적인 토대에 ‘가치의 선험적인 질서’와 ‘가치 지향적 성격’을 주장한 셸러의 현상

학적 가치론이 자리하고 있다.259)

    3.2.2. 프랑클의 셸러철학 사용

  프랑클은 셸러의 ‘가치철학’에서 깊은 통찰력을 얻었다. 셸러가 가치260)의 내용을 

257)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69-70.

258)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78-79.

259) 정인석,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50.

260) 금교영, �막스 셸러의 가치철학�, 129-30. “가치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필자의 안목으로 가치란 

인간의 의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본래 고유하게 존재해 있는 것이다. 가치는 우리 인간의 의욕, 의

지, 욕구의 방향에 따라 산출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어떤 이념, 규범, 척도가 먼저 존재하여 그것에 

의거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순수 실천이성의 지상명령에 대한 준칙의 합당 여부에 따라 성

림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가치는 플라톤의 Idea처럼 이념적인 것이면서도 결코 이데아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데아는 이념에만 존재해 있고 현상계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형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가치는 이념계에 존재하면서도 그의 본질적인 완성을 조금도 훼손함이 없이 동시에 현상계에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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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처럼, 프랑클은 가치의 세 가지 유형을 통해 의미의 

내용을 부여하고 있다. 첫째가 창조적 가치이고, 둘째는 경험적 가치, 마지막은 태도

적 가치이다. 첫 번째 창조적 가치는, 인간의 창의성으로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의미

를 부여하는 능력을 뜻한다. 세상과 이념계에 가치가 존재하더라도, 의식하지도 의미

를 부여하지도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인간은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고, 창조적 가치를 통해 의미를 가치를 길어내는 존재라는 것이다. 

‘가치실현’이란 개념은 이념계에 있는 객관적이고 자립적인 가치를 우리 인간이 실재 

세계에 구현시킨다는 뜻이고, ‘의미부여’란 것도 원래 이념적 존재의 의미를 우리 인간

에 대해서 존재케 한다는 뜻이다. ‘가치’와 ‘의미’가 비록 이념계에 객관적이며 자립적

인 존재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어 버린

다면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어쨌든 그것과 우리 인간의 정신이 관

계 맺음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일상의 ‘가치’와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넓은 견지

에서 볼 것 같으면 ‘의미’도 기실 ‘가치’의 범주에 속한다.261)

  ‘의미’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어왔다. 플라톤은 현상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데아의 

초월성을 의미로 보았다면262), 칸트는 내면의 세계 혹은 가상계, 실천이성의 입법계가 

논하고 있는 ‘의미’의 세계로, 실천이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263) 이와 달리 하

261) 금교영, �막스 셸러의 가치철학�, 127.

262) 금교영, �막스 셸러의 가치철학�, 148-49. “그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의미’의 존재를 가장 우월시

하고, 그것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미에 관한 그의 형이상학적 근본 명제를 현대적 용어

법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존재자들은 의미를 지향해 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의 원

리에 의해 지탱되고 보존되며, 존재로의 모든 생성은 동시에 의미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근본 명제

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데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지탱‧보존되며, 모든 존재자의 생성은 현상계 내

에로의 이데아의 불완전한 나타남이고, 따라서 모든 존재자들이 이데아를 지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 플라톤에 의하면 이데아는 현상계에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완전성을 보존하면서 존재

하는 것이다. … 이데아의 이러한 존재 즉 이념계에만 있음은 곧 이데아의 초월성을 의미하고 있다. 

플라톤 철학의 그 어디에서도 이데아 그 자체의 현실계에로의 실현은 말해지고 있지 않다. 이데아는 

그의 온전성을 훼손한다 해도 현실계로 출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데아에게는 우리 인간의 정신

도 아무런 역할을 가하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이 관계함으로써 이념계에 있는 이데아가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현상계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이데아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간섭

을 받지 않는 자존자족하고 영구불변의 부동하는 존재인 것이다. 플라톤에 있어서 의미는 바로 이러

한 이데아인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에서는 의미의 ‘초월성’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플라톤은 

이데아라 할 수 있는 의미가 사물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올린다고 생각한다. 뒤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의미의 이런 성격을 고려하여, 의미를 ‘부동의 원동자’라고 말했다.”

263) 금교영, �막스 셸러의 가치철학�, 149-52. “당위는 인간에게 외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고, 그 자

신의 것, 그의 본질에서 나온 것, 그의 의지에 적합한 그런 것이다. 실천이성은 개인의 이성은 아니지

만 신의 이성도 아니다. 그것은 類(류)로서의 인간이성, 즉 그의 본질에 속해 있고 그의 본질을 이루

는 그러한 이성이다. 당위는 인간 내면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것이다. 양심의 소리이다. 어떤 사태 

혹은 상황의 바람직하지 못함을 알고 바람직한 그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곧 당위라 할 수 있고, 또 

실천이성에 의해 내려지는 무상명령이 당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천이성은 전 인류 개개인에게 한

결같이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고 보편타당한 척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당위는 인간에게 세계 내에서 

실현해야 할 과제를 부여하고, 인간이 이뤄내야 할 사명과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부여한다. … 인간사

에 자유가 있고 그럼으로써 그 자유가 허용하는 인간 자신의 자율성이 확보된다. 이 자율성에 따라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그의 내면의 세계로부터 우

러러 나오는 ‘당위’ 또는 ‘의무감’에 의해서 자율성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면 현상계에서는 없던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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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트만과 셸러를 위시한 가치철학자들은 의미는 인간의 의식과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라고 설명한다.264) 금교영은 

셸러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인간에 대 설명하면서 “현실세계에 존재해 있는 모든 

의미는 우리 인간이 부여한 것이다. 우리 인간이 저 객관적으로 존재해 있는 ‘이념적 

의미’를 순수 현상학적 경험으로 직관하고, 그 직관된 현상 세계에 구현시킨 것이 바

로 그 ‘의미’라는 것”265)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이념적 의미가 실현되는 장소’로써, 세계의 역사는 이념적 

의미에 의해 추동되는 과정이다. 인간은 공동체로써 의미를 부여하며 세상을 가치와 

의미로 구성해나가는 것처럼, 개개인 역시도 삶은 의미를 실현해 나가는 걸음으로 파

악하고 있다. 셸러의 의미부여의 능력에서 영감을 얻은 프랑클은 로고테라피에서 창

조적 가치, 즉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한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인간의 능력에 주

목하여 의미 없는 인생이 없음을 천명했다. 의미상실로 실존공허에 빠진 이들을 치료

하기 위한 탁월한 약재를 셸러의 가치철학에서 길어내었다. 

  프랑클은 또한 두 번째 가치로 경험적 가치를 언급한다. 인간은 동물처럼 생명적 

삶만을 살지 않고, 환경세계 안에 머물러 있지만 환경세계로부터 일탈하는 존재이고, 

세계에 몰입되지 않고 개방되어 살아가는 존재이다.266) “인간은 다른 존재와 만나는 

존재이며, 실현해야 할 의미에 도달하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가 의미에 대한 요구나 미래에의 충동보다도 의미에의 의지에 관하여 말하는 까

닭”267)이라고 말했다.

  셸러는 ‘사랑’이라는 것이 지니는 가치에 주목했던 철학자였다. 프랑클은 만남을 통

해 빚어지고 형성되는 가치로 충만한 세상을 언급한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자기실현

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프랑클은 “자기실현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의미를 충족시키는 한도까지만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한

다.”268)라고 말한다. 의미는 자신 안에 매몰되지 않고 밖을 향하고, 사랑을 통해서 보

이 어째서 내면의 세계에 있게 되는가? 아니면 그것은 본래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닌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 인간의 실천이성에 의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에 부여한 것이고, 혹은 실천이성

의 입법에 의거해 생겨난 것이다. 여기서의 이 내면의 세계 또는 가상계 혹은 실천이성의 입법계가 

바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의미’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칸트에 있어서 ‘의미’의 존재는 

우리 인간의 실천이성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이 관계하여 존재하

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에게는 ‘의미’의 내재성이 인정될 것이다.”

264) 금교영, �막스 셸러의 가치철학�, 152. “니콜라이 하르트만을 위시한 가치 철학자들은 ‘의미’의 존

재 문제에 있어서 플라톤의 ‘의미’ 초월성, 칸트의 ‘의미’ 내재서이라는 견해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

고 있다. ‘의미’는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이념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

요, 칸트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인간 정신의 창조물만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것을 이념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에 관계하는 정신을 통하여 비로소 비춰지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간단하게 정의해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것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의미’는 이념적 존재로서는 우리 인간의 의식과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

미는 현상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경험적으로 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

미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이 지향해야 할 목표, 그의 삶이 아니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우러러 

향해야 할 목표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265) 금교영, �막스 셸러의 가치철학�, 164.

266) 금교영, �막스 셸러의 가치철학�, 128.

267)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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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던 가치들이 보여 진다. 

사랑, 증오의 작용을 논의할 수 있는데, 사랑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여태껏 우리 자신에

게 알려지지 않았던 가치가 보여지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가치가 나

타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가치들로 구성된 가치계가 우리에게 점점 개방되어진다. 

우리가 증오를 하면, 우리에게 알려져 있던 가치들도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가고, 우

리의 목전에 나타나 있던 가치들도 의식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존재해 있는 가치계가 

우리에게 점점 폐쇄되어진다.269)

  프랑클은 빈스방어가 하이데거를 차용하여 ‘염려’ 대신 ‘사랑’에 주목하여 인간의 

존재론적 분석에서 존재론적 사랑의 의미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270) 나를 찾고 

의미를 찾는 다는 것은 나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헌신의 대상을 찾는 데 있다. 

한스 트뤼프가 강조했듯 세상을 향해 나섬으로써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게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빚어나갑니다. 자신만을 

관조하거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으로는, 스스로의 불안에 대해 꼬리를 물고 생각해서

는 불안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스스로를 헌신하고 

내줌으로써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이 자아를 완성하는 비결인데 칼 야스퍼스가 자기 자

신만을 토대로 한 인간은 바닥이 없다고 적절히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다

른 이에게 자신을 내줌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된다.” “한 인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가 

헌신하는 대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의 존재는 자기 투명성

을 통해 결정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아닌 무언가나 누군가에게

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271)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 차이는 ‘개방성’에 있다. 셸러에게 정신이란 생명적인 충동에

서 벗어나고, 환경에 구속되지 않는 정신적 존재라는 데 있었다.272) 프랑클은 셸러의 

철학적 인간학을 따라, 차원의 존재론을 전개하는데, 인간은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평

면차원을 초월할 자유가 있는 존재이다. 평면을 떠나 정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존재

라는 점을 강조한다.273) 프랑클은 말하기를 “존재자가 실현해야 할 의미는 자기 자신

을 넘어선 어떤 것이며, 그것은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니다.”274)

  마지막으로 프랑클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태도적 가치’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쾌락과 자기실현이 좌절되고,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닫힌 때에도 빼앗기지 않은 인간의 자유인 ‘태도적 자유’를 통해 가치, 즉 빼

268)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18.

269) 금교영, �막스 셸러의 가치철학�, 137.

270)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109-110.

271)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93-94.

272) 금교영, �막스 셸러의 가치철학�, 138-39.

273)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12-13.

274)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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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길 수 없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프랑클은 “태도적 가치라는 개념은 원칙적으

로 인생의 종교적 철학을 신봉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지지할 수 있는 개념”275)이라

고 말한다. 

  프랑클은 태도적 가치가 드러나는 상황은 시련의 때인데, 세 가지의 근본적 시련을 

설명하며 세 가지 태도적 가치를 이야기 한다. 첫째는 ‘고통’에 대한 의미 있는 태도, 

둘째는 ‘죄’에 대한 의미 있는 태도,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의미 있는 태도가 그것

이다.276) 이에 기반 하여 프랑클은 “인간존재는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성취할 수 있다”277)고 단언하고 있다. 

  셸러는 칸트와 함께 행복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칸트 이전의 목적론

적 윤리학에서는 인간이 선을 행위 하기 위해서는 선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답해야 

했다. 선이 무엇인지 파악되고 나면, 파악된 선을 따라 도덕적 규범이 성립할 수 있

게 된다. 선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악이 되는, 선악 중심적 윤리학은 결국 대상중

심의 윤리학이요, 실질주의적 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통상 ‘목적론적 윤

리학’이라고 부른다.278)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279)의 첫머리에서 자신

의 윤리적 탐구에서 행복이 최고선이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행복주의윤리학 역시 대상 중심적 윤리학이다. 밴담이나 밀은 쾌락을 선으로 규정

하고, 최대다수와 최대행복은 최고선이라고 말한다. 행복주의 윤리학에 대해 칸트는 

윤리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쾌락이나 행복에 근거한 

관념은 감정과 같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 말한다. 주관에 근거한 윤리학은 

확실한 준칙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칸트는 쾌락을 의지의 규정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쾌락주의 윤리설이 우리에게 실천법칙

을 줄 수 없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든다. 첫째로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쾌 또는 불쾌를 

낳을지 아니면 쾌도 불쾌도 아닌 중성적 감정을 낳을 지에 대해 우리는 선천적으로 인

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쾌를 낳고 어떤 대상이 불쾌를 낳

을 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밖에는 말할 수 없으며, 즉 자기의 규정근거는 항상 경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규정근거를 조건으로 전제하는 실천적인 실질적 

원리들도 경험적인 것들 일 수밖에 없다. 둘째로 쾌 불쾌란 항상 경험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고 모든 인성적 존재자에 대해 똑같이 타당할 수 없는데, 이런 쾌 불쾌의 감수성

이라고 하는 주관적 조건에만 기인하는 원리는 그러한 감수성을 가진 주관에 대해서 확

실하게 준칙으로 쓰일 수는 있으나, 그 주관 자신에게 대해서도 선천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객관적 필연성이 이 원칙에는 없기 때문에, 결코 실천법칙으로 쓰일 수 없다.280)

275)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71(116).

276)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73(118).

277)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75(121).

278) 문성학, ｢칸트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 232.

279)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윤리학�, 천병희 역 (파주: 도서출판 숲, 2013)

280) 문성학, ｢칸트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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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도덕법칙보다 선과 악에 대한 대상우선의 윤리학은 모두 

실질주의 윤리학이었다. 칸트는 실질주의 윤리학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았는데, 

첫 번째가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나 행위가 보편적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받아들여질 실질이란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이다.281)

  두 번째는 이성의 임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이다. 실질주의 윤리학은 

행복, 명예, 사랑 등을 가져다주는 것이 선이고, 고통, 멸시, 증오를 가져오는 것은 악

으로 규정하고, 좋은 실질을 가져오는 효율적 규칙을 도덕의 의무로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칸트의 시선에는 도덕이란 인간의 행복과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었

다. 칸트는 인간 이성의 임무는 이것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282)

  칸트는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상 중심적 방식을 포기하고, 법칙 

중심방법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대상중심의 사고방식은 윤리학에

서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파악했다. 칸트는 순수 실천이성이 존재하고, 도덕법칙

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키 위해 실질적 윤리학을 거절하고 형식주의 윤리학을 정초

하려 했다.283) 선악중심주의에서 법칙 중심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즉 진리의 기준

을 대상본위에서 주관본위로 바꾸었다. 

사람들은 칸트가 윤리학의 영역에서 이룩한 사고방식의 전회를 그가 �순수이성비판�에

서 진리의 기준을 대상본위에서 주관본위로 바꾼 것에 비교하여, 윤리학에 있어서의 코

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부른다. 이제 진리의 기준이 대상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 

쪽에 있듯이, 선의 기준도 대상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 쪽에 있게 된다. 주관(이

성)은 이론적으로건 실천적으로건 법칙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할 것은 주관(실천이성) 

안에 내장되어 있는 실천법칙 즉 도덕법칙의 선천적 형식을 밝혀내는 일이다. … 더 나

아가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도덕 규칙의 형식은 그 자체가 실천적일 수 있

다고 생각했다.284)

  칸트는 주관적 가치들이 도덕에 있어 보편적 목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파악하여, 

대상윤리학을 비판했다. 칸트에 의해 행복주의윤리학 또한 대상윤리학으로 규정되고 

비판되었다. 윤리학의 정초를 위해 칸트는 가치와 실질의 윤리를 포기함을 대가로 형

식주의 윤리학을 구성했다. 셸러는 칸트에 의해 부정되고, 가치상대적으로 흘렀던 종

래의 가치윤리학을 가치의 계열구성을 통해서 재정립했다. 

인간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모든 가치가 그 자체로 

선은 아니다. 선이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치의 방식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행위와 관

281) 문성학, ｢칸트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 233. 

282) 문성학, ｢칸트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 234.

283) 문성학, ｢칸트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 235-36.

284) 문성학, ｢칸트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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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그것은 행위의 궁극 목표이고, 이 목표는 인식론적 해명의 대상이라기보다 가치

론적으로 실현해야 할 이념인 것이다. 그 결과 종래의 윤리학은 다양한 이념들을 선으

로 제시했다. 이틀테면 쾌락주의는 ‘쾌락’을, 행복주의는 ‘행복’을 선이라고 주장해 왔

고, 칸트는 또한 도덕법칙과의 일치에서 선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현상은, 하르트만이 

지적했듯이, 종래의 윤리학은 선악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덕의식의 형이상학을 정립하는 데만 전념해 왔고, 따라서 선 그 자체의 인식에는 소

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덕에 대한 무지를 여지없이 폭로하고 

종래에 선 또는 악으로 간주해 온 것들을 넘어서 선악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니체이다. … 그러나 니체는 아직 선악의 내용에 관한 인식 가능성을 알지 못했

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가치 상대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가치 현상학’을 정초

함으로써 가치 상대주의로부터 선악의 가치를 구원한 사람이 바로 셸러이다.285) 셸러는 

먼저 가치가 소여 하는 방식에 따라 가치의 양상이 다르게 주어진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리고 가치 양상들 간의 높고 낮은 서열에 따른 선취 가치를 선, 후치 가치를 악으로 

규정한다.286)

  셸러는 상대적으로 흐를 수 있는 이전의 행복주의윤리학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모

든 가치와 실질을 부정하는 칸트의 형식주의의 한계 또한 비판했다. 더불어 니체가 

종래의 선악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선악의 내용과 실질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부정함

으로 가치 상대주의로 빠진 한계를 넘어, 도덕과 윤리의 궁극적 목표가 인식적인 해

명, 즉 형식과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해야 할 내용, 즉 가치에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가치의 서열을 규정함으로 통해 가치 상대주의를 극복했다. 

    3.2.3. 셸러와 프랑클의 차이

  프랑클은 셸러를 통해 차원적 인간론을 전개했다. 칸트의 형식윤리학이 지닌 한계

를 극복한 셸러의 내용윤리 즉, 가치윤리학을 프랑클은 자신의 의미철학으로 흡수했

다. 셸러철학의 변용에 따라 셸러의 가치현상학과 프랑클의 의미철학에는 차이들이 

존재한다. 첫째는 인간론이고, 둘째는 가치와 의미변용에 따른 차이, 셋째는 종교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프랑클의 독특한 ‘영적 무의식’에 대한 

논의가 있다. 

  첫째, 인간이해에서의 구별이다. 셸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는 철학적 인간론이었

다. 칸트가 이미 모든 철학적 문제는 인간이 무엇인가로 귀결 된다고 선언한 바 있지

만, 셸러는 보다 구체적으로 나이테의 형식으로 식물단계, 동물단계와 구별되는 인간

의 단계를 통해 철학적 인간론을 정초했다. 셸러는 인간은 정신적 존재로 규정하고, 

여타의 동물들과의 단계적 차이, 즉 존재적인 층 구분을 시도했다. 

  인간은 정신적 존재로 새로운 영역을 향해 개방된 존재로 파악하면서, 인간을 특정

285) 셸러는 칸트와 니체의 철학적 개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양자 간의 화해를 

모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86) 이을상, ｢윤리학의 기본원리-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윤리학’을 중심으로｣, 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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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엽적인 부분으로 환원하는 환원주의적 인간이해를 비판했다. 인간은 자신을 

넘어 개방되어 있고 세계와 관계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동물들이 주어진 환경에 붙들

리고 몰입되는 것과 달리 인간은 부단히 자신의 삶을 확장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환

경세계에 구속되지 않고 일탈‧해방‧자유 하는 존재라고 파악했다. 

  셸러는 동물과 인간의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정신층, 곧 고유한 정신활동이 단순히 호흡하는 생명존재로 머

물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넘어 세계와 타자와 관계하는 존재가 되고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적 인격을 지닌 열린 존재다. 프랑클은 셸러의 

철학적 인간론에서 존재론적 층을 변용하여 차원적 존재론을 전개했다. 자신에게 매

이지 않는 초월적 인간론과 세계와 조우하는 개방적 존재론을 구성했다. 탈성찰과 역

설의도의 기법들은 자신에게 환원되지 않는 인간의 개방성에 기초해 있다.

  프랑클은 셸러의 철학적 인간론, 즉 존재론적 층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차원의 문제

로 전환시킨다. 존재의 층을 차원으로 정돈한 프랑클은 신체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 

영적차원으로까지 차원으로 인간의 지위를 설명한다.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존재에 대

한 셸러의 이해를 수용하면서 영적차원으로까지 고양시키고 있다. 

  둘째, 셸러는 칸트의 형식적 윤리학을 넘어서고자 했다. 칸트가 비판했던 인간의 

정서와 감정은 논리가 아니라 윤리학에서 밝힐 수 있는 선천적 내용이 있다고 보았

다. 선천적 가치의 자리에 사랑과 미움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경향성에 추동되지 

않는 독립적 존재라고 이해했다. 달리 말하면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은 근본적인 것

으로 여타의 파생적인 감정과 구별했다. 가치의 층과 질서를 구획한 것이다. 

  셸러는 인간이 무엇을 지향하는 운동을 사랑이라고 파악했고, 이에 반대되는 것이 

미움, 즉 증오라고 보았다. 셸러는 삶은 이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감정의 역

할을 복원시켰다. 칸트의 비판을 넘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 재구성하고 있다. 셸러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에 선천적으로 자리

한 사랑이라고 보았다. 

  셸러는 감정의 종류를 넷으로 구분했다. 감성적, 생명적, 심미적, 정신적 감성으로 

분류하고 사랑과 증오의 형식을 정돈하여 사랑의 질서를 구성했다. 셸러에게 있어 사

랑이란 도덕과 행위, 태도를 결정하는 실질적 도덕의 능력으로 파악된다. 인간 내면에 

도덕실천의 근본입법(logos)이 있다고 본 것이다. 칸트가 도덕적 행위의 근본을 의무

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 것과 달리 셸러는 우리 내면의 도덕적 심정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했다. 

  셸러는 가치의 서열을 구성한다. 가치의 영역을 셋으로 구분하여 가치의 위계질서

를 세운다. 감성적 가치, 생명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로 층계를 만들었다. 가치의 질서

를 형성하는 것은 이성적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와 연관하여서 결정된

다고 보았다. 낮은 양태의 가치로부터 시작해서 생명가치와 정신적 가치들까지 가치

의 저변을 확대했다. 

  프랑클은 셸러의 가치를 삶의 의미로 변용하고 있다. 창조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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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하고 더불어 최후의 가치인 태도적 가치까지 확대하여 의미로 충만한 삶을 설명

한다. 프랑클은 셸러가 말한 가치의 서열 대신, 각 개인이 지니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인정했다. 보편적 가치계층과 계급을 파괴하고 실존적 가치개념으로 전도시킨 것이다. 

프랑클은 실존마다 어떤 가치가 더 크고 작음은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타자에게는 

별 의미 없는 어떤 가치가 본인에게는 유일무이에 가까운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프랑클은 셸러의 가치를 어떻게 의미로 전환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

하다. 가치의 위계영역이 모든 삶의 의미로 전환되어지는지 자세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는 종교에 대한 이해의 차이이다. 셸러는 신앙을 통해서만 인식되고 체험되는 

종교적 신과 이성적이고 교양적인 신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성적인 작

용들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신과의 사귐, 교통을 통해서 구원과 관

계된 것으로 오직 믿음이 원천이 되는 것이다. 스콜라철학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이성적 시도들도 셸러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셸러는 종교를 

현상학적으로 설명287)하려 했다. 

셸러가 그의 종교철학에서 왜 종교적 신과 형이상학적 신을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지 지

적할 수 있다. 신은 신앙적 활동들(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후회하는 

것, 소원하는 것 등)을 통해서만 신앙에 주어지고, 이성적 작용들에 의해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신앙의 목표는 이성 인식과 세계 원인에 관한 증명이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신

과의 교통을 통한 인간의 구제일 뿐이라고 셸러는 주장한다. 종교적 신은 성스러운 인

격들의 신이고 민족의 신인 반면에, 이성적 신은 교양인의 신이다(영원한 것, S. 130). 

그러므로 종교적 진리의 원천은 오직 신앙일 것이며, 지적 논의가 아니다. 그래서 셸러

는 이성적 작업들로 창조를 그리고 인격적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스콜라주의)에 어

떠한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는다. 셸러의 그러한 증명 시도들에서 종교적 전통과 신념의 

비밀적이고 감춰진 전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셸러가 인격 영역을 가능한 한 객

관화하는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인격을 실재적 작용의 중심체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작

용의 중심체로서 생각하는 이유이다.288)

287) 종교학을 현상학적으로 전개한 종교학자로는 마르치아 엘리아데가 있다. 마르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이동하 역 (서울: 학민사, 1983)를 참고하라. 정진홍, �M.엘리아데-종교와 신화�(파주: 살림지식

총서, 2003), 29. 정진홍은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현상이란 무엇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드러남’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드러남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나게 하는 ‘무엇(1)’과 드러난 ‘무엇

(2)’이 그 과정의 앞뒤에 마련되지 않으면 드러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2)는 (1)이 없으면 없습니다. 하

지만 그렇다고 해서 (2)가 (1)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28) 하나의 사물이 스스로 자기(1)이면서 자기가 

아닌 ‘다름’(2)을 낳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되돌아 살펴보면 그 둘은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삶의 경

험 또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로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둘로 단절시켜 

살펴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일 만큼 그 둘은 ‘역의 구조’를 이루면서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28) 엘리아데는 

성과 속의 현실성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삶은 홑겹이 아니라 두 겹인 것입니다. 성과 속을 두 개의 다른 실재인 

양 서술의 편의를 위해 기술할 수밖에 없지만 그 둘이 결국 현상을 묘사하는 서술범주라는 것을 밝히면서 마침

내 역의 합일이라는 구조 안에 그 둘을 되 담는 일련의 과정을 그는 ‘성과 속의 변증법’이라고 명명합니다. ‘성

은 속의 역’이라는 그의 주장은 이에 이르러 완성됩니다.”

288)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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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 대한 논증은 추리나 논리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거룩한 영역에 

대한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정당하다 말한다. 

셸러는 신을 어떻게 논증하며, 신의 존재를 ‘입증’에 의해서 어떻게 밝혀내는가? 신의 

존재는 신이 인격들 중의 인격이기 때문에 추리나 논리적 분석의 대상일 수 없으므로, 

신에 관해서 적극적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작용들 

자체의 분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원하면 인간이 그에게서 성의 영역을 어

떻게 체험하는지 그 의문을 현상학적으로 취급하는 것만이 신에 관해서 어떤 것을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289)

  인간은 자신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묻고, 세계의 일부이자 세계에 둘러 싸여있는 자신을 발견한

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는데, 인간의 정신은 시‧공간의 존재형식을 넘어서기 때

문이다.290) 셸러는 인간은 자신과 세계를 넘어 절대적이고 본질적 이상의 영역과 관

계한다고 말한다. 셸러에게 있어 자신과 세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개방성으로 인해, 종

교적 현상과 형이상학에 대한 논의는 필연에 가깝다. 

셸러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인간 존재는 실제적으로 다른 모든 의식 영역들 즉 절대적

이고 본질적인 이상의 영역과는 다른 영역에 대한 관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셸

러에 의하면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인간 내의 이 영역이 아무

리 채워질지라도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채워질지라도, 이 영역 자체는 본질적인 인간 

현상이다. 그러므로 셸러는 “모든 유한한 정신은 신이나 환영을 신앙 한다”(영원한 것, 

S. 261)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절대적 영역에 대한 이 관계를 가지고, 그는 이 영역

에 속하는 작용들의 적당한 상관자를 발견하거나 또는 발견하지 못한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 작용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영역에 관계한 작용이다. 종교적 작용들의 존재는 

그것들이 아무리 부정되고, 억압되고, 혹은 종교적 작용들로서만 행해질지라도, 인간 내

의 첫 번째 현상이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이라도 그의 내에 있는 절대적 영역에 대한 

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관계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 존재의 증

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증명은 의문의 절대적 영역에 지향된 종교적 작용들이 

적합한 상관자의 논증과 탐색일 뿐이라는 것이다.291)

  인간이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체험하든, 인식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든

지 상관없이 인간의 자기의식이며, 세계의식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고 

말한다.292) 셸러는 “<종교의 기원>이라든가 <형이상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영역에 충실하게 되어져 있는 특정한 가정이나 신앙사상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영

역 자체의 기원을 이해한다면, 이 기원은 인간됨의 과정 자체와 완전히 일치 된

289)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163.

290)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44. 

291) M. S. 프링스, �막스 셸러 철학의 이해�, 164.

292)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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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3)고 말한다. “세계의식, 자기의식, 신 의식은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구조적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다.”294)는 것이다. 

  셸러는 형이상학의 기원 역시도, 세계로부터 벗어난 인간존재가 발견하는 경험하는 

기이함과 우연성에 대해서 경탄하고, 정신을 움직여 절대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

데, 이것이 형이상학의 기원이라 말한다.295) 셸러는 또한 종교이념들의 유형을 구분했

는데, 우선 서양적이고 소아시아적인 일신론의 단계를 언급한다. 일신론의 한계 안에

서 가능한 것 중 최고를 인간에게 신이 인간의 내면적인 본질임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는 결국 모든 인간이 신과의 관계에서 신의 아들들이라는 이념에까지 이르는 것이

라고 말한다.296)

  셸러는 유신론적 전제를 부정하기에 인격적인 신을 부정한다. 그는 인간 속, 즉 자

신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스피노자와 헤겔 등과

도 일치하는 오래된 사상이라 말한다.297) 셸러는 기존의 신학을 개조하자고 말하면서, 

“자기-스스로에-의한-존재”, 즉 자신을 신화하는 장소가 바로 인간 자신, 자아, 인간

의 심정(心情)이라 말한다. 이것이 초월적 과정이 자체의 참 본질이라는 것이다.298)

달리 말하면, 인간이 된다는 것과 신이 되는 것은 상호의존적이도록 지정되어진 

것299)이라는 주장이다. 셸러는 생성되고 침투하는, 미완성의 신, 형성되어가고 있는 

과정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의 역사와 세계의 생명의 진화라는 그들의 현시물(顯示物)에 서 그 자체로

서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완성의 신, 생성되고 있는 신을 견디어내는 것은 인간에

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나에게 말할 것이고, 사람들이 이미 나에게 실제로 

말하기도 했다. 그 점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즉 형이상학은 나약한, 의지할 

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형이상학은 인간 내부에

서 굳세고 원기 발랄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의 발전의 과정과 자기 인식의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그가 신성(神性, Gottheit)과 공

동투쟁하고 있으며 신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식에 도달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300)

  유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돌봄을 구하고, 미래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보험과도 같

은 신앙이 어린아이 같고 나약한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과 신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관계 대신에, 신성(神性)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몰입이라는 

기본적 활동, 즉 신성의 정신적 활동방향과 모든 의미에 있어서 자기 동일화해 나가

293)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45. 

294)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46. 

295)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47. 

296)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49. 

297)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49.

298)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50.

299)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50-51.

300)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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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을 설정”301)하는 방향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 대상화가 아닌 동일화

로 정신적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셸러는 “자기-스스로에-의한-존재자

의 존재를 또한 <알기> 위해서는 인격 자체의 몰입 속에서만 비로소 그 가능성이 열

려 진다”302)고 보았다. 

  셸러의 책 �우주에서의 인간의 지위�는 단지 인간과 세계만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과 신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책이다. 그가 지

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사랑, 가치, 인격, 세계, 신이였고, 이를 생물학적, 사

회학적, 형이상학적, 종교철학적으로 규명하려 했다. 결국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이고, 여기에 종교와 형이상학은 인간의 정신과 관련하여 제외할 수 없는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

  셸러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의 신을 주장했다면, 프랑클은 무의식의 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프랑클은 믿음을 궁극적 의미에 대한 신뢰라고 정의한다.303) 프랑클은 인간의 

중심부는 무의식이라고 보았다. 인간 개인의 가장 깊은 심층에 자리 잡은 인간의 중

심부는 무의식적이며, 인간의 영은 근원부터 무의식적이라고 파악했다.304) 프랑클은 

무의식의 신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언급했다. 범신론과 신비주의 그리고 비인격적 

힘이다.305) 융(Carl G. Jung)이 무의식적 종교심을 충동과 본능에 위치시킴으로 인해

서 인격적 선택과 결단의 문제를 증발시켰다고 비판한다.306) 프랑클의 종교인 인격적 

종교이자 실존적 종교라고 할 수 있다. 

  

301)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52.

302) 막스 셸러,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153.

303)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16(15).

304)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36-37(35-36).

305)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68-70(72-73).

306)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70(73). “융에게 무의식적 종교심은 집

단무의식에 소속된 종교적 원형들에 예속된 것이었다. 그에게 무의식적 종교심이 인격적 결단과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질적으로 비인격적이고 집단적이며 유형적인 과정

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대로 종교심이 절대로 집단무의식에서 생겨날 수 없다고 주

장하는데, 왜냐하면 종교는 단지 무의식의 지평에서라도 인간이 결정하는 가장 인격적인 결단들을 분

명히 포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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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의지철학과 로고테라피

  4.1. 쇼펜하우어와 생의 맹목적 의지

  쇼펜하우어(1788-1860)는 부유한 사업가였던 하인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우어

(Heinrich F. Schopenhauer, 1747-1805)와 소설과 수필작가로 유명해진 요한나 쇼

펜하우어(Johanna H. Schopenhauer, 1766-1838) 사이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하인

리히는 아들의 이름을 영국식으로 하자면 ‘아서(Arthur)’에 해당하는 ‘아르투어’로 지

었다. 어린 시절 가정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사립 직업학교에 들어가 사업가가 되

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에게 김나지움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버지는 불필요하다고 보았고, 인문학 공부대신 여행을 권했다. 어린 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가족 세계여행을 제안했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뜻을 따가 사업가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1803년 봄에 여행길에 올랐다.307)

  아버지의 권유를 수락한 쇼펜하우어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과 같은 유럽전역을 2년에 걸쳐 여행했다. 프랑스 해변 무기 공장에서 흑

인들이 쇠사슬에 묶여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상태로 격렬한 노동하는 장면을 목도

했고, 파리에서 단두대에 목이 달아나는 장면, 런던에서 사람들이 공개 처형되는 모습

들, 빈민가의 거지들이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장면들까지 험한 모습들을 목격

했다. 마치 석가모니가 궁궐 밖에서 고통의 장면들로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쇼펜하우

어는 삶의 모습에 경악했고, 이 여행경험을 통해 목격한 일들의 영향으로 인해 삶이 

비루하다는 생각이 각인되었다.308)

  고통의 현장을 목격한 쇼펜하우어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되

었고, 이러한 고민이 그의 철학의 토대가 되었다. 1805년 함부르크로 돌아온 후 사업

수업을 받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충실한 아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같은 해 4월 

20일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서 그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아버지가 창

고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던 것이다. 아버지의 우울증과 귀머거리 증세 그리고 부부갈

등으로 고통 속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한 쇼펜하우어는 이전부터 갈망해왔던 김나지움으로 진학했

다. 평생 가난과 벗 삼아야 했던 칸트와 달리 그는 사업가였던 아버지 덕택으로 부유

함을 물려받았고, 재정적 어려움 없이 원했던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누릴 수 있었다. 이미 그는 영국과 프랑스에 살면서 불어와 영어를 익혔고, 김나지움 

진학을 위해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웠다. 더불어 스페인어를 배워 발타자르 그라시

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를 번역하기도 했다.309)

  1809년 성인이 된 쇼펜하우어는 모친으로부터 이미 소비하고 남은 유산의 1/3을 

307)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쇼펜하우어&니체� (파주: 김영사, 2014), 36.

308) 홍성광, “프랑크푸르트의 괴팍한 현자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삶과 작품”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의

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홍성광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17), 778-79.

309) 홍성광, “프랑크푸르트의 괴팍한 현자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삶과 작품”, 780-81.



107

받고서 생계유지에 걱정을 덜고, 과팅겐 대학에서 플라톤과 칸트철학에 천착한다. 이 

기간 플라톤과 칸트 뿐 아니라 슐체의 논리학, 형이상학과 심리학 강의를 수강했고, 

지보로부터 수학, 헤르에게서 고대사와 근대사 및 십자군의 역사와 민족학을, 류더에

게서 독일제국사를, 브루메바흐에게서 자연사와 광물학, 생물학, 비교해부학, 헨펠에

게서 인체 해부를, 슈트로마이어에세거 화학을, 토비아스 마이어에게서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을, 슈라더에게서 식물학을 각각 배웠다. 

  23세가 된 그는 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베를린대학으로 갔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학, 화학, 물리학, 천문학, 지질한, 생리학 등을 두루 익혔고, 피히테와 신학자 

슐라이어마허와 같은 당대 최고의 거물들에게서 직강을 들었다. 피히테의 강의를 들

으면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하기도 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충분근거

율의 네 겹의 뿌리에 관하여｣를 제출하여 베를린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려 했으나, 

나폴레옹의 원정으로 불안해진 상황으로 베를린에 접근할 수 없어 예나대학에 논문을 

보내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310)

  쇼펜하우어는 칸트와 헤겔로 대변되는 근대 이성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의지 중심주

의로 대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의지형이상학을 정초했다.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칸

트가 현상이라고 규정하고 불렀던 부분이다. 표상311)의 세계 배후에 쇼펜하우어는 ‘의

지312)’가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 의지는 칸트에게 있어 ‘물자체’에 해당한다. 

물자체로서의 의지는 ‘삶에의 의지’로 세계의 근본내용이자 본질이다. 플라톤이 주장

한 현상계와 이데아계의 구분하고, 칸트가 예지계와 현상계의 구분했다면, 쇼펜하우어

는 표상의 세계와 의지의 세계로 구분했다. 

우리는 결단코 주관을 인식하지 못한다. 주관이라는 인식되는 것을 인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또한 표상으로서의 세계, 우리가 지금 여기 서서 관찰하고 있는 세계는 본질적

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불가분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는 객관이고 

그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며, 이것을 통하여 다양성이 생기게 된다. 또 하나는 주관이며, 

이것은 시간이나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관은 전혀 부활되지 않고 표

상하는 모든 존재 속에 있기 때문이다. … 이 양자(兩者), 주관과 객관은 불가분의 관계

에 있으며 사유(思惟)속에서도 불가분이다. 왜냐하면 양자 중에서 각각 타방(他方)에 의

해 타방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타방이 있어야만 일방(一方)이 있

으며, 타방이 없으면 다른 일방도 소멸되어 버린다.313)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칸트가 물자체에 대해 접근 불가능한 

310) 홍성광, ｢프랑크푸르트의 괴팍한 현자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삶과 작품｣, 782-83.

311) 표상은 외적 대상이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 의식에 드러나는 심상을 뜻하는 것으로, 표상개념

은 과념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며, 직관적 의식의 내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312) 의지란, 무엇을 하려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모든 생물의 작용을 발생시키는 동기

로 원하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와 원인을 뜻한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의지는 넓게는 무기물에 이르기까지 모

든 생명존재가 지니고 있는 바탕이다.

313)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外�, 김중기 역 (서울: 집문당, 1995),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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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간주한 것과 달리 의지 자체가 물자체라고 파악했다. 모든 객관은 표상이며, 

의지는 물자체로 간주한 것이다. 드러나는 모든 객관사태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며, 모

든 가시적인 사태들이 곧 의지의 객관화로 파악한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세례는 단지 표상의 세계일뿐이라고 보았다.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우리에게 현상

적인 객관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셈이다.

  칸트에게 현상은 인과성의 법칙에 포섭되지만, 지성계의 물자체는 인과성의 법칙에

서 자유롭다. 이와 같이 쇼펜하우어의 물자체로서의 의지 또한 인과성과 충족율에 구

속되지 않는다. 이것은 불러 ‘의지의 무근거성(Grundlosigkeit des Willens)라고 부

른다. 하나의 동일한 의지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개체화 원리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의지의 형이상학적 모습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드러나는 객관화의 가장 밑바탕에 자연의 힘이 있다고 보았

다. 모든 자연은 삶의 의지의 표현이며, 삶의 의지의 충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자

연은 삶의 의지의 표현이며, 한 개체의 죽음에 아무런 상처를 내지 않는 것처럼 생멸

의 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파악했다. 

  인간에게 드러나는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쾌락과 고통의 연속이다. 권태와 고통을 

오가는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일상314) 속에서 인간은 부단히 삶의 의지를 긍정치 않으

면 안 된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파악되는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의 현상

임과 동시에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인간 의지의 자유로운 의욕과 욕망은 이미 

결정된 현상으로 이유율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

에 따라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동기

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쇼펜하우어 역시 인간의 존엄을 확보하기 위한 물음에 천착했

다. 인간은 자연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유율과 동기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

재다. 그럼에도 경험적 성경 속에서도 예지적 성격을 지님으로 의지에 있어 가장 완

전한 현상으로 인간을 파악한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에 대해 이상적인 껍질을 벗겨내

고 삶의 부조리와 무상성에 대해서 남김없이 드러낸다. 인간의 물리적 삶 곧, 신체적 

삶은 파멸과 죽음을 잠시 보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시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원적 고통 속에 있다고 파악하면서 불행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과거의 생활이 괴로웠다거나, 혹은 즐거웠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언제나 그 사람의 손아귀를 거쳐서 과거로 옮아간다. 장

래는 매우 불확실할뿐더러 짧은 것이다. 이리하여 그 인간의 존재는 이미 형식상으로만 

보더라도 현재의 죽은 과거의 탈락, 끊임없는 사멸인 것이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고찰

해 보더라도 우리의 발길이 쓰러지려는 것을 단지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

처럼, 우리의 육체의 생활이 끊임없이 언제나 죽음을 방지하고 있는 것, 즉 연기된 사

망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그러나 결국 모든 욕망의 근원은 동물이나 인간이 

본질적으로 본래 지닌바 부족·결핍 그리고 고통이다.315)

314)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外�, 53. 



109

  쇼펜하우어에게 삶은 비관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인간 삶의 기본 특성은 참된 행복

의 소질과 거리가 멀다. 도리어 수많은 형태로 드러나는 고뇌와 불행한 사태에 놓여 

있을 뿐이다. 고통의 사태 가운데 놓여 있는 사실을 그는 선험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고 보았다. 개인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과 비극의 역사일 뿐이다. 삶은 크고 작은 불

행들의 조합물들일 뿐이다. 되도록이면 불행은 타인에게 감추려 애쓰고 있으며, 단지 

고통을 면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의 태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

다고 보았다. 삶의 의지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하여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인 행위의 극단화는 악의와 잔인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반대로 삶의 의지를 

부정하여 타자의 고통이나 행복에 동참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기심과 

악의로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쾌락의 재료로 삼는 일은 결국 행복의 결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았는데, 자신의 악행으로 인한 타인의 불행은 결국 양심의 가책과 불안

으로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의지의 부정’이라는 방법

을 제시한다.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개인의 의지는 종족의지에 매인 근원에서부터 해

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316) 맹목적인 쾌락의지에 종속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해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교적 방법론을 가져왔다. 그가 일관되게 파악하고 있는 것처

럼,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고뇌에 사로잡혀 있고 무한한 욕구의 충동에서 벗

어나기 위해 애쓰지만 고통을 소극적으로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처지로 

파악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의 핵심을 ‘성욕’(性慾)으로 파악했다. 애욕행위(愛慾行爲)에 

따라 전쟁과 평화가 결정되고, 진실과 기만, 행복과 불행이 판가름 난다고 보았다. 청

년들과 노인들까지 모두 성애적 문제로 고민하며, 성애의 몽상 속에 살아간다. 성적

(性的)이야기가 농담과 해학이 되고, 유머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생의 근본문제이며, 

실로 엄숙한 실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317) 성애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며 계승되는 세

습적 군주와도 같다. 

  인간의 욕망 가운데 성욕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인간고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점에

서 쇼펜하우어는 프로이트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성욕이 삶

의 의지의 핵심이며, 모든 욕망의 초점”318)이라고 말한다. 성욕을 일러 인간의지의 가

장 완전한 표현이며 삶의 의지의 가장 뚜렷한 형태라고 이야기한다. 쇼펜하우어는 쾌

락의 욕구가운데 성적 욕망이 가장 격렬한 욕망이며, 가장 중심 되는 욕구요, 욕망중

의 욕망. 욕망의 집결체라고 파악했다. 

315)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外�, 51-52.

316)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外�, 178.

317)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外�, 144.

318)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外�,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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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은 정욕 중에서 가장 격심한 욕망 중의 욕망, 즉 우리의 모든 욕망의 집결체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욕, 즉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한 그 사람 고유의 성욕의 만족은 행

복에의 결정이요, 하나의 왕관이며, 이것만 손에 넣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반면

에 이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 듯이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욕의 

생물학적 측면으로서 객체화된 의지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조직 속에서도 호르몬

이 분비물 중의 분비물이며 모든 액체의 정수이고, 유기적인 모든 기능의 최종결과임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육체는 의지의 객체화, 즉 표상이라는 형식을 취한 의

지 자체임을 재인식하게 된다.319)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의 핵심을 성욕으로 파악하면서, 단지 개인적인 욕망과 쾌

락의지로 멈추지 않고 더 큰 세계의 문제로 확대시켰다. 욕망은 개인을 넘어 모든 생

물의 종족 보존과 번식의 문제이며, 이 문제 안에 인류의 문제 또한 포함시킨다. 만

사를 제쳐두고 이성간의 결합을 추구하는 욕망은 모든 생물 종족에 나타나는 삶의 의

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의지가 남녀 이성간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객관화되고 

구체화 되는 것으로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에 있어 개인의지보다 종족의지

가 우선된다고 파악한다. 

우리의 본질이 뿌리를 박고 있는 종족은 우리들 개인의 존재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

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개인의 권리보다 더욱 소중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로 말미암아 종족에 관계되는 문제는 개인

에게 관계되는 문제보다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정열은 단지 종족에게만 가치

가 있는 것이, 마치 개인에게도 가치가 있는 듯이 생각되는 미망에 의거해 있다. 그러

므로 종족의 목적이 달성되면 이 미망은 소멸된다. 그때까지 개인을 사로잡고 있던 종

족의 정신은 이렇게 되면 다시 개인을 해방시켜 준다.320)

쇼펜하우어에게 개인은 종족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에 불과하다. 삶에 의지에 있어 개

인의지는 종족의지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정열과 성욕에 사로잡힌 개인은 종족의

지가 해소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벗어나 자유 할 여건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프로이트의 본능적 쾌락의지로 개인정신을 파악하는 방식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인간

의 고유성과 개인이성의 유일무이(唯一無二)함은 찾아볼 수 없다. 

모든 동물에게 그렇듯이 인간에게 있는 주된 근본 동인은 이기주의다. 그것은 현존재와 

행복에 대한 갈망이다. - 독일어로 이기심Selbstsucht는 병이라는 잘못된 부개념을 함

축한다. 그러나 사리사욕Eigennutz은, 이기주의가 반성을 통해 그 목적을 계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성의 지도 아래에 있을 때의 이기주의를 표현한다. 따라서 동

물들에게 이기적egoistisch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리사욕적eigennutzig이라고 표

현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나는 더 일반적 개념인 이기주의Egoismus라는 단어를 사용하

319)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外�, 146.

320)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外�, 1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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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 이 이기주의는 인간에게서와 같이 동물에게서도 내면의 핵심과 본질에 가장 정

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그것은 인간과 동물에게서 본래적으로 동일한 것이

다.321)

  쇼펜하우어는 동물이 그러하듯,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 존재로 파악한다. 칸트나 철

학자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동인(動因)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면

서322), 인간의 근본동인이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기주의는 힘은 엄청나서 세

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의 파괴와 세계의 파괴 중에서 인간은 민족, 국

가, 세계보다 가장 우선적 관심사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기주의는 곧 삶

에의 의지라고 설명한다. 

인간을 어떤 목표로 유도하려는 모든 수단에 대한 계산도 보통 여기에 근거하듯이, 주

어진 행위에 대한 설명은 언제나 이것에서부터 시도되어야 한다. 이기주의는 본래 무한

하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현존재를 유지하려 하고, 모든 불쾌감과 결핍을 포함

한 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나려 하고, 가능한 최대량의 행복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괘락을 

원한다. 심지어 인간은 가능하면 쾌락을 위한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려고 한다. 

자신의 이기주의적 열망에 대항하는 모든 것은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분노와 미움을 불

러일으킨다. 인간은 그것을 적으로 간주하고 제거하려 한다. 그는 가능하면 도는 것을 

즐기고,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323)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행복은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자기기만이다. 그가 취하

고 있는 세계의 형이상학적 구조 까닭으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밝힌 바

처럼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물자체’에 해당하는 ‘의지’를 일치

시키는 데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의지’는 세계의 모든 현상에서 드러나는 맹목적 충동

이다. 욕망 가운데 하나가 해소되었다 해도 곧 이어 다른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욕망으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파악한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염세사상에 대해 부당하다고 몰아세울 수 없다. 욕망할 뿐 아

니라 이로 인해 고통 하는 인간이해를 틀렸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날이 

선 시선에서 낭만주의적 행복은 분명 자기기만으로 보였을 것이며, 도달불능으로 파

악되었기 때문이며, 최소한 그도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보았기 

321)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 김미영 역 (서울: 책세상, 2016), 139.

322)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 138. “사람들은 아마, 윤리학은 인간이 실제로 어떻

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학문이라고 나에게 반박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부정하는 바로 그 원칙이다. 나는 당위의 개념, 즉 윤리학의 명령적 

형식은 오직 신학적 도덕에서만 타당한 것으로서, 그 밖에서는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 논

문의 비판적 부분에서 충분히 입증했다. 반면에 나는, 도덕적 관점에서 인간의 극도로 다양한 행위 

방식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것의 마지막 근거를 찾는 목적을 윤리학에 설정한다. 따라서 윤리학의 

기초를 발견하는 데는, 경험적 방법 외의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다. 즉 그것은, 우리가 참된 도덕적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자발적인 정의, 순수한 인간애와 진정한 고결함의 행위가 될-행위들이 과연 있

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323)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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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자연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를 타자에 대한 ‘연민’에서 찾았다. 자연

과 다른 초자연적 초월성이란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상태를 극복하게 하는 인간 고유

의 특성으로 타자를 향한 동정심에 있다고 보았다. 생의 맹목적 의지에 따라 이기적

인 최극단의 동물성을 벗어나 자기 부정과 부인을 통한 순수한 무아의 상태, 즉 신의 

영역으로 고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동고윤리의 가능

성이 연민의식, 즉 공감능력을 통해 열릴 수 있다고 보았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타자를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연민을 통해 동물적 이기성

은 극복되어질 수 있으며 행복에 대한 최소한의 이론의 근거를 확보해 내고 있다. 쇼

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내재 되어 있는 윤리적 근거를 연민, 즉 동정이라고 말한다. 

나는 두 개의 덕, 즉 정의의 덕과 인간애의 덕을 들고자 한다. 이 두 개의 덕을 나는 

기본적인 덕이라고 말하려고 한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덕에서 다른 모든 덕이 파생되고 

또한 이론적으로는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덕은 자연의 동정에 의거하고 

있다. … 자연의 동정은 근원적, 직접적으로 인간 본래의 모습 자체 속에 깃들어 있다. 

그 때문에 어떤 관계에 놓이더라도 유효하며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 동정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존재하는 무엇으로서 언제나 여기에 확신을 갖

고 호소할 수 있다.324)

  쇼펜하우어는 행복추구의 단계를 3단계로 설명한다. 첫째, ‘자기 행복추구의 단계’

이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자연 상태를 가리킨다. 둘째, ‘타인의 불행’이다. 타인의 

불행을 보면 나는 저러한 상태에 처하지 않았음에 대한 안도이다. 셋째, ‘타자의 고통

에 대한 연민’이다. 자기욕구에 충실한 인간이 타자와 동고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

다. 삶의 맹목적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존재에서 윤리학이 깃들 수 있기 위해, 

물자체와 현상을 구분하는 칸트의 이론에 입각해 윤리형이상학을 정초하려고 노력했

다. 

  쇼펜하우어는 플라톤과 더불어 인도사상, 칸트철학의 영향아래 놓여 있다. 플라톤이 

이데아와 현실계를 구분하고, 칸트가 물자체와 현상을 구분한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세계와 표상의 세계를 구분했다. 칸트와의 구별되는 지점은, 칸트에게 있어 물

자체에 대해 의지로서는 인식이 불가능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는 가능하다는 점이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물자체와 현상계 이원론을 수용하여 표상의 세계와 의지의 세계

를 독창적으로 구분했다325)

  칸트에게 있어 물자체는 현상계를 근거 지어주는 토대가 되는 것과 같이 쇼펜하우

어에게 있어 의지의 세계는 표상의 세계의 기초가 된다. 의지의 세계는 표상의 세계

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일자(Urein)의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자는 다

수성과 대비되는 일자가 아니라 시·공간의 가능성 밖에 있는 하나를 가리킨다. 의지의 

324)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外�, 190.

325) 임건태, ｢니체의 힘에의 의지 개념｣, �니체연구� 제17집 (201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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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특징을 쇼펜하우어는 맹목성으로 파악한다.326) 어떤 행위나 작동되는 이유

와 근거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불합리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키스 

안셀 피어슨(Keith Ansell Pearson)는 쇼펜하우어의 생의 맹목적 의지는 어떤 토대

도 갖지 않은 근원적 하나로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쇼펜하우어는 학적 사유로부터 ‘개별화 원칙’이라는 표현을 가져와 이를 존재들의 복수

적 공헌과 연속을 가능하게 하는 시공간적 현상세계를 지시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했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지는 시공간적 질서 외부에 존재하는 물자체로 이해된다. 의

지는 또한 충족 이성 원칙너머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토대로 갖지 않는 근원적 

하나로 이해된다. 태어나고 죽는 개인들은 오직 맹목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의 의

지인 현상으로서만 존재한다.327)

  행동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개별적 행위에 대한 이유를 추적하면, 개

별해위에 대해 규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위주체가 무엇 때문에 의지를 작용하게 

되는지, 왜 존재하기 위해 의지하는 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에는 궁색

하다. 목표와 한계가 없이 무한한 노력으로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맹목성에 가깝다. 

  쇼펜하우어가 서구근대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고 광범위하다. 사실 독일의 근대철학

자 중 쇼펜하우어만큼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명성을 얻었던 인물은 없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홍성광은 쇼펜하우어의 당시사회에 미쳤던 그의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서술한다.

독일의 근대 철학자 중에서 사후에 쇼펜하우어만큼 광범위한 독자층과 명성을 얻은 사

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은 정신과 이성이 아니라 직관력, 창조력, 비합리적

인 것에 주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니체를 거쳐 생기론, 생철학, 실존철학, 인간학 등에 

영향을 끼쳤다. 제주 율리우스 반젠과 에두아르트 폰 하르트만의 무의식의 철학을 매개

로 할 경우 쇼펜하우어는 현대 심리학과 프로이트, 융 및 그 학파와도 연결될 수 있다. 

스위스 문화사학자 야코프 부르크하르트의 역사철학 역시 쇼펜하우어에서 비롯된 것이

다. 그는 키르케고르, 바그너, 톨스토이, 베케트, 아인슈타인, 하우프트만, 토마스 만, 

카프카, 헤세 및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다. 괴테와 함께 문어체 독일어를 

개혁한 사람이기도 한 그가 현대 독일 문학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

다. 쇼펜하우어의 영향력은 20세기에도 계속되어 체호프, 버나드 쇼, 릴케, 엘리엇, 베

케트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시대를 물문한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읽었기 때문에 철학

자가 될 결심을 했고, 비트겐슈타인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철학을 

시작하였고, 아인슈타인은 쇼펜하우어의 저서를 읽고 자신의 상상력의 나래를 펴게 되

어 상대성 이론을 낳게 되었다. … 톨스토이는 “나는 쇼펜하우어가 인간들 중 가장 천

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톨스토이의 소재에는 쇼펜하우어의 

초상화만 유일하게 걸려 있었다고 하며,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와 하디의 �테스�

326) 임건태, ｢니체의 힘에의 의지 개념｣, 188.

327) 키스 안셀 피어슨, �How To Read 니체�, 서정은 역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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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기도 한다.328)

  쇼펜하우어의 의지에 대한 개념은 이후 현대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다. 인간 삶을 추동하는 

것이 ‘생의 맹목적 의지’라고 파악한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수용하여, 프로이트는 ‘무

의식’이라는 가정을 통해 학문적으로 승화시켰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이론은 특히 현대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질서 정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존재라는 전제를 정면으로 부거부하

고, 인간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동력이 삶을 보존하려는 맹목적이고도 무의식적인 삶의 

의지라고 주장한 쇼펜하우어의 견해는 근대 정신분석학의 기본 명제와 상통하는 바가 

많다. 이러한 점들을 근대적인 학문 차원으로 본격화시킨 이가 프로이트다. 그는 맹목

적인 쾌락과 욕망 충족적 성격을 지닌 ‘또 다른 나’의 존재를 ‘무의식’이라고 명명하였

다. 프로이트는 심리분석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억압 메커니즘은 자기보다 쇼펜하우어

에 의해 먼저 설명되었다고 했다. 프로이트의 제자로서 그의 이론을 비판‧수정하면서 

집단무의식 이론을 주창한 융, 역시 프로이트의 제자로 자아 심리학을 제창한 아들러, 

구조주의적 정신분석학인 라캉 등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다.329)

  이렇듯 쇼펜하우어의 ‘생의 맹목적 의지’와 프로이트의 ‘쾌락의지’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관심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졌

다고 할 수 있다. 생에 대한 맹목적 의지에 지배되는 인간 본성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330)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세계의 존재방식을 두 가지, 즉 표

상과 의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의 맹목적 의지에 지배받은 인간의 삶에 대

해 해명하고, 인간과 동물의 절대적 차이를 논한다.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성적인 충

동을 설명하면서 전통적 인간이해를 비판한다. 쇼펜하우어는 표상의 세계는 충분근거

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뜻한다. 표상의 세계를 충분근거

율의 4가지 원리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형식적 원리일 뿐 실제 세계를 보증해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는 표상이 아니라 의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31)

  의식작용을 통해 파악되는 것은 표상의 세계일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표상의 근

저에 놓여 있는 것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으로 이것을 ‘의지’라고 보

았다. 인간을 추동하고 움직이는 의지는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무의식과 같다고 보았

다. 쇼펜하우어는 무의식과 같이 인간내부에서 작동하는 의지의 특징을 두 가지로 파

악한다. 첫째는, 인식론적 측면에서 맹목적(blind)이라는 표현처럼 의지는 인식이 불

328) 홍성광, ｢프랑크푸르트의 괴팍한 현자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삶과 작품｣, 789-90.

329) 홍성광, ｢프랑크푸르트의 괴팍한 현자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삶과 작품｣, 790-91.

330) 이서규,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개념-프로이트의 무의식개념에 끼친 쇼펜하우어의 영향｣, 

�범한철학� 78호 (2015), 108.

331) 이서규,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개념｣,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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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점이다. 파악할 수 없는 제어 불가능한 충동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의지

의 작용을 특정한 동기(motiv)에 따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성으로는 의지에 

접근할 수 없고, 탐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졌다.332) 이는 의지의 예지적 성

격333)을 가졌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생의 맹목적 의지와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연관성은 꿈에 관한 

입장에서도 유사성을 드러낸다. 스테판 아체르트(Stephan Atzert)는 쇼펜하우어가 꿈

을 표상으로 비유하고, 꿈을 의지의 상징하고, 꿈을 의지가 표상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존재를 꿈 현상을 통해 설명하듯이, 쇼펜하우어도 자신의 저서에

서 꿈에 관한 독특한 입장을 제시하는데, Stephan Atzert는 꿈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논의를 세 가지고 구분한다. 첫 번째 논의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꿈을 표상으로 비유하는 것이며, 두 번째 논의는 ｢개별자들의 운명 속에서의 추측적인 

의도성에 관한 초월적 사변｣(Transscendente Speakulation ueber die anscheinende 

Absichtlichkeit im Schicksale des Einzelnen)에서 꿈을 의지의 상징으로서 파악하

는 것이고, 세 번째 논의는 ｢정신의 통찰과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한 시도｣(Versuch 

über das Geistersehn und was damit zusammenhängt)에서 꿈을 의지가 표상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334)

  쇼펜하우어는 꿈과 현실 모두 의지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

면 꿈속에서의 모든 일들은 ‘하나의 숨겨진 힘(ein verborgene Macht)’이 지배한다

고 말하는데, 바로 의지이다335). 이러한 입장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인간 삶을 전적

으로 지배한다는 주장과 연관성을 보인다. 의지의 작용과 꿈과 현실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형이상학은 꿈과 무의식과 관계에 주목하는 프로이트

와 같이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336)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인간의 인식능력으로 파악될 수도 없고 맹목적인 의지가 인간 삶을 지배한다고 주

장하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전통철학에서 인간존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여겼던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맹목적인 의지가 정신작용을 지배한

다고 파악했던 쇼펜하우어의 의지철학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론과 쾌락의지형성에 영

332) 이서규,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개념｣, 113.

333) 김미영, ｢쇼펜하우어에서 자연의지와 자유의지｣, �칸트연구� 제41집 (2018), 119-122. 쇼펜하우어

의 생의 맹목적 의지가 예지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칸트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칸

트가 인간의 자유가 인과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구분되지만, 의지의 존재론적 의미가 

경험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칸트를 따르고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와 칸트

의 구분되는 지점이며, 더불어 프로이트와 프랑클의 인간이해가 달리 위치한 지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334) Stephan Atzert, Zur Rolle des Traums in Schopenhauers System, Schopenhauer Jahrbuch 
Bd. 93. 185. 이서규,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 115-16에서 재인용.

335) Arthur Schopenhauer, Parerga und Paralipomena Bd 1-1, Zürich 1977, 238쪽. 이서규, ｢쇼펜

하우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개념｣, 117에서 재인용.

336) 이서규,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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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었다.337) 쇼펜하우어가 인간존재를 오로지 이성적 존재로서 규정하는 것을 비

판하는 것처럼, 프로이트 역시 근대철학에서 강조하는 ‘의식 중심’을 해체시킨다는 점

에서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 양자 사이에는 깊은 연결고리가 존재한다.338)

  물론 쇼펜하우어의 생의 맹목적 의지와 프로이트의 무의식에는 분명한 구별이 필요

하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모든 존재현상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프로이트

에게 있어서는 ‘쾌락원칙(Lustprinzip)’이라는 정신분석에서만 갖은 의미로 국한되기 

때문이다.339) 이서규는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의 공통적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쇼펜하우어가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인간이해를 비판하듯이, 

프로이트 역시 인간의 의식현상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인간이해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성의 역할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비판적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프로이트도 인간

의 의식의 단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성주의 철학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제시한다

는 점이다. 셋째,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이성의 작용을 의지가 객관화된 신체의 한 부분

인 두뇌작용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심리작용은 전적으로 의지의 드러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로이트 역시 의식작용의 배후에 놓여 있는 무의식의 존재를 설정함

으로써 전통철학에서의 의식이해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쇼펜하우어가 의지

를 그리고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존재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렵다는 것이 두 사람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340)

  쇼펜하우어가 정초하고 있는 의지의 형이상학은, 인식론적으로 파악 불가능한 충동

적이고 맹목적인 생의 의지가 존재하며, 이 의지에 의해 모든 정신활동은 추동된다는 

주장이다. 충분 근거율로 파악되는 세계와는 달리 생의 맹목적 의지는 파악될 수 없

는데,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지는 

꿈이라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꿈꾸는 행위는 꿈을 통해 드러나는 의지의 작

용이라는 것이다. 의지는 인간의 행위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의지자체의 드러남이 예지

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341)

  프로이트 역시 꿈의 분석을 통해 전통철학과 심리학에서 간과되었던 무의식에 주목

했고, 인간의식의 심층에 자리 잡은 무의식의 지형학을 그려내었다는 점342)에서 전통

형이상학적 입장을 쇼펜하우어와 함께 비판하는 입장에 섰다고 할 수 있다. 

337) 이서규,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 125. 

338) 이서규,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 126. 

339) 이서규,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 128.

340) 이서규,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 144.

341) 이서규,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 143, 이정은, ｢쇼펜하우어의 생의지로서 사랑｣. �기

독교철학� 제8호 (2007), 145-46. “이 모든 작용의 근원은 생명에 대한 의지이며, 생명에 대한 의지

가 자신의 생명 보존이라는 영원성과 불멸성에 대한 욕구로 발휘되며, 그 욕구의 실현이 종족 보존이

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에게는 종족보존으로서 2세 생산과, 2세 생산을 위한 성적충동이 사랑의 본

질과 목적을 이룬다. 사랑은 2세를 생산하고자하는 의지이며, 이 의지는 물자체의 작용이다. 그의 사

랑은 물자체로서 ‘생명에 대한 의지’의 발휘이다.”

342) 이서규,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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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니체철학과 힘에의 의지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 라이프치히 도시 근교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가 

루터교 목사였던 가정에서 출생했다. 5세 때 아버지를 여윈 뒤 할머니와 어머니에 의

해 양육되었다. 기독교교리보다는 교리의 기원에 더 관심을 기울였고,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독일의 성서 비평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역사적 인물로 예수를 연구한 

슈트라우스(D. F. Strauss)의 무신론적 저작들에 영향을 받은 니체는 젊은 시절 유년

시절의 신앙에서 벗어나 열렬한 무신론자로 바꾸어 놓았다. 철저한 무신론자가 된 니

체는 의미론적 기독교만 전제하고 인정했다.343)

  니체는 다양한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1860년대 초반 청년이었던 니체는 미

국 작가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수필집을 통해 영감을 얻어 역사와 운명

에 관한 철학적 에세이를 썼다.344) 1860년대 중반 쇼펜하우어를 처음 접한 니체는 자

신의 우울한 감성과 통하는 그를 발견했다. 26세에 쓴 필생의 대작 �의지와 표상으로

서의 세계�가 미친 충격이 적지 않았다. 랑게(Friedrich Lange)의 �유물론의 역사

History of Materialism�을 통해 큰 자극을 받았다. 괴테(Goethe)에서 자연에 대한 

영향을 칸트의 �판단력비판�에서 자연과 예술철학에 대한 통찰력을 접했다.345)

  1869년 25세의 나이로 스위스 바젤 대학교(Basel University)의 고전문헌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호메로스를 주제로 한 자신의 첫 번째 대학 강의가 시작되었다. 1870-71

년 사이에는 소크라테스와 비극, 자신의 철학의 바탕을 이루는 디오니소스적 세계 등

에 대한 강좌를 계속 이어갔다. 프랑스와 프러시아 전쟁이간 위생병으로 복무한 니체

는 바젤로 복귀한 이우에도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렸고, 반복적으로 악화되는 건강으

로 인해 고통을 당했고, 일평생 건강의 문제들을 따라다녔다. 1872년 처녀작 �비극의 

탄생�을 출간하고 바그너에게 헌정했다.346) 그리스 비극에 대해 다루는 �비극의 탄생

�은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이라는 두 신에 양면성을 새로운 미학적 관점에서 읽어내는 

저술이다. 

  니체가 파악하기에 그리스비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디오니소스의 고통이었다. 

프로메테우스나 오이디푸스는 모두 디오니소스의 가면에 지나지 않다고 파악했다. 어

린 소년으로 거인족 타이탄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졌던 시련, 개별화라는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존재였다. 니체가 파악하기에 개별화야 말로 고통의 근원이며, 

시련의 본래적 원인으로 거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융

343) 로저 트리그,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쟁�, 232-33.

344)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박세혁 역 (서울: cup, 2018), 198. 니체의 철학적 발전

에 동력을 제공한 인물은 랄프 왈도 에머슨(1803-82)이었다. 에머슨은 우리의 기질이 “환상의 체계 

안으로 완전히 진입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유리감옥 안에 우리를 가둠”으로 우리의 세계관에 심층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왜곡된 세계관을 렌즈를 교정하거나 오류의 분량을 

측량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니체는 칸트와 에머슨의 영향아래에서 자연주의와 역사주의에

서 주장하는 선험성을 받아들이고, ‘세계관’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 했다.

345) 키스 안셀 피어슨, �How To Read 니체�, 18-19.

346) 키스 안셀 피어슨, �How To Read 니체�,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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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있는 하나의 상태여야 하는데, 개별성으로의 찢어짐은 모든 악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니체는 디오니소스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로 내세우며 �비극의 탄생�

를 신학적 개념으로 전환시켰다.347)

  니체의 초기사상은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에 영향을 입은바가 크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형이상학은 니체의 사상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의지가 표상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개진한다. 니체가 쇼펜하우어에게 영향을 받은 바도 있지만, 얼핏 유사해 보이는 듯 

하지만 실상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매우 다른 위치에 서 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얼핏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르다. 이 두 철학자는 모두 생의 철학

자나 삶의 철학자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플라톤과 우파니샤드Upanisad 

철학 그리고 칸트의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은 철학자였고 니체는 이들과 대립적인 입장

에 서 있던 철학자였다. 그러나 이들의 철학은 모두 인간의 삶에 관심을 쏟는 데에서, 

특히 인간의 고통과 삶의 비극적 현상에 대한 목도에서 출발한다. 쇼펜하우어는 진단의 

측면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관점을 토대로 반이성주의적 염세주의를 추구했지만, 치료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성중심주의적이고 낙천적인 부분을 통하여 이성주의의 강점을 최대

한 활용하고 있다. 반면 니체는 진단적 차원에 있어서도 치료적 차원에 있어서도 감성

에 중점을 두며 반이성주의가 거부하고 있는 감성의 죽음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감성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다.348)

  니체는 우리 눈에 파악되는 현실세계와 질서들은 드러난 현상 세계.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현상세계는 더 높고 근원적인 의지작용의 산물로 파

악했다. 세계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유지하는 의지의 작용의 결과로 본 것이다. 

  니체가 주장하는 ‘힘에의 의지’349)는 생명체 뿐 아니라 무생물의 존재까지도 붙드

는 규칙이 된다. 달리말해, 힘에의 의지는 세계 전체를 붙드는 유일한 기반이라고 본 

것이다. 역사의 과정을 추동하는 힘 역시 힘에의 의지라고 이야기한다.

347) 키스 안셀 피어슨, �How To Read 니체�, 24-25.

348)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30-31.

349) 최순영,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와 정치이론｣, �니체연구� 33집(2018), 263-68. Wille zur 

Macht가 니체철학의 핵심개념이 분명한다. 이 개념이 다의적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번역

에 있어 ‘힘에의 의지’라는 표현이 ‘권력에의 의지’보다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김진

석이나 이진우가 강조하는 ‘권력의지’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면서, 문맥에 따른 번역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힘에의 의지’의 다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5가지로 정돈하고 있다. 첫째, 

시작도 끝도 없는,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변화하는 거대한 힘(Kraft)으로서의 세계를. 둘째, 증가

(Zuwachs)도 축소(Einnahmen)도 없는 세계를. 셋째, 무한히 확장되지 않는(nicht Unendlich- 

Ausgedehntes)의 제한된 공간(bestimmtem Raum)으로서의 세계를, 넷째, 편재한(überall) 힘

(Kräften)과 힘의 파동(Kraftwellen)이 하나 됨(Eins)과 여럿 됨(Vieles)의 놀이로서의 세계, 포만

(Sattwerden)이나 권태(überdruß), 피로(Müdigkeit)를 모르는 생성으로서의 세계; 영원한 자기 창조

와 영원한 자기 파괴의 디오니소스적 세계를, 다섯째, 목적(Ziel)도 의지도 없는 고리(Ring)로서의 세

계로 정리하고 있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에 대한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적 해석과 들뢰즈의 탈 형이상

학적 이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개념해석을 살피려면, 임건태, ｢니체의 힘에의 의지개념｣, �니체연구

� 제17집(2010), 183-205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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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역사란 결국에는 개방된 출구를 가진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한 과정을 움직이는 

것은 ‘세계정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이성적인 어떤 것이다. 즉 그것은 쇼펜하우어의 

‘세계 의지’인데, 니체에게서 ‘힘에의 의지’로 변모된다. 이렇듯 여기서 니체는 말하자면 

헤겔의 ‘이성의 간계’를 비이성주의적으로 변형시킨 형태를 제시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적인 ‘삶의 간계’인 이같은 변형태는 무계획의 전체 계획을 더욱 효과 있게 실현시

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퇴폐된 삶의 조건 아래에서 ‘힘에의 의지’를 그 의지의 반대

물처럼 보이는 것으로 전환시킨다.350)

  니체는 우리의 삶이 가장 익숙하게 숙지하고 있는 존재형식이 힘의 축적에의 의지

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질서 대신 힘의 양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내밀한 의지가 권력의지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어떤 일이 이와 같이 발생하고 달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일에 속에는 어

떠한 <원리>도, 어떠한 <법칙>도, 어떠한 <질서>도 없으며, 그 결과 야기되는 다른 모

든 힘의 양에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속에 그 본질이 있는 힘의 양이다. 우리는 쾌‧불쾌

의 감각 없이도, 바꿔 말하면 권력의 상승과 감퇴의 감정 없이도 권력을 추구하는 노력

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일까? 기계론이란 투쟁하고 초극하는 의지의 양의 내면적 사실계

에 대한 암호에 불과하지 않을까? 물질, 원자, 무게, 압력과 충돌이라는 기계론의 모든 

전제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심리적 허구의 도움을 빌어 행해진 해석이다. 우리엑 가

장 숙지된 존재 형식으로서의 삶은 특히 힘의 축적에의 의지이다. 삶의 모든 과정은 여

기에 그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그 어느 것도 스스로를 보존하고자 의욕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집적되고 축적되어야 한다. 삶은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서 권력의 극대 감정

을 추구하여 노력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증대를 추구하는 노력이며, 노력이란 

권력을 추구하는 노력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가장 깊고 내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이 의

지이다.351)

  니체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힘에의 의지며, 생물자체가 곧 권력의지라고 

파악한다.

존재의 가장 내적인 본질이 권력에의 의지이며, 쾌가 권력의 모든 생장, 불쾌가 저항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는 모든 감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쾌와 불쾌를 근본 사실로 간주

해도 좋지 않을까?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들 두 가지 진동 없이도 의지는 가능할까? 그

러나, 쾌를 느끼는 것은 누구인가? …하지만, 권력을 의욕 하는 것은 누구인가? …극히 

불합리한 질문들! 생물자체가 권력의지이며 따라서 쾌‧불쾌를 느끼는 행동이라고 한다

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립이, 저항이, 그러므로 상대적으로는, 침해하는 통일체가 필

요한 것이다…352)

350) Gerhard Schweppenhäuser: Überwindung der Moral: Zur Dialektik der Moralkritik in 
jenseits von Gut und Böse und in der Genealogie der Moral (Würzburg: Königshausen & 

Neumann, 1988) 슈베펜호이저, �니체의 도덕철학�, 홍기수 역 (울산: UUP, 1999), 89.

351) 프리드리히 니체, �권력에의 의지(689)�, 강수남 역 (서울: 청하, 2003), 413.

352) 프리드리히 니체, �권력에의 의지(693번)�, 414.



120

  니체는 도덕을 비웃는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인간의 도덕성이나 양심, 

의지의 자유 때문이 아니라 형벌에 대한 공포 때문일 뿐이라고 말한다.353) 니체는 도

덕을 권력에의 무능력으로 규정하면서, “이 무능력이 겉꾸미는 위선과 총명함이 복종

(예속, 의무의 긍지, 도의심…)에 다름 아니다. 공손, 헌신, 사랑에 다름 아니다. 숙명

론, 체념에 다름 아니다”354)라고 비판한다. 이는 위선으로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가

장 근본적인 욕망이 권력욕임을 밝히면서, 도덕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

다 말한다.

인간의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근본적인 욕망, 권력을 추구하는 그 충동-이 충동은 

<자유>라고 이름지어져 있거니와-지금은 가장 오래 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

에 윤리학자는 지금까지 그 무의식적 교육‧육성의 본능으로써 권력욕을 억제하는 일을 

겨냥해왔다. 즉 윤리학은 압제적인 개인을 비방하고 공공도덕심이나 조국애를 계속 찬

미하며 가축떼적인 권력 본능을 강조하는 것이다.355)

  슈베펜호이저(Gerhard Schweppenhäuser)는 말하기를 모든 존재자의 근거로서 근원 

철학적으로 규정되는 한 원리로서 도출되는 변형된 제일철학(prima philosophia)로 

정립되는 것은 더 이상 정신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힘에의 의지’로 보고, 이를 니체는 

철학의 중심으로 삼았다356)고 설명한다. 니체 사상의 핵심은 우상의 그늘에서 자유로

워지는 것이었다. 도덕이라는 우상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든다고 보

았다. 사람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말소하는 것이기에, 삶을 건강하게 만

들기 위해서는 도덕이라는 허영과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357)

  니체는 전통적인 의미의 도덕을 해체하고자 했다. 누구보다 플라톤의 전통을 이어

온 칸트의 도덕철학을 반대했다. 칸트는 자연의 인과적이고 기계적 결정이 지배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과규칙에 따라 밝혀질 수 없는 예지적 주체의 자발성으로

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칸트에게 의지는 자유롭게 미규정되어 있는 것이 안

라 이성에 의해 규정될 때만 자유롭다고 본 것이다. 이성에 의해 인도되지 않은 의지

는 타율이며, 자연에 의해 강제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달리 자유의지는 순수실천이

성과 동일하게 생각했다. 니체는 칸트의 의지 자유론을 반박하며 칸트의 자유를 ‘예지

적 자유라는 우화’라고 비판했다.358)

  니체의 근본적인 가정은 지나치게 강조된 의지의 자유를 결정론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다. 참된 도덕적 자유를 의지자유의 부정과 구분했던 쇼펜하우어와 달리 니체는 의

지의 자유를 쾌락을 향하거나 ‘자기 향유를 향한 갈망’으로 전복시켰다. 생명체인 인

353) 프리드리히 니체, �권력에의 의지(716번)�, 427.

354) 프리드리히 니체, �권력에의 의지(721번)�, 429.

355) 프리드리히 니체, �권력에의 의지(720번)�, 429.

356) 슈베펜호이저, �니체의 도덕철학�, 19.

357)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117.

358) 슈베펜호이저, �니체의 도덕철학�,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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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자기보전의 충동을 따르는 길 외에 다르게 행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으로 파악되는 필연성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

다.359)

  니체는 세계를 대립되는 힘들의 비극으로 파악했다. 세계의 구원은 필요치 않으며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의 시선에 파악된 세계는 오직 디오니소

스적 어둠과 아폴론적인 빛의 근원적인 힘의 대결, 투쟁의 세계였다. 근원적 융합상태

와 개별화 간의 영원한 불화와 투쟁으로 세계를 읽어낸 것이다. 쇼펜하우어와 달리 

니체는 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에는 공통점을 가지나, 수동적 비관주의로 퇴보하지 

않는다. 현상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삶은 파괴할 수 없는 강렬한 희열로 가득한데, 오

직 예술만이 이런 삶에 빛을 던져주고, 생을 허무주의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고 보았

다.360)

  니체가 긍정하고자 한 것은 쇼펜하우어와 같이 전통 형이상학적인 이상이나 인식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몸이자 감각이었다. 인간이 긍정할 세계는 형이상학이 말

하는 참된 세계가 아니라 형이상학을 부정하고 경멸하는 가상의 세계라는 것이다.361)

전통형이상학의 순기능이 과잉된 욕망과 의지의 폭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라면 그 역기능은 바로 데카당스요 허무주의라고 보았다. 과도한 관념화와 이론화, 지

나친 도덕화로 인간 삶에 스며든 병리현상이 허무주의라는 것이다. 니체는 이에 대한 

대안이 꿈과 도취와 같은 가상세계를 환기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362)

  니체는 현실 삶과 가상의 삶은 인간 삶을 구성하는 두 요소이고, 서로 결합되어 있

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현실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다른 삶, 다른 공간

을 원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가상성을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형태가 꿈이나 상상, 

도취, 예술작품에 있다고 보았다. 니체는 비극에 대한 연구 가운데서 꿈(Traum), 도

취(Rausch), 유희(Spiel)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을 통해 선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363)

  니체는 근대라는 정황에서 심미적인 것을 추방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오직 도덕적

일 뿐이고, 도덕적이고자 함으로 모든 예술을 거짓의 영역으로 추방하는 시대라고 보

았다. 니체는 도덕적인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구토요 권태의 산물이라 파악

했다. 기독교는 아름다움과 감성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를 통해 현세를 비방하고 내세

를 발명했다고 비난했다. 내세의 발명은 곧 현재 삶에 대한 부정이요 몰락의지의 산

물이라고 보았다.364)

  삶을 부정하는 기독교적 본능으로 인해 철폐된 예술을 통해 빚어지는 가상세계를 

그리스비극에서 다시금 재생하고자 했다. 니체에 있어 그리스 비극의 근본성경은 디

오니소스적인 것으로 이 세계가 곧 신과 산양이 결합한 사티로스(Satyros)를 디오니

오스적 열광자와 인간의 원형으로 간주했다. 그리스적 비극의 세계, 체험과 충동으로 

359) 슈베펜호이저, �니체의 도덕철학�, 34-35.

360) 키스 안셀 피어슨, �How To Read 니체�, 26-27.

361)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118.

362)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133.

363)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134-35.

364)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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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심미적 세계를 구현하여 인간 삶을 생명력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그려내려 

했다.365) 인간이 가진 본래의 형이상학적 활동은 신앙이나 도덕이 아니라 예술 속에

서 실현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내세로 밀려나버린 낙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는 인간이 상실한 삶에의 의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심미적 힘을 지닐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366)

  니체의 핵심 문제는 가상 세계와 현실의 관계정립이다. 가상 세계와 현실세계는 예

술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보았다. �비극의 탄생�이나 �디오니소스적 세계관�(Die 

dionysische Weltanschauung) 등에서 전개된 아폴론적 예술가의 꿈과 유희개념, 

디오니소스적 예술가에 의해 실현되는 도취와 유희개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폴론적-디오니소스적-예술 자체가 자연의 폭력처럼 인간 가운데 등장하고, 인간이 바

라건 않건 상관없이 인간을 임의로 부리는 두 가지 상태가 있다. 즉, 한편은 환영(幻影)

에의 강제로서, 다른 편은 망아적(忘我的) 방종 Orgiasmus에의 강제로서, 이 두 가지 

상태는 정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 전주곡을 연주하고 있으나, 오직 그것은 비교적 약

하는 데 불과하다. 즉, 한편은 꿈에 있어서, 다른 편은 도취 Rausch에 있어서.367)

니체는 단지 꿈이나 도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중심으로 하는 실제 사

실적 유희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368) 니체는 도취하는 대신에 도취와의 유희를 강조

하고, 꿈꾸는 대신에 꿈과의 유희를 강조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사유 속에서 삶의 제

작이나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주장했다. 기존의 도덕과 진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세계를 구성하고자 했다.369)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로부터 시작했으나 염세주의로 끝나지 않고 치료적인 방식으

로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니체 역시 허무주의로부터 시작했으나 소극적 허무주의에 

머물지 않고 힘에의 의지로부터 시작하여 삶의 영겁회귀를 인정하는 운명애(amor 

fati)를 통해 극복인, 즉 초인(Übermensch)으로 나아가고자 했다.370) 니체는 인간 정

신의 변화과정을 3단계371)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낙타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다. 니

체는 이 세 가지 상을 통해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는지, 사자가 어린

아이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제시한다.

365)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138-39.

366)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139-40.

367) 프리드리히 니체, �권력에의 의지(798번)�, 469.

368)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156.

369)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163.

370)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215.

371) 낙타는 정신의 강인함을 의미한다. 무거운 짐을 견디는 정신이다. 신과 도덕법칙, 내세의 가치라는 

짐들을 굳세게 지고 가는 상태를 뜻한다. 사자는 더 이상 낙타처럼 짐을 지고 가는 상태가 아니다. 

노예처럼 짐을 짊어지고 고통 받는 상태가 아니라 짐을 질지 거절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

이다. 노예 됨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상태다. 마지막 어린아이의 상태인데, 사자가 

단지 자유를 쟁취하는 상태였다면 어린아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긍정의 상태를 가리킨다. 어린

아이의 상태는 자기 의지의 긍정이며, 운명애와 피해 갈 수 없는 것, 즉 동일한 것의 영겁회귀에 대

한 긍정이다. 영겁회귀라는 무서운 지실 앞에서도 기꺼이 그 사태를 인정하고 창조적으로 맞설 수 있

는 용기, 유희하는 어린아이의 정신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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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에게는 니힐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반면, 사자에게는 니힐리즘을 극

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나는 있다.’(Ich bin)를 말하는 아이로 변화될 가능성을 

사자는 갖고 있다. 아이는 사자에게는 없는 새로운 창조적 유희, 새로운 시작, 스스로 

구르는 바퀴이다. 아이는 과거와 미래의 사태에 무능하고, 부정성(Negativität)에 매몰

되어 고통 받고 있는 사자를 극복한 신성한 긍정이다. 니체의 강자/약자 개념은 데카당

스, 니힐리즘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그리고 니힐리즘의 극복과정은 낙타-사자-아이의 

과정이다. 이 세 종류의 메타포는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 낙타는 하나님의 계명, 칸

트의 정언명령 같은 중세적 가치와 질서를 상징한다. 반면, 사자는 ‘무엇으로부터의 자

유’, 즉 부정적(negative)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자로 은유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낙타의 굴종을 극복하였다.372)

  니체의 힘(Macht)의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변하지 않지만, 변화하는 거대한 힘

으로서의 세계이다. 편재한 힘들과 힘들의 파동들이 하나 됨과 다수 됨의 놀이로서의 

세계’로 정의되고 있다.373)

  니체만큼 인간의 합리적 가능성을 반박하고 처절하게 기독교를 비판한 인물도 없을 

것이다. 칸트의 도덕철학에 대한 비판 역시, 기독교의 연장선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는 도덕적 체계와 형이상학의 체계에 대항하여 도덕 및 형이상학의 계보(系譜)의 

기원을 밝혀 형이상학적 신앙을 해체하려고 시도했다. 

  니체에게 있어 기독교교리는 하나의 해석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기독교가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기독교에 

대한 니체의 혐오는 기독교 신앙을 존숭했던 바그너와의 우정조차 파국으로 몰고 갔

을 만큼 증오가 심했다. 성직자들이 고안한 발명품에서 위안을 찾지 않겠다고 말했다. 

니체는 금욕주의적 성직자가 제공하는 치료는 의사의 치료가 아니며 따라서 이를 거부

하겠노라고 선언한다. 성직자는 고통 받는 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병

의 원인이나 상태를 치유하지는 않는다. 니체는 성직자가 그런 위안을 위해 고안하고 

발견한 장치들에 대해 경외감을 갖는다. 성직자는 위안을 주는 데 천재적인 재능을 지

니고 있다. 기독교는 “위안을 주는 가장 정교한 수단들에 대한 위대한 발굴”을 성취했

다. … 우리는 인간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연민과 혐오를 극

복해야 한다. 공포는 새로운 실험과 과제를 고무할 수도 있지만, 연민과 혐오는 오로지 

인간 ‘최후의 의지’인 허무와 무에의 의지만을 생산하기 때문이다.374)

  니체는 인간역사에 특별한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인간만이 스스로 목적

을 설정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삶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참 

문제가 아니라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핵심문제라고 파악했다. 무목적

372) 최순영,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와 정치이론｣, 282.

373) 최순영,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와 정치이론｣, 284. 

374) 키스 안셀 피어슨, �How To Read 니체�, 1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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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상 가운데서 무의미한 인생으로 주저앉는 것이야 말로 가장 무력한 사고이고, 

스스로 의미와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전 전통철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적

인 최고가치의 상실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인한 허무주의로의 전락의 위기에서 

‘힘에의 의지’로서의 세계해석을 요구한다. 종래의 허위적 가치로부터 해방되었기에, 

이제는 온 세계가 가치와 의미로 충만한 세계라는 것이다.375)

  니체는 �안티크리스트(1888)�에서 힘에의 의지를 고무하는 모든 것을 ‘선’으로, 약

함에서 유래하는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했다. 그는 약하고 병든 모든 것들을 소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서 승화된 존재로 초인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376)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은 “생에 내려진 저주”이며 삶으로부

터의 구원을 표상하는 존재이지만, 갈기갈기 찢긴 디오니소스 신은 “생의 약속으로서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되살아나고 되돌아온”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두 가지 전형, 즉 디오니소스와 십자가에 달린 자-과연 전형적인 종교적 인간은 하나의 

데카당스의 형태인가를 확인하는 일. 하지만 그 때 우리는 종교적 인간의 어떤 전형을, 

이교적 전형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교적 예배는 삶에 감사하고 삶을 긍정하는 

한 가지 형식은 아닐까? 그 최고의 대표는 삶의 변명이나 신격화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닐까? 황홀하게 넘쳐흐르는 혈통 좋은 정신의 전형! 생존의 모순과 의혹을 자기 

몸속으로 섭취하여 구제하는 정신의 전형!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인의 신 디오니소스를 

내세운다. … 전자의 경우에는 어떤 신성한 존재에 이르는 길이어야 하는 것이다. 후자

의 경우에는 존재 그 자체가 거대한 고뇌를 여전히 시인할 정도로 충분히 신성하다고 

간주된다. 비극적 인간은 가장 가혹한 고뇌도 여전히 긍정한다. 그는 그렇게 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고 풍만하여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십자가에 달린 신은 삶의 저주

이며 스스로를 이 삶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표시이다. 토막토막 잘린 디오니소스는 삶의 

약속이다. 그것은 영원히 재생하고 파괴로부터 되돌아올 것이다.377)

  1881년 여름, 니체는 스피노자(Spinoza)라는 선구자를 발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원회귀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니체는 이때의 경험을 “시대와 인류로부터 6000피트 

떨어진 곳에 도달한 영감의 순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니체는 자유의지와 목

적, 도덕적 세계질서에 대한 부정이나 지식을 가장 강력한 열정으로 만들고자 함에 

대한 지향에 있어 스피노자에게서 많은 동질감을 가졌다.378)

  하버마스는 니체의 계보학적 사유의 한계와 형이상학적 원리로 상정하고 있는 힘에

의 원리의 비합리성이 태생적으로 가지는 자가당착의 운명적 모순에 대해 잘 지적하

고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계보학적 사유는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인간의 사유와 행위

375) 이상엽, ｢니체, ‘힘에의 의지’로서의 세계해석에 관하여｣, �니체연구� 제4집 (2001), 132-33.

376) 키스 안셀 피어슨, �How To Read 니체�, 164-65.

377) 프리드리히 니체, �권력에의 의지(1052)�, 598-99.

378) 키스 안셀 피어슨, �How To Read 니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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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위를 보장하는 서구 전통 철학의 주체 개념을 거부함으로써 계보학 스스로 자기 

비판력의 토대를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인간 사유의 원

동력을 제공하는 주체 개념은 주체 개념의 계보학적 파괴로 인하여 무한히 상대화됨으

로써 사라져버린다. 이 주체의 상실은 계보학이 모던에 대한 비판과 파괴를 조장하는 

것을 넘어 계보학 자체를 딜레마에 빠뜨린다고 비판한다. 하버마스의 관점에 따르면, 

계보학은 니체 자신이 형이상학적 원리로 상정하고 있는 힘에의 의지의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자가 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왜냐하면 주어진 담론 세계를 계보학

적 방법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해체한다고 할지라도, 주체를 대체한 힘에의 의지는 비판

적 해체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 제시와 마찬가지로 그 해체 이후에 건설의 정당성 문제

에 대하여 어떤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379)

  니체와 아들러는 모두 ‘권력에의 의지’라는 인간본성에 대한 동일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 니체와 아들러는 모두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니체는 

양심과 도덕의 압제를 벗어나 초인의 됨으로, 아들러는 인생에 대한 재해석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새롭게 생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니체는 삶에는 미라와 유령과 같은 기억들이 살아오는 곳이므로 제 때에 잊을 수 

있는 망각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망각능력을 지니지 않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

마저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현실 가운데서 자신을 상

실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망각의 능력은 살아가는 유기체인 인간에게 필

수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했다.380)

  원치 않는 기억의 귀환은 삶 가운데 기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슬

픔을 대책 없이 던져놓기도 한다. 그러므로 니체는 기억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야 한

다고 말한다.

기억에 관해서는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시간에 상관이 없이 재생산

하거나 재인식하거나 할 <영혼>을 상정할 강한 유혹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험된 것은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어서, 기억이 <도래 한다>는 데 대해서

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상의 도래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의지가 활동할 여지도 없다. 무엇인가가 발생하여, 그것을 내가 의식한다. 하지만 

그때 무엇인가 그것과 유사한 것이 도래한다.381)

  니체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이 기습할 수 있는 위협 속에 살고 있다고 보았다. 우

리는 기억을 두려워하고 내면을 성찰하기를 꺼려한다. 우리 삶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자 하는 유령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온갖 잔소리와 왜곡된 해설들의 소리

에 귀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니체는 기억을 선별하는 능력, 풍요한 삶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억을 가려내는 능력에 주목했고, 기억을 해석하고 가공할 능

379)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169.

380) 키스 안셀 피어슨, �How To Read 니체�, 89. 

381) 프리드리히 니체, �권력에의 의지(502)�,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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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중시했다.382) 니체와 아들러는 기억에 대한 주체적 해석과 함께 집단보다 개인

에 방점과 강조를 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은 무언가 전혀 새로운 존재이며 새로운 것은 창조하는 존재, 무언가 절대적인 존

재여서 모든 행위는 전부 그 개인 자신의 것이다. 개개인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가치

를 취하는 것도 결국에는 역시 자기 자신으로부터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은 전통적인 

용어도 역시 순전히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개인이 어

떠한 정식(定式)도 창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식의 해석은 개인적인 것이다. 즉, 해

석자로서의 개개인은 한결같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383)

  니체의 ‘초인’이나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나 모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아들러의 경우, 인생의 의미를 공동체에 공헌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회복하

고 인생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니체의 권력의

지가 잘못된 왜곡과 오용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하더라고, 그의 ‘초인’과 자

율에 대한 강조는 역기능적 문제들을 실제로 생산한 끔찍한 예들이 존재한다. 로저 

트리거는 히틀러와 나치즘은 니체의 권력의지의 오용의 한 예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사상은 사후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그의 사상을 악용한 데 대해서까지 그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자신이 독일 민족주의자는 아니었으나, 그의 

철학이 히틀러의 제 3제국(1933-45)하에서 열렬히 받아들여졌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의 대부분의 저작을 판독하기 어려울 것이다. 히틀러는 바이마르의 니체 박물관을 방

문하여 니체의 흉상 옆에서 사진을 찍기 위한 포즈를 취함으로써, 니체에 대한 자신의 

존경심을 알리려 애썼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Mein Kampf)은 니체 사상의 일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그가 스스로를 니체가 말한 ‘초인’(超人)으로 여겼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스탈린의 가혹한 통치가 마르크스의 연구와 무관한 것처럼, 이러

한 히틀러의 행동은 니체의 연구와는 무관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치의 잔악함을 억

제할 수 있었던 요소가 니체의 사상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미 모든 도덕적 규제가 제거된 상황이었으므로 나치는 니체의 말에서 

고무되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384)

  니체의 형이상학에 대한 공격은 특정한 가정에 의한 것이었다. 그가 해체하면서 모

든 것이 허구이고 고안된 것이라는 비판이 성립하려면, 그 어떠한 것도 참이 아니라

면, 거짓과 참, 실재와 현상이라는 개념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언어와 

개념의 전제를 공격하는 그의 주장이 진실인지를 합리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지지될 

수 없다는 모순에 처하고 만다. 니체는 이성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니체의 형이상학적 가능성에 대한 모

382) 키스 안셀 피어슨, �How To Read 니체�, 91. 

383) 프리드리히 니체, �권력에의 의지(767번)�, 450.

384) 로저 트리그,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쟁�, 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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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공격들은 그가 앉은 의자조차 톱으로 썰어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385)

  4.3. 의지철학과 로고테라피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철학치료의 두 길을 제시하고 있다. 둘 모두 고통에서 출발하

지만 치료를 위한 해답은 사뭇 달랐다. 생의 맹목적 의지에서 바라본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성욕은 자연을 존속시키고 이어가지 위한 피할 수 없는 본성적 장치였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의지는 어떤 이성의 의식적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

든 생물체와 무기물에게 까지 존재하는 생의 의지를 의미한다,

  쾌락의 합법적 장치인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의 현상을 넘어서기 위한 처방

을 쇼펜하우어는 ‘금욕’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욕망에 

있다고 보았다. 쾌락의 충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쾌락을 던져 버리라는 처방이다. 

생물학적 충동에서 비롯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의 필생의 과제였다. 그가 홀

로 독신으로 산 이유일 것이다.

  표상이 칸트에게 있어서는 선험적인 문제였으나 쇼펜하우어에게는 세계에 대한 표

상은 보편적인 표상이 아니라 개인, 즉 ‘나의 표상’이라고 보았다. 칸트의 인식론에서 

표상에 대한 근거를 닦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의지이론은 칸트의 이론과는 대립을 이

룬다. 칸트가 인간은 선험적 주관의 형식으로 세계를 경험하는 까닭에, 물자체를 인식

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표상 세계의 원인이 의지, 곧 의지가 

물자체로 파악했다. 달리 말하면, 의지가 곧 세계의 원인이자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

다. 

  삶의 근본 의지를 칸트가 선의지로 보았다면, 쇼펜하우어는 생의 맹목적 의지라고 

보았다. 삶에 대한 의지는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물리적 힘보다 더욱 강한 충동 

곧, 성적 욕망으로 파악했고, 성적 충동은 충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데, 이것이 종

족보존을 위한 자연의 장치로 보았다. 성적 충동과 이에 대한 억압으로 인한 신경증

의 문제는 프로이트의 쾌락과 죽음의 의지와 연동된다. 

  쇼펜하우어는 맹목적 의지의 노예상태에서 자유하기 위한 치료방법을 제시한다. 동

물들과 달리 인간은 고통의 본질을 규명하고 해부하는 존재다. 표상과 의지의 노예상

태라는 엄존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의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

고 있다. 바로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인식을 통한 치료로, 예술과 이념 등을 통한 치료

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았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고와 생각을 통해 인간은 굴레 씌워진 현실의 환경을 넘어 

자유롭게 인생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욕망과 현실화 사

이의 균형에 기초한다. 고통은 욕망과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욕망

이 크면 현실은 언제나 결핍의 고통상태에 놓일 수 있다. 소유에 대한, 쾌락에 대한 

욕망을 정돈하여 현실에 맞게 자족할 때, 즉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때 행복의 상태로 

385) 로저 트리그,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쟁�,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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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스토아철학자들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이

기도 하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와 달리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근거한 동고에서 해법을 찾는다. 

타자의 고통에 대한 동고야 말로 순수한 사랑이고, 이와 반대되는 것이 이기심이라고 

규정한다. 쇼펜하우어의 동고 개념에 대해 김선희는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세상의 관

점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정리하고 있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동고는 타자의 고통을 자신이 직접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밝혔듯이 의지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개체를 지배하는 원리에서 자

유로워진 자에게 희로애락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 사라진 

것은 나의 고통이지 세계의 고통이 아니다. 나의 표상과 나의 의지로부터는 자유로워졌

지만 다른 표상과 다른 의지에 의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히 존재한다. 세상은 여

전히 그 개별화의 원리가 휘두르고 있는 폭력적 인과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동고는 나의 고통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고통이다. 개

별화의 원리에서 해방된 존재는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

서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한다. 이것을 상징으로 드러내는 개념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동고 개념이다.386)

  쇼펜하우어의 방법론으로 해결책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의지에 대한 부정과 

고행과도 같은 끊임없는 자리 투쟁을 통해서 해탈과 평정심의 상태는 특별한 사람들

의 전유물처럼 보인다. 욕망하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의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

워지는 것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동일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생의 맹목적 충동보다 이성을 치명적인 고통의 

이유로 파악했다. 이성의 억압과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해법으로 그는 디오니소스적 

삶을 제시했다.387) 기독교와 도덕, 이성의 억압과 굴레에서 자유 하는 것을 치료의 

해법으로 본 것이다. 쇼펜하우어처럼 그 역시 독신으로 살아갔음에도 삶의 고통에 대

한 해결책은 사뭇 달랐던 것이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자신의 사상에 적극 수용했고, 또한 격렬하게 비판했

다. �도덕의 계보학�에서 유럽사회에 허무주의를 불러온 원인의 하나로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부정과 동고의 윤리학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했다. 니체가 긍정하고자 했던 

것은 쇼펜하우어의 의미에서 전통 형이상학적인 이성이나 인식주체로의 인간이 아니

라 몸이자 감각이었다. 니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전통적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참된 

386)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108-109.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이해를 원

하면, 이규성, �의지와 소통으로서의 세계: 쇼펜하우어의 세계관과 아시아의 철학� (파주: 동녘, 2016)

을 참고하라. 19세기의 3가지 세계관과 더불어 쇼펜하우어의 소통을 위한 대안들을 살펴볼 수 있다.

387) 백승영,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서울: 책세상, 2006) 니체의 비도덕적 윤리학, 즉 이전

의 기독교도덕에서 벗어난 디오니소스적 삶, 힘에의 의지를 따라 허무주의 극복을 위한 관점주의를 

세세하게 풀어가고 있다. 이창재, �니체와 프로이트: 계보학과 정신분석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니체의 계보학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연결하는 가교와 같은 책이다. 니체가 탈근대를 위

한 방법론으로 정신분석학과 도덕계보학의 상관성을 다루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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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였다.388)

  무기력하며 무의미의 허무주의에 빠진 인생에 필요한 대안은 가상세계를 환기시키

는 것, 곧 꿈의 도취와도 같은 상상, 예술들과 같은 것이다. 현실의 척박함에서 음악

이나 예술은 현실의 척박함을 변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꿈과 도취, 유희를 중심한 

예술에 대한 논의 속에서 심미적 전환이 일시적이 아니라 주체자체를 조형시킬 수 있

는 대안이라고 파악했다. 

  니체의 기독교 비판은 당대의 도덕주의 형이상학 세계 전체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

다. 도덕적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삶을 억압하는 권태이며, 실체를 가장한 위장이요 속

임수로 보았다. 유약함과 노예근성을 가려주는 일시처방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실을 

비방하며 숨을 수 있는 내세를 발명했다고 보았다. 노예 도덕적 세계관에 대한 대안

으로 니체는 그리스 비극, 즉 디오니소스적인 영웅, 초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389) 디

오니소스적 광기가 삶의 풍요로움과 상실한 삶의 의미를 회복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니체의 꿈은 블로흐(Ernst E. Bloch)의 낯 꿈을 선취하고 있는데, 과거의 밤 꿈보

다는 미래를 만드는 일, 삶을 조형해나가고 변화시켜가는 일에 관심을 두는 꿈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니체의 신화와 가상세계는 끊임없이 미래를 조형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영감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는 우리 인생에 막다른 골목,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삶은 허무에로 떨

어지지 않을 수 있다 주장한다. 힘에의 의지를 통해서 삶의 영겁회귀를 인정하는 운

명애(運命愛)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고통과 허무 속 세상에서 니체의 복음

(福音)은 완전한 허무주의이다. 허무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참된 세계라고 하는 것

은 허구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곳에서 극복해 내는 초인(Übermensch)이다. 

  니체는 도덕적 세계를 비판하며 미적이고 의지적인 세계를 표방하며, 힘에의 의지

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리적인 것에 대한 비판은 결국 윤리적 결여의 문제를 태생

적으로 안고 있는 셈이다. 전통철학에서 말하는 주체와 참된 세계에 대한 부정하며 

제시한 그의 계보학은 결국 하버마스의 지적대로 자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기존

의 세계를 부정하고 해체하였지만, 해체 후에는 그 어떤 합리적인 대안도 제사할 수 

없다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니체가 제시하는 계보학적 관점에서 힘에의 의지는 담론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초할 수 있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자기 정당화

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허무를 불러오는 원인을 쇼펜하우어가 강한의지로 보았다면, 니체는 반대로 유약한 

의지에 있다고 보았다. 강한 욕망과 충동과 현실세계의 괴리로 인해 허무가 찾아온다

388)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118.

389)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 158-59. “니체는 그리스인들이 향유했던 이 비밀스러운 세계

를 디오니소스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 봄의 충동과 마취적인 음료가 선

물하는 비밀스러운 세계에 대한 경험은 걷는 대신에 춤추게 하고, 말하는 대신에 노래하게 한다. 걷

는 것과 말하는 것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마법에 걸린 것처럼 느낀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직 상상력 속에서만 살아 숨 쉬고 있던 신을 자기 자신 속에서 느낀다. 바로 이런 의

미에서 아폴론적인 것에서 예술가로 변신했던 우리는 이제 디오니소스적 경험 속에서 예술 작품, 즉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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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단한 것과 달리 니체는 약한 의지로 인해, 하늘과 형이상학의 뜻에 굴종하는 데

서 오는 것이라 파악하고, 땅의 힘에의 의지에 대한 긍정으로 허무를 극복해야 한다

고 말했다. 

  니체는 또한 관점주의를 제시하는데, 참된 진리란 존재하지 않고 단지 해석한 사실

만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니체의 관점주의는 다양한 관점으로 세계를 인식할 뿐 아

니라 가치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해석다원주의를 여는 일이다.390) 사실 자체라는 것은 

허구이고, 사람들에 의해 가공되고 해설된 견해만 있다는 것이다. 니체의 이러한 관점

주의는 인식창조의 과정인 셈이다.391) 니체가 볼 때 세계는 해석해야 할 텍스트인 셈

이다. 

  니체에게 삶의 의미는 자신 스스로 창조되는 것이다. 프랑클은 쇼펜하우어의 영향 

속에 있는 프로이트의 쾌락주의나, 니체의 영향 속에 있는 니체의 힘에의 의지를 심

층심리학으로 파악하고, 로고테라피를 이와 구별하여 상층심리학으로 규정한다. 

인간은 선반성pre-reflective의 존재론적 자기 이해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기 실현의 정도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잊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내줌으로써 자신을 얼마나 잊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내준다는 말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동기cause에 봉사하거나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

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자아초월self-transcendence이야 말로 인간 실존의 본

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빈 심리요법계의 두 고전학파 가운데 둘째 학파인 아들러 심리

학 역시 자아초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인간을 열등

감과 같은 어떤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존재로 봅니다. 인간은 우월함을 얻기 위

한 투쟁을 전개시켜 나감으로써 열등감을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

는 우월함은 대체적으로 니체가 언급한 ‘힘을 향한 의지’the will to power와 일치합니

다.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이 ‘괘락을 향한 의지’(프로이트의 쾌락원리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음)나 아들러의 ‘우월을 향한 의지’striving for superiority에 초점을 맞추

고 제시되는 한, 그것은 이른바 ‘심층심리학’deph psychology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마음의 이른바 ‘더 높은 열망’higher aspiration을 고려하는 

‘상층심리학’(height psychology: 프랭클, 1938)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인

간은 쾌락과 힘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의미도 추구합니다. 인간 심리를 그쪽 방향으로 탐

구해 나가도록 추천한 사람은 바로 오스카 피스터(Oskar Pfister, 1904)였습니다. 그는 

1904년에 이미 심층심리학과 비교하여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본성의 영적 상

층에 대한 인식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영적 상층은 본능적 심층 못지않게 강력합니

다. 상층심리학은 심층심리학을 대신하기보다 보충하는 것이라는 말은 맞습니다(물론 

상층심리학이 꼭 필요한 심리학적인 것만큼은 분명하지만요). 상층심리학은 인간의 독

특한 현상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욕

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닥친 개인적 삶의 상황에서 의미를 찾고 실

390) Alan D. Schrift, �니체와 해석의 문제�, 박규현 역 (파주: 푸른숲, 1997), 323. 니체의 관점주의가 

히틀러의 권력의지에 영향을 주었는가의 흥미로운 문제는 박찬국, �니체와 하이데거� (파주: 그린비, 

2016)을 참고하라. 하이데거가 나치당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니체 해석에 있었는지를 깊이 파고든다.

391) Alexander Nehamas, �니체, 문학으로서의 삶�, 김종갑 역 (서울: 책세상, 1994), 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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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기이론의 용어를 빌려, 인간의 모든 욕구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이 욕구를 ‘의미를 향한 의지’(will to meaning: 프랭클, 1949)라고 정의하겠

습니다.392)

  로고테라피는 쾌락이나 행복을 부정하지 않는다. 행복과 쾌락을 가장 심원적인 의

지로 파악하고, 삶을 행복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행복주의를 거절하는 것이다. 로고테

라피는 자기실현이나 권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기 삶을 조형해 나가는 일은 중요한 

삶의 의미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단지 권력과 자기중심으로 

환원시키는 권력의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다. 

  프랑클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의지를 성애나 권력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도리어  

인간이 행복이나 쾌락을 목적으로 삼게 될 때, 행복을 추구하는 만큼 목표로부터 멀

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쾌락추구의 과잉은 결국 신경증의 원인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성적 능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자 할 때, 성적 노이로제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는 과잉의지 때문이다. 

행복을 없애는 것은 바로 ‘행복에 대한 추구’이다. 우리가 행복에 집착할수록 더 많은 

행복을 놓치게 된다. 성적 신경증 질환은 하나의 결과이다. 남성 환자가 자신의 잠재성

을 끌어내 보이려 하면 할수록 더욱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여성 환자가 오르가즘에 도

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면 할수록, 불감증에 귀착될 가능성이 더 높

다.393)

  인간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인 의미추구라고 파악했다. 의미에 대한 좌절로 인해 비

롯되는 행복추구와 쾌락추구는 중독과 마취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삶을 바치

고 헌신할 만한 명분, 사람에 대한 헌신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대급

부로 발생하는 중독이라는 것이다.394) 프랑클은 행복이나 자아실현은 의미를 추구할 

때 따라오는 부산물로 보았다. 추구할 근본적인 대상이나 목표라기보다 의미추구를 

통해 발생하는 결과로 본 것이다. 

  프랑클은 쾌락이나 권력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때 일어날 과잉의도를 우려했다. 

그는 인간존재를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것은 “권력의지도 아니고 쾌락의지도 아니고 

바로 의미의지”395)라고 파악했다. 의미의지를 따라 사람은 의미를 찾고 채우려하고 

더불어 타자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의미의지가 좌절될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추구하게 되는 것이 쾌락의지나 권력의지

라고 파악했다. 의미의지가 좌절되고 나서 발생하는 신경증으로 인해 일어나는 행동

동기로 본 것이다.396) 인간의 행복을 향한 욕망이나, 자아실현을 의지를 부인하는 것

392) Viktor E. Frankl, �무의식의 신�, 166-67.

393)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1978)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36(53). 

394)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83(128).

395)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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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쾌락과 권력이 의미를 성취하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때 왜곡이 발생한

다는 것이다. 

  프랑클은 인간이 삼차원적 존재라고 말한다. 첫째는 생물학적 차원(biological 

somatic dimension)인데, 이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되고 의학이 돌볼 수 있는 영역이

다. 둘째는 심리학적 차원(psychological dimension)으로 심리학에서 다루는 분야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지적 차원(noological-noetic dimension)으로 자유와 책임, 선

택의 능력과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397)

  로고테라피는 세 번째 차원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정신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간을 생물학적‧기계적 차원의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정신‧인

지적 차원의 존재로 파악하고 인생에서 고유한 자기 삶의 구획‧발굴해 낼 수 있는 존

재로 대하는 치료방법이다. 

  프랑클은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인간개념을 “다음 세 개의 기둥에 기반을 두고 있

다. 즉, 자유의지(freedom of will),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will to meaning) 그리고 

삶의 의미(meaning of life)이다”398)라고 말한다. 프랑클은 사람이 지니는 의미의 고

유함에 대해 말한다. 

의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특정한 개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대

적이다. 의미는 첫째, 사람마다 다르고, 둘째, 날마다 다르며, 그리고 정말로 시간마다 

다르다. … 왜냐하면 유일무이한 상황들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

람은 본성에 있어서 그리고 존재에 있어서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어느 누구도 다른 것과 대체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개개인이 지닌 본성의 유일무

이함 때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삶은 유일

무이한 것이다.399)

  프랑클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에 반대한다. 쇼펜하우어나 니체처럼 현실을 직시하지

만, 허무한 상태로 떨어지는 부정적 세계관에서 전환시켰다. 인간을 결정된 존재로 파

악하는 정숙주의적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존재로 본다. 파브

리(Joshep B. Farby)는 프랑클이 생물학적 결정론의 다윈, 사회적 결정론의 마르크

스, 심리학적 결정론의 프로이트의 주장에 반대했으며, 인간에게 열려 있는 자유로운 

396)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19.

397) 김정현, ｢로고테라피와 실존분석의 임상방법 및 철학 상담에서의 함의｣, �철학연구� 제120집 (대한

철학회, 2011), 35.

398) Viktor E. Frankl,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시형 역 (파주: 청아출판사, 2005), 34. ‘자유의지’는 

프랑클에게 있어서 인간이해의 기초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입장을 정하고 선택할 의지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출생부터 생물학적이고 환경적 결정상황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끌려

가는 존재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는 자유의지라는 토대위에서 자

신이 도달하고 실현해야 할 의미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존재이다. 의미가 좌절되거나 상실될 때에는 

삶의 피로와 신경장애, 절망이 찾아들 수 있다. ‘삶의 의미’는 인간은 블로흐의 주장처럼 인간은 ‘가

능성의 존재’로서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하고, 의미를 발굴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싸우는 존재

이다. 

399)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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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개방성이 인간존재의 본질이라고 보았다고 언급한다. 

실존철학가로서 프랭클은 개인적 경험의 견지에서 존재를 탐구한다. 그는 다른 모든 실

존철학자들처럼 “나는 존재한다”(I am)라는 데카르트의 귀결점을 가지고 출발한다. 프

랭클에게 있어서 그러한 귀결점은 다윈의 생물학적 결정론이나 마르크스의 사회적 결정

론 또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적 결정론도 아니었다. 프랭클에게 있어서 인간존재는 이렇

게 여러 방향으로 결정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결정되지 않고 자유롭

게 자기 태도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유 영역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400)

  프랑클은 현대인들은 예기불안에 사로잡힌 나머지 의미를 향한 현재의 걸음이 방해

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블로흐401)의 말, “예전에는 죽을 때나 하던 걱정들을 

사람들은 이제 아무 때나 하게 된다.402)”는 말을 인용하면서 닥치지 않은 미래를 희

망하기보다 절망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어리석게도 “예기불안”을 불러온다고 말한다.

요즘 사람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원자폭탄을 쉴 새 없이 힐끔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불안에 가득차서 폭탄이 떨어질 순간을 기다리는 거지요. 우리 의학자들이 

‘예기불안’이라고 부르는 이 불안 역시 사람들이 목표 지향적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됩니

다. 사람들은 임시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얼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놓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언제가 말한 대로입니다. “인

생이란 치과 의사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진짜는 이제야 닥칠 거라

고 믿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다 끝나 있다”고요. 진짜 재앙이 이제 닥칠 거고 현

재는 부질없다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403)

  고유한 삶의 의미를 지니지 않을 때, 결정되어진 환경과 주어진 생물학적 상황에 

갇히게 된다. 주어진 환경이 변하지 않고, 신체적 제한 가운데 놓일 때에도 의미를 

가질 희망을 견지할 수 있다. 실존적 공허는 의미상실에서 오는데, 삶의 의미를 발견

하지 못할 때 무의미로 인해 발생한다. 

  행복주의와 마찬가지로 자기실현의지 역시도 역설적으로 자체 안에 모순을 가지고 

있다. 행복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자기실현의지와 권력의지는 행복을 성

취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루고 싶은 일들, 소유하고 싶은 의지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욕망, 자기실현의지는 ‘허무’와 ‘절망’을 생산하는 패러독스인 

셈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400) Joshep B. Fabry, �의미치료�, 고병학 역 (서울: 하나의학사, 1999), 57.

401) 블로흐의 희망철학에 대한 담론은 이종인, �희망의 두 지평� (서울: 박영사, 2017)과 이종인. ｢희망

의 두 지평: 에른스트 블로흐와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비교｣.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논문 

(2016), 이종인, ｢블로흐 희망철학의 토대와 모순｣. �범한철학� 제92집 (2019)을 참고하라. Paul T. 

P. Wong, “Viktor Frankl: Prophet of Hope and Herald of Positive Psychology”, Edit. 

Alexander Batthany & Jay Levinson, Existential Psychotherapy of Meaning: A Handbook of 
Logotherapy and Existential Analysis (Phoenix: Zeig, Tuckey  & Theisen, inc, 2009), 65-95.

402)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21-22.

403)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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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위한 물음들은 매력적인 질문들로 보이지만, 실제는 실존의 좌절을 불러 올 

수 있다. 

  프랑클은 자기중심의 인생관이 무의미의 원인이 된다고 파악했다. 지기실현을 추구

하는 마음과 자세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실존적 공허’를 생산하는 이유가 되

기 때문이다. 프랑클은 역설적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질문 대신, ‘의미발견’을 위한 

질문을 던질 것을 제안한다. 자기중심의 인생관 대신, 의미중심, 대상중심의 코페르니

쿠스적 시선전환을 촉구한다. 여기에 로고테라피의 독창성과 탁월함이 있다. ‘자기발

견’의 과정을 돕는 면에 있어서는 아들러의 개인심리학과 방향이 같지만, 자기발견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반대이며, 여기에서 로고테라피가 아들러와 여타심리학과

의 구별되는 독자성을 드러낸다. 

  니체의 권력의지나 아들러의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좌초

되기 쉽다. 자아실현을 갈구하면 할수록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 내면에서 만 아니라 이 땅, 세상에서도 발견해야 한다. 이러한 구

조적 특성을 인간존재의 자기초월(the self-transcendence of human existence)라

고 말한다. 자아실현은 자아초월의 부수적인 결과로서만 얻어질 수 있다.404)

  아들러는 공동체감정(Gemeinschafsgefühl) 육성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공동체에 동참하는 ‘소속감’과 이로 인해 생성되는 ‘신뢰감’, 공동체에서의 헌신하는 

‘공헌감’까지, 삶의 의미와 기쁨을 환기시키는 일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다. 로

고테라피 역시, 자신을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기쁨, 치료를 얻는다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물론, 공헌에 대한 부분에서도 차이점은 존재한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는 집단

에 도움을 주는 ‘공헌’을 중시하지만, 로고테라피에서는 공동체나 타자를 위해 무언가

를 한다는 ‘의미’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결을 달리한다. 아들러가 이웃이나 공동체의 

공헌을 통해 자기실현의지를 충족시킨다면, 프랑클은 의미충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차이는 있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여라는 점에도 공통점 또한 포함

하고 있다.

  

404) 김 진, “나의 책 이야기: ”철학과 독서하는 삶“, 로고테라피와 다산 정약용을 중심으로” 2018. 5. 

16.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개강좌 강의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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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랑클의 의미철학

  프랑클의 심리학은 인간학적이다. 달리말해, 철학의 근본물음이 ‘인간’에 대한 것이

라면 로고테라피는 철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선 프로이트의 기계적이고 심리적 

결정론에 가까운 인간론에 바탕을 둔 ‘정신분석학’과 아들러의 ‘개임심리학’을 극복하

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인식은 ‘인간이해’에 대한 전환이었다. 

  프랑클의 삶의 의미((Meaning of Life), 의지의 자유(Freedom of Will), 의미에의 

의지(Will to Meaning)라는 개념을 로고테라피와 실존분석의 근본적인 세 가지 기둥

으로 구상하고 있다. ‘삶의 의미’는 세계관 철학과 연결되고, ‘의지의 자유’는 철학적 

인간학을 함의하고 있으며, ‘의미에의 의지’는 심리치료의 기반이 되는 개념이라고 말

할 수 있다.405)

  ‘삶의 의미’는 로고테라피의 세계관철학을 보여준다.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파악한다. 허무와 무의미적 세계관을 거절하고, ‘삶의 의미’로 충

만한 세계관을 중심에 놓고 있다. 인간은 삶을 통해 의미와 가치가 충족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세계를 향해 살아갈 뿐 아니라 세계 안에서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되, 세계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조건과 한계를 넘어 초월적 행위를 

할 수 존재406)로 파악하고 있다.

  프랑클은 삶의 의미를 세 가지 가치와 연관해서 설명한다. 첫째가 창조가치, 둘째

가 경험가치, 셋째가 태도가치이다. 인간은 창조적 행위를 통해 세계에 기여하는 존재

이며, 또한 세계 속에서 경험을 얻는 존재일 뿐 아니라 주어진 세계의 조건과 상황에 

대하여 태도를 취하는 세계관을 가진 존재라고 파악한다. 때로는 고통과 절멸적 상황

에 놓인다 하더라도, 결정되듯 보이는 사태 속에서도 태도에 따라 삶의 의미를 보존

하고 생성할 수 있다407)고 말한다. 

  ‘의지의 자유’는 로고테파리 인간론을 설명한다. 인간은 제한된 존재일 뿐 아니라 

동시에 주어진 조건 안에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다. 주어진 세계 속에서 

삶에 대한 입장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지녔다. 자유로운 의지로 자신의 삶을 결

정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물학적인 결정과 심리학적 구조, 사회적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의지의 자유

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408)

  인간은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의지의 자유를 따라 삶을 조형할 수 있는 힘과 가능

성이 있다. 외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에 내적으로 수용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건에 

대해 수납과 거절, 판단과 결정에 따른 책임을 지며 선택을 통해 변화시켜갈 수 있는 

존재다.409) 로고테라피에서 책임에 대한 강조는 의지의 자유를 인정하는 때문으로, 칸

405)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56-57.

406)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57.

407)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24.

408)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58.

409)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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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도덕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과 같다. 로고테라피는 칸트와 같이 긍정적

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다. 

  ‘의미에의 의지’에서 로고테파리의 심리치료학을 살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삶의 

의미, 즉 세계관 철학적 기초와 의지의 자유를 가진 인간론의 토대 위에서 심리치료

를 세우고 있다. 임상심리학과 심리적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유를 지닌 인간이라는 점에서 로고테라피는 인간의 삶과 일상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프랑클은 인간의 일상적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의미에의 의지’로 파악

한다. 의미욕구가 좌절 될 때, 중독, 공격적 행위, 우울증, 절망과 삶의 피로에 휩싸이

게 되며, 실존적 좌절로 신경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고 파악하기에, 의미에의 의지 증

진과 강화에 집중한다.410)

  로고테라피는 인간을 세 가지 차원의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육체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 그리고 영적 차원이다. 

  프랑클은 로고테라피의 전개를 위해 철학적 근거들을 철학에서 길어왔다. 스피노자

(Spinoza), 소크라테스(Socrates), 칸트(Kant)에게서 깊은 철학적 사유를 가져왔고, 

도스트예프스키(Dostoevsky)와 괴테(Goethe)를 읽었다. 프랑클의 저서들에 등장하며, 

인용하는 철학자들에는 셸러(Scheler)와 하이데거(Heidegger), 훗설(Husserl), 야스퍼

스(Jaspers), 빈스방거(Bingswagner), 사르트르(Sartre), 마르셀(Marcel),부터(Buber)

와 니체(Nietzsche)등과 같은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411)

  로고테라피의 세계관 철학과 철학적 인간론은 프랑클이 섭렵한 철학자들에게서 지

혜를 길어온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존재,  책임을 지닌 의지의 

자유를 지닌 존재라는 사유를 철학적 사유들에서 길어왔다. 프랑클의 철학에는 세 가

지 기둥이 있다. 첫째가 ‘의지의 자유’로 표현되는 철학적 인간론이다. 둘째가 ‘삶의 

의미’로 구성되는 세계관철학이다. 마지막이 ‘의미에의 의지’로 표현되는 심리치료이

다. 먼저 철학적 인간론을 살펴보자.

  5.1. 철학적 인간학: 의지의 자유

  프랑클은 실존주의에서 환원주의적 인간이해를 벗어날 단초를 길어낸다. 인간은 사

물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물에 갇히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신체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으로 환원되는 것을 거절했다. 인간존재를 사물성에 갇히지 않는 

‘비사물절 존재(no-thingness)’로 파악했다. 프랑클은 환원주의의 대표적 3가지, 생물

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환원주의를 거절하고 있다. 

  환원주의의 본질은 인간 존재의 어느 한 부분의 충만을 절대화하여 다른 존재층을 

무시하는 데 있다. 예컨대, ‘생물학주의’의 환원이라면, 인간 존재층의 하나에 지나지 

410)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59.

411) Marka Marshall & Edward Marshall, Logotherapy revisited: Review of the tenets of 
ViktorFrankl’s Logotherapy(Ottawa: Ottawa Institute of Logotherapy,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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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생물학적 존재 충만’을 절대시하며 그 밖의 존재층을 무시해 버린다. 

환원주의의 본질은 인간 존재의 어느 한 부분의 충만을 절대화하여 다른 존재층을 무시

하는 데 있다. 예컨대, ‘생물학주의’의 환원이라면, 인간 존재 층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생물학적 존재층’만을 절대시하며 그 밖의 존재층을 무시해버린다. 이렇듯 환원주의는 

어떤 한 가지 특성의 존재층을 격리시켜서 이를 절대화하여 그 밖의 모든 것을 여기에 

상대화시켜 버린다. 환원주의는 다시 말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해석의 패턴을 개별현

상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클은 이와 같은 관점에

서 인간의 어느 존재층에 환원시키느냐에 의해서 환원주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우었

다. 즉,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을 인간의 ‘생물학적’인 존재층에 환원시키는 생물학주의,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을 인간 ‘심리학적’ 존재층에 환원시키는 심리학주의,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을 ‘사회학적’인 존재층에 환원시키는 사회학주의다.412)

  인간 존재의 본질적 특징을 ‘실존’으로 파악하는 프랑클은 인간을 신체‧심리‧사회적 

조건에 따라 순응하는 기계적 존재이해를 비판하며, 인간은 어떠한 결정조건 속에서

도 태도적 자유를 지닌 존재임을 강조한다. 생물학적 결정조건인 인종‧민족‧문화적 결

정조건과 사회적 지위와 계급, 심리학적 결정조건인 성격유형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음

에도 태도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실존으로 파악했다. 

  프랑클은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의 예로 독일의 생리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요하네스 랑게(Johannes Lange)의 실험을 들었다. 랑게는 실험을 통해 일란성 쌍둥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생득적으로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두 아이 중 한 

명은 치밀한 범죄자가 되었고, 다른 아이는 치밀한 범죄학자가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

진 치밀성이라는 생물학적 결정 사실이 있었지만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태도의 자유

에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은 재료적일 뿐이다. 영향을 

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인간은 재료와 동일한 사물이나 기계가 아니며, 차

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선택의 자유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413)

  프랑클은 ‘의지의 자유’를 논할 때, 자유와 함께 언제나 ‘책임’을 가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인간은 삶에서 성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미를 가진 존재로 책임

감을 가져야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자유에서 책임을 제거한다면, 제멋대로의 상태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하며, “나는 동부 해안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완하는 의미에

서 서부 해안에 책임의 여신상을 세워야 한다”414)고 주장한다. 프랑클은 인간을 자유

412) Viktor E. Frankl, Homo Patiens: Versuch einer Pathodizee, Franz Deuticke, 1951. 정인석,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178에서 재인용. 인간 존재 천체를 인간이 담지하고 있는 한 존재의 단층

으로 환원시킬 때, “~ism”, 즉 “~주의”가 발생하게 된다. 프랑클이 인간 실존이해에 있어 환원주의를 

경계하고 반대한 이유는 인간의 고유성과 탁월성과 더불어 열린 개방성을 박탈하는 인간이해이기 때

문이다. 환원주의적 인간이해는 인간을 기계장치나, 각종의 충동다발, 심리적 메커니즘이나 환경의 산

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Viktor E. Frankl,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Selected 
paper on Logotherapy, New York: Pocker Books, 1985,�心理療法과 現代人�, 이봉우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0, 123. 

413)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49-50(80-81).

414)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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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존재이자 책임감 있는 존재라는 사실 강조와 함께 자유의 유한성도 빼놓지 않고 

언급한다.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자 책임감 있는 존재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자유는 유한

한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전지전능한 힘이 아니다. 인간의 지혜 역시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인식이나 판단력에 해당 되는 말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의미가 진정한 것이 아닌지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도 모를 것이

다.415)

  사람은 심리학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 때로는 충동에 사로잡혀 성격유형의 구분과 

일치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충동에 따라 행위 하는 기계가 아니다. 심리

적 충동에서 벗어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

은 단순히 성격과 심리의 기계유형으로 분류되는 존재일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충

동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절할 수도 있는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이다.

  사회학적 조건인 환경이라는 요소에도 인간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삶의 조건과 

분위기를 중시하는 까닭은 인간은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환경이 많은 부분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프랑클은 인간은 

사회적 환경이라는 결정요소와 동일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가 극한의 수

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 자신과 더불어 동료들의 태도적 결단과 결정을 통해 체득한 

사실이었다.

  프랑클은 인간을 ‘차원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인간을 신체적, 심리적 현상과 구별되

는 정신적(noetic)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파악했다.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이다.416) 프랑클이 사

용하고 있는 ‘정신적’이라는 용어 사용의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태도를 취

하는 것을 ‘실존’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존’이라는 용어가 너무도 복합적이고 대중

적으로 사용되는 까닭에 분명한 구별을 위해 차용했다. 프랑클은 인간의 선택과 결단

을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는 심리적인 반응과 선택과 구별하기 위해 ‘정신’이라는 용어

를 따로 사용했다. 인간의 본질적 특징을 ‘정신적 차원’의 자유존재로 파악한 것이다. 

  인간 존재는 유한하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고 자유 역시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로부터 생물학적인 상황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심리

50(83). 

415)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65 

(107). 김 진,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Ärzliche Seelsorge｣, �신필재 콜로키움 강의안� (2018.10.27). 

11. “윤리학이 심리치료로써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환자가 그의 책임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

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환자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일회적이고 유일한 것으로 체험한

다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다. 이로써 인격적인 과제를 지각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

으로 보았다. 자아존재 또는 인간존재를 의식존재와 책임존재로 보는 철학적 인간학의 근본정식으로

부터 프랑클은 심리치료에 대한 네 가지 요구를 정립했다. 1. 환자의 모습에서 인간존재의 총체성을 

파악. 2. 탈가치적 심리학주의를 대신하는 정신적인 것의 고유한 정립. 3. 정신적 인격으로서 환자의 

가치 선택을 고유한 것으로 정당화 하는 일. 구체적인 과제에서 개인적인 책임의 체험.”

416) Viktor E. Frankl,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Selected paper on Logotherapy,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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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나 사회학적 구조적 상황 속에 매여 있는 존재다. 로고테라피는 인간은 물리

적, 심리적, 사회학적 제약 속에서도 이에 저항하는 의지의 자유(Freiheit des 

Willes)를 가진 존재로 파악한다. 인간은 자의식과 양심을 지닌 존재로, 생물학적이고 

평면적 제약을 넘어 정신적 차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초월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충동’에 매여 본능에 따라 행사하는 존재를 넘어선다고 보았다. 

  심리적 충동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사회적 제약의 상황에 직면해서도 충동으로부

터 벗어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태도적 자유를 지녔다고 말한다. 생물학적 욕구를 

따라 사는 동물적 존재를 넘어서고, 도덕성의 조건인 자유를 확보하는 존재라고 보았

다. 프랑클은 끔찍한 홀로코스트의 한 복판에서 생존했다. 수용소에서 그가 목격한 사

실은 매일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놀라운 태도였다. 

  유머가 있었고, 석양의 아름다움에 취했으며, 극도의 굶주림에서도 먹을 것을 양보

하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성자(聖者)의 태도를 취하는 이들도 목격했다. 자기를 초

월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프랑클은 인간 삶의 가장 근본적 동인이 ‘삶의 의미’, 즉 ‘의

미의지’라는 것을 체험한 셈이다. 그는 원고뭉치를 빼앗겼다. 원고를 다시 써야할 이

유와 의지가 생존을 위한 강력한 동인(動因)이 되었다. 프랑클은 경험적 사유와 셸러

의 철학을 통해 육체적‧정신적‧영적 차원의 존재론을 구성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질문하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묻지만, 프랑클은 인생에서 발생하고 다가서는 각각의 사태들이 삶의 의미

를 내게 물어온다고 말한다. 매일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가?” 유일회적이면서도 각기 다른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개인이 하나하나 답해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의 역전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이다. 

  질문에 응답해 나간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수긍’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답 한다’

는 것은 ‘결단’과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태도적 자유라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태와 삶에 대해 하나하나 책임지는 자세로 결단하는 것이

다. 운명에 그저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하는 능동적 

태도이다. 

  

    5.1.1. 차원적 존재론

  

  로고테라피의 차원적 존재론(die Dimensional ontologie)은 셸러의 철학적 인간학

(Philosophische Anthropologie)과 무의식의 철학자로 불리는 니콜라이 하르트만

(Nicolai Hartmann)의 존재론에 기초해 있다. 셸러와 하르트만은 모두 인간존재를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했다. 하르트만이 인간의 존재의 층을 

계급구조와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셸러는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켜(Schichten)의 형

태를 빌려 구분했다.

다양한 과학이 공존하고 있고, 그 비옥한 토양 위에 환원론이 풍성하게 꽃피고 있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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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의 총체성을 간직할 수 있을까? 니콜라이 하르트만

과 막스 쉘러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르트만의 존재론과 쉘러의 인류학은 각각 자기 학문에 유효성이 

제한된 범위를 나누어 놓았다. 하르트만은 인간존재를 영적인 층Strata을 정점으로 해서 

신체적인 층, 정신적인 층과 같은 다양한 층으로 구분을 해 놓았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noological 의미를 가진 것이다. 하르트만은 인간 존재의 층을 계급구조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쉘러의 인류학은 ‘층’Studen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켜Layer, 즉 영적인 축을 그보다는 다소 덜 중요한 생물학적 켜나 정신적인 켜와 구분해 

놓았다.417)

  로고테라피 인간론의 특징은 심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명확한 차원의 구분이

다. 프랑클은 신체, 심리, 정신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셸러와 하르트만에게서 도움을 

얻었지만, 동시에 신체, 심리, 정신의 통합성을 주장하며 셸러와 하르트만의 극단적 

구분을 넘어서고자 했다. 차원적 차이에 강조를 둔 셸러와 하르트만을 넘어 인간의 

신체, 심리, 정신은 구분될 수 있으나 동시에 통합적 존재(integrated being)로 정돈했다. 

셸러의 ‘켜’과 하르트만의 ‘층’를 대신할 용어로 ‘차원(dimension)’을 채택했다.418)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인간에 대한 정의, 즉 ‘우니타스 멀리

플렉스(unitas multiplex)’로 보았다. 달리말해 다양성을 지녔지만 통일성을 지닌 존

재라 규정하고 있다.419) 인간은 신체와 심리, 정신의 다층, 여러 단계의 면을 가졌으

나 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클은 이를 ‘차원적 존재’라고 불렀다.

  프랑클은 차원적 존재론에서 ‘구조적 통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질적인 차이

(qualitiative differences)’를 드러내기 위한 아날로지로서‘ 기하학적인 차원의 개념

을 사용하여 설명한다.420) [그림 1]에서는 존재론의 제 1법칙을 나타내는데, 3차원의 

이미지인 컵이 ’수평‘과 ’수직‘의 2차원적 평면으로 투영되면 수평방향에서 원형이, 

수직 방향에서는 직사각형이 투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상(像)이 완전히 다른 것

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하나의 동일한 현상이 그 자체의 차원보다 낮은 차원으로 투

영되었을 때는 각각의 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프랑클은 이 이미지를 인간에 적용하여 인간이 3차원의 공간에 있을 때, 비로소 정

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컵과 같다고 한다면, 2차원적 평면에 투영되었을 때 비치는 

형상은 이미 인간 이하의 일면적인 인간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인

417)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22(43-44).

418)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22(44). 프랑클은 하르트만과 셸러의 실존분석에 대한 

기여을 설명하면서도, 통일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비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존재론적 

차이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것, 말하자면 인간론적 통일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

았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은 ‘복합적인 단일체’unita multiplex이다. 그 동안 예술을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말로 정의해 왔는데, 나는 인간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존재라

고 정의하고 싶다.”

419)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46(75).

420)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1981, 23-2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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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생물학적 2차 평면에 투영될 때,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유기체에 불과하게 비

친다는 것이다.421)

  인간존재를 생물학적 평면으로 투영하게 되면 생물학적 유기체로 인간은 자극에 의

해 생리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심리학적 평면으로 

투영하게 될 때, 인간 존재는 심적 장치에 대한 자극에 심리학적 반응을 보이는 폐쇄

적 기계존재로 파악되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겉으로 보이게 결정된 형태를 지니고 

있어 보이지만, 열린 존재이며 태도에 대해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는 자유존재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갇히지 않고 자신을 초월하여 의미를 지향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그림 1]

  위의 [그림 1]은 차원적 존재론의 제 1법칙을 나타내고 있다. 3차원의  보여주는 

컵은 ‘수평’과 ‘수직’의 2차원적 평면으로 투영되어 질 때, 수평방향에서는 원형이, 수

직 방향에서는 직사각형으로 투영하게 된다. 여기에 비치는 두 상(像)이 완전히 다르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의 동일한 현상이 자체의 차원보다 낮은 차원으로 

투영될 때, 각각의 상은 서로 양립될 수 없는 형상으로 비춰진다. 반대로 2차원적 평

면에서 직사각형과 원이라는 전혀 다른 상이 투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본래 입체는 동

일한 컵이다. 더불어 컵은 직사각형이나 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원기둥이었다. 

  프랑클은 [그림 1]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른 존재와는 구별되는 인간의 차원을 설

명한다. 인간이 3차원의 공간에 있을 때 비로소 정확히 파악될 수 있는 컵과 같다는 

것이다. 2차원적 평면으로만 투영되면, 눈에 비치는 인간형상은 일면적인 기계적 존

재에 지나지 않게 된다. 2차원의 생물학적 차원으로 투영되거나 심리학적 차원으로 

환원될 때, 인간은 기계적 존재나 심적 장치로 전락한다. 프랑클의 도식을 통해 생물

학주의나, 심리학주의, 그리고 사회학주의에 따라 인간을 평면존재로 환원시키고자 하

421) 정인석,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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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2차원은 개방적 공간이 없다. 열린 공간이 없이 폐쇄적이다. 프랑클은 인간은 개방

성, 즉 자유를 가진 열린 존재로 파악했다. 여러 결정적인 신체와 사회적 사태 속에

서도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는 태도의 자유를 가진 개방존재로 이해했다. 차원적 존

재로 자신을 초월해서 의미를 지향할 수 있는 열린 차원의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아래의 [그림 2]에서는 차원적 존재론의 제 2법칙을 보여주고 있다. 완전히 서로 다

른 원 기둥과 공 그리고 원뿔은 서로 다른 입체 형태를 가졌다. 하지만 동일 평면상

에 투영하게 되면 셋 모두 동일한 원으로 변해 버린다. 2차원적 평면에 비친 그림자

로써는 원뿔인지, 원기둥인지 혹은 공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낮은 차원으로 환원되게 될 때 빚어지는 현상이다. 목표 달

성을 통해 얻은 성취감이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달콤함, 약물을 통해 얻는 쾌

감의 다양한 입체도 심리주의적 평면에 투영하게 되면 ‘쾌(快)’라는 심적 상태로 환원

되어 버린다. 더 높은 차원의 인간을 행복주의 혹은 쾌락주의라는 평면으로 파악할 

때 더 높은 차원의 인간은 낮은 차원의 인간으로 환원되고 제한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프랑클이 구성한 인간론은 통합적인 인간이다. 정신분석학과 개인심리학의 심리요

법들의 인간이해가 환원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경직되어 편협한 시선임을 비

판했다. 프로이트의 인간이해는 삶 전체를 생물학적 욕구로 환원시키고 인간의 존엄

을 격하시켰다고 파악했다. 융 또한 삶을 집단적인 무의식에서 발생하는 욕구들의 표

출로 환원시켰는가 하면, 아들러 역시 실존을 자기실현의 욕구의 관점으로 해석했다. 

프랑클은 삶과 인간실존에 대한 통합적‧다차원적 시선으로 보고 분석해야 할 존재, 곧 

차원적 존재로 보았다. 

  차원적 존재론은 하나의 시선으로 인간을 환원시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 2]에서 보여주는 대로 원과 원통, 삼각뿔은 정면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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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물체로 보여 진다. 하지만 세 물체를 위에서 내려 보면서 접근하게 되면, 동일

하게 원형으로 보이게 된다. 위에서만 접근하거나 아래에서 보는 일방적 시선으로 다

가설 때, 존재의 차이가 상실되는 결과를 내고 만다. 위에서나 아래서 한 측면에서 

인간을 파악하려 할 때, 사람을 생물학적 유기체로만 파악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 다른 한 면으로 접근하게 될 때, 인간을 단지 심리적 장치로 파악하려는 실수를 

할 수 있다. 편협한 시선이 주는 인간 왜곡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 차원 또는 

통합적 차원에서 인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프랑클의 주장이다. 그가 제시하는 세 

가지 차원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인간이 단순한 생물학적 유기체만도 아

니요, 심리적 차원 즉, 마음일 뿐 아니며 혹은 영(靈)으로만 파악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차원적 인간이해는 ‘양적 차이’가 아닌 ‘질적 차이’를 의미한다. 프랑클은 생물학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의 구분은 물론이고 영적 차원, 즉 심리와 정신의 차원을 명확하

게 구별하고 있다. 더불어 신체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과 더불어 정신적 차원을 구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차원의 통합이 이루어진 존재가 인간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인간

은 신체적 차원을 가지기에 삼욕(三欲), 즉 식욕(食慾), 수면욕(睡眠欲), 성욕(性慾)을 

가진다.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을 신체적 차원

으로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신체적 차원과 함께 심리적 차원에도 속해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서 말하는 심리적 결정론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인간은 심리적 결정론에 함몰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는 결정되어 있다는 

심리결정론을 넘어서고 있다. 

  인간의 실존을 분석함에 있어 프로이트‧아들러‧프랑클은 핵심들에 차이를 가졌다. 

동일도시 비엔나에서 뿌리내리고 자라난 심리요법들이지만, 중요하게 여긴 핵심들이 

달랐던 셈이다. 비엔나의 유명한 시인 슈니츨러(Arthur Schnizler)에 말을 빌리자면 

존재하는 덕은 세 가지 뿐이라고 했는데, 객관성‧용기‧책임감이 그것이다.422) 프로이

트는 객관성을 강조하였고, 객관성에 인간을 사물화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들러

는 용기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삼았고 환자가 지닌 열등감을 신경증의 원인으로 생

각했다. 

  프로이트는 심리분석에 객관성을 도입하는 것으로 멈추지 못했다. 결국 객관성이라

는 과학에 의해 굴복당하고 만 것이다. 인간 인격을 하나의 대상, 인간존재를 사물화

시켜 버렸다. 심리분석은 결국 환자는 매커니즘에 조종당하는 존재요, 이사는 메커니

즘을 사용하고 응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의사는 내담자와의 인격적 관계로 마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을 운용할 줄 아는 테크닉을 소유한 기술자가 되고 말았

다.423)

  인간을 해부학적이고 기계적 개념에 힘입은 심리분석은 결국 인간을 심리적 자동기

422) 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ultimate meaning, 25(23).

423) 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ultimate meaning,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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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치로 바라보게 만든다. 실존분석은 이러한 기계적 인간이해를 거절하고, 심리분석

적 개념에 대응하여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실존은 기계가 아니라 자율

성을 지닌 영적 실존(spiritual existence)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영적’이라

는 말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생리적‧심리적 현상과 대조되는 인간의 독특한 존재양

식을 의미한다.424)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객관성을,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용기를 

배당한다면, 프랑클의 실존분석에는 ‘책임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로고테라피에

서 인간실존은 ‘책임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클은 인간의 기계적‧생리적 존재됨을 부인하지 않는다. 생리적 존재일 뿐 아니

라 아들러가 주장하는 심리적 존재 됨 또한 포용한다. 생리적이고 심리적 존재이지만 

이를 넘어서는 영적존재, 정신적 존재로 포괄하고 있다. 프랑클은 인간은 영적실존이

기에 단순히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본능적 차원과 영적 차원으로 모두 

포섭하고 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충동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할 존재로 결정하는’ 존재, 야스퍼스의 말을 빌리자면, ‘결단하는 존재

(entscheidendes Sein)’가 되는 것이고, 하이데거의 말을 따르자면, 현존재(Dasein)

이 되는 것이다. 프랑클의 말로 옮기자면, 자신의 실존에 책임을 지는 ‘책임존재’가 

되는 것이다.425)

  셸러의 표현을 빌려 프랑클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개인화 되는 것이며, 개

인의 핵심에는 영적 활동의 중심인 ‘인격’이 자리하고 있다. 영적인 인격을 중심으로 

테두리를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차원의 층이 두르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실존적이

고 영적인 중심에 입각해서 움직일 때 개인화될 뿐 아니라 통합을 함께 이룰 수 있다

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을 단지 신체적으로나, 신체와 심리적으로 만으로는 통합적

이고 완성적 인간을 설명해낼 수 없다426)고 보았다. 프로이트와 아들러를 포섭하면서

도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검토할 때 파악되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이드‧자아‧초자

아가 화해되는 지점이다.427)

[그림 3]

424) 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ultimate meaning, 28(26-27).

425) 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ultimate meaning, 32(30).

426) 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ultimate meaning, 33-34(32).

427)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1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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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은 인간 구조가 지금껏 이해하여 왔던 수직적이고 계급적 계층형태의 도

식을 벗어나 나이테식 표층형태로 재구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셸러가 제시한 무의식‧

전(前)의식‧의식층들의 수직적 계층을 프랑클이 새롭게 전환시켜 놓았다. 영적 중심을 

축으로 삼아 심리적 외연과 함께 생리적인 표층들로 둘려져 있다.428) 아래 [그림 4]에

서 말해주듯 2차원적 착안점이 3차원으로 확대될 때, 인간에 대한 보다 포괄적 이해

가 가능해 진다. 

[그림 4]

  심층심리학(depth psychology)의 문제는 인간의 본능의 심층만을 파고 들어갔지, 

인간의 영적부분으로까지 접근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층(depth)’

은 무의식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데, 인간실존의 영적 부분도 무의식적인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실존이 무의식적이거나 완전히 반성될 수 없는 영적 존재라

면, 완전히 분석도 될 수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실존분석(existential 

analysis)은 실존의 분석(analysis of existence)가 될 수 없다.429) 인간은 완전히 분

해되고, 분석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의미다. 

    5.1.2. 육체적 차원

  프랑클은 인간의 운명은 세 가지 형태로 등장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가 탄들러

(Tandler)가 표현한 ‘신체적 운명’이나 ‘소질’ 등과 같은 것이다. 두 번째가 외적 형

편의 총합인 ‘상황’이다. 인간의 소질과 상황이 합을 이루어서 인간의 ‘조건’을 형성하

게 된다.430) 앞서 살핀 대로 인간은 이러한 조건들 가운데서도 태도의 자유를 지닌

428) 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ultimate meaning, 35(33).

429) Viktor E. Frankl, Man’s search for ultimate meaning, 36(34-35).

430)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from Psychotherapy to Logotherapy(New 

York: Vintage Books, 1986), 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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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초월은 생물학적이고 심리적 조건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

이 아니다.

  인간이 가진 소질은 생물학적 운명이라 부르고, 상황을 인간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

서 겪는 사회적 운명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다 프랑클은 심리적 운명이 더해진다고 말

한다.431)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결정되어진 조건으로 여기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영적 차원의 존재론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먼저는 생물

학적 차원의 운명을 살펴보자.

  생물학적 차원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체적 사건에서 인간의 자

유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으며, 자유의지가 생리적인 것에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물음 앞에 서게 된다. 소질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외모와 지능, 신체적 손

상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상상하기 힘들만큼 무거운 제약을 주는 운명적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생물학적 소질이 의지의 자유를 마비시킬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여러 삶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프랑클은 정신의학자 랑게(Lange)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데, 동일한 종류의 망상장애를 앓았고, 동일한 생식세포로부터 발육했고, 같은 소질을 

지니고 있었다. 아이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매우 숙명적인 상태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러난 신체적 운명에 속수무책으로 망가뜨린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432) 또 다른 

하나의 예로, 비엔나 신경과 병원의 호프(Hoff)와 동료들의 실험대상자들에게 최면을 

걸어 즐거운 최면과 슬픈 최면의 상태에서 각각 혈청을 채취하여 티푸스균에 대한 항

체의 양을 비교한 결과 즐거운 정서 때의 채취한 혈청에 항체의 양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했다.433)

  인간은 신체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신체와 영혼은 

모두 인간에게 귀속되어 있다. 프랑클은 인생 가운데 본질적으로 이 양극의 힘을 긴

장가운데 살아가며, 긴장 속의 경주가 생동감 있게 진행되어가는 것이 삶이라고 말한

다. 인간에게 주어진 내‧외적 운명과 의지의 자유를 통한 지속되는 경주가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434) 생물학적 운명과 상황을 결코 경시하지 않고, 선명한 신체적 운명 가

운데서도 자유와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전 인생이 생물학적 장애물에 대한 저항일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남성은 선천성 뇌성마비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고 다리가 위축되어 일생

동안 휠체어 신세를 져야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청춘이 다 가기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문맹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학자가 그들 받아들여 가르치기 시작

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아주 짧은 시일 안에 읽기, 쓰기뿐 아니라 대학에서 배우는 전

공 지식까지 습득했다. 특히나 자신이 흥미 있어 했던 과목들에서 말이다. 그러자 이제 

431)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80(152).

432)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81(153).

433)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81-82(153-54).

434)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82-83(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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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학자들과 대학교수들이 그의 개인교사가 되는 영예를 누리고자 줄을 섰고, 그는 

주중에 여러 번 자신의 집에서 문예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그 모임의 사교적 중심인물

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의 사랑을 갈구하였고, 그로 인해 여성들 

사이에 스캔들과 자살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 남자는 말로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

는데 말이다. 아테토시스가 심해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

마다 있는 대로 얼굴을 찌푸리고,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가운데 무던히도 애를 써야했

다. 이 사람의 삶은 정말로 커다란 업적이었다. 평균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쉬운 출발

조건을 가진 우리 환자들에게 그의 삶은 정말로 강력한 모범으로 작용한다. 그가 이 정

도 조건에서 그냥 ‘운명’을 좇았더라면, 그냥 시설에서 연명하다 어느 날 그곳에서 세상

을 뜨고 말았을 것이다.435)

  프랑클은 생물학적 운명은 인간의 자유가 형상화해야 할 재료라고 말한다. 생물학

적 운명은 인간이 자유존재임을 드러내는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436) 육

체적이고 정신적인 운명과 재료들은 선택과 자유를 통해 가공하며, 극복하여 좋은 모

범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5.1.3. 정신적 차원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육체적 차원만이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차원의 운명

도 존재한다. 신경증 환자들의 경우 심리적인 면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많

다.437) 자신에게 있는 충동이 어느 면이 강한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성격이 약한지

에 대해 강조하며 자유와 책임에서 회피하고, 결정론적 상황으로 도피하려 한다. 프랑

클은 단호하게 “의지박약 같은 것은 없다!”438)고 선언한다. 

  강한 의지나 약한 의지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명

확한 목표와 인식, 정직한 결심과 훈련으로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파악한다. 도전

하기 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에 염두 해 둔다면, 결국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라고 말한다.439) 자신의 의지가 약하다고 핑계 뒤에 숨고자 하는 경향들, 성격적 약

함과 여러 심리검사를 통해 분류된 대로 마치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가 

심리적 숙명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신견증적 숙명론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 

프랑클은 설명하고 있다. 

신경증적 숙명론은 개인심리학 명제를 오해하고 오용한 나머지 유년 시절의 교육과 환

경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곧잘 언급하곤 한다. 이런 식으로 성격적 약함

435)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84-85(156-57).

436)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84(156).

437)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85(158).

438)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86(158).

439)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8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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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자한다. 성격적 약함을 어떻게든 고쳐 보조가 하는 대신에 그것

을 그냥 주어진 사실로 받아들인다. 언젠가 자살 시도 뒤에 신경병동으로 이송된 한 여

성 환자가 심리치료사의 질책에 이렇게 역정을 내었다. “내게서 뭘 바라는 거죠? 난 알

프레드 아들러의 전형적인 ‘외동’이라고요!” 마치 전형적인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었다. 그러나 개인 심리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개인심리학의 윤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

다. 인간은 어릴 적 양육 환경에서 그에게 달라붙었을지도 모르는 전형적인 잘못들과 

성격적 약함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그래서 ‘외동’이든 뭐든 이제 자신에게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다.440)

  타고난 성격이라는 운명이 분명 존재한다. 사회적 운명도 엄존한다. 개인의 삶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성격의 유형들도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개성과 내‧외성적인 면을 가지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심리적 결정론에 굴복하여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차원의 운명에 

굴복한다면 자유를 지닌 자신을 제한하는 일이 되고, 책임에서 면피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신경증적 숙명론은 인간의 유일회적 인생의 책임에서 도피하게 만들기 때문

이다.441)

    5.1.4. 영적 차원

  프랑클은 1948년 �무의식의 신�(Der unbewusste Gott)442)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

았다. 로고테라피 말하는 차원적 존재론은 육체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 

차원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클은 인간존재가 신체적이고 환경적인 울

타리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내일을 내다보며, 현재의 상황을 넘어 미래를 

의식하는 특이한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가냘픈 체구와 연약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건장한 사람들보다 수용소의 환경에서 더 잘 적응하고 극복하는 데서 인

간이 물리적 조건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443)

  프랑클은 인간이 제약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신체적이고 심리

440)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86-87(159).

441)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87(160).

442)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New York: Basic Books; Cambridge, Massachusetts, 

2000), �무의식의 신�, 정태현 역 (의정부: 한님성서연구소, 2013)으로 번역되었다. 무의식의 신은 심

리치료와 종교의 문제를 다룬 책으로 초고(Erstfassung)는 1945년 빈의 초청강연을 준비하면서 작성

되었다. 초판(Erstauflage)은 1947년으로 Der unbewusste Gott(Wien: Amandus Verlag)로 출판되

었고 2판은 1949년에 재간되었다.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돈된 책은 

1974년에 나왔다. 1949년에는 동일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논문을 제출했고, 1992-2014년 사이에 12

쇄가 간행되었다. 1974년에 3판이 출간되었는데, 7장 이후로 8-11장까지 증보되었다. 19756년에 영

어판 The Unconscoius God으로 출판되었다. 1985년, Oskar-Pfister Preis 수상연설을 달라스에서 

열린 미국 심리학회에서 했고, 1988년에 Der Mensch auf der Suche nach einem letzten 
Sinn(7, Auflage) 오스카-피스트 수상연설문이 12장에 증보되었다. 2000년에 영어판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로 출간되었고, 한국어 번역은 2013년 정태현 신부에 의해 이루어졌다.(책의 역

사는 2018. 11. 17. 신필재콜로키움에서 발표된 김 진교수의 강의안에서 가져왔다. 이후, 신필재콜로

키움과 날짜로만 표기한다.)

443)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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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정신적 차원의 입장에서 자유를 확보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자의 자유는 제약된 자유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터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상황에 얽매여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상황과 맞

서는 자유를 지니며, 동시에 이러한 자유는 언제나 남아 있다. 즉 인간은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신체적‧심리학적 평면(平面)차

원을 초월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차원이 열려있다. 즉 인간은 신체적

이고 심리적인 현상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정신적(noëtic) 현상의 차원으로 들어간다. 인

간은 세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게 된다. 인간이란 자

기를 반성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심판자일 수 있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의식과 양심을 지

니고 있으며, 상호 관련된 특수한 인간현상은 인간을 생물학적‧심리학적 <평면>을 떠나 

정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존재, 즉 자기 자신을 자기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

라는 점에서 볼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444)

  인간은 육체적인 조건만으로 살 수 없으며, 정신적인 의미와 영적 의미를 충족시킬 

때 실존은 의미로 채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현대에 실존적 공허와 무의미 증세가 심

화되는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신체적 차원에도 몰두하는 까닭이다. 내적 공

허가 깊어질수록 심리적 고통도 증가되며, 삶의 가치와 의미 상실로 인해 환경적 풍

요 속에서도 정신 인성적 고통은 가중된다.445) 프로이트 이후로 오랜 시간동안 정신

의학은 인간의 정신을 환원될 수 있는 기계로 이해왔기에 인간적인 정신의학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존공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존해명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야스퍼스의 주장처럼, 프랑클은 의사와 환자간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실존적 상호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

다고 보았다.446) 프랑클은 로고테라피, 특히 실존분석이 의도하는 바가 의사의 영혼을 

돌봄에 대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종교를 대신하겠다는 의도가 아님도 분명

히 하면서, 종교가 없는 이들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논한다.

심리치료 특히 정신분석이 의도했던 것은 바로 세속적인 고해였다. 반면 로고테라피, 

특히 실존분석이 의도하는 것은 의사의 영혼 돌봄이다. 이 문장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의사의 영혼 돌보기가 종교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심리치료를 대신하

겠다는 것도 아니며, 다만 이미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형이상학적인 것에서 안정감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에게 특별히 할 말도 

없고 줄 것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질

문에 대한 답을 갈구하며 찾아올 때, 어떻게 해 주어야 할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

444)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12-13.

445)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44.

446)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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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혼 돌봄이 종교를 대신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때 우리는 다만 종교와 전혀 무관

하다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로고테라피 또는 실존분석에서도 우리는 의사이며 의사

로 남고자 한다. 우리는 성직자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의사의 행동반경을 넓

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고자 하는 것 뿐이다.447)

  의사는 목회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지만448), 상황적으로 의료적 영혼 돌보기가 요

청되는 있다고 말하면서, 심리치료가 결국 영혼의 돌봄으로 귀결될 때가 많다고 이야

기한다.449) 의사는 본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내담자들이 언급하는 삶의 괴로움과 고통

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영혼의 돌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현

대는 성직자보다 정신과 의사에게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현실임을 이

야기 한다.450) 영혼 돌봄의 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로고테라피는 실존적 정신의학 분야에 정신요법의 테크닉을 발전

시킨 유일한 학파라고 주장한다.451) 왜냐하면 로고테라피가 정신요법에 새로운 지평

을 보여주었는데, 독특한 인간적 요소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자기초월 능력과 자신

을 객관적으로 분리하는 능력이다.452) 더불어 영적인 존재로 신앙의 역할을 긍정하고 

있다. 프랑클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우리 앞에 지고(至高)의 목적이 드

러날 수 없기 때문이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삶의 궁극적 의미는 초의

미로 믿음의 문제라고 말한다.453)

  신과 인간 사이에 놓인 차원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돌파할 수 없으나 궁극적 존재

에 대한 믿음에 의해 중재된 신앙의 역할을 긍정한다.454) 삶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신앙을 통해 의미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각자가 가진 세계관적 신념과 종교적 

신앙을 긍정하고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징을 만들어내는 존재이며, 또한 상징이 필요한 존재이다. 인간의 

언어는 일종의 상징체계이다.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언어에 해당되는 것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우월감에 차서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447)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270-71(330-31).

448)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143(225). “로고테라피 분야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로

고테라피가 종교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로고테라피는 개신교의 정신치료법

도, 가톨릭의 정신치료법도, 유대교의 정신치료법도 아니다. 상식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정신치료법

이란 생각할 수 없다. 정신치료와 신학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그 차이는 차원적인 

차이를 말한다. 우선 둘의 목표가 서로 다르다. 정신치료는 정신 건강을 목표로 한다. 종교는 구원을 

목표로 한다.” 프랑클은 로고테라피와 종교가 목표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말하지만, 불교의 근본 목표

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며, 개신교‧가톨릭‧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면만을 파악한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449)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271(332).

450)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271(332).

451) Joseph Lyons, “Existential Psychoterapy: Fact, Hope, Fic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242, 1961.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116(182)에서 재인

용.

452)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116(182).

453)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145(227).

454)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145-4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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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어를 가지고 거짓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

이다.455)

  5.2. 세계관 철학: 삶의 의미

  세계관(世界觀, World view, Weltanschauung)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칸트이다. 칸트는 자주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지만, 순수 이성

이 인간 경험 전체를 세계 전체, 즉 Weltganz의 통일성으로 묶어 낸다는 생각을 담

았다. 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뤄냄으로써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

는 추진력을 제공했는데, 세계가 돌고 있는 중심이 인간의 정신에 초점을 맞추게 만

들었다.456) 헤겔(Hegel) 역시도 한 개인의 종교나 철학적 지식의 관계를 다루면서 세

계관의 용어를 사용했다.457) 노글은 제임스 오어(James Orr)의 글을 인용하여 세계관

은 인간이 찾고 싶어 하는 근본적이고 불가피한 요구라고 표현한다.

세계관은 사실과 법칙, 일반화, 궁극적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나로 묶어내 우주에 대한 

통일된 이해를 얻고자 하는 정신의 열망 때문에 만들어진다. 우주를 정의하기를 거부하

는 불가지론자의 태도 이면에도 실재에 대한 통일된 이론, 혹은 오어가 “무의식적 형이

상학”이라고 부른 것이 숨어 있다. 실천적으로 인간은 천성적으로 삶에 관한 ‘왜, 어디

에서, 어디로’라는 물음에 답을 찾고 싶어 한다. 세계관은 사람들을 그들 주변의 세상에 

대해, 삶의 궁극적 문제에 대해 정향하는 틀을 찾고자 하는 정신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

진다. 이런 실존적 추구의 탐색에 대한 불가지론적, 자연주의적 응답은 각각 허무주의

와 전통적인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초의 제거에서 절정에 이른다. 오어에 따르

면, 그럼에도 세계관은 세상에 관해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인간의 성향에 

근거한 불가피한 실체다.458)

  헤겔은 �철학사 강의Philosophy of History�에서 개인과 국가는 의식 안에 세계관

이 잠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사물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특유의 방

식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개인은 각 나름의 특징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고 주

장했다.459) 세계관은 동 시대의 사회에 참여함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공유된 관점

으로, 헤겔에 따르면 절대정신이 외부 세계에 전개되는 것을 파악함으로 얻을 수 있

는 것460)이 세계관이고 말했다. 

455)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153(239-40).

456)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57.

457)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57-58.

458)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59.

459) G. W. F. Hegel, The Philosophy of History, trans. J. Sibree, in The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vol. 46(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1952), 193. 데이비드 노글, �세계

관 그 개념의 역사�, 157에서 재인용.

460) Vincent A. McCarthy, The Phenomenology of Moods in Kierkegaard(Boston: Martinus 

Nijhoff, 1978), 136.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15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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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에르케고르는 세계관이라는 용어보다 인생관(lifeview)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세계

관과 짝을 이루는 인생관이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성찰과 개인적인 삶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 

인생관은 개인이 자신을, 자신의 ‘전제’와 자신의 ‘결론’을, 자신의 제한성과 자신의 자

유를 이해해야 하는 의무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 사람은 삶의 의미에 관해 스스로 대

답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그를 대신하여 미리 준비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대의 정신

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럴 뿐 아니라 삶의 철학으로서의 인생관은 오로

지 사상으로부터 나온 기성의 학문적 철학에 도전한다. 인생관과 그에 대한 자신의 정

의를 강조함으로써 키에르케고어가 제안하는 새로운 철학은 더 이상 초연한 사상이 아

니라 경험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일관된 관점에서 이뤄진, 이에 대한 진술이다. 인생관

이 새로운 철학함의 유일한 양상인 것은 아니지만, 한때 철학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했던 

지혜 추구의 핵심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461)

  키에르케고르는 사변적 세계관, 즉 헤겔적이며 정형화된 세계관 개념을 거절하고 

실존주의적 인생관에 집중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Either/Or, 1843�에서 세상 속에 

존재하는 대안적인 실존의 존재방식, 두 실존의 단계인 심미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을 

대립시켰고, 두 단계를 대체하지 않으면서도 앞선 단계를 흡수하는 종교적 실존단계

를 설명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생관이 문학과 우정, 자녀교육에 필수적이라고 보았

고, 관념적 철학의 추상화를 넘어서는 지혜라고 주장했다.462)

  키에르케고르가 정형화 되고 관념적 세계관을 실존적 세계관으로 시선 전환을 이루

었다면, 딜타이(Wilhelm Dilthey)는 세계관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세계관이 존재한

다고 말한다. 다수의 세계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다른 종류의 인간들

이 매우 다른 조건들 아래서 살아가며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463) 수많은 세계관

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동일성은 유지한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다면 파악하

기가 힘들 것이다. 

  삶의 의미는 세계관 형태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모든 세계관의 궁극적 근

거가 생활세계, 곧 삶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세계관은 객관화된 삶의 경험으

로부터 출발하는데, 삶의 운명과 죽음 앞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일련의 유형과 전통, 

습관이 나타난다고 보았다.464) 딜타이는 세계관이 종교적이고, 시적이며,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그는 종교적 세계관을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종

교와 철학의 관계를 논한다.

딜타이는 종교적 세계관의 세 가지 주된 유형을 구별한다. (1) 일종의 관념론을 주장하

461) Vincent A. McCarthy, The Phenomenology of Moods in Kierkegaard, 136-37. 데이비드 노

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162-63에서 재인용.

462)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172.

463)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180.

464)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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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편적 이성의 내재’를 강조하는 세계관, (2) 범신론에 해당하는 “영적인 모두이며 

하나”를 강조하는 세계관, (3) 유신론적 함의를 지닌 “창조하는 신적 의지”를 강조하는 

세계관에 대해 말한다. 딜타이는 종교적 세계관이 형이상학의 선구자이기는 하지만 형

이상학이란 철학분과와 결코 혼합되거나 통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그는 

유대-기독교의 가르침이 유일신론적 자유의 관념론으로 이어졌고, 모두 하나라는 개념

이 신플라톤주의자들인 브루노와 스피노자,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 범신론을 예비했

고, 본래의 유일신론이 유대와 아랍, 기독교 사상가들의 스콜라적 신학으로 전환되었으

며 이는 다시 데카르트와 볼프, 칸트의 철학(이신론)과 그에 대항하는 19세기의 사상가

들(자연주의)의 철학을 발전시켰다고 말한다.465)

  딜타이는 종교적 세계관이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엄격하여 개인에게 제한되기에, 이

것에서 자유 하는 시적 세계관으로 넘어간다고 보았다. 종교와 시라는 안정성과 이성

의 요구에 자극을 받아 보편적 참된 지식을 위한, 즉 학문적 뒷받침을 위한 형이상학

적 세계관으로 넘어간다고466) 주장했다. 더불어 딜타이는 당대의 유형론 구분방법론

의 영향을 따라 세계관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자연주의, 자유의 관

념론, 객관적 관념론이 그것이다. 일부 해석자들은 자연주의를 몸으로, 자유의 관념론

을 정신으로, 객관적 관념론을 몸과 정신의 상호교통을 반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

다.467)

  니체의 세계관은 관점주의(perspectivism)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니체는 칸트의 

선험적 범주가 만들어내는 판단의 가능성 조건을 묻는 대신, 왜 필요한 지를 물으면

서 칸트의 선험적 범주를 받아들였다.468) 세계관은 인간의 신념과 행동을 구조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을 제공하고, 모든 사상과 사유에 대

한 척도를 제시하므로, 니체는 세계관이 문화상호간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

을지라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은 사물화된 관념(reifications)일 뿐이라고 파악했

다.469)

  니체는 세계관을 관점주의와 연관하여, 세계에 대한 한 사람의 관점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며 관점이라고 보았다. 로빈 스몰(Robin Small)에 의하면, “관점주의란, 세

계가 언제나 특정한 관점 안에서 이해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식은 한 관점을 

465)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182-83.

466)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185.

467)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187-192. 자연주의철학자로는 데모크리토스(Democrtus)

와 에피쿠로스(Epicurus), 루크레티우스(Lucretius), 홉스(Hobbs)와 포이어바흐, 뷔히너(Buechner), 

몰레쇼트(Moleschott), 흄(David Hume) 등이다. 자유의 관념론자들로는 아낙사고라스(Anaxagoras),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Cicero), 기독교변증가들과 교부들, 둔스 스코투스

(Duns Scotus), 칸트와 야코비(Jacobi), 멘 드 비랑(Maine de Biran)과 베르그송(Bergson)과 프랑스 

사상가들이고, 객관적 관념론자들은 크세노크라테스(Xenocrates)와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 파르메니

데스(Parmenides)와 스토아 철학자들, 조르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와 스피노자(Spinoza), 샤프츠

베리(Shaftesbury)와 헤르더(Herder), 괴테와 셸링, 헤겔과 쇼펜하우어 그리고 슐라이어마허 등이다. 

468) Friedrich Niezsche, Beyond Good and Evil, in Basic Writings of Friedrich Nietzsche, 

translated and deited with commentaries by Walter Kaufmann(New York: Modern Library, 

1968), 209.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196-97에서 재인용.

469)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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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점과 구별시켜 주는 일군의 전체에 따라 실재를 해석 한 것이라”470)고 정리한

다. 세계관과 관점주의에는 깊은 연관성과 공통점이 존재한다. 

  완전한 관점주의가 니체 철학의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주의로 인해서 객관성이나 

보편적 진리를 웃음거리로 삼고, 객관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해석만 존재

할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니체는 객관적 관점은 존재하지 않고 주관적 인격체

와 관련된 관점만 존재할 뿐이라고 보았다.471) 니체는 순수한 사실의 존재를 부정함

으로 근거와 토대대신 해석과 관점을 강조했다. 통해 니체의 관점주의는 아들러에게  

삶의 해석부분에 있어 영향을 끼쳤다. 

  노글은 야스퍼스의 세계관을 정리하면서, 야스퍼스(Karl Jaspers)의 세계관에 대한 

기여는 그의 책 �세계관의 심리학�472)(1919)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야스퍼

스가 세계관의 개념을 주관적 태도와 객관적 세계상의 결합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밝

히고 있다.

야스퍼스의 목표는 “개인의 정신적 삶을 형성하며 그의 정신적 표현의 형식적 특징을 

결정하는” 다양한 준거틀을 설명하는 것이다. 야스퍼스는 이런 준거틀을 세계관

(Weltanschauung)이라고 부르며, 세계관이 “주관적으로는 경험과 능력, 확신으로서, 

객관적으로는 대상으로 나타난 세계로서, 인간 안에 궁극적이며 완전한 것”을 표상한다

고 설명한다. 따라서 야스퍼스는 두 각도에서 세계관에 관한 질문에 접근한다. 주관적 

측면에서 그는 “태도”(Einstellungen)라는 제목 아래 세계관(Weltanschauung)을 논하

며, 객관적 측면에서는 “세계상”(Weltbilder)으로서의 세계관을 살펴본다. 태도는 세계

를 능동적, 관조적, 합리적, 심리적, 감각적, 금욕적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정신적 실존의 형식적 경향과 구조다. 그것은 본유관념이나 어린 시절 경험의 산물이며 

심리학적 분석의 대상이다. 반면에 세계상은 “개인이 소유한 객관적인 정신적 내용의 

총체”다. 이런 기본적 태도를 통해 개인은 객관적 세계와 만나고, 그것에 대한 정신적 

그림을 만든다. 태도와 세계상의 결합이 세계관을 이룬다.473)

  야스퍼스는 �세계관의 심리학�의 핵심논지를 피할 수 없는 한계상황, 즉 죽음과 고

통, 죄책과 갈등 앞에서 실존에 관한 물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에 관한 관심, 사상가가 가진 자신에 관한 관심, 철저하게 정직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나중에 명료한 의식과 광범위한 포괄성으로 나타난 거의 모든 근본적 질

470) Robin Small, “Nietzsche and a Platonist Idea of the Cosmos: Center Everywhere and 

Circumference Nowher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 44(January-March 1983), 99. 데이

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201에서 재인용. 관점주의와 세계관주의를 벗어나려면, 에드문

트 후설의 현상학이 좋은 해독제가 될 것이다. 무겁고 방대한 후설철학의 입문으로는 에드문트 후설,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 이종훈 역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이 적당할 것이다.

471)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201.

472) Karl Jaspers, Psychologie der Weltanschauungen (Berlin: Verlag von Julius Springer, 

1919) 아직 영어와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았다. 이 책은 이후 ‘실존주의’라는 최초의 저술로 불리게 

된다. 

473)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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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제시되었다.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세계란 무엇이냐는 물음,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한계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죽음, 고통, 기회, 죄책, 갈등)에 관

한 물음, 시간에 대해서는 그것의 의미의 다층적 성격에 관한 물음, 자아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자유의 움직임에 관한 물음, 실존(Existenz)에 관한 물음, 허무주의와 껍데기

에 관한 물음, 사랑에 관한 물음, 실재와 진리의 드러남에 관한 물음, 신비주의의 길과 

관념의 길에 관한 물음 등이다. 하지만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인상적으로 파악되었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이 전체의 분위기는 내가 성공적으로 서술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었다. 이 분위기는 이후 나의 사유의 토대가 되었다.474)

  야스퍼스는 세 종류의 세계상이 있다고 말하는데, 감각적–공간적 세계상과 심리적–

문화적 세계상 그리고 형이상학적 세계상이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형이상학적 세계상

에도 두 유형이 있는데, 전설적이고 비현실적인 신화적–악마적 세계상이 있고, 철학

적 세계상이 있다고 말한다. 철학적 세계상은 유심론(spiritualism)이나 관념론을 만

들어내는 주체성을 절대화하는 철학과 유물론과 자연주의를 형성하는 객관성을 절대

화하는 철학으로 구분한다.475) 또한 야스퍼스는 세 종류의 태도도 제안하는데, 객관적 

태도와 자기 성찰적 태도, 열정적 태도를 제안했다.476) 야스퍼스의 여러 태도의 제안

은 프랑클의 태도적 자유에도 영향을 끼쳤다.

  파브리는 프랑클을 불러 ‘실존철학자’라고 말한다.477) 프랑클의 로고테라피의 토대

는 자유의 영역, 즉 인간은 결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결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몸을 가

진 외형의 결정은 실제 하는 사실이다. 환경이나 관계를 통해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심리적 기질 역시 결정적으로 구성되기 쉽다. 환경이나 관계는 개인의 삶을 겹으로 

둘러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결코 결정론적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았다. 태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대표작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에서 

말하는 존재자의 존재인 현존재(Dasein)개념은 인간의 본질을 ‘실존’으로 파악한다. 

인간은 자아에 갇힌 폐쇄적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공존하는 ‘세계-내-존재In 

der-Welt-Sein’이다. 하이데거의 현존재에 대한 이해는 로고테라피에 적지 않은 영

향을 주었다.478)

  특별히 현존재의 의미는 주관적 실존이해 뿐 아니라 탈자적(脫自的)으로 파악하고, 

실존을 탈존(脫存, Ek-sistenz)479)으로 강조했다.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은 프랑클의 

474) Karl Jaspers, “Philosophical Autobiography.” in The Philosophy of Karl Jaspers, 28-29.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232-33에서 재인용. 

475)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236.

476) Karl Jaspers, Psychologie der Weltanschauungen, 44-121. 데이비드 노글,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236에서 재인용.

477) Joshep B. Fabry, �의미치료�, 57.

478)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9(25). 프랑클은 빈스방거의 성과가 하이데거의 정신의학을 응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로

고테라피가 막스 셸러의 정신치료법을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여느 학자들의 의견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이 로고테라피에 끼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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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분석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빈스방거의 현존재분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

다. 인간에 대한 논의와 삶과 세계에 대한 이해는 철학적 기반 없이 형성되지 않는

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신의학과 상담에 대한 논의는 철학적 인간론에 기초

하여 있다. 

  사르트르(Jean Paul Sartre)의 경우에는 프랑클의 비판을 받았다. 사르트르의 대표

작은 �존재와 무(1943)�480)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에 로고테라

피에 대한 실존분석 연구원고가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 사르트르가 존재를 ‘즉자존재

(Ansichsein)와 대자존재(Füsichsein)로 나누어 설명함에 있어 자기초월과 관계없이 

설명되는 관점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에게 실존은 본질에 선행하는 것이었고, 인간 존재나 삶에는 자기 외에 어

떤 누구나 무엇에 의해서도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무의미한 우연적인 ‘즉

자(en soi)’존재로서 애초부터 자신이나 자아는 없으며 오직 무언가를 향하고 있는 존

재, 즉 ‘대자(pour soi)’의 존재에 불과하다고 파악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데 

자기초월과 관계없이 스스로 ‘즉자-대자’를 선택할 수 있고, 무의미한 자신에게 스스

로가 의미를 무여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파악했다. 

  이는 프랑클이 주장하는 의미가 자기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으

로 파악하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사르트르는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 

결단을 통해 자기를 투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실존철학은 인간이 안고 있는 본래적 자신에 대해 탐사한다. 인간이해는 철학의 가

장 근본주제이기도 하다. 고대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물음과 세계 살며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묻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세기의 끔찍한 재난, 홀로코스트 

속에서 비친 인간의 야수성, 본래적 인간존재에 대한 규명은 변하지 않은 심각한 철

학적 문제였다. 까뮈가 의미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

는 초월적 존재로 인생을 파악했다면, 사르트르는 인생을 무의미로 진술하며 스스로 

의미를 고안해야 하고, 의미실현을 위해 자신은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르트르는 실존철학을 두 갈래로 분류했다. 유신론적 실존철학과 무신론적 실존철

학이다. 존재초월을 위해 종국적인 좌절이 신에게 도달하는 길이라고 갈파한 야스퍼

스(Jaspers)나 사르트르에 정면으로 맞서서 전적으로 신에게 귀착하는 마르셀(Gabriel 

Marcel)과 키에르케고르를 유신론적 실존철학자로 구분했다. 자신과 니체, 하이데거

를 무신론적 실존철학의 진영에 포함시켰다.481)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사람은 존재 이

479) 하이데거의 탈존(Ek-sistenz)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희, ｢생기와 탈존-인간의 본질에 관

한 하이데거의 존재 역사적 규정｣, �철학연구� 제34권 (1994), 349이하를 참고하라.

480)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정소성 역 (서울: 동서문화동판, 2009)이 완역되어 있다. 좀 더 자세

한 해설과 함께 보기를 원하면, 변광배, �존재와 무: 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 (파주: 살림, 2005)를 

참고하라.

481) 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 곤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9), 12-16. 사르

르트는 비약으로 신에게로 회귀하는 유신론적 실존철학보다, 무신론적 실존철학이 더 일관성이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가 “세계에 대한 하나의 기술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본질보다 존재가 앞선다”는 의미를 해설하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주에 비로소 

스스로 무엇이 되어가고 만들어져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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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스스로를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것이 

실존주의 제1원리라고 불렀다.482)

  인간은 “자기의 삶을 이어나가는 하나의 지향적 존재이다. 이 지향 이전에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고 하나의 뚜렷한 그 무엇이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되고

자 지향한 그것이다.”483) 실존주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자가 “이것이 될까 저것이 될까”를 선택하

는 존재라는 것이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데 책임의식과 더불어 스스로 결정하는 입법

자가 되는 일이다.484) 이는 고독과 불안을 불러오는데, 이전의 환각에서 벗어나 자유 

상태에 놓인 실존의 필연인 셈이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의 출발은 신의 존재 부정으

로부터 시작된다고 도스토예프스키의 글을 인용하여 이야기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즉, 신이 없다면 무엇이고 허용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출발이다. 실상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결과로서 사람은 자

신의 내부나 외부에 의지할 곳이 없어 고독하게 되어 버린다. 아무런 핑계도 찾을 수 

없다. 만약에 실제로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면 사람은 절대로 일정하고 응고(凝固)된 인

간성을 미루어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론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은 자

유로우며 사람은 자유 그것이다. 한편으로, 만약에 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정당하게 하여 주는 가치라든가 질서를 우리 앞에 보지 못할 것이다.485)

  사르트르는 누군가가 충고를 구한다면, 자신이 줄 수 있는 충고는 하나 밖에 없다

고 말한다. “당신은 자유요, 선택하시고. 다시 말하면 창조하시오.”486)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라고 충고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실존주의에 대한 사르트르의 설명이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가 정적주의 또는 비관주의라는 것에 대해 해명하면서 실존주의

는 역설적으로 낙관주의라고 답변한다. 

독자들이 보는 바와 같이 실존주의는 인간을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정적

주의의 철학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인간의 비관적 묘사도 아니다. 인간의 운명이란 인

간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이므로 그보다 낙관적인 이론은 없다. 또한 실존주의는 사람에

게 자기 자신의 행동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는 유

일한 것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행동하려는 것을 낙심시키기 위한 

시도도 아니다.487)

  사르트르는 시튜아시옹(la situation), 즉 객관세계에서의 처지와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보았다. 역사적 시튜아시옹은 고대와 중세, 근대와 현대로 이어지면서 변해

482) 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16. 

483) 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16-17.

484) 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17-19.

485) 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23.

486) 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27.

487) 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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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며 수고하며 타인과의 사이에 존재하고 

죽어야 할 필연성을 가진 인간 자신이라고 말한다.488) 인간에게 보편성이 있다면, 선

험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보편성을 형성해 간다

는 사실에 있다. 자유를 지녔다는 것과 지향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는 것

이다.489)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역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490) 사르트르는 

칸트의 내재화된 도덕성, 즉 선험성을 부정하고 있다. 칸트가 인간의 자유를 요청하는 

것과 달리 그는 인간은 스스로 입법자이며 자유자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런 상반된 

주장이 프랑클의 의미의지에서는 묶이는데,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의 선택과 책임의 

자유, 즉 창조적 의미를 지향하는 의지가 인간에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칸트의 

선의지와 연결되고 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에서 휴머니즘의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한

다. 하나는 인간을 목적으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휴머니즘인데, 자신을 초월하는 휴머니즘이다. 인간은 자신을 목

적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밖으로 초월하여 더 높은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휴머니즘이다. 이를 일러 샤르트르는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

라고 불렀다.491)

  로고테라피가 세계관철학에 기초에 있는 것처럼, 기반에 대한 전제. 세상에 대한 

해석에 토대해 있음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프랑클과 베버, 소세키를 비교하여 삶의 의

미를 풀어낸 강상중은 �살아야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은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인생에서 얼마간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

는 것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악’에 매료되어 손을 대는 것도 인

생의 의미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이나 집단에 실제적인 해를 미치지 않는

다면 당장은 뭐든지 괜찮습니다. 애인이라도, 친구라도, 아이라도, 아내라도, 신이라도, 

일이라도. 왜냐하면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믿은 대상에 자신을 내던지는 일이고, 그 대

상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

기 안에서 헛돌기만 하던 고리 같은 것이 뚝 끊어지고 의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저 혼자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의미

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세계’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492)

488) 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37. 

489) 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38.

490) 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39.

491) Jean Paul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47-49.

492) 강상중, �살아야하는 이유�, 송태욱 역 (파주: 사계절, 2012),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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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테라피는 세계관 없이는 정신치료도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세계관 철학의 기

초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493) 온 세상이 의미로 가득하다는 세계관에 기반 해 있다.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도 의미를 가지는데, 삶의 의미는 고통이나 역경,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삶에 고통이 있다면, 삶이 포함하고 

있는 고통이나 질병, 죽음에서도 의미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

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494)라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여, 고난과 역경을 삶

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495)

  삶이 지속되는 순간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회피할 도

리 없이 맞이하는 고통의 순간의 때에도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고통에도 의미가 머무르고 있기에, 고통을 어떻게 해

석하느냐에 따라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의미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다.496) 주어진 

상황에 대한 시선과 해석의 차이에 따라 사람은 생물학적 차원, 즉 이기심 가득한 동

물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의연한 태도와 더불어 초월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

는 의미 가득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았다.

  로고테라피는 궁극적인 인간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한다. 자신의 삶

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삶의 의미의 지평은 매순간 열려질 수 있다고 보았

다.497)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열려있다고 보는 낙관적인 세계관이다. 로고테라피는 인

간이 자신의 삶에 대한 바른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하며, 의미를 향한 삶의 태

도를 가지도록 요구한다. 초월적 존재라는 철학의 바탕위에 임상방법으로 역설지향

(Paradoxe Intention)과 탈성찰(Dereflexion) 등의 방법론을 세울 수 있었다.

  프랑클은 세계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에,498)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를 수납하며,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나 환경의 문제에 대해 자유와 책임에 따라 입장전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프랑클은 삶의 의미, 즉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

를 아는 자는 그 어떤 삶이라고 견디어 낸다.”499)고 말했다. 매순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생이란 두려운 것이지만, 자신의 자유와 결단에 의존하는 일의 장엄함에 대해

서 기술한다.

두렵습니다. 매 순간 다음 순간을 위해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

니다. 가장 하찮은 것이든 가장 중대한 것이든 각각의 결단은 ‘모든 영원을 위한’ 결단

임을, 그래서 나는 매순간 하나의 가능성을, 그 한 순간의 가능성을 실현하든 상실하든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두렵습니다. 개별적인 순간 하나하나는 실로 수천 가지의 

493)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40.

494)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110.

495)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43.

496)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34.

497)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43-44.

498)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499)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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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하나의 가능성만을 선택해서 실현할 수 있지

요. 그러나 이로써 나는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져버린 셈이고 결코 존재하지 않도록 판

결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영원에 대해 그렇게 한 것이지요! 하지만 장엄합니다. 

미래가 나 자신의 미래임을 아는 것은 장엄한 일입니다. 내 주위의 사물과 사람들의 미

래가 아직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매순간 나의 결단에 의존한다는 것

을 아는 것은 장엄합니다.500)

  삶의 의미가 외적인 상황이나 현실로 인해 결정되지 않고, 우리의 결단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생리적 운명‧심리적 운명‧사회적 운명이 결정되어진 상태로 주어

질 때, 그 운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지에 따라 빼앗길 수 없는 자유와 삶의 

의미를 실현해 갈 수 있다고 보았다.501) 인간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

아가는 존재로 자기 초월의 견지에서 삶이 진행되지 않으면 참된 존재로 살 수 없다

고 말한다.502) 삶의 의미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에서는 보편적이지만, 삶의 

의미는 개인적이고 반복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보았다.

의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특정한 개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대

적이다. 의미는 첫째, 사람마다 다르고, 둘째, 날마다 다르며, 그리고 정말로 시간마다 

다르다. … 왜냐하면 유일무이한 상황들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

람은 본성에 있어서 그리고 존재에 있어서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어느 누구도 다른 것과 대체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개개인이 지닌 본성의 유일무

이함 때문에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삶은 유일

무이한 것이다.503)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지점은 삶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묻는 다는 데 있다. 인간

은 탁자위에 놓여 타 들어가는 촛불과는 다른 존재일 뿐 아니라, 목적 지향적 움직임

을 가진 개미와 꿀벌과도 구별되는 존재인 것은 역사와 시대에 대한 인식과 삶의 의

미를 묻는다는데 있다.504) 사춘기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로 고민하는 것은 전혀 병적

인 일이 아닌데, 야스퍼스가 표현한 죽음과 고난 등의 한계상황들을 인지하며 정신적 

곤궁과 영적 투쟁의 태도를 취하는 것505)은 세계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은 삶의 의미를 

묻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프랑클은 삶을 긍정하는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신체적 영역 뿐 아니라 정신적 영역

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인간 실존은 신체적 차원뿐 아니라 심리적 차원과 영

적 차원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500)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161.

501)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111.

502)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52(84). 

503)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54(90).

504)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27(74). 

505)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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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긍정하는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생물학적인 영역까지 얼마나 큰 영향

력을 행사하는지는 장수에 관한 대규모 통계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장수의 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학자들은 실험에 참여한 모든 장수 노인에게서 삶을 긍정하는 밝은 인생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적 영역에서도 세계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인생관을 숨기고자 하는 환자들에게서도 그것은 어떻게든 여실히 드러나며, 결코 완전

히 위장할 수 없다. 염세적 세계관은 신경정신과적인 방법으로 즉각 들추어 낼 수 있

다.506)

  인간은 삶의 의미를 묻는 존재이고, 죽음과 고통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자신과 분리시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이런 능력으로 인해, 인간

은 초연해질 수 있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507) 신체적으

로나, 사회적, 심리적인 결정 상태에서도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함에 있어 판단력의 인도를 받는데, 판단력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굴해 내는 인간의 직관적 능력이라고 설명한다.508) 개인의 의미는 유일한 것이기에 

일반적인 법칙으로 전락할 수 없다고 말한다. 

  프랑클은 실존공허의 시대에 교육의 가장 큰 의무가 지식전달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 개인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

고 강조한다.509) 인간은 다양한 일들이나 경험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

할 수 있는데, 프랑클은 가치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 이런 상황에서 가치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가치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

도적 가치라고 부르고 싶다. … 첫 번째 것은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견지에서 인간이 세

상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것은 만남과 경험이라는 견지에서 인간이 세상으

로부터 취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마주치게 되었

을 때 곤경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

도 의미를 갖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를 

박탈당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성취해야 할 의미, 즉 그것의 고유한 의미, 시련을 올바른 

방법으로 견디는 의미를 성취해야 한다는 도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510)

  창조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가 삶의 의미가 될 수 있고, 앞선 가치들이 상실 된 때

에도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견딜 수 있는가? 어떻게 고통을 맞이

하고, 죽음을 맞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태도적 가치가 남아 있다고 말한다. 죽음의 순

간 앞에서도 태도적 선택과 충일한 의미가 남았다는 것이다. 프랑클은 “태도적 가치

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 인생의 종교적 철학을 신봉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지지할 

506) Vik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29(77). 

507)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17(36).

508)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62(102).

509)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63(103)

510)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70(113-14).



162

수 있는 개념이라는 말”511)이라고 보았다. 

  프랑클은 태도적 가치를 또한 3가지로 세분하는데, ‘고통’에 대한 의미 있는 태도와 

‘죄’에 대한 의미 있는 태도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의미 있는 태도이다.512) 프랑클은 

운명을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만약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운명이라 불

릴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513)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면 인간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한다. 로고테라피는 인간에 

대해 낙관적 입장이다. 여러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굴하는 것은 낙관

적인 세계관 철학에 기인한다.

  5.3. 의미치료: 의미에 대한 의지

  ‘의미의지’란 ‘의미’와 ‘의지’의 합성어이다. ‘의지’란 말은 정신분석학의 ‘쾌락의지’, 

개인심리학의 ‘권력의지’와 견주어 설명되는 용어다. 달리말해, 인간존재에 대한 분석

이라고 말할 수 있다.514) 프랑클은 인간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곧 쾌락과 자기실

현만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의미존재’라고 불렀다. ‘의미의지’의 

개념은 ‘의미’, 즉 ‘로고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1926년, 프랑클이 ‘의학심리학학술연구회’의 학술강연에서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

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515) 프랑클은 의미를 자기초월이라고 설명한다. 의미존

재란 곧 초월존재를 뜻한다고 아인슈타인과 알러스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자기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도 힘들다.” 그러나 존재는 계획된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 초월은 존재의 핵심이다. 인간으로 존

재한다는 것은 곧 그것과 다른 어떤 것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돌프 알러스의 

말을 인용하면 이런 ‘타자성’otherness 아래에서 인간행위가 겨냥하고 있는 의도 대상

으로서의 ‘타자성’이 성림된다. 알러스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그렇게 함으로써 “초주

511)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71(115).

512)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73(118-19).

513)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73(119).

514) 김 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하나의 대답: ‘로고스’와 페르소나‘로서의 인간”, �

철학과 현실� 통권 제67호 (서울: 철학문화연구소, 2005), 17-19.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BC 

544-484)가 최초로 언급하였던 로고스는 나중에 그와 같은 고향에서 출생하였던 사도 요한에 의하여 

하느님, 특히 인간이 되시는 하느님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테모크리토스(Demokritos, BC 

460-307)가 인간을 ’소우주‘(Mikrokosmos)로 이해한 것도 역시 사실 알고 보면 인간과 신과 세계의 

일치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 탈레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핵심적 

사유방향은 로고스 중심주의이다. 이들은 세계현상을 하나의 세계법칙이나 목적론적 사유 속에서 통

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고심하였다.”

515) 김 진, ｢나의 책 이야기: “철학과 동서하는 삶”, 로고테라피와 다산 정약용을 중심으로｣, 울산광역

시 교육청, 2018. 5. 16. 강의안.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19(25). “로

고테라피(logotherapy)란 단어를 글자대로 해석하면 ‘의미를 통한 요법’(therapy trhough meaning)

이 된다. 물론, ‘의미를 통한 치료’(healing through meaning)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해석은 오늘

날의 로고테라피에서는 불필요한 종교적인 함축성을 띨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로고테라피는 의미 

중심(meaning-centered), 혹은 정신 중심(psycho-centered)의 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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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주의적 영역”이 성립되는 것이다.516)

  인간은 궁극적인 것에 관심(Ultimate Concern)을 가지는 존재다. 인간을 좌절하게 

하는 것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물리적 역경과 심리적 고통, 사

회적 제약들이 주는 시련을 인간을 이겨낼 수 있다. 인간을 좌절하게 하는 것은 의미

에 대한 의지가 좌절되었을 때이다. 인간은 의미에 대한 의지(Wille zum Sinn)를 가

진 의미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미를 상실하고 살 수 없는 존재다. 프랑클은 인

간은 전통심리학이 의미존재인 인간에 대해 간과했다고 말한다.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던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한 고통을 각오하고 희생을 

감내하며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바친다. 반대로 의미를 잃으면 인간은 자살충동을 느

낀다.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한 경우에도 인간은 그렇게 한다. 전통의 심리요법

이 이를 간과했거나 망각한 것이다.517)

  우리시대는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매우 풍족한 사회이다.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개선되고 물질적인 필요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모두가 행복해지리라는 기대를 가졌었

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예전보다 더 바빠졌고, 일의 무게도 힘들어졌고, 정

신적 스트레스는 가중되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며 투쟁에 가까워졌

다. 힘겨운 씨름, 세계최고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한국사회의 투쟁들은 무엇을 위한 투

쟁이고 씨름인가? 생존경쟁을 치르면서도 무엇을 위한 생존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

지? 외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지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장 빈

곤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차원은 심리학적 차원을 넘어선 고차원이다. 인

간의 독특성과 인간성은 생물학적‧심리학적으로 모두 채워지지 않는 존재다. 인간에게 

발생하는 누제닉 현상은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충족으로 매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

을 의미한다. 프랑클은 말하기를 “누군가는 비극에 맞닥뜨리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의미를 기대하며 행복감을 느낀다. 의미에는 진정 치료의 힘이 있다.”518) 인간 실존이 

의미에 대한 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미가 상실 될 때, 외적인 풍요 속에

서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

  매슬로우는 프랑클의 ‘의미에 대한 의지’를 가리켜서, ‘인간 제1의 관심사’라고 표

현했다.519) 현대사회는 의미의지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고, 이것이 현대의 

가장 긴급한 관심사라는 것이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긴급한 관심은 

단연, 건강일 것이다. 지독한 가난 속에 머무는 사람들의 가장 긴급한 관심을 가난에

서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간은 생리적, 심리적인 것으로 완전

516)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50(83).

517)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20(26-27).

518)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22(29).

519)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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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채워질 수 없는 고차원의 존재이다. 

  그래서 건강과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건강과 풍

족함은 진정한 삶의 의미, 인생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건강과 가

난하지 않는 것은 수단이자, 삶의 의미를 충족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520) 성적 

쾌락과 능력을 강조하는 배경들 속에는 실존적 공허와 의미상실로 인한 발생한다. 

성적 성취와 능력을 강조하는 배경, 곧 성적 쾌락과 행복을 향한 의지의 배경에도 의미

를 향한 의지의 좌절이 자리 잡고 있다. 성적 ‘리비도’는 실존적 공허 속에서만 비정상

적으로 증대된다. 그 결과성이 금융시장의 인플레처럼 과잉공급으로 평가절하

devaluation되고 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이 비인간화되는dehumanized 

한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성은 단순히 섹스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

다. 성은 섹스 이상의 어떤 것, 곧 사랑의 신체적 표현으로 작용할 때에 비로소 섹스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성이 사랑을 체현體現 또는 육화肉化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만 제대로 된 보상을 체험하면서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매슬로우

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섹스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얻는 것과 똑같은 만

족감을 얻어낼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은 옳은 말이다.521)

  동물과 달리 인간은 욕구와 본능에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 실존적 공허

가 발생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조건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무의미한 삶은 존재

하지 않는다. 모든 삶은 의미가 있고, 어떤 삶이어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삶의 의미

는 쾌락, 자기실현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절망적인 상황, 처절한 고난의 

복판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개개인의 삶은 고유한 지점을 가지며, 상황과 

조건의 차이는 있으나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의 이상과 소망하는 가치를 위해 목숨을 던지기도 하는 존재이다. 의미

를 향한 의지(Wille zum Sinn)을 가졌다. 삶의 의미는 창조, 경험과 만남, 고난에 대

한 태도를 통해서 다가가고 열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도 

좌절될 수 있다. ‘실존공허’와 ‘실존의 좌절’이다. 프랑클은 실존적 공허로 인해 발생

하는 순응주의나 전체주의 그리고 신경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미추구의 존재로 재

인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시대의 질병과 불안을 극복하려면 먼저 이것들을 정확하게, 곧 좌절의 결과로 이해

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좌절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특별히 인간의 가장 깊은 동기인 인간의 의미 추구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

다. 그러나 이 일은 심리요법이 그 자체의 환원주의로부터 탈피하지 못하는 한 불가능

하다. 재인간화 되지 못한 심리요법은 오히려 삼중집단 신경증을 증진시킬 것이다. 환

원주의의 세 가지 형태를 보면 주관주의subjectivism와 향상성homeostasis과 그리고 

520)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33(48).

521)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New York: Basic Books; Cambridge, 

Massachusetts, 2000), �무의식의 신�,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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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결정론pan-determinism이다.522)

  그렇다면, 의미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고테라피에서 분석하고 있는 

‘실존’의 특징이 유일무이한 ‘개인됨’과 ‘책임감’이라면, 의미의 발견 역시 타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주어질 수 없다. 동물과 같이 생리적 존재를 넘어선 심리적일 뿐 아니

라 영적인 존재는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사 

역시 환자에게 의미를 줄 수 없다. 단지 실존적 모범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의미를 줄 수 없다. 교수도 학생들에게 의미를 줄 수 없다. 그러나 진

리 탐구에 헌신하는 한 개인의 실존적 모범을 줄 수는 있다. 사실상, “삶의 의미는 무

엇인가?”라는 질문은 한 인간의 존재 전체에서만 나올 수 있다. 또한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한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대답이다. 달리말하자면 윤리는 존재론화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존화 되어야 한다. 인간성은 인간 자신의 책임감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의미요법의 철칙이다.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인간

이 된다는 것은 삶의 정황에 응답하고 그 상황이 물어오는 질문에 대답한다는 뜻이

다.523)

  그렇다면 로고테라피의 목적은 실존공허에 빠진 환자들에게 자기 삶의 의미를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될 것이다. 의미의지의 존재가 의미상실에 빠짐으로 인해 발

생한 신경증과 환원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미요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클은 실존공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환자로 바라보지 말 것을 주문한다. 도리어 

역설적으로 삶의 분명한 허무감에서 오는 절망감은 신경증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기보

다, 인간적 성취를 위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은 자신존재의 의미에 대해 관심 밖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를 찾는 일은 

인간 고유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보았다.524) 이러한 의미의지를 지지하는 것이 로고테

라피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미요법은 의미를 향한 의지를 열어 환자로 하여금 자기 삶의 의미를 보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일 하는 데에 의미요법은 선반성 존재론적 자기이해의 현

상학적 분석에 의지한다. 또한 의미요법은 환자가 무의식의 심층에 있는 마음의 바닥에

서 마음의 지혜로 깨달은 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지식은 의식의 표면에 나타난다. 

그리고 내가 앞에서 현상학은 마음의 지혜를 학문용어로 옮겨 놓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정의를 덧붙이고 싶다: “의미요법은 마음의 지혜를 평범한 말로, 

곧 ‘보통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옮겨 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지혜를 ‘보통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525)

522)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119).

523)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139).

524)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160).

525)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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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를 향한 의지를 가진 개인의 고유성을 강조한 프랑클은 ‘일인론(一人論)’이라는 

용어를 통해 모든 인류의 공통의지이나 공통가치로 의미발견의 존재를 설파하고 있

다. 일신론(一神論)을 수천 년의 인류 역사 만큼이나 일인론을 향한 웅대한 걸음을 내

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한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공통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

류가 일신론, 곧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켰던 수천 년을 한 걸음으로 보고, 그와 

같은 정도의 세월이 요구되는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일

신론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또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유일한 인류에 대한 의식, 인간성의 통일에 대한 의식도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일인론’mon-anthropism이라 부르겠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의미를 향한 

의지에는 생존가치가 있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인류가 공통의미를 향한 공통의지, 다른 

말로 하자면 공통임무에 대한 의식으로 결합될 때만 생존을 위한 희망이 존재하게 된

다.526)

  캐나다 철학자 피터 라베(Peter B. Raabe)는 로고테라피와 철학상담의 유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로고테라피와 같은 실존주의 치료의 실천가들이 주장하는 “인간” 개념은 철학상담사에 

의해 이해되는 인간 개념과 더욱 가깝다. 로고테라피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단지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요구들이 충돌하는 전쟁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누군가의 의미나 가치를 문제 삼는 순간, 그는 병든 것이다”라는 프로이트의 말을 인

용한다. 프랭클은 “실존적 공허함의 상태(existential vacuum)”,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투쟁, 인생의 의미에 대한 탐구 등을 병리학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지적인 진지

함과 정직성의 표현”으로 본다.527)

  철학상담과 로고테라피는 프로이트의 환원주의적 인간관은 거절한다는 점에서 공통

점을 지닌다. 더불어 실존철학을 상담과 치료에 적용하는데도 적극적이다. 프랑클의 

“의미를 향한 의지”는 심리치료를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되었다.

  프랑클은 프로이트의 쾌락의지와 아들러의 권력의지가 인생을 추동하는 근본의지라

는 주장을 넘어서고자 했다. 그의 고유한 경험, 즉 쾌락의지와 권력의지가 전혀 작동

할 수 없는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이다. 쾌락과 행복추구의 

기회가 박탈되고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분야에서의 목표가 좌절되어도 인생은 포기될 

526) Viktor E. Frankl, Man’s Search of Ultimate Meaning, (161).

527) Peter B. Raabe,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수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0), 178. 피터 라

베는 현대철학상담의 효시인 게르트 아헨바흐(Gerd Achenbach)에게 철학상담의 실천적 방법론이 존

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평하면서 철학상담의 포괄적 이론과 실제적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4장에서는 4

단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자유롭게 떠돌기(free floating) 둘째, 당면문제 해결(immediate 

problem resolution) 셋째, 의도적인 교육(intentional teaching) 넷째, 초월(transc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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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근본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내부, 

즉 생물학적 요소에서 근본토대를 가졌다면, 아들러는 사회학적 관계에서 토대를 놓

았다. 이와 달리 프랑클은 생물학‧사회학적 요소를 넘어 의미의지를 근본으로 삼았다.

  사람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때 심인성 신경증과 누제닉 신경증(noogenic 

neursosis)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존재에 대한 불안, 존재이유를 발견하지 못함으

로 인해 발병하는 신경증에 대한 처방으로 ‘logos’, 즉, ‘이유(reason)’라는 용어와 치

료(therapy)의 합성어인 ‘의미치료(logotherapy)’를 제시했다. 존재의 이유(logos of 

existence)를 찾아가도록 돕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운명으로 주어진 환경의 굴레 안에서도 태도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존재이

다. 생물학적 결정 상태에서도, 사회적 현실 안에서도, 선택의 영역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로고테라피의 치료기법 가운데 역설의도(paradoxical intention)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주어진 현실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존재라는 가정에서 가능한 치료기법이다. 로고테파리는 내담자에게 대안으로 또 다른 

시선을 열어줌으로써 의미상실에서 벗어나게 한다. 더불어 의미의 방향을 새롭게 탐

색할 길을 열어준다. 의미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 앞에 

설 때에 발견되는 것이다. 권력과 목표가 증발한 곳에서도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

으며 삶에서 부르는 생의 의미를 듣도록 권면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다. 로고테라피는 이를 부정하지 않는

다. 하지만 행복추구가 인간의 근본의미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행복은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지향할 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클은 행복주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정작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행복을 위한 도덕행위를 칸트가 비판하는 것처럼, 행복을 향

한 의지는 결코 행복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인데, 행복은 의미추구에 따라오는 열매이

기 때문이다. 행복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목표일 수도 없다고 말한다.528) 인간 

마음은 행복에 매여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음질하게 되면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프랑클은 행복추구, 곧 쾌락추구나 자아실현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보았

다. 쾌락과 자기실현 그 자체를 추구하게 될 때 마음의 실존공허를 절대 걷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행복의 추구는 결국 자기모순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행복을 바라고 추구해서는 행

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경고다.529) 행복에 대한 직접적인 추구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에 충실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530) 행복은 자연

528)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34. “행복은 결코 목표여서는 안 되면 목표

가 되어서도 안 되고 목표일수도 없습니다. 행복은 단지 결과로서 얻어져야 합니다. … 여하튼 행복

이란 굴러 들어오는 것이지 사냥하듯 쫓아가서 잡아 올 수 없는 것이기에, 행복을 얻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키에르케고어는 현명한 비유를 들었지요. ‘행복의 문은 바깥으로 열린

다.’ 다시 말하면 과격하게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의 문을 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에겐 그 문이 닫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529) Viktor E. Frankl,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52. 

530)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38(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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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삶의 결과로써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칸트가 행복을 윤리행위

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지점이다. 행복은 찾아가야할 대상이 

아니라 결과로써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로고테라피는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이나 권력을 향해 나아가고 자기실현을 추구하

는 인간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행복이 추구의 대상과 목표가 될 때, 절대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역설과 같이 쾌락과 권력추구 역시 추구할수록 멀어지게 될 것으로 보

았다. 쾌락과 권력은 의미추구를 위한 도구로 자리 잡을 때, 인생의 목적에 봉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쾌락과 권력이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면, 본질적 삶의 목표에서 탈선하게 되어 

방황하게 되고, 결국 실존적 공허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프랑클은 쾌락과 권

력이 도구이기 때문에, 쾌락의 가능성이 상실되고, 권력의 의지가 무력화 될 때에도 

인간의 의미는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행복만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삶은 무의미

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삶은 죽음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의 생각이 옳다면,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얻으려 애쓰지 않고 단지 기쁨만을, 가능한 한 많고도 가능한 한 큰 기쁨만을 

얻으려 애쓰는 한, 우리 모두의 전체 삶 또한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기쁨 자체는 현존

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쁨이 없다고 해서 삶이 의미 없는 건 아닙

니다.531)

  여기에서 로고테라피의 의미추구가 다른 심리학적 지평과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 

심리학적 지층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의 실존적 공허의 원인은 쾌락의 상실

에서나 권력이나 자기실현의 상실에서가 아니라 의미상실에 있다는 것이다. 프랑클은 

쾌락과 자기실현이 차단된 수용소에서도 인간에게 의미와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

존적으로 경험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마지막 자유가 남았다. 바로 ‘태도의 

자유’였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수용소 안에서도 상실되

지 않는 자유와 의미가 있었다. 

  잠시 뒤 죽음이 닥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석양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발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미 수용소에서 재가 되어버린 아내였지만, 프랑클이 엄혹한 현실에서 대

화상대가 되어주었다. 원고뭉치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기록하고 남겨야 한다는 그의 

태도는 인간의 자유를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환경을 선택하

지 않았다. 국적이나 부모와 자녀를 선택할 수도 없다. 금수저와 흙수저를 원해서 물

려받은 것이 아니다. 태생적으로 주어진 삶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가 없다. 그

러나 여기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넉넉하게 남아있다.

  수용소라는 밑바닥에서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의미실존을 파악한 프랑클은 중산계

급의 부유하고 넉넉한 삶에서 심리학을 시작한 프로이트와 궤와 방향이 다를 수밖에 

531)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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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프로이트는 부유한 도시 비엔나에서 사람들이 심리적 좌절의 원인을 파악하

고자 했을 때 리비도, 즉 성의 좌절, 쾌락의 좌절에서 출발했다. 아들러는 열등감과 

개인의 자아실현의 좌절에서부터 시작했다. 프랑클은 섹스나 성적 쾌락, 자기실현의 

문제가 증발한 곳 수용소에서 근본 의지를 보았다. 

  

    5.4. 로고테라피의 현대적 적용

  로고테라피의 적용영역을 김정현은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째 영역

은, ‘정신인성 신경증과 우울증’에 대한 분야다. 둘째 영역은, ‘심인성 신경증과 심신 

질병’의 영역이다. 셋째 영역은, ‘내인성 정신증과 치유 불능의 질환’이다. 넷째 영역

은, ‘실존적 좌절과 가치의 양가감정’이 일어나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시대정신의 

병리학과 집단 신경증’으로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532)

  첫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정신인성 신경증과 우울증’에 대해 프랑클은 인간의 정

신적 문제나 윤리적이고 실존적 위기에 해당되는 신경증으로 보았다. 본래 질병의 원

인은 심리적 영역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식과 정신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533) 로고테라피는 삶의 의미상실과 권태, 목적의 상실과 같은 실존적 좌절이 정

신적 병인으로 파악한다. 

  한국사회에 노인과 젊은층, 중고생까지 포함하여 목표와 의미상실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신인성 신경증에 대한 원인분석에 따라, 실존적 고뇌와 좌절의 상

황들이 인간 실존의 정당한 과정임을 인정하는 로고테라피의 치료과정은 확산될 필요

가 있다.

  둘째 영역인 ‘심인성 신경증과 심신질병’과 연관된 공포, 강박, 자책, 구토와 거식

증, 성기능 장애와 같은 심리장애의 변주형태들의 기초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근원적 신뢰부재가 불러오는 예기불안으로 인해 심신 질병의 형태로 발달할 수 있다. 

로고테라피는 정신적 저항력을 유머와 같은 방법론을 동원하여 훌륭한 출구를 마련해 

준다. 역설지향이나 탈성찰의 방법론들인데, 비특수적치료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534)

  역설지향이나 탈성찰의 방법론은 프랑클이 강조하는 초월, 자신과 삶의 상황을 객

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해 있다. 공포와 강박 그리고 마음의 상태로 인

해서 발생한 성기능 저하와 같은 문제들은 정신치료적 문제라기보다 심인성 신경증으

로 로고테라피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영역인 ‘내인성 정신증과 치유불능의 질환’과 관련해서, 우선 정신분열에 해당

하는 질병 전체는 일차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접근하여 약물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

다. 로고테라피는 치유가 불가능한 영역, 신체장애나 중증환자, 죽음에 임박한 이들을 

향한 삶의 의미와 철학적 치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535) 과거에 일어난 기억들은 다시 

532)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60-63.

533)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60.

534)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60-61.

535)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61.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59.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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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다. 과거의 기억은 그대로 고정되기 때문이다. 물리적 장애

도 마찬가지이다. 죽음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로고테라피는 정신분열증을 치료할 수 없고, 육체적 장애를 치료할 수도 없다. 그

러나 보조적 치료수단으로 치유불가의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태도의 자유를 설명하

고536),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통해, 의미에 충일한 삶으로 변화의 삶을 살

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좌절과 허무에서 일어나도록 돕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영역인 ‘실존적 좌절과 가치의 양가감정’의 영역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 나는 왜 이 땅을 살

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는 심리적 장애가 아니다.537)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의

미의지를 따라 삶의 의미를 물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문제이다. 실

존적 고통들은 병리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적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로고테라피는 무의미한 감정과 실존적 공허로 받는 고통은 삶의 의미를 물어가는 

성숙한 인간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실존적 공허를 의료적 방식이나, 정신분열증으로 

환원시켜 다룰 수 없는 문제이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

회에서 묻는 질문들이며,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회의로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랑클은 죽음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죽음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지요. 죽

음은 우리 현존의 일회성을,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의 책임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87. 프랑클은 하이데거(Heidegger)가 

무화됨과 염려의 실존적 절망 앞에서 삶의 전회가 발생하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 참된 의미에로 헌신

하게 된다는 면을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설명한다.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일

리치의 죽음�에 나오는 다소 유사한 사건을 생각해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도 속물적인 한 인

간이지요. 그는 죽음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지금까지의 실존의 끝 모를 무의미성을 의식적으로 직시하

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의미성에 대한 절망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러한 변화와 함께 마치 반작용하듯이 자신의 헛된 삶에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

지요.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의 헛됨을 체험함으로써 그의 삶 전체를 의미 있는 것에 바치는 것입니

다.”

536)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92-93. 로고테라피는 인간이 육체적으로 문

제가 생기고 병이 들어도 인간성이 변동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프랑클은 “병이 들었다 해도, 그것이 

혹 정신변이더라도 그가 더는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질병에

도 불구하고 또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는 얼마든지 인간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

병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서도 얼마든지 인간적일 수 있지요.”라고 말한다. 로고테라피는 육체의 질병

을 포함하여 정신병의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인간성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득함으로 좌절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데 유용하다.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

라고 대답하라�, 100-101. 늙어감과 노년의 문제, 인간의 기능적 유용성이 상실 될 때의 문제에 있어

서도 인간성에는 조금도 상실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인간의 유용성이 인간의 본질을 측정하는 척도

가 아니기 때문이다. “집 안에 거의 거동도 못하고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측은

해 보이는 노부인의 실존이란 얼마나 비생산적인지요. 하지만 그녀는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의 사랑에 

에워싸여 보살핌을 받고 있지요. 이러한 사랑 속에서 그녀는 우리의 할머니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모습 그대로 이러한 사랑 속에서 대리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

능하지요.”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17(36).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것을 자신과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 이런 능

력에 힘입어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도 초연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초연해질 

수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로 그런 방법

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과 결정인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537)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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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테라피는 적절한 치료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영역인 ‘시대정신의 병리학과 집단신경증’의 영역은 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

생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절망과 대면하게 되는데, 빨리 빨리를 외치는 속도병이나 

숙명론, 체제 순응주의과 전체주의와 집단주의와 같은 문제와 연관된다.538) 이는 로고

테파리의 사회‧정치적 적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태극기 부대의 출현은 과거 한국전쟁과 분단의 상황에

서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 속에 발생한 집단신경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광신적 몰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로고테라피적 방법으로 

응용 계발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많은 국민이 한동안 집단신경증으로 

시달렸다.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쪽 지역의 

지진과 강원도의 산불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증에도 로고테라

피는 역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로고테라피는 개인에게 의미를 심어준다거나 강제하는 치료법이 아니다. 각 개인이 

구체적인 삶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기능한다. 로고테라피

의 임상방법에는 크게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역설지향, 탈성찰, 입장조정, 소크라

테스적 대담 등이다. 

    5.6.1. 역설지향

  첫 번째로 역설지향은 강박신경증‧불안신경증‧자율신경증과 심인성 신경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이탈(self-detachment)이라는 인간 특유의 능력은 역설지향이

라는 특수한 로고테라피의 기법을 치료목적으로 활용할 때 발휘된다.539) 증상의 악순

환 고리가 발생하는 것을 처음부터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인지적 치료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540) 역설지향은 내담자의 태도를 뒤집도록 시도한다. 예를 들어, 무대 공포증

이 있다면 “내가 제대로 무대에서 공포를 느껴 볼 것이다”라고 무대로 올라가는 것이

다. 무대 공포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시선을 

가짐으로써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인간에게 있는 탁월한 능력이 바로 초월, 즉 거리두기 능력이다.541) 한 예로, 친구 

538)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62.

539)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12.

540)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64. 프랑클은 ‘역설지향’의 방법을 1946년에 처음쓰기 시작했고, 

1960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했다. 

541)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99(158). “로고테라피의 임상적 적용의 실제는 그것이 

지닌 인간론적인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deflection과 역설의도(paradoxical intention)라고 불리

는 로고테라피의 테크닉은 모두가 인간 존재의 두 가지 본질적 특성, 즉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를 이

탈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근거로 한 것이다.” Josep Lyons, “Existential Psychotherapy: Fact, 

Hope, Fic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242, 1961. Viktor E. 

Frankl, The Will to Meaning, 116(182)에서 재인용. “어떤 학자들은 실존적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로고테라피가 정신요법의 테크닉을 발전시킨 유일한 학파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로고테라피가 정

신요법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정신요법에다 독특하게 인간적인 

요소를 첨가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에게만 있는 두 가지 특성, 즉 자기 초월 능력과 자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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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머리가 큰 것이 늘 열등감의 이유가 되었는데, 그 친구는 자신의 머리 크기로 

여러 가지 농담과 유머를 만들어 냈다. 위축될 만한 여건을 뒤집기 하여,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 무기로 삼았다. 역설지향의 방법으로 극복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작

은 키나, 못생긴 외모, 기타의 많은 문제들이 도리어 장점으로 변화되는 예는 많다. 

유머는 행동유형의 변화 뿐 아니라 실존적 변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프랑클은 유머를 

승화시킨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역설지향은 유머를 통해 그 증상을 ‘아리어니화ironisieren’한다. 프랑클은 하이데거의 

염려Sorge나 루트비히 빈스방거의 사랑Liebe처럼 유머도 실존적인 것으로 불러야 한다

고 생각했으며, 이를 치료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유머 방법의 근저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회복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행동 유형의 변

화, 즉 실존적 전환을 가져온다. 리마이어Jörg Riemeyer는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클을 

치료에 유머를 적용한 가장 중요한 선구자로 평가한다.542)

  프랑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도 유머는 불안과 공포를 이기

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유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이탈하여 

거리를 두는 능력으로 치료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로, 이탈리아 감독이자 배우인 

로베르토 베니니(Roberto Benigni)가 주연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엄중한 고통

의 상황에서 주인공이 아들과 함께 유머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그려내는 명작이

다. 

  역설지향은 주어진 환경의 문제 앞에서 내담자의 증상보다는 태도를 문제 삼는다. 

역설지향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태도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

다. 프랑클은 불안의 대상은 불안 그 자체이며, 공포의 대상은 공포 그 자체라고 말

이다. 

어떤 증상이 공포증을 유발하고, 그 공포증은 그 증상을 일으키며, 그런 증상의 재발은 

공포증을 더욱 심화시킨다. 공포의 대상은 공포 그 자체이다. 환자들은 자주 ‘불안에 대

한 불안’을 언급한다. ‘공포에 대한 공포’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 환자가 불안 발작이 

몰고 올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갖는 불안이 원인으로 판명된다. 그 환자는 그 영향으로 

실신이나 기절, 심장마비, 발작이 일어날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포에 대한 

공포가 공포를 증가시킨 것이다.543)

  프랑클은 공포증과 달리 “강박신경증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공포’를 나타낸다. 

자신이 자살, 심지어 살인할지 모른다거나, 또는 위험한 징후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이

상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에 발병한다.”544)고 언급한다. 프랑클은 강박과 불안, 심

능력이 반응 억제와 역설의도라는 로고테라피 기법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542)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66. 

543)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115-16(182).

544)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11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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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신경증들은 이미 결정된 기계적 문제라기보다 태도의 문제545)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프랑클은 자살의 문제도 개인이 충동에 대한 반응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삶에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문제라

고 말한다.546) 자살문제에 있어 로고테라피의 긴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로고테라피는 삶의 의미는 외적으로 다가오는 운명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

하느냐에 달렸음을 적시한다. 프랑클은 “삶의 의미는 적잖이 바로 이 외적인 운명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운명을 형성할 

수 없거나 애초부터 운명을 바꿀 수 없을 때 그 운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달려 있다”547)고 말한다. 또,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는 그 어떤 삶이

라도 견디어 낸다.”548)고 삶의 의미를 강조한다. 

  자살자의 많은 경우, 살아야 할 삶의 이유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만을 통해서도 태

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선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시선전환을 통해 삶의 여러 

의미들을 볼 수 있도록 전환시키고, 막힌 상황에서라도 이에 대한 태도의 전환이 일

어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클은 사회적 환경이나, 개인적 곤궁이 자살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살에 대해 퍼져 있는 속설 역시 그릇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경제 공황이나 

정치적 위기의 시대일수록 자살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놀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뒤르크하임과 회프딩 같은 연구자들이 발표한 이 사실은 최근에도 재확인되었

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된 나라들이 유럽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했을 뿐 아

니라, 치고이너 박사가 발표한 다른 통계에 따르면 그라츠와 슈타이어마르크 지경에는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장 심했던 1946년에서 1947년 사이에 자살률이 가장 낮았습니

다.549)

545)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71(110). “물론 공격적인 충동은 인간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의 잠재적 조상(原人)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해석하든, 아니면 정신 역학적 이론

에 따라 어떤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든지 간에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수준

에서 보면 공격적인 충동은 개인에게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서per se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개인이 위

해야하는 태도, 오랫동안 취해 온 태도에 달려있다. 이는 자아이탈이라는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을 보

여주는 표현이다. 자아초월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공격성과 달리 증오가 의도적이라는 사실에서 드러난

다. 그가 그런 충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는지, 아니면 그것과 자신을 분리시켜 왔는지 선택해 

온 데 달려 있다. 결국 관건은 개인과 상관없는 공격적 충동에 대한 태도이지, 그 충동 자체가 아니

다.”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50. 프랑클은 자살에 대해서 “확실하고 절

대적으로 무의미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은 결단코 삶의 물음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자살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평가한다. 

546)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71(110).

547)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111.

548)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135.

549)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53.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29-31. 프랑클은 자살의 이유를 4가지로 분류하여 정돈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살의 이유가 마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상태의 결과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유형은 육체에 의해 야기된 마음의 불편

을 이기지 못해 강제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분노와 

복수를 위한 자살이다.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 자신과 관련된 이들에게 일평생 죄의식을 갖고 살도

록 하기 위한 유형이다. 셋째 유형은 단순히 삶이 고달프고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다. 삶의 고

단함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환기시키고, 삶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의미 있는 여정임을 환

기시킬 필요를 덧붙인다. 마지막으로 의미상실로 인한 자살자들로 삶의 의미를 믿을 수 없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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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이며, 의미상실과 태도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인간은 압력이 커질수록 저항력도 증가하고, 역경이 심화될수록 이겨내는 힘도 증대

된다. 이길 힘이 없어가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시선과 태도의 문제 때문이다. 프랑

클은 말하기를 “나는 역설지향이 단순히 신경증의 표면을 자극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 오히려 환자로 하여금 보다 깊은 수준에서 근본적인 태도변경을 수행

하도록 할 수 있어서 유익한 것”550)이라고 말한다. 

  

    5.6.2. 탈성찰

  탈성찰(dereflexion)은 프랑클이 1947년에 소개한 로고테라피의 중요치료 기법 중 

하나로, 사람의 특정감정이 주의집중에 의해 방해 받게 된다는 막스 셸러의 주장을 

실천적으로 전용한 치료방법이다.551) 무엇에 과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

로 감정 이입시켜 통제하려 애쓸 때 발생하는 문제들로, 성 장애, 수면장애, 불안 장

애 등이 있다. 

  과도한 자기관찰과 일에 대한 몰두는 삶의 문제에 대해 경직되게 만든 나머지 문제

를 제대로 풀지 못해 실패하는 신경증 증상을 생성시킨다. 프랑클이 말하는 로고테라

피기법인 탈성찰은 달리 표현하면 주목하지않음(Nichtbeachten) 또는 억압하지 않음

으로 증상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다.552) 탈성찰은 과잉성찰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를 역

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치료법이라 하겠다.

  프랑클은 과도한 성찰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로는 남성들의 성

적 신경증이다. 남성은 성적으로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도록 지나치게 애쓴 

나머지 성공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로, 과잉의도가 빚어내는 신경증이다. 상대로 하여금 

오르가즘에 이르게 하려는 지나친 관심이 좌절됨으로 인해서 우울한 증세를 가지게 

되고, 자신감 상실로 이어져 성기능 장애로까지 이어지는 신경증이다. 

  역설지향이 증세들에 대해서 역설로 신경증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라면, 탈성찰

은 증상을 무시함으로써 과도한 성찰을 없애고,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자기초월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553) 탈성찰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자신의 

삶을 조형하고 빚어가는 데 있어 근본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에 대해 눈을 뜨도록 돕는 

방법이다.554)

  현대인들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염려하고 불안 속에 살아간다. 한국전쟁으로 인

한 불안은 북한과의 화해와 대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오랜 이유가 되어왔다. 최근 몇 

는 자살이다. 

550)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14.

551)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69.

552)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70.

553)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71.

554)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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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에 포항‧경주‧울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예기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었

다. 프랑클이 살았던 때, 유럽과 미국 사람들은 언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

안 속에 살았다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예기불안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

가는데 방해를 받았다고 말한다.555)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와 방사능, 지진에 대한 예기불안으로 현재를 놓치

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 문제 외에도 개인적인 예기불안과 강박으로 인

해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프랑클은 탈성찰의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늘고 있는데 탈성찰의 기법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수면장애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들 중 수면장애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

니다. 대부분 불면증이라고 말을 하지요. 꼭 불면이라는 현상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

럼요. 소위 불면증에 걸렸다는 건 자기기만적 표현입니다. … 수면장애에 관해 우선 말

해 둘 것은 소위 수면제, 즉 화학적 방식으로 수면을 강제하는 의학적 수단이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긴장감이 커질수록 잠은 더더욱 멀어집니다. 잔다는 

것은 긴장을 푸는 일에 다름 아니거든요. 의식적으로 잠을 자려고 애를 쓰지만 잔다는 

건 무의식 속으로 잠겨드는 것이지요. … 자려고 애쓸수록 잠은 도망갑니다. 초조하게 

잠들기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주시하는 사람은 잠을 몰아낼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할 거라는 예기불안의 바람을 빼버려야 합니

다. … 오늘밤은 안 잘거야, 오늘밤은 그냥 긴장을 풀고 이것저것 아무 생각이나 해야

지, 하고 마음먹기만 하면 됩니다.556)

  현대인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 시달린다. 건강염려증도 그 중 하나인데, 

여차하면 검진과 치료를 받기 위해 오가는 노인들로 가득하다. 젊은 사람들도 건강염

려증에 시달린다.557) 정기적인 검진은 건강관리에 유익을 준다. 하지만 상업화된 광고

와 보험마케팅을 따라 염려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이 

악화되기보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스트레스로 병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지

경이다.

  젊은이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하다.558)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555)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56-57.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142. “불안과 두려

움의 구분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틀가 제일 먼저 내세웠지만, 그 기원은 실존 철학의 아버지 

키에르케고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은 특히 문제가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

의 대상을 불러오기 마련이니까요. 익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익사를 두려워하다가 그리 된 거라는 주

장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바람이 생각의 아버지라면 두려움은 사건의 어머니입니다.”

556)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95-100.

557)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52. “오늘날 우울증 환자들은 죄책감, 즉 신 앞에서의 죄책감에

는 별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중심을 차지한 것은 신체적 건강에 대한 걱정, 건강염려증과 직장

에 대한 근심입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우울증의 인기 소재인 것은 아마도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이 신과 죄악이 아니라 건강과 직장이기 때문이겠지요.” 

558) 최정화, “대학생들의 자아 중심적 행복관에 대한 로고테라피적 접근”, �인문학연구� 제51집(2016), 

581-615.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복관에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한 치료를 위해 탈성찰적 방법, 

즉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밖으로 향할 때, 의미 있는 삶과 따라오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고테라피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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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의 원인으로 한 몫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보다 경쟁이 치열한 나라는 드물다. 

취업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러한 사태 속에 직업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예기불

안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삶과 상황과 분리해서 여백을 만드는 탈성

찰이 기술이 꼭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프랑클은 루즈벨트의 명언을 인용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고 말한다. 

“소원은 생각의 아버지다.” 속담대로 ‘소원이 생각의 아버지라면 공포는 사건의 어머니’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보았듯이 질병이라는 사건도 공포의 자식입니

다. 불안신경증의 사례로 돌아와 보면 예기불안은 특정한 상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신경증 환자가 그리 불안해하며 예측하는 것은 불안 자체입니다. F. D. 루즈벨트는 

유명한 불가의 담소방송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559)

  프랑클은 심리치료의 역할은 불안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

라고 말한다. “심리치료가 할 일은 환자에게 이 모든 불안함이 근거 없음을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심리치료는 역설적으로 환자가 불안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불안으로부터 달아나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560)라고 말한다. 오르가즘에 

대한 과도한 집착 또한 신경증을 불러올 수 있다. 섹스를 단순한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한 오락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 성의 인플레가 발생한다. 

  성은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보다 비인간화되어버린다. 성과 쾌락이 삶으로 통합

되지 못할 때, 쾌락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오르가즘을 위한 몰두와 좌절로 

인해 절망감을 불러오는 증세들561) 역시 성의 바른 의미재고와 탈성찰의 치료책이 필

요하다고 말한다. 프랑클은 섹스는 오르가즘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단순한 섹스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 

559)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117.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37. 프랑클은 불

안에 대한 지나친 호들갑에 대해서 비판한다. “사실은 정상의 범주에 속하는 가벼운 신경 장애를 무

시무시하고 심각한 질병의 증상이나 전조로 여기고 두려워하다 정말로 신경증 질환에 걸리고 마는 환

자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요. 그리고 이런 공포에 빠진 일반인들은 곧잘 대중화된 의학적, 심리치

료 지식에 매달리는데, 그 지식들이란 위험한 반쪽짜리이기 일쑤입니다.”

560)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118.

561)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81. 프랑클은 포르노그라피가 만연한 오늘

날의 현실에 대한 이유를 진단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독특함을 붙잡는 것은 일부일처제의 관계를 낳

는다.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파트너는 더 이상 교환할 수 없다. 역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난교의 상황으로 결말지어질 것이다. 자위행위가 긴장 감소라는 목적을 만족시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난교는 파트너를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어느 경우에도 인간의 성적 잠재성은 실현되지 않는

다. 난교를 탐닉하는 것은 파트너의 독특함을 무시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는 사랑의 관계를 배제시

킨다. 사랑이 담겨진 섹스만이 가치 있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성적 생활의 질은 형편없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자극을 증가시키고 강화시켜 주는 것이 절실하다. 그런게 있다면, 

포르노그라피일 것이다.”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82. “성의 인플레이

션을 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상 발달이다. 다른 종류의 인플레이션처럼 성적 인플레이션은 가치 하락

을 동반한다. 성은 비인간화된 가치로 전락한다. 그래서 성생활이 한 개인의 삶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단지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성의 비인간화는 실존적 좌절감, 의

미 추구에 대한 절망감의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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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 섹스는 항상 단순한 섹스 이상이다. 섹스는 어떤 육체적 표현으로서의 사랑을 

넘어선 것이다. 섹스는 이런 기능을 이끌어내는 한에서만 진정 가치 있는 경험이 된다. 

마슬로우(1964)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섹스에서 느껴지는 

전율 같은 것을 얻지 못한다”고 적절하게 지적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잡지가 독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바에 따르면, 성적 능력과 오르가즘이 가장 고양되는 요소

는 낭만성이었다.562)

  ‘낭만성’이 무엇인가? 스포츠처럼 성취를 위해 몰입하는 상태와 반대되는 ‘탈성찰’

적 태도이다. 긴장을 이완시키는 일이며, 사랑하는 대상에만 집중할 때 성적 능력이나 

오르가즘에 도달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이다. 쾌락을 목적으로 한 섹스는 대상을 도

구화시키지만, 사랑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섹스는 인간적으로 단순한 섹스 이상인 것

이다. 수면장애, 성 장애 뿐 아니라 열등감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로고테라피의 탈성찰

은 유용하다. 열등감의 이유가 과잉반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프랑클을 정확하게 짚

어내고 있다. 

열등감을 치료하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환자는 직접적인 시도로는 열등감을 

절대 극복하지 못한다. 열등감을 제거하려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예컨대 열

등감을 ‘무릅쓰고’ 어떤 곳에 가거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환자가 자신의 열등감

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과 ‘싸우는’ 한, 그는 계속 고통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의 관

심이 다른 곳, 이틀 테면 일에 등지면 열등감은 위축된다. 어떤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을 나는 ‘과잉반성’hyper reflection이라고 부른다. 이는 똑같이 신경증을 유발하는 

과잉의도와 유사하다.563)

  과도한 자기성찰과 과인반성의 모습으로 인한 실존공허와 좌절의 모습은 현대인들

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들

과 청년들까지, 은퇴 이후에 까지 연장되고 있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도한 

자기반성으로 인한 신경증의 발병은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로고테라피의 탈성찰적 

치료기법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이다. 

    5.6.3. 입장 조정

562)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80(124).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114. 삶의 의미가 상실된 성은 쾌락원칙에 지배되는 마취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삶의 

의미가 비어갈수록 성적 만족은 쾌락의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쾌락은 쾌락대

로 마취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채우는 것은 의미를 찾

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채워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갈구지요. 의미를 향한 

의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이 공허함을 마취시키기 위해 성적 만족에 점점 집착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쾌락의지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된 후의 허탈감을 잊으려고 하는 때에 

나타나곤 합니다. 그때에서야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쾌락원칙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존재

적 진공 속에서 성적 리비도가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563) Viktor E. Frankl, The Unheard Cry for Meaning, 7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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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테라피의 세 번째 치료기법은 ‘입장조정’(Einstellungsmodulation)이다. ‘입장

변경’(Einstellungsänderung)으로 불리기도 한다. 프랑클이 고안한 역설지향이나 탈

성찰과는 연관되어 있으나 직접 방법론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제자였던 루카스에 

의해 로고테라피 기법의 하나로 장착되게 되었다.564) “입장조정은 삶의 입장이나 실

존적 태도를 변경하여 실존적 위기나 좌절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될 가

능성을 찾도록 돕는 방법”565)이다. 

  입장변경은 정신의 저항을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것 앞에서 입장을 전환하여 극복

할 수 있는 저항력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의미에의 의지’를 촉진시켜 닫히고 보이지 

않는 좌절 앞에서 긍정으로의 시선전환과 입장전환의 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다.566) 프랑클은 의사가 환자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라고 말하고, 

환자가 자신의 실존의 구체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

고 말한다.567)

  로고테라피는 설교나 강의가 아니며, 논리적 추론이나 도덕적 훈계와도 거리가 멀

다. 개인에게 자신이 직면한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안과의사와 같은 역할

과 가깝다. 프랑클은 간질병 환자가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고 운명에 대해 한탄할 때 

입장변경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말 본래가 그렇게 전적으로 삶의 총체성에 속한 것입니다. 삶의 이러한 총체성에서 

운명적인 것 중 조금이라도 빼내버린다면 우리의 현존 전체가, 이 현존의 형태가 파괴

되고 말 것입니다. 간질병 환자라면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

지가 술고래가 아니었다면, 술에 절어서 나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면……내 삶이 달라지

지 않았을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것뿐입니다. 당신의 한탄은 무의미합니다. 문

제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그가 당신 아버지가 아닌 다른 이였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이 되지 않았겠지요. 따라서 이런 의미 없는 질문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운명에 분노하면서 한탄할 일 또한 없었겠지요.568)

  삶에서 맞이하는 운명적 고난이나 죽음은 실존을 무의미하게 만들기보다는 도리어 

의미 있게 만드는 일에 요소가 된다. 역경이 있음으로 “오히려 비로소 의미 있게 만

드는 것”569)이다. 프랑클은 인생의 삼중고에 맞추어 삼중방향에서의 의미를 제시하고 

564)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72. 

565)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72.

566)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74.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45-46. 프랑클은 치

유에 있어 시선의 중요성에 대해 니체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니체는 언젠가 ‘살아갈 이유가 있

는 사람은 어떤 현실도 견뎌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의

식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의미

를 향한 욕구를 일깨워주는 일이 치유의 관점에서도 중요해 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영혼 치유

에 있어서 구식 학파들과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인간상이 필요합니다.”

567)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54. 

568)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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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가 삶에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창조적 행위로,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험적 가치로, 변경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서는 우

리의 태도적 자유를 통해서 답하고 있다.570)

  삶에 대한 직시. 허무함으로 고통당하는 삶에 대한 바른 시선은 결코 삶의 의미를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571) 쾌락이나 권력으로 도피하지 않고 존재의 삼

중고 앞에 바로 설 때에도 삶의 의미는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이 마지막까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야를 확보하도록, 갇힌 시선을 열어주는 안경을 쓰도록 도우는 

것이 입장전환의 방법이다. 

로고테라피는 의미를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의미를 <기술>할 수는 있다. 여기서 내가 말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것을 의미 있다는 것으로 체험할 때 이러한 체험에 어떤 기성 

해석 양식을 적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바를 기술함을 의미한

다. 요컨대 우리의 임무는 실제적 인생체험이라는 직접재료의 현상학적 연구에 호소하

는 것이다. 현상학적 방법으로 로고테라피는 의미와 가치의 견지에서 자기 환자의 시야

를, 말하자면 의미와 가치를 눈앞에 다가오게 함으로써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결국 

의식이 자람에 따라서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572)

  결국 심리치유의 효과는 개인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 로고테라피는 내담자와 

환자를 치료하기 보다는 신경증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집중한다. 

프랑클은 “환자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마

음의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유의 효과란 결국에는 

환자 자신의 개인적 선택에 달려 있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프랑클은 “인간이 곧 자유 자체입니다. 단순히 소유한 것은 언젠가는 잃을 수도 있

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와 합체되어 있기에 자유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인

간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그 결정 자체는 자유의지로 행해지는 겁니다.”라고 

강조한다. 숙명론이나 물리적 치료에만 매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자유를 지닌 인

간적인 치료법인 로고테라피는 중요한 보조치료책이라고 할 수 있다. 

569)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54. 

570)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24. 

571)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25.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161. 프랑클은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인생은 두렵지만 장엄하다고 말한다. “두렵습니다. 매순간 다음 순간을 위해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하찮은 것이든 가장 중대한 것이든 각각의 

결단은 ‘모든 영원을 위한’ 결단임을, 그래서 나는 매순간 하나의 가능성을, 그 한 순간의 가능성을 

실현하든 상실하든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두렵습니다. 개별적인 순간 하나하나는 실로 수천 가

지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하나의 가능성만을 선택해서 실현할 수 있지요. 그러

나 이로써 나는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저버린 셈이고 결코 존재하지 않도록 판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영원에 대해’ 그렇게 한 것이지요! 하지만 장엄합니다. 미래가 나 자신의 미래임을 아는 

것은 장엄한 일입니다. 내 주위의 사물과 사람들의 미래가 아직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쨌

든 매순간 나의 결단에 의존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장엄합니다.” 

572)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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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소크라테스적 대담

  프랑클은 또 다른 로고테라피로 소크라테스적 대담(Sokratischer Dialog)을 제시하

고 있다. 이것은 목적을 염두에 두는 질문이나 반대 질문을 통해서 환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자유를 의식하고 주어진 삶을 대한 조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찰하도록 돕는 

방법이다.573) 그는 소크라테스적 대담을 역설의도나 탈성찰과 같은 방법론으로 제시

하지는 않지만 내담자의 문제를 스스로 일깨우고, 입장조정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사

용하고 있다. 

  물론 로고테라피가 논증적 논변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프랑클은 대화과

정에서 내담자의 시선을 전환시키고 그를 일깨우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소크라

테스적 대담은 환자를 일깨우는 조산작업이다.574) 산파는 아이를 대신 낳을 수 없다. 

출산을 용이하게 하도록 돕는 기술이 산파술 이듯이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소크라테스적 대담이다. 

  프랑클에 따르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분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

적인 것의 구분,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의 구분, 책임져야 할 것과 책임이 필

요치 않는 것의 구분이다. 이러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은 높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의 풍족한 사회는 대중매체

들의 자극이 넘쳐흐르고, 우리 시대에는 여기저기 피임약이 굴러다닙니다. 이 모든 자

극의 홍수와 난장판 속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본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의미 있

는 것과 없는 것을, 책임져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

다.575)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대등한 입장에서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모든 의견이 동일하다면 대담은 무의미 한 것이다. 서로 동등하지만 견해가 다른 사

람들이 만나 생각을 열어가는 작업이 대화다. 대화에 임할 때 자신의 의견이 특정 관

점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잘못 될 수 있다는 겸허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타협

하고 조정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대담은 도리어 불신과 이견을 가중시킬 것이다.

  대화를 하기 전에 분명하게 정돈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입장이다.576) 물론 대화가운

573)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76.

574)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376.

575) Viktor E. Frankl, �심리의 발견�, 28-29.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20. “존재와 

의미간의 긴장은 근절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인간 안에 남아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그

러므로 정신적 행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의미 정위, 즉 의미에의 의

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의미와의 대결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첫째 문제는 <인

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즉 의미에서 정위에 관련된 것이고, 둘째 문제는 <인간은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이냐>, 즉 의미와의 대결에 관련된 것이다.”

576) 엄정식, �소크라테스, 인생에 답하다� (서울: 소울메이트, 2012), 222. 엄정식은 소크라테스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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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자신의 입장이 정돈되기도 한다. 먼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다듬

고 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을 정직하

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상대의 입장을 할 수 있는 한 선입견 없이 듣는 일이 필

요하다. 플라톤의 대화집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소크라테스다. 그의 �변명�이나 

�크리톤�, �파이돈� 등과 같은 그의 책에서 보듯이 그의 책은 대화록이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을 대화를 통해서 설득할 수 있고, 인식의 한계와 인간의 유한

한 조건을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산파는 아이를 직접 낳을 수는 

없다 하지만, 출산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산파술이라 불려

다. 프랑클에 따르면 우리는 소크라테스적 대담이라는 형식을 통해 내담자가 기존의 

입장을 전환하고 태도가치를 발견하도록 돕고, 역설지향이나 탈성찰으로 현실의 난관

을 초월하도록 도울 수 있다. 

  기독교가 계시를, 불교가 깨달음을 제시한다면,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진리를 파악하

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함으로 우리가 로고스(Logos), 

즉 이성과 논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자신을 둘러싼 현상의 구조를 보다 명징하

게 파악할 수 있고, 영혼의 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믿었다.577) 프랑클에 따르면 자

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지를 알게 하고,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관조할 수 있는 방법

은 대화이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고 우리가 답하는, 매순간의 의미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그 물음이란 

것은 시간에 따라서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요. 그 물음은 

매순간 개별적인 인간 각자에게 저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던져집니다.578)

  프랑클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를 통해 우리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더 가깝게 접근

할 수 있다. 대화는 철학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인간적인 치료방법이다. 우리가 무지 

속에 있을 때, 비록 강의나 교훈의 방식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파악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치료적 성격을 넘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신을 알라’고 할 때, 자신을 안다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의 욕구와 능력, 의무를 

안다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종류의 삼각형인지, 다시 말해서 그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욕구와 능력과 의무라는 변의 길이와 형태와 그 크기를 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것은 진정한 의미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해야 하는 것 

혹은 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알맞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삶이 자기를 

알고 그러한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이며, 영혼을 돌보는 삶인 동시에 바람직한 삶이다.”

577) 엄정식, �소크라테스, 인생에 답하다�, 85. 

578) Viktor E. Frankl,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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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논문에서 로고테라피를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Ⅱ장에서 프랑클 심리학의 

성립과정을 살피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핵심을 이루는 쾌락의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의 핵심인 자기실현의지, 즉 권력의지를 다루고, 플아

클과 의미에의 의지를 정돈했다. 

  Ⅲ장에서 도덕철학이 로고테라피에 끼친 영향을 논하면서 칸트의 도덕철학을 먼저 

논했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성이 수단화될 수 없다는 점과 목적

으로서의 삶이라는 의미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종교를 이해 할 때도 신의 존재가 도

덕실천을 위해 요청 되는 것처럼 종교가 삶의 의미에 가지는 역할을 긍정하고 있다. 

셸러의 가치철학은 칸트의 형식윤리학을 넘어서고자 함으로써 프랑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셸러의 철학적 인간론과 차원적 존재이해, 가치체계를 통해 다변화된 

의미들에 대한 충실한 의미의 내용들을 프랑클에게 제공했다.

  Ⅳ장에서는 로고테라피에 끼친 의지철학의 영향을 살폈다. 쇼펜하우어의 생의 맹목

적의지와 니체의 힘에의 의지철학과 로고테파리의 관계를 논했다. 이어 Ⅴ장에서 프

랑클의 의미철학을 정돈했다. 첫째, ‘의지의 자유’로 요약되는 철학적 인간론을‘ 논했

다. 차원적 존재론을 통해 인간은 육체와 심리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영적차원

까지를 포괄하는 존재를 드러내었다. 둘째, 삶의 의미’를 표현되는 세계관철학을 정리

했다. 마지막으로 ‘의미에의 의지’로 요약되는 심리치료를 다루었고, 로고테라피와 종

교 그리고 현대적 적용에 대해 논했다. 

  프랑클의 로고테라피는 이전의 주류 심리학인 비엔나 1, 2학파에서 간과하고 있는 

전인적인 인간성을 보충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는 쾌락에 기반을 둔 신경증

으로나, 권력과 자기실현의 좌절에서 보는 신경증만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다고 보았

다. 실존적 공허와 누제닉 신경증은 삶의 의미상실에서 생긴다고 여기는 로고테라피

는 이전의 심리정신과 치료를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그것 이상을 추구하는 보다 고차

원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로고테라피는 이전의 저차원을 포괄한다. 동물학적 차원

과 심리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동시에 그러한 저차원적인 접근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간현상을 논한다. 이전의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좀 더 고차원적 접근이다. 이

는 복잡다단한 세월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치료법이다.

  인간은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이다. 인간은 역경, 고통, 제약들로 인해서 좌절하

는 존재가 아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절망하게 되는데 그 대용물로 인간은 쾌락과 권력

과 같은 다른 것에 몰입한다. 로고테라피는 심리학적 차원을 넘어선 고차원적 접근으로 생물학

적‧심리적으로 매워지지 않는 인간실존의 문제에 대응한다. 로고테라피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통해 이전 심리학과 선명하게 구분했다. 로고테라피는 생물학적인 차원과 심리적 차원을 넘어

서 정신적‧영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철학적 인간학이다.

  정신과적 임상치료가 국내에 이미 정착되었고, 심리상담소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선 학교들에도 상담사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 심리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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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에 이런 변화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분열과 같은 중증 정신병을 겪

는 환자들에게는 기존 치료법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훨씬 대다수의 치열한 

경쟁과 성취의 요구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프랑클의 로고테라피는 정

신질환을 치료하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

  보조적이라는 표현은 치료되지 못한 일부를 메운다는 의미가 아니다. 로고테라피는 

철학적 인간학으로 전인적인 요소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

일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이다. 실존공허에 빠지는 일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들로 인한 신경증을 비정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고통과 역경 앞에 정

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선과 태도적 자유를 고양시킨다. 병실과 환자로 구획되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치료실 밖의 다수의 현대인들에게 긴요한 요법이다. 

  로고테라피의 방법론은 이미 이전부터 삶에서, 문학에서, 시에서 다루어져 왔다. 프

랑클은 인간에게 주어진 3대 비극을 고통과 죄, 죽음이라고 말한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태도적 가치를 설명하면서 �이반일리치의 죽음�을 인용하고 있고, 본인이 경험

한 내용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담아냈다. 한계상황 앞에서 태도적 가치

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다. 

  로고테라피를 통해 한 사람의 일대기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일도 시도되고 있다. 김 

진은 아산 정주영의 일대기를 로고테라피의 관점에서 풀어냈다.579) 더불어 조선의 대

표적인 실학자인 정약용의 삶도 로고테라피를 통해 분석했다.580) 서점가에 매워진 많

은 자서전들 가운데 행복성취나 자아실현의 성취물들이 대부분이다. 현대인들에게 더

욱 많이 필요한 것은 실존적 공허 속에서도 충만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자서전들이 아

닐까 싶다. 

  성취나 행복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추구하던 성공이 좌절될 수 있고, 얻고

자 했던 행복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현실상황에서 의미로 가득한 삶의 가치, 

태도적 가치까지 포함하는 작업들이 보태어져야 할 필요를 뜻한다. 

  로고테라피는 프로이트와 달리 종교를 긍정하는 심리치료법이다. 인간존재를 설명

하면서, 차원의 존재론을 통해 인간은 동물적이고 심리적 존재를 넘어서 있다고 밝혔

다. 자극과 반응에 묶인 결정되고, 예상되는 존재가 아니라 개인은 실존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다. 삶의 의미를 누려가는 일에 있어 프랑클은 종교를 긍정하고 있다. 로고테라

피와 종교의 관계 연구에 있어 확장하고 병행할 필요가 있다.

  로고테파리는 목회를 대신한다거나 보조하지 않는다. 프랑클은 종교와 로고테라피

를 구분하고 있으나, 인간 이해에 있어 ‘영적 차원의 존재론’을 통해서 인간이해에서 

579) 김 진, ｢희망과 치유의 철학-아산의 삶과 한국사회의 미래｣,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 (파주: 푸른숲, 2015), 301-410. 김 진은 아산의 삶을 블로흐의 희망철학과 프랑클의 로고테라

피, 칸트의 문화철학을 따라 세 가지부분으로 나누어 아산의 삶을 분석하고 있다. 특별히 로고테라피

를 통해 아산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실패, 경영자로서 경험했던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역설지향, 태도가치로써의 담담지심, 의미발견을 통해 김영덕 박사를 설득하는 작업

들을 로고테라피적 적용사례로 탁월하게 분석해 놓았다. 

580) 김 진, ｢나의 책 이야기: 철학과 독서하는 삶, 로고테라피와 다산 정약용을 중심으로｣ 2018. 5. 16.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개강좌 강의안｣. 정약용 뿐 아니라, �표해록�(漂海錄)의 최 부(1454-1504), 서

유구(1764-1845), 김정희(1786-1856)를 로고테라피적 시선으로 삶을 조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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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것만으로는 삶을 충일한 의미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신앙을 가진 이들은 프랑클의 표현대로 넉넉한 

의미를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종교가 담지하고 있는 의미를 충만하게 하는 신

과의 사귐과 신앙의 요소는 로고테라피와 함께 분석하고 영역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로고테라피가 목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상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적용할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로고테라피는 신앙이 없는 종교 밖에 현대인들에게도 더욱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실존공허에 시달리는 일은 청소년들에게서도 문제가 된 지는 오래

다. 치열한 학업의 과정에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에게 로고테라피는 경쟁 

속에 머무는 한계적 상황에서 태도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꿀 시선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되어가는 한국사회, 은퇴자들이 늘어가고 이전에는 없던 질병

들과 마주하고, 고독과 죽음의 그림자가 더 가깝게 다가서는 노년들에게 로고테라피

는 긴요한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마주한 학업경쟁과 연관된 로고

테라피기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 살인적인 취업전쟁에 시달리는 대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로고테라피적 치료기법도 요구된다. 군복무 중에 있는 장병

들을 위한 로고테라피 기법은 물론이고, 직장인과 중년의 위기상황들, 노년에 이르는 

보다 구체적인 로고테라피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독서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글쓰기 치료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로고테라피의 방법론이 녹아든 도서들이 선택되고, 읽어나가면서 자신

의 삶에 가득한 삶의 의미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로고테라피 방법론에 근거한 독

서교실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글쓰기에 있어서 자서전이되 삶의 성찰, 고

통의 문제, 즉 고통과 죄,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한계상황과 마주보게 하는 

일과 태도적 자유를 스스로 발견하고, 삶이 물어오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글쓰기 방법론들도 연구‧계발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진 교수에 의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특정 인물에 대한 로고테라피적 해석(예로, 

정주영, 정약용 등)은 영웅일변도의 전기물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을 담아 편찬하

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까지 번져 있는 실존적 공허를 넘어서게 하는 긴요한 치

료적 해석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인문고전과 양서들의 로고테라피적 관점

에서의 해설집들 또한 현대인들에게 엄존하는 고통과 죄,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

고 직시하게 하면서도, 삶을 긍정하고 의미 있게 하는 중요한 해석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클이 이미 인정한 것처럼, 심리치료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치료적 효과를 내는 

치료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증의 강박증과 함께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주변을 돌아

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제한되는 치료법이다. 더불어 프랑클이 말하는 의

미가 참된 의미인가 하는 것은 증명되지 못했다. 삶의 의미를 논하고, 의미를 통한 

인생을 치료해나가는 과정은 난해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쾌락의 동인 속에 살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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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동인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편할 수 있다. 실존주의에서 한계상

황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처럼, 인생의 한계와 죽음의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직시함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냄에 대해서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치료가 가능한 것인

가? 각자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프

랑클은 객관적으로 증명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로고테라피는 우리시대가 겪고 있는 

실존적 공허를 넘어서기 위한 긴요한 대안 중 하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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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ktor E. Frankl's

Philosophical Analysis of Logotherapy

(Lee Jong In)

  This research paper is a 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Logotherapy of 

Viktor E. Frankl. Precedent studies on the Logotherapy have scrutinized the 

psychological studies, yet the philosophical analysis has not earnestly been 

attempted. To philosophically analyze the Logotherapy of Viktor E. Frankl, 

three basic pillars described in his writings were noticed. Hence, his 

philosophical basis of Logotherapy was analyzed after classifying it into 

three basic principles: worldview philosophy which is claimed to be the 

meaning of life; philosophical anthropology which is summarized as the 

freedom of will; and psychology which is expressed as the will of meaning.

  The thoughts that had affected Frankl were examined to analyze Frankl’s 

philosophical basis of Logotherapy. Firstly, Freud’s psychoanalysis and 

Adler’s individual psychology were overviewed and analyzed how these are 

related to Frankl’s Logotherapy. Secondly, in terms of moral philosophy, 

Kant’s ethical formalism and Scheler’s material value-ethics were 

overviewed and analyzed how these are related to Frankl’s Logotherapy. 

Frankl has gone beyond the precedent psychological reductionism through 

Kant and Scheler’s philosophical anthropology. Thirdly, Schopenhauer and 

Nietzsche’s theory of the will was overviewed and relationship with the 

Logotherapy was analyzed.

  The philosophical analysis in regards to the Logotherapy is concluded as 

below. First, the Logotherapy is a philosophical anthropology. Human 

beings are physical and psychological beings, but are also spiritual beings. 

This is why human beings are not reducible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Human beings have the freedom of will so that they are free to determine 

their own attitudes even wi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terminants. 

Frankl has developed spiritual dimensions beyond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by receiving Scheler’s dimensional ontology.

  Second, the Logotherapy is a worldview. Human beings believe that they 

are fundamental of a world encompassing them. They refuse to face 

meaningless and absurd world and find a meaningful life. He has connected 

the meaning of life to three different values: value of creation, value of 

experience and value of attitude.

  Third, the Logotherapy is existential psychotherapy. Human beings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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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ultimate meanings. Human beings are not easily frustrated due to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such as hardships, sufferings or 

constraints. When human beings lose the meaning of life, they become 

frustrated and as alternatives, they are oriented towards pleasure or power. 

By approaching to a higher dimension beyond the psychological dimension, 

the Logotherapy deals with human beings facing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biologically and psychologically. Through the detailed 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Logotherapy, this study was clearly separated from the 

precedent psychological analysis. The Logotherapy is a philosophical 

anthropology which covers from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to 

mental and spiritual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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