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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과 인문 치유 :
그리스의 철인들과 스토아학파의 감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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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I. 머리말1
현대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인문학 치유를 사유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감성 혹은 감정 치유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인이 주로 느끼는 것으로 여겨지는 분노, 박탈감,
의기소침, 소외감, 좌절감 등은 주로 감정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감정적 고통을 해소하는 방식은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감정은 서양 고대로부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감정에 관한 학문이 오래전부터
발전되어온 서양의 경우를 보면, 고대로부터 자주 쓰여 온 “감정은 이성의 노예다”라는 수사(修辭)는
역사의 초기 단계부터 인간의 감정은 이성보다 크게 열등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짐작하게 하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감정에 관한 관심도 주로 철학자들이 이성을 논하는
도중에 생겨난 일종의 부산물이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이성에 대한 위협으로 철학과 철학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무엇으로 간주되었다.2
이러한 비유는 감정을 보는 두 철학적 관점이 출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첫째, 그로부터
감정이 이성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즉, 감정은 이성보다 더 원시적이고. 덜 지적이고, 더
위험함으로 이성에 의해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사고가 싹텄던 것이다. 둘째, 그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우리의 사고 속에 이성-감정의 구분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성과 감정을 마치 자연 속의 별개의 두 개체처럼, 또 갈등하고 적대하는 영혼의 두 국면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3

1 머
 리말은 다음 글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박우룡,「서양의 감성 인식의 지적 전통」 『서양사론』제102호(2009), pp. 321-57.
2 R
 obert C. Solomon, “The Philosophy of emotions,’ in Handbook of Emotions, Third Edn. Michael Lewis et al eds.
(New York: Guilford Press, 2008), p. 3.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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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감정을 통합하고, 하나를 다른 하나에 환원시키려고 노력했던 철학자들도 역시 그 차이와
이성의 우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고대의 플라톤에서 시작되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기능) - 이성, 욕망, 용기 - 로 나눴지만 이성이 영혼 전부를 지배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였다.4 이처럼 고대부터 인간을 정신-감정으로 구분하는 태도는 서양의 지적
전통에서 하나의 대세 혹은 고정관념으로 자리잡아 근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근대에 이런 경향을
계승한 철학자가 데카르트(Rene Descartes)였다.
감정을 학문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학자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이다. 그가 19세기 후반 한 학술지(Mind, 1884)에 “감정이란 무엇인가?(What
is an emotion?)”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감정은 비로소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글에서 제임스는
감정을 “느낌에 반드시 뒤따르는 생리적 반응”으로 정의했다.5 이 정의는 19세까지도 감정은 여전히
생리적인 측면이 더 지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인식은 현대 인문학 치유를 염두에 둘 때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감정이 단지 생리적 반응에 불과하고 인지적 혹은 성찰적 요소가 없는 것이라면 인문학
치유에서 감성 치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의 지적 전통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스토아학파를 지나 스피노자와 흄(David Hume)을 거쳐 19세기의
프로이드에 이르기까지 감정을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인지적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보려는
전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6
본 발표는 이러한 감정 인식을 토대로 감정이 인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감정 치유에
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는 관점을 제시하려는 한 시도이다. 서술의 차례는 우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관이 인지적 요소를 추구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이다. 각별히 다음
순서에서 18세기의 흄을 다루는 것은 감정에 관한 그의 이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관을 계승하여
고대와 중세의 부정적 감정관을 불식시키려는 사례이기 때문에 소개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가 감정적 욕망을 해소하는 방법을 비교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토아학파의 감정 치유를 종교, 철학, 심리 치료의 분야에서 계승하는 내용을 지적할 것이다.

1. 플라톤
감정에 관한 철학적 분석은 플라톤(Plato. 427~347 B.C.)에 의해 도입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 384~322 B.C.)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플라톤은 『국가론』(The Republic )에서 감정적

4 Simo Knuuttila, Emotions in Ancient and Medieval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7.
5 S
 olomon, What Is an Emotion?: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2nd ed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1.
6 필자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서양의 전통을 앞에 든 필자의「서양의 감성 인식의 지적 전통」(2009)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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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저서에서 플라톤은 좋은 사회와 선한 인간의 삶을
논하면서 인간의 영혼(the human soul)을 세 부분 - 이성(the reasoning), 용기(the spirited),
욕망(the appetitive) - 으로 나누었다.7 이성은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고, 욕망은 직접적인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 중간의 용기는 자신감과 자기 확신과 관련된 감정이 위치하는
곳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세 부분이 자동적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와
정반대로, 그는 각 요소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8
초기에 플라톤은 그의 대화편들에서, 특히 죽음의 의의와 영혼의 운명을 고찰한 『파이돈』(Phaedo)
에서, 이성 밖의 모든 욕망과 감정이 신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였다. 영혼신체의 이분법은 영혼의 불멸적인 이성적 기능과, 인간 신체의 한시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나누는
것이었다.9 플라톤은 신체의 욕망과 열정 속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요소도 발견하지 않았다. 그의
그러한 태도는 그의 초기 금욕주의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플라톤은 가능한 최대한
그것들을 초월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철학자로 이해되었던 것이다.10
그러나, 『국가론』과 그의 중기의 몇몇 다른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욕망과 감정을 영혼의 움직임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욕구와 감정을 대하는 플라톤의 태도는 앞의 『파이돈』에서 발견된 것과는 약간
다르다.11 욕망의 부분은 근본적인 생물학적 욕구와 충동을 포함하고, 그것들은 기계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은 동물들의 욕망과 유사하다. 동물적
욕망에 끌려 다니는 사람은 그의 신체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생겨나는 충동에 따라 이리저리로
흔들린다.12
그러나,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도, 플라톤은 욕망과 감정의 부분들이
전적으로 비인지적이라는 의미에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13 플라톤은 그것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가치평가적이며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여겼다. 플라톤은 성적 욕구, 갈증, 그리고 허기를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망으로
여기지만, 이러한 동물적 욕구만이 인간 욕망의 기능을 모두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14 비록
플라톤이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는 육욕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전적으로 비인지적이라는 의미에서 이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15 그것들은 자신들만의
표현들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평가적인 진술의 태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7
8
9
10
11
12
13
14
15

Plato, Republic, 4.435~441c: 9.580d~583a, Knuuttila, Emotions, p. 7.
Ibid.
Plato, Phaedo 66b-e, Knuuttila, Emotions in Ancient and Medieval Philosophy, p. 7.
Plato, Phaedo, 66e67a, in M.C Nussbaum,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Cambridge, 1986), pp.151~152; A. W, Price, Mental Conflict (London, 1995), pp. 36~40.
Knuuttila, Emotions, p. 7.
Plato, Republic 4.439b~d; 9.580d~581a, 586a~c., in Knuuttila, Emotions, pp. 7~8.
Knuuttila, Emotions, p. 9.
Plato, Republic. 4.437d; 9.580e.
Knuuttila, Emotions,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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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플라톤은 욕망에는 욕구의 측면만이 아니라 인지적 기능의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욕망은 그 욕구의 충족이 편안한 것인가 혹은 불편한 것인가를 의식하고, 그 충족에서 예측되는 쾌락과
고통을 토대로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16 부에 대한 욕구는 보다 인지적 측면에
속해있다.17
용기는 적극적인 자기 평가의 인지적 요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다. 용기의
행위는 욕망의 행위와 생리적 변화에서의 연관성을 공유한다. 용기에는 당연히 이성을 위해 봉사하는
위치가 주어지는 것이다.18 용기는, 칭찬, 명예, 자존심이 생겨나는 바탕으로, 이성이 지식을 얻고,
인간 존재의 본질과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에 관한 진정한 모습과 일치하도록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플라톤은 용기의 감정적 반응을 인지적인 것으로 취급한다.19
무질서한 영혼 속에서 발휘되는 용기는 과장된 공격성과 허세를 키운다.20 그러나, 용기의 감정적
반응은 욕망의 평가보다 이성의 평가에 더 근접하는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포르텐바우(W.W. Fortenbaugh)는 플라톤이 『국가론』을 집필하고 난 후 감정에 관한 그의 생각을
바꿨다는 주장을 했다.21 그 변화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철학적 토론을 하는 가운데『국가론』의
윤리적 정치적 문제 가운데 몇 가지가 감정적 반응에 관한 부적절한 분석을 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생겨났다.22 포르텐바우는 플라톤이 영혼을 삼분할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특히 감정을 심리학과
연결할 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플라톤 자신이, 어느 정도, 감정을 분류하는 기초로서 삼분법
모델의 한계를 의식한 징후가 있다.23 그는 『국가론』(4.443d)에서 세 부분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시가 불러내는 비통(distress)을 논하면서, 슬픔(sorrow), 연민(pity), 그리고
즐거움(Joy)과 같은 감정들을 논하면서, 플라톤은 단순히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 사이의
구별을 언급했다.24 그리고 후자는 까다롭고 복잡한 성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언급되었다.25 그래서,
욕망은 이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체적 충동들(기아, 목마름, 성적 욕구)과 관계될 때, 그것 역시
인지적 평가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Plato, Republic, 4.442a; 9.583e~584c.
Ibid, 9.581a.
Ibid, 4.440a~441a.
Knuuttila, Emotions, p. 8.
Plato, Republic, 4.441c~e; 9.581a~b; 586c~d.
W. W Fortenbaugh, Aristotle on Emotions: A Contribution to philosophical psychology, rhetoric, poetics, politics
and ethics (London: Gerald Duckworth, 1975, 2008), pp. 9~12, 23~25, 31~33.
Knuuttila, Emotions, p. 14.
Ibid., p. 12.
Knuuttila, Emotions, p. 5. 고대 그리스 시와 비극에 드러난 인간의 감정에 관한 논의들을 다룬 최근의 대표적 저술
들은 다음과 같다. D. L. Cairns, The Psychology and Ethics of Honour and Shame in Ancient Greek Literature
(Oxford: Carendon Press, 1993); B. Willams, Shame and Necessity (Berkeley, LA.,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M. W. Blundell, Helping Friends and Harming Enemies: A Study in Sophocles and Greek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lato, Republic, 10.603d-604b in A. W. Price, Mental Conflict (London: Routledge, 1995), pp. 68-9.
Knuuttila, Emotions,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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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텐바우는 플라톤이 감정을 특별한 차원의 인지적 현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26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더욱이, 플라톤은 감정적 반응과 이성적 성찰 사이의 차이를 인지적 활동의 두 양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감정은 신체적 감각과 본능적 충동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적 현상도 한편으로는, 계산과 성찰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감정과 고통스런 감정으로 분리된다고 보았다. 포르텐바우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국가론』을
쓴 이후 플라톤의 감정에 대한 태도는 감정의 긍정적 측면을 수용하면서, 또 그 인지적 경향을
주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27
2.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게서 감성에 관한 “구성요소적 분석(the idea of compositional
analysis)”을 배운 것은 분명하지만, 감정에 대한 두 사상가의 전반적인 태도는 달랐다.28 아리스토
텔레스는 플라톤을 따라 인간의 영혼을 합리적인 부분과 비합리적인 부분으로 나누면서도, 두 부분을
완벽하게 분리시키지는 않았다. 그가 감정의 합리적 혹은 인지적 요소들과 비합리적 혹은 물리적
요소들 사이를 너무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을 피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감정은, 비록 매우 복잡한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비합리적 것과 합리적인 것 둘 다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과 감성의 두 부분은 필연적으로 하나로 통일을 이룬다고 보았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전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는 아니며, 인간의 품성에는 결코 지워질
수 없고 혹은 무시될 수 없는 ‘감성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욕망에
완전하게 굴복하는 것은 짐승의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열정을 부정하고 금욕주의자로
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어리석고 불합리한 태도라고 생각했다.29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Rhetoric )에서 수많은 감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발생하는 감정을 구성하는 네 근본적 요소들 - 인지(cognition), 심리적 영향(psychic affect), 신체적
영향(bodily affect), 그리고 행동의 암시 혹은 충동(behavioral suggestion or impulse) - 사이를
구분하였다. 감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접근법에서 보이는 한 두드러진 특징은 감정들, 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유쾌한 혹은 불유쾌한 방식들에 관한 그의 관심이다.30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인간은 이성적이고 사회적 본성을 가졌으며, 그에
따라 훌륭한 인간의 삶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31 그는 사회제도와 현실 생활, 현실의 철학에서 논의되는 주제들과
연관된 매우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고, 그래서 감정의 인지적 내용과 동기를 제공하는 기능들을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32 사회적으로 배운 감정적 패러다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 교육 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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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플라톤의 관점의 변화에 관해서는 차후 다른 난을 통해 자세히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Knuuttila, Emotions, p. 24.
Marvin Perry, An Intellectual History of Modern Europe (Boston, 1993), p. 20.
Knuuttila, Emotions, p. 5.
Aristotle, Ethica Nicomachea, ed. I. Bywater, OCT (Oxford: Carendon Press, 1988), 1.7-9, 2.1-5.
Ibid.,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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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그 중심 문제는 어떻게 젊은이들을, 느낌과 감정의 습관이 좋은 생활에 기여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문화의 감정적 양식에 참여하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가의 문제였다.33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자신의 조건에 큰 변화를 가져와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 즐거움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그 사례들은 분노, 두려움, 연민 등이고 그 반대의 것들로 포함 된다”34고
정의하였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특정한 경험을 할 때 어떤 자의식적 사고를 통해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정에 도달하게 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상황에 대한 비합리적 혹은 통제 불능의 반응으로 취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우리는 감정은 때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만큼 자주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이러한 관점을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발전 시켰다. 그 안에서 그는
미덕(이를테면, 용기와 아량)을 대개 옳은 일을 느끼는 문제로 파악한다. 따라서 용기 있는 개인은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압도당하지도 않는다. 그는 또한 우리는 교육과
습관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타나는 많은 감정의 특징은 타인들의 행동에 대응하는 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분노는 공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도덕적 힘이고, 따라서 이성과
수사에 의해 길러지고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흥미로운 것이었다. 분노에 관한 분석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복합적인 감정관을 보여준다. 그가 분노를 말할 때 핵심적 요소로 삼는 것은
‘경멸(slight)’에 관한 관념이다. 경멸은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상대방에게
조롱(scorn), 악의(spite), 혹은 오만(insolence)으로 비쳐지는 것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경멸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촉발되는 상상의 과정을 거쳐 복수에 대한 욕망이 감정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고 보았다. 그의 감정관은 그 핵심에 물리적 복수라는 행동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노 분석은 그 인지적 요소의 부각,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에
관한 성찰, 행동으로 옮기려는 성향, 그리고 물리적 자극에 관한 인식 등 복합적인 것이 된다.35
분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에 있는 미덕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상황에 관해, 그리고 어떤 정도 혹은
어떤 강도의 분노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했다. 그는 용서가 하나의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미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덕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를 설명하는 가운데 두려움에 관해서도 길게 논의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성의 본질에
관해 자세한 분석을 시도했던 것은 그것이 윤리적 분석의 중요 부분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36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쾌락을 즐기는 것은 그것을 지각하는 것이다.37 즐거움은 지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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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uttila, Emotions, p. 25.
Aristotle, Rhetoric 1378e20~1380a4, in Jon D. Solomon, What Is an Emotions?, p. 6.
Knuuttila, Emotions, p. 5.
Ibid.
Aristotle, Rhetoric, 1370a27-8 in Knuuttila, Emotions,,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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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덕이 될 수 있으나, 단지 일부 경우에 한정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분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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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무엇을 기억하거나 혹은 기대하는 것은 쾌락을 느끼는데 충분하다.38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분석을 통해 감성은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무엇을 지각할 때는, 역시 지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각이 있다고 말한다.39
즉, 즐거움으로서의 쾌락이 인지적인 양상들이라면, 그것은 항상 의식적이라는 것이다.40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평가로 분석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41 만약 누가 다정한 태도로 당신에게
미소를 짓는다면 너는 그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그 웃음을 애정의 표현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감정은 우리의 관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의 관점에서의 사건에 대한 평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관 이후 평가(evaluation or
appraisal)는 감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로 널리 이해된다.
감정을 평가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20세기에 아놀드(Magda Arnold)와 개슨(J. A.
Gasson)에 의해 현대심리학에 도입되었다. 이들은 “모든 감정에는 지식, 평가, 판단이 앞선다”42고
말한다.

III. 근대의 긍정적 감정관 : 흄43
흄(David Hume, 1711~1776)은 계몽주의를 옹호하는 대표적 인물이었지만, 이성 그 자체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다. 그가 20대 말에 펴냈던 『인성론』(A Treatise of Human Nature ,
1739)은 비록 “출판되자마자 바로 사라져버린 책이 되었지만”44 이제는 인식론과 윤리학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저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저술에서 흄은 인간의 지식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일반적인 인과적 법칙, 사물의 지속성, 신의 존재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은
경험을 통해 참된 것으로 입증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진정한 지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믿음들은 단순히 관행과 습관의 산물이라는 것이었다.
흄은 또한 『인성론』에서 당시, 도덕적 지식은 이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었던 도덕철학자들과,
그것은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에 끼어들었다. 흄은 거기에서,
훗날 출간한 『도덕 원리에 관한 연구』(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1751)에서도
그랬듯이, 우리는 긍정과 부정의 어떤 감정들(그가 도덕 감정이라고 부르는)에 의해,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가에 관한 우리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주장했다.
흄은 특히 이성이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행위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조차도 회의를 나타냈다.

Ibid., 1370a30-1.
Aristotle, Ethica Nicomachea, 9.9. 1170a29-32.
Knuuttila, Emotions, p. 30.
Keith Oatley, Emotions (Oxford: Blackwell, 2004), p. 42.
M
 . B. Arnold and J. A. Gasson, “Feelings and emotions as dynamic factors in personality integration,” in M. B.
Arnold and J. A. Gasson eds., The Human person (New York: Ronald, 1954), p. 215.
43 이 부분의 내용은 필자의 글 「서양의 감성 인식의 지적 전통」 (2009)에 의존하여 작성한다.
44 Lamprecht,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p. 44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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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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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은 이성 대신 “우리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열정(Passions)”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그동안 이성에 비해 주변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감정은 유리학과 철학의 주변부로
추방되기보다는 그 중심에서 존중받고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45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철학에서 차지하는 감정의 열등한 위치에 도전하고 이성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46
흄은 이성이 어떤 사실문제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듯이, 또한 이성이 인간 행위의 어떤
궁극적 목적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47 그래서 흄의 윤리학적 입장은 매우 반이성적이다.
이성은 어떤 목적에 대한 수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다. 가령 이성은 운동이 건강에 좋고 또
건강이 우리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해 나가는 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게는 한다. 이성은 이런 종류의
유용성을 발견하며, 이런 방면에서 우리가 잘 행동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나 이성은, 무엇이
진정으로 좋으냐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줄 능력은 없다. 그러므로 이성이 제공할 수 있는 ‘영원하고
불변적인 도덕적 원칙’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48
흄은 모든 도덕적 실천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반적인 도덕 학설의 기초는 우리의 도덕적 정서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우리의 감정적 성질이 우리의 이성적 성질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한다. 결국, 흄은
“이성은 열정의 노예이며, 오직 그래야만 하며, 또 정열에 시중들며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직분도 절대로 가질 수 없다”49고 말했다. 흄의 이 표현은 이성 우위의 서구적 전통에 대한 하나의
우상파괴이자, 이성과 감성 간의 관계에서 감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표방한 최초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흄은 도덕 감정에 관한 그의 저술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50 이 주제는 그보다 앞서서 허치슨(Francis
Hutcheson, 1694~1746)이 개척한 주제였다, 허치슨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및 로크가 추구했던
여러 형태의 합리주의적 윤리학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사상가였다.51 그는 감정은 항상 대상에
‘관해(about)’ 혹은 대상을 ‘향해(toward)’ 느껴지는 것이라는 관념을 제시했으며, 감정을 일으키는 데

45 H
 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p,3. 흄은 그의 중요한 첫 번째 책의 중간 부분을 감정을 설명하는데 할애했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 때나 그 이후나 지식과 윤리학에 관해 쓰인 제 1부와 제 3부의 내용을 더 많이 읽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이 그 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고 알려진다.
46 Solomon, “The Philosophy of Emotions”, p. 7.
47 Lamprecht,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p. 470.
48 Ibid.
49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p. 3.
50 흄은 『인성론』 2권의 “Of the Passion”에서 그의 감정이론을 전개하였고, 1757년에는 같은 제목의 논물을 출간하였다.
51 Lamprecht,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p. 470.
52 S
 olomon, What Is an Emotion?, p. 44. 이른바 “intentionality”로 불리는 흄의 이러한 관념에 관해 브렌타노(Franz
Brentano, 1838~1917)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Solomon, “What Is an Emotion?,” pp. 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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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생각과 믿음이 행하는 역할에 관해 진지한 관심을 쏟았던 최초의 근대 철학자이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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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에게 있어서, 감정은 윤리학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한다.53 감정에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다. 자부심(pride)은 좋은 감정이다. 그 반대인 겸손 혹은 자기 비하(卑下 humility)는 나쁜
감정이다. 흄은 에든버러의 친구이자 동료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와 함께 그들이
칭한 ‘도덕 감성(moral sentiments)’의 중요성을 옹호했다. 그들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sympathy)’이라고 보았다.54 공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느끼고’ 그들의 불행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감정이다. 두 학자는 공감이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특징이며 이기심(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옹호했던)에 맞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흄은 공감이 사회와 도덕성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흄은 또한 뛰어난 통찰력과 중요한 시도를 통해 오랜 훗날에 가서야 만들어질 수 있을 감정의
이론들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55 데카르트의 발자취를 따라, 흄은 감정을 다양한 수준의
물리적 혹은 정신적 동요로 정의한다. 그가 보기에 감정은, 도덕 감정과 같은 “평온한” 감정과, 분노와
사랑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두 측면이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단순하고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론은 감정의 구성적인 “부분들”에 관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56 오히려, 그는 감정이론의
과제는 감정의 원인들과 감정과 연관된 어떤 다른 조건들을 열거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흄은 감정을 두 일반적인 범주 -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로 분류한다.
즐거움, 비애, 그리고 희망은 직접적인 감정들이다. 그것들은 단순히 즐거움 혹은 고통의 느낌에 의해
주어진다. 예상치 않은 선물을 받는 일은 우리에게 만족감(pleasure)을 주고 또 이 만족은 정신적으로
깊은 기쁨(joy)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사랑, 증오, 그리고 자부심과 같은 간접적 감정들은, 만족
혹은 고통에다가 대상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어떤 믿음을 더한 것에 의해 발생된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과 인과적인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자부심에는 항상 자의식(집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등)이 따라다닌 다는 것이다. 흄이 감정 이론에 가장 기여한 것은 이러한 간접 감정에 관한 분석이다.
그러므로, 흄이 볼 때, 감정은 인간 정신의 장애물이나 찌꺼기의 일부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사회적 실존과 도덕성의 정수 그 자체인 것이다.57 따라서 흄은 우리는 감정을 이성에 비우호적인
것으로 대립시켜 볼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성과 함께 찬양되고 옹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믿었다.58 흄의 철학은 라이프니쯔(G. W. Leibniz) (뉴우튼의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그
속에 개인적이고, 관념적이고, 목적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던 철학자)의 사상과 함께
칸트철학의 기반이 되었다.

53
54
55
56
57
58

Solomon, “The Philosophy of Emotions”, p. 8.
Ibid.
Solomon, “The Philosophy of Emotions”, p. 7.
Solomon, “What Is an Emotion?”, p. 45.
Ibid, p.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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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대의 감정 치유법 :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
1. 에피쿠로스학파
에피쿠로스학파(epicureans)59와 스토아학파(Stoics)60는 인간의 감정은 모두가 매우 골치 아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성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을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Stoics)보다 조금 앞서 2300년 전에 시작되었다. 이 학파를 창시한
에피쿠로스는 대다수 인간이 연연해하는 것들 - 돈, 명성, 권력, 빼어난 이성과의 성관계, 영생 - 은
실제로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로 여겼다. 그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에피쿠로스학파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들을 감정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격한 감정은 너무 쉽게 우리를 비이성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는 명성이나 재물 등 부질없는 것들로부터 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해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럴 때 철학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medicine for the soul)가
되는 것이다. 철학의 목적은 탐욕, 색욕, 분노, 시기와 같은 감정으로부터 인간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 열쇠는 욕망(관심사, 목적, 열망)이다. 감정은 그러한 욕망들이 채워지거나 좌절될 때
생기는 것이다.61
에피쿠로스는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에 근거한 흥미로운 구별을 하였다. 그는 음식, 음료,
그리고 성과 같이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완벽하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명예나 권력 같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필수적인 것도 아닌 것들에는 마음을 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학파가 추천하는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으뜸가는
방법은 부자연스럽고 필수적이지 않거나, 혹은 근심을 자아내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자연스럽고 전혀
걱정을 만들어내지 않는 욕망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었다.62
에피쿠로스학파가 설파한 인간의 최고선은 전적으로 정신적 혹은 육체적 고통이 없는 삶이다.

59 그
 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Epicurus, 341-271 B.C.)에 의해 설립되었다. 에피쿠로스학파는 The Garden으로 불리게 된
아테네 밖의 장소에 살았던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의 공동체로 시작되었다(Oatley, Emotions, 41). 이 학파는 유일한
선이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는 신념과 연결되어 있다. 에피쿠로스는 감각적 즐거움만이 아니라 “이 쾌락이란 어떤 사람들
이. . . 우리가 그러리라고 생각하듯이, 방탕한 것, 재미를 보는 것에서 얻는 쾌락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동요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즐거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 거대한 혼동으로 영혼을 괴롭히는 의견들을 떨쳐버리는 온건
한 추론인 것이다.”고 정의했다Anthony Gottlieb, The Dream of Reason, 292). 김양순, “고대 그리스 로마의 휴머니즘
-윤리학과 교육철학을 중심으로,”『서양의 고전 중세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발생 및 이념 연구를 통해 본 인문학의 새 방
향』(불과구름, 2003), 23쪽에서 재인용.
60 스
 토아학파는 Citium의 제논(Zeno)이 기원전 300년경에 창시했다. 그 다음 지도자는 Cleanthes로 그의 계승자는 크뤼
시포스(Chrysippus, 280-206 B.C.)이며 그는 Panaetius, Posidonius 등과 함께 중기 스토아학파로 불린다. 후기 스
토아 학파는 세네카(Seneca), 에픽테투스(Epictetus),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등이다(Knuuttila,
Emotions, p. 47).
61 Oatley, Emotions, p. 44
62 Ibid.,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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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절제의 미덕과 아주 유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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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삶의 과정에서 불만족을 제압하는 만족의 안정된 균형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학파의 유일한 덕은 가능한 여러 즐거움 가운데서 어떻게
쾌락을 최대화시키고 고통을 최소화시키는가를 결정 평가할 수 있는 신중한 분별력이다.63
이런 맥락에서 에피쿠로스주의는 고통의 치유책이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자 하는
철학으로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적 사유에 비해 보다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정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에피쿠로스주의의 목표는 영혼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64
2. 스토아학파65
스토아학파는 에피쿠로스학파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 이 학파의 사유방식은 그리스에서
출발하여 로마로 이어지면서 약 600년간 지속되었다. 그리스 스토아학파의 선도적 철학자는
크뤼시포스(Chrisippus)였다. 로마의 저명한 스토아학파 가운데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뿐만
아니라, 극작가이자 거부였던 세네카(Seneca), 노예출신의 에픽테투스(Epictetus)가 있다.
로마의 스토아학파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확장시켰다.
그러나 감정에 관한 스토아주의적 설명이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과 비교하여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스토아학파가 윤리학을 토론하는 데 감정에 관한 토론을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66 그들은 감정은 인지,
충동과 행태를 포함하는 복합적 상태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일으키는 인지적 과정들이
도덕적으로 파괴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67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을 좋은 삶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
반면, 스토아학파는 그것은 개념적 오류이며,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했다.68
스토아학파의 세네카(Seneca)와 크뤼시포스(Chrysippus)는 2천 년 전에 감성에 관한 높은
수준의 인지적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들이 보는 감성은, 한 마디로, 세계 안에서 개인의 위치에 관한
판단이었다.69 그들은 감정을, “현재의 상황과 그에 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가에 관해 판단을
내리거나 혹은 생각을 굳히는 주체에 의해 생겨나는, 위급 상황의 행동에 대해 행동하거나 계획을
세우려는 인지적으로 이루어진 충동”70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두려움(fear)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으면 그에 대해 빨리 어떤 대응을 해야만 한다는 주체의 부정적 판단으로부터 초래되어,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싸워 헤쳐 나가려는 충동으로 여겨졌다.71

63 김양순, “고대 그리스 로마의 휴머니즘,” p. 24.
64 같은 글.
65 본
 장에서 다뤄야 할 키케로의 ‘스토아학파의 감정 치유의 방법론 해석’에 관한 내용은 발표시간과 지면 제약상 다루지 않
고 정식 논문 작성시에 추가할 것이다.
66 Lyons, “The Philosophy of Cognition and Emotion”, p. 24.
67 Ibid.
68 Solomon, “The Philosophy of Emotions”, p. 5.
69 Ibid.
70 Lyons, “The Philosophy of Cognition and Emotions”, p. 24.
7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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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스토아학파 두드러진 인물이었던 세네카는 분노도 인지적인 측면에서 해석했다. 72
세네카에게 있어서 폭력에 대한 충동은 상처 혹은 모욕을 인식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비록 이성이 반드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의 자극
역시 이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73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세네카 역시, 분노의 목표는
통상 모욕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기술하면서, 행위의 동기 부여(motivation)라는 관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세네카는 모욕에 대해 복수하려는 욕망과 가학적 공격성(잔인한 사람들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을 구분하였다.74 세네카는 쉽게 폭력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상처를 입는다고 하였다. 세네카는
역시 분노하는 가운데서도 보복의 충동을 억제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그러한 노력은
분노가 폭력으로 치닫는 것을 다스리는 가장 믿을만한 방법이라고 보았다.75
에피쿠로스학파와 같이, 스토아학파도 감정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스토아학파도
역시 감정의 작동에 열쇠가 되는 것이 욕망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두 학파의 입장은
달라졌다. 에피쿠로스학파가 부질없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림으로써 그 방법을 찾았던데
반해,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자신을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분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76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열정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감정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성으로부터 열정을 배척하는 것은 최소한 그것이 어떤 불편함, 어느 정도의 압박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였다.77 스토아학파는 진정한 어려움은 욕망과 함께 온다고
파악했다. 즉, 너무 많은 돈을 탐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권력욕은 상대방이 그릇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고, 성욕을 강하게 탐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욕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욕망들은 그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78

72 1980년대 인지-감성 논쟁 기간 동안 주목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한스 토치(Hans Toch)가 미국 심리학 잡지에 세네
카의 분노와 폭력에 관한 관점을 소개한 글이다. 토치는 오랫동안 분노와 그 억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인지-감성 논쟁
의 일부로서 세네카의 분노에 관한 접근을 간결하지만 유익한 설명을 했다(H. Toch, Violent Men, Chicago, 1969, “The
management of hostile aggression: Seneca as applied social psychologist”, American Philosophy of Emotions 38,
pp. 1022~1025).
73 Solomon, “The Philosophy of Emotions”, p. 6.
74 Ibid.
75 Lazarus, “The Cognition-Emotion Debate”, p. 6.
76 P
 . Jones, An Intelligent person’s guide to the classics (London: Duckworth, 1999); M. C. Nussbaum, The therapy
of desire: Theory and practice in Hellenistic eth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R. Sorabji,
Emotion and peace of mind: From Stoic agitation to Christian temp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77 M
 arcus Aurelius (c. 173), Mediations (M. Staniforth, trans.), (London: Penguin), p. 47 in Oatley, Emotions, pp.
47-8.
78 Knuuttila, Emotion,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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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움직임이 있다고 보았다. 우선, 훗날 찰스 다윈이 표현하는 것처럼, 뱀을 피하는 반사작용처럼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있다. 크뤼시포스는 이것을 첫 번째 움직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동작은
당연히 역시 정신적인 요소 - 두려움(fear) - 를 가진다. 누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소음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경계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움직임들은
보다 더 고려된다. 그것은 첫 번째 움직임이 주는 동요에 대해 그것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로 이루어진다. 크뤼시포스는 두 번째 움직임이 진짜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을 가지고 당사자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스토아학파에게 어떠한
외부적인 것들도 중요하지 않다. 그릇된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당사자는 두 번째 운동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동의하고 욕구를 신중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79
스토아학파가 볼 때 만약 감정은 우리가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린다면, 우리가 그 감정들을
가치 없는 것들에서 파생된 것으로 평가할 때, 우리는 질투, 분노, 실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초연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적절하게
평가하기만 한다면, 그것들은 항구적이고 가치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공허하고 덧없는 것들이 될
것이다. 스토아학파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능력은, 그들이 신성하다고 여기는, 개인의 정신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감정은 어떤 욕구, 즉 어떤 행동의 과정을 긴급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문제는 단순히 긴급한 것들로부터 중요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그들 두 번째
움직임들에 자신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항구적이고 가치 있는 욕구인가? 스토아학파의 해답은 오직 미덕, 합리성, 그리고
친절함을 지닌 성품이다.80

V. 스토아학파의 계승
1. 종교
초연한 정신상태에 도달하는 것에 관한 많은 논의가 스토아학파에서 두드러지지만, 스토아학파가
이루어낸 태도는 불교에 근접하는 것이다.81 불교에서 우리는 득도에 성공하거나 혹은 열반의 경지에
오르거나, 혹은 시간 속에서 어떤 불변성에 이르게 되는 자아에 대한 관념은 하나의 환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스토아주의의 경우에서와 같이, 특정 사고방식을 이루어내 관행과 시도들이 존재한다.
이 방식 안에서 감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감정들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스토아학파의 생각은, 현세에서 선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미덕을 길러야 되며, 그리고 난 후에
다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세 영향력 있는 유일신교(유대교,

79 Oatley, Emotions, p. 48.
80 Ibid. p. 49.
81 Oatley, Emotions,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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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종교적 관행에 의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하나로, 만약
우리가 신(God)을 숭배하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덜 중요한 문제들은 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고대 스토아학파들이 일소하려고 노력했던 나쁜 감정이 죄로 변질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82 에바그리우스(Evagrius)는 크뤼시포스의 첫 움직임들과 같은
8가지 나쁜 생각을 들었다. 즉, 폭식(gluttony), 간음(fornication), 탐욕(avarice), 비탄(distress),
분노(anger), 침울(depression), 허영(vanity), 그리고 자만(pride)에 관한 생각들이 그것들이었다.
더 뒤에 와서 가톨릭교회는 앞의 8가지보다 더 공감을 얻는 죄의 수를 정했다. 그 치명적 죄의
수는 7가지가 되었다. 폭식, 색욕, 탐욕, 시기, 분노, 게으름(sloth), 그리고 자만이 그것들이었다.
이 모든 것은 감정이거나, 혹은 감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83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위험과
죄는, 크뤼시포스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두 번째 움직임으로 여기는 것 안에서, 인간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에 탐닉할 때, 생기는 것이다.84
2. 스피노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12세기가 지난 후에 등장한 두 위대한 합리주의의 철학자는 네덜란드의
데카르트(Rene Descartes)와 스피노자(Baruch Spinoza)였다. 두 학자는 감정에 관한 책을
저술하였다. 데카르트는 그의 『영혼의 열정』(Passions of the soul )에서 뇌에 관한 과학적 분석의
기초를 놓는 방식으로 감정을 분석했다. 스피노자는 『윤리학』(The Ethics )85에서 독자들이 감정의
의미와 우주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가지고 감정을 분석했다.
스피노자는 감정들 속에서 고대의 스토아학파가 발견한 것과 동일한 역설들 가운데 몇 가지를
알아봤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감정에 더욱 종속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글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의 제목이
“인간 굴레에 관해서(On human bondage)”였다.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주는 신의 정신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러한
점이라기보다는 그 일부인 것이며, 더욱이 한 거대한 옷의 주름들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됨에 따라,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의 원 동작자들이고 사물을 지배하려고 발버둥치며,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한다는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스피노자가 말하는 능동적 감정(active

이러한 변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문헌을 참조. R. Sorabji, Emotion and peace of mind.
Oatley, Emotions, p. 50.
Ibid.
B
 . Spinoza, On the Improvement of the understanding, The Ethics, and correspondence (R. H. M. Elwes,
Trans.) (New York Dover, Modern edition 1955).
86 Ibid.
82
83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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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s)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감정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한 사랑과 타인들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감정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욕구가 반드시 채워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반대하여 투쟁한다면, 우리는 스피노자가 말한 수동적 감정(passive emotions)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혼란된 관념에 토대한 비통함, 질투, 분개의 감정에 사로잡힌다.87 예컨대, 스피노자에게 다음
두 가지 정의가 있다.
정의 7. 증오(hatred)는 외적 원인을 생각하는데 수반되는 고통(pain)이다.88
정의 23. 질투(Envy)는, 그것이 사람을 타인의 행운에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타인의 악운을
즐거워하도록 이끌어주는 한에서, 증오(hatred)이다.89
스피노자가 증오의 외부적 원인에 관한 생각을 지적할 때, 그의 의도는 우리가 우리자신이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는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데 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것은
혼란스러운 생각이지만, 굴레 속에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그 생각을 재평가하도록 권유한다.
평가로서의 감정이라는 관념에 대한 그의 극적인 반전은,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그 속에 가둬두고 있는 굴레로부터 해방되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생각은,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데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프로이드(S. Freud)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현실적 심리치료에
핵심이 된 생각이다.90
3. 심리 치료
잠재적으로 파괴적 잠재력을 가진 인간의 감정과 관련하여 고대의 관점에서 얻은 현대의
유산은 심리 치료이다. 심리 치료는 19세기 말 비엔나에서 프로이드에 의해 시작되어 20세기 초에
와서는 수 백, 수 천의 유사한 치료법으로 확산되었다. 고대 에피쿠로스학파와 같이 프로이드의
심리분석(psychoanalysis) 치료법은 우리의 욕망들 가운데 어떤 것은 무의식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토대로 하였다. 프로이드가 보는 인간의 첫 번째 욕구는 성(sex)에 관한 욕구이다. 그는 성이 모든
창조성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상반되는 두 번째 욕구는 공격성(aggression)이고 그것은 파괴적인 욕구이다. 심리분석
치료법의 핵심 관념은 비록 그것들이 무의식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욕구들은 우리의 행위에 폭넓게 영향을 끼친다. 이것들이 무의식의 차원에 머물러있는 동안, 그들이

87
88
89
90

Oatley, Emotions, pp. 51-2.
Spinoza, The Ethics, p. 176.
Ibid., p. 178.
Oatley, Emotions,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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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영향은 우리가 그것들에 관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즉, 그것들은 우리의 능력 밖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프로이드의 해답은 우리 자신 속에서
이러한 욕망들을 발굴해서, 표면에 드러내, 그것들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91 이러한 고고학적인
수사는 프로이드가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였다. 일단 사람들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의지들을
의식으로 가져오면, 그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에 대한 감정의 폭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92
팀 벡(Tim Beck)이 심리분석의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을 때 깨달았던 것은 환자들이 가졌던 수많은
생각들은 (프로이드에 따르면, 그러한 생각들은, 치료받는 동안, 치료사들이 그것들의 무의식적
기원을 연상함으로써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크게 말해져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주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들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에서 맴돌고 있었다.
치료기간 동안, 크게 말하기에 그것들은 너무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나, 혹은 너무 난처하게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벡이 보기에 진짜 범인은 이러한 생각들(크뤼시포스의 첫 움직임들,
혹은 자동적인 생각들)이었다. 이것들이 불안, 침울, 그리고 나쁜 기분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력으로부터 벡은 인지적 행동 치료법(cognitive behavior therapy)을 개발하였다.93

VI. 맺는 말
키케로는 에피쿠로스학파가 추구하는 생활방식이 나약하고 비겁한 것이라고 여겼다. 결과적으로,
키케로는 에피쿠로스학파의 정신치료에서 어떤 긍정적인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키케로는 생각을
멀리하고(avocatio ), 주의를 다른 일들로 돌린다(revocatio )는 생각 그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과거와 미래의 쾌락들을 생각하라는 에피쿠로스학파의 조언은 극심한 고통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비효율적이고 영혼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94
현대인의 고통을 인문학적으로 치유하는데 있어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철학은 상처받은 ‘영혼의
치료제(medicine for soul)’가 될 수 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학파의 철학과 근대의
스피노자와 흄의 사상을 계승하여 현대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치유하는 철학적 방법을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의 사회질서는 ‘승자독식’의 냉혹한 현실을
다수 인류가 겪게 만들었다. 빈부양극화의 한계상황 속에서 ‘하위계급(an underclass)’ 혹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된 비정한 현실에서 많은 인류는 박탈감과 소외감의 고통을 느끼면서 생존하기

91 이
 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저술을 참조. Sigmund Freud, The Origins of Psychoanalysis: Letters to Wilhelm
Fliess 1887-1902, M. Bonaparte et al eds. (New York: Basic Books, 1954).
92 Oatley, Emotions, p. 53.
93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두 문헌을 참조. A. T. Beck et al,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1979); S. D. Hollen et al,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depression” in Handbook of depression I. H. Gotlib
et al eds. (New York: Gilford, 2002), pp. 383-403.
94 Knuuttila, Emotions, p. 74. 앞에 언급한 바가 같이 키케로의 이론은 별개의 논문을 통해 정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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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하려는 것은 그 한 치유의 방법으로서 두드러진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선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는 일이다. 소수의 인류가 자신의 탐욕을 버리면 다수 인류가 공존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것이 의식적이건 아니면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는 것이건,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의 실체를 직시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감정의 폭정’ 혹은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계기를 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각자가,
주변의 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감(sympathy)’95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달래주려는 자애로운 감성을 가지는 일은, 자신의 마음의 평정과 행복을 얻는 것에 더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다수 인류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할 것이다.

95 ‘공감’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박우룡,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도덕 철학 : 애덤 스미스의 ‘공감’과 ‘공정한 관객’」, 제
1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1), pp. 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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