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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ilosophy of Limits: Between
Mathematics and Philosophy

한계의 철학 : 수학과 철학 사이

Park Chang Kyun 박창균

This essay aims to suggest roughly the “philosophy of limits.” The limits mainly re-
fer to those of human experiences and rational thoughts. The philosophy of limits
consist of three theses and two consequences(L, M).

(1) The limits are necessarily supervenient in the course of searching knowledge.
(2) The limits cannot be dissipated ultimately.
(3) To recognize the limits is not only an intellectual recognition but also a be-

ginning of whole personality’s reaction.
(L) It is a rational decision to accept the limits and leave the margins (yeoback/ye-

oheuck) rather than to try to remove them.
(M) To leave the margins (yeoback/yeoheuck) is characteristic of being human,

and enables one to harmoniously communicate with others.
To justify the philosophy of limits, this essay examine the limits discussed in

mathematics and philosophy: set theory, Godel’s Incompleteness Theorem, Galois
Theorem in mathematics; and Hume, Kant, Kierkegaard, and Wittgenstein in phi-
losophy. I try to interpret consciousness of limits in various cultures. I claim that
consciousness of the limits contribute to lucidity of human identity, communica-
tion between persons, stimulation of creative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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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한계”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1)이다. 세계에는 많은 종류의 한계가 존재한다. 세계 내 존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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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역시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프리스트는 그의 저서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에서 “칸트 이전 시대의 사고의 한계”와 “칸트와 헤겔에서의 사고의

한계”, “한계와 자기 지시적 역설”, “언어와 그것의 한계” 등을 주제로 반복, 인식, 개념 (정의),

표현의 한계 등을 다룬다.2) 이 글은 그의 논의를 따르지는 않지만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한계가

가지는 실천적 함축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것은 주로 인간의 인식 (또는 지식)과 관

련된 한계이다. 그러나 인간은 총체적으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관점에서도 한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인식의 한계와 한계에 대한 인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전자는 경험적

측면이나 이성의 기능상 한계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 후자 즉 한계에 대한 인식 (이하

‘한계인식’과 병행)은 한계 자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하여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한계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이해는 인간을 단순히 물질의 일부로만 보는 현대 인간관에 문제를 제기한다.

한계인식은 단순히 지적인 판단만이 아니다. 그것은 소위 인격의 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

정·의 모두와 관련된다. 사람은 한계를 알고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감하고 관용

하는 의지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본원적으로 한계인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간을 단순히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가진 일종의 기계로만 보려는 물리주의적

태도는 더 복잡한 설명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문학이 인간에 관한 학문이라고 폭넓게

정의한다면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인문학의 진정한 위기는 본질적으로 인간 정체성의 위기인데

한계의식은 이에 대한 하나의 논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한계인식은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고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오늘날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분쟁은 본질적으로 한계인식의 부재내지 희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경쟁이 극심하여 자신에게 속한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계의 침범이 일상화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은 반드시 타인과 다른

집단에 피해를 주게 되고 갈등을 유발시킨다. 원활한 소통은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으로 한계의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계의식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창의성을 진작시키는 데에도 필요하다. 자

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다른 것이 생겨나기 어렵다.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지만 만약 창의성을 서로 다른 것에서 같은 것을 찾아내고 같아 보이는

2) Priest, Graham, Beyond the Limits of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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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이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한계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를 짓는

작업으로서의 한계인식은 경계선 위에서 역동적이고 다면적 사고를 촉발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인간의 정체성의 확립, 사람들 간의 원활한 소통, 창의적 사고의 진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의식이 기여함을 언급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한계인식을 성립시

키는 근거를 수학과 철학을 오가며 찾아보려고 한다. 그런 후 한계인식에 관한 하나의 입장 즉

‘한계의 철학’을 거칠게나마 제시하려 한다. 즉 본고는 한계를 수학과 철학의 공통주제로 삼고

논의한 후에 이에 대한 인식이 ‘여백/여흑’을 두어야함을 함의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한계의 관점에서 수학에서는 집합론, 괴델의 불완전성정리와 갈루아 정리 등을, 철학에서 흄,

칸트, 키에르케고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간단히 살펴본다.

2 수학에서의한계

한계라는 관점에서 수학에 접근한다면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수학이라는

지식 자체를 문제로 삼아 한계를 논의하는 경우인데 여기에서는 수학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수학 스스로 그 내용상 어떤 한계를 밝혀주는 것으로

집합론에서의 역설이나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갈루아 정리에서와 같이 수학의 개념이나 정리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이다.

수학 지식 자체를 문제로 삼는 분야를 흔히 수학철학이라고 한다. 초수학, 메타수학 등 여러

다른 이름이 있지만 가장 포괄적으로 명명한다면 수학철학이다. 20세기 초 수학의 기초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을 때 수학의 토대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학파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학파는 그 안에서 세분되기도 했지만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라는 세 학파로 대별되었다.

논리주의자들은 수학을 논리로 환원시켜서 수학의 토대를 논리에 두려고 했으나 수학의 공리

중 환원의 공리나 무한의 공리 등 일부의 공리들을 논리로 환원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고,

직관주의자들은 근본적이고 확실한 직관이 무엇인가에 따라 나뉘기도 하지만 배중률의 제한적

사용으로 수학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한계를 노정했다. 힐베르트의 형식주의는 사실상 주류의

수학자들이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수학의 무모순성을 보임으로써 수학에 도래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힐베르트가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실수체계의 무모순성이

기하학의 무모순성을 함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인데 그는 당시 집합론의 역설이 등장함에 따라

실수체계 보다 넓은 수학의 무모순성을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힐베르트를 비롯한 형식주의자들의 노력은 괴델의 불완전성정리 특히 제2 불완전성정리에

의해 한계가 드러났고 동력을 잃게 되었다. 사실상 수학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이후 수학철학은 침체기를 거쳐 수학의 경험적인 성격이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는

등 매우 과격하고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확실성의 토대가 상실된 이후

수학의 근거를 수학 밖에 두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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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어바인 소재 캘리포니아대학에서는 수학자, 수학사학자, 수학철학자 등이 모여

수학적으로 심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워크숍이 열렸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에 따라

거론된 수학적 사례들은 매우 다양했지만 정리로는 괴델의 불완전성정리가 심오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했고, 심오한 수학적 이론으로서 갈루아 정리도 언급되었다. 그런데 이 두 정리

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한계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심오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괴델의 불완전성정리나 갈루아정리처럼

정리의 내용이 어떤 한계를 함축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괴델의 불완전성정리는 두 가지 정리로 이루어졌는데 두 정리가 의미하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일정한 전제 조건이 성립되는 수리논리체계에는 참이지만 증명이 되지 않는 수

학적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참인 명제가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한 전제 조건이 성립되는 체계는 자연수의 산술을 기술할 수 있는 정도를 포함하

는 무모순인 논리체계이고 그 체계 내 공리들의 기계적 판별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면 첫째

불완전성정리는 수학의 형식체계가 모순이 없다면, 그 체계로부터 증명도 반증도 되지 않는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 불완전성정리도 같은 조건에서 수학의 무모순성은

자신의 체계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ZFC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 1 불완전성 정리 : 만일 ZFC가 모순이 없다면, ZFC에는 p와 ㄱp 모두 ZFC

에서 증명되지 않는 어떤 명제 p가 반드시 존재한다. 즉 ZFC는 불완전하다.

제 2 불완전성 정리 : 만일 ZFC가 모순이 없다면, ‘ZFC가 모순이 없다’는 명제는

ZFC에서 증명되지 않는다. 즉 ZFC ⊬ Con(ZFC).

대부분의 수학이 집합론에 기초해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괴델의 불완전성정리는 사실상

수학의 무모순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로 말미암아

20세기 초 수학의 기초를 제시한 학파들 간의 논쟁에서 가장 유력한 수학철학적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는 형식주의의 기획에 치명타를 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계를 밝혀준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일반적인 5차 이상의 방정식에 대한 근의 공식이

불가능하다는 방정식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원래 이 문제는 그 해법을 찾으려는 17, 18세기의

수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지 못하였는데 라그랑주의 작업을 발전시켜 노르웨

이의 수학자 아벨이 일반적인 5차 이상의 방정식의 대수적 해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갈루아이다. 갈루아 정리는 방정식론과 체론의

문제를 군론으로 전환시켜 5차 이상의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였는데,

갈루아 이론은 자와 컴퍼스로 임의의 각을 삼등분하는 문제와 한 정육면체의 체적의 두 배인

정육면체를 구하는 소위 입방배적의 문제 등이 작도불가능하다는 것도 명쾌하게 해명했다.

괴델의 불완전성정리나 갈루아이론은 어떤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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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구별된다. 물론 둘 다 수학의 난제를 해결했지만 불완전성정리는 수학적 체계 자체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형식체계에 실질적 한계를 보여준 데

반해 갈루아 이론은 수학의 난제가 겉으로는 부정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오히려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언급된 한계가 정리/이론에

의해 초수학적 함축을 가진 한계인가 아니면 수학 안에서의 한계인가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자는 초수학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수학 내에서의 한계를 이야기하기에

각각 부정적인 인상과 긍정적 느낌을 주는 것이다. 수학 내에서의 한계는 수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결이 시도되고 있고 혁신적인 방식이 제시됨으로써 수학의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지만, 초수학 혹은 메타수학의 과제들은 보다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앞서

수학에서의 두 종류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 두 종류는 수학적 지식 자체를 문제로 삼는 메타수학

영역에서의 한계와 수학 영역 안에서의 어떤 정리가 보여준 한계인데, 괴델의 불완전성정리는

수학 안에서와 메타수학이라는 영역 모두에 걸쳐있다는 점에서 독특함이 있다.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일종의 경계선을 긋는 일이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경계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일인데 실제적으로는 경계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벗어난 경계 밖을 거론한다는

것은 역설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그 때 거론되는 ‘경계 밖’도 결국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경계 안’일 뿐이기 때문이다.3) 집합론에서 칸토어의 역설 등은 바로 이런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칸토어의 역설은 가능한 집합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의 기수는 최대 기수가

되어야 하는데 임의의 기수보다 큰 기수는 반드시 존재하므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한에 관한 수학적 논의에는 유한한 차원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타난다. 전체와 부분의 농도가 같아진다든가 초한수 연산에서 유한한 수의 연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연산규칙이 성립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예에서 느끼는 당혹감은

무한을 유한이 아닌 것으로 정의한 것에서 보듯이 인간이 무한을 다루는 방식이 ‘유한 안’

에서 무한을 보려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전히 인식적으로는 유한한 경계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한계를 ‘본원적 한계’라고 한다면 수학의 위기를

조장했고 수학기초론적 논의를 촉발한 집합론에서 러셀의 역설도 예외는 아니다. 순수하게

집합의 개념만 사용하여 정의한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지 않는 집합’이란 바로 경계선 상의

한계집합인 것이다. 러셀의 역설은 본원적 한계와 관련되고 칸트가『순수 이성 비판』에서

언급한 이성의 이율배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회자된다.

3) 김혜숙,『칸트, 경계의 철학, 철학의 경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p. 2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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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학에서의한계

필자의 주관적인 입장인지는 몰라도 철학의 주제는 사실 한계를 다루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존재의 한계, 인식의 한계, 언어의 한계, 논리의 한계, 윤리의 경계, 미의 범위

등 철학은 한계와 범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거칠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철학자들은

여러 종류의 한계들을 궁구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계를 다루는 모든 철학자

들을 언급하는 것은 철학사를 통째로 소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몇몇 철학자들을

언급한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한계는 한계를 궁구한 철학자 자신 혹은 인간의

이성이 노정한 한계이다.

흄도 한계를 다룬 철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감각이나 이성 그리고 경험적 사실로부

터의 추론 등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했다.『인간 지성의 탐구』에서 철학자

흄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4) 그렇다고 그는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에 대해 전혀 신뢰를 보내지 않는 강한 회의주의로 가는 것은 인간의

삶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독단론도 배격했던

그였기에 강한 회의주의가 아닌 어떤 제 3의 길을 제시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흄은 경험론을

철저하게 견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경험론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5)

이런 현상은 본원적 한계의 일종이기도 하다.

칸트의 철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가 그 세 질문이다. 그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을 물었던 셈인데 인간 지식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고 인간됨을 도덕적 행위

능력에서 발견했다. 칸트에게 인간이란 현상계와 예지계라는 두 세계에 속한 이중성을 가진

존재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식을 경험을 통해 인식가능한 대상에 관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인격적 지식 등과 같이 인간에게 소중한 지식을 배제하는 한계를 보였다.6) 또한 사물 일반을

가리키는 물자체라는 개념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기에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수학에서 무한을 유한이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언급하듯이 물자체는 감성적

직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한계개념이다.

덴마크의 고독과 우수의 철학자 키에르케고어에게 있어서 진실한 인간존재는 단독자이다.

그런데 이 단독자가 되는 것은 실존의 마지막 단계이고, 단독자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 넘은

존재이다. 그의 소위 실존의 3 단계설은 선행하는 실존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4) David Hume,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Other Writings (edited by
Stephen Buck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4장 참고

5) 강영안,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IVP, 2001, 228–229.
6) 강영안,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IVP, 2001.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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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서의 한계(. 

필자의 주관적인 입장인지는 몰라도 철학의 주제는 사실 한계를 다루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존재의 한계 인식의 한계 언어의 한계 논리의 한계 윤리의 경계 미의 범위 등 철. , , , , , 
학은 한계와 범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거칠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철학자들은 여러 . 
종류의 한계들을 궁구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계를 다루는 모든 철학자를 언. 
급하는 것은 철학사를 통째로 소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몇몇 철학자들을 언급한. 
다 그런데 더 심x하게 고려해야 할 한계는 한계를 궁구한 철학자 자신 혹은 인y의 이성이 . 
노정한 한계이다. 
흄도 한계를 다룬 철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감x이나 이성 그리고 경험적 사실로부터의 . 
추론 등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인y 지성의 탐구 에서 철학자 흄이 . t u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것은 인y의 인식 능력에 한계w 있다는 것이다.5 그렇다고 그는 사람들 
이 이성적 판단에 대해 전혀 신뢰를 보내지 않는 강한 회의주의로 w는 것은 인y의 삶에 부
적합하다고 생x했다 물론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독단론도 배격했던 그였기에 . 
강한 회의주의w 아닌 어떤 제 의 길을 제시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흄은 경험론을 철저하( . 
게 견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인해 오히려 경험론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6 이런 현 
상은 본원적 한계의 일종이기도 하다.
칸트의 철학은 세 w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엇을 . i
알 수 있는w 무엇을 해야 하는w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w w 그 세 질문이다 그2j, i 2j, i 2j . 
는 결국 인y의 정체성을 물었던 셈인데 인y 지식의 한계 유한성 를 철저히 인식하고 인y됨(  
을 도덕적 행위 능력에서 발견했다 칸트에게 인y이란 현상계와 예지계라는 두 세계에 속한 . 
이중성을 w진 존재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식을 경험을 통해 인식w능한 대상에 관한 것으. 
로 한정함으로써 인격적 지식 등과 같이 인y에게 소중한 지식을 배제하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사물 일반을 w리키는 물자체라는 개념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기에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수학에서 무한을 유한이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언급하듯이 물. 
자체는 감성적 직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한계개념이다. 
덴마크의 고독과 우수의 철학자 키에르케고어에게 있어서 진실한 인y존재는 단독자이다 그. 
런데 이 단독자w 되는 것은 실존의 마지막 단계이고 인y 이성의 한계를 뛰어 넘은 존재이
다 그의 소위 실존의 단계설은 선행하는 실존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 
면 다음과 같다.

                                   o

                              
                                     

5  6KvSN :uWO, 3n 7nquSrc 5YnMOrnSng :uWKn FnNOrstKnNSng KnN AtROr HrStSngs(ONStON Lc 
장 참고DtOZROn 4uMUVO , 5KWLrSNgO FnSvOrsStc BrOss, '%%,. )

6 강영안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 . ;GB, '%%1. Z.''.
, 강영안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 . ;GB, '%%1. Z.''.

n  m   l

Figure 1. Three Stages of Human Existence; 인간실존의 3단계

Figure 1에서Ⅰ은 미적 실존,Ⅱ는 윤리적 실존,Ⅲ은 종교성 A,Ⅳ는 종교성 B를 각각 나

타낸다. 미적 실존은 가장 낮은 단계의 실존이며 향락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머무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쾌락의 가능성에 떠돌며 안주하지 못하고 향수와 권태, 불안 등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참된 자기를 갖지 못한 이 생활은 절망으로 귀착되고 한계에 도달한다. Ⅰ과

Ⅱ사이의 경계선은 ‘이로니 (Ironie)’를 나타낸다. 이로니에서 쾌락을 추구하지만 역설적으로

쾌락에 도달하지 못하고 노예가 되어버린 것을 뉘우치고 윤리적 실존으로 나아가게 된다.

미적실존이 자기에게 무관심한 반면 윤리적 실존은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는다.

그리하여 양심에 근거하여 자기실현이 가능하다고 추구하나 양심에 충실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 윤리적 실존의 한계에서 후모르 (Humor)가 나타나고 종교적 실존으로 넘어

가게 된다. 그림에서 후모르는Ⅱ와Ⅲ의 경계선이다.

종교적 실존은 종교성 A와 종교성 B로 나뉜다. 전자는 내재적인 종교성 일반의 입장이고

후자는 초월적인 그리스도교의 입장이다. 종교성 A는 윤리적 실존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영원자와의 관계를 기피하지 않고 즐거워한다. 그러나 고뇌를 통해 자신의 죄를

알고 죄책의식을 갖는다. 죄책의식은 실존자의 힘만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성 B는

신 앞에서 죄책의식이 죄의 의식으로 바뀌어 이르게 되는 단계이다. 죄의 의식은 죄책의식과는

달리 스스로 도달할 수 없고 초월자의 힘이 필요하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고 한계에

부딪치는 사건인 시간 안에 들어온 영원자를 믿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최종적인 단계가 바로

종교성 B이다.7) 이처럼 키에르케고어의 실존의 단계 사이에는 이전 실존 단계의 한계가 잘

드러나고, 특히 종교성 B에 도달하는 데에는 초월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간이

본원적 한계를 지닌 실존임을 보여주었다.

기존 철학을 근원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철학에서 ‘언어적 전회’를 이룬 사람으로 평가받는

비트겐슈타인은『논고』에서 언어의 한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언어의 한계, 사유의 한계

그리고 존재의 한계, 자아의 한계, 삶의 한계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즉 “언어의

한계=사유의 한계=세계의 한계=존재의 한계=자아의 한계= 삶의 한계”이다.8) 비트겐슈

7) 표재명,『키에르케고어를 만나다』, 치우, 2012. 시간의 계기로 본 실존의 3 단계설 참고

8) 남경희,『비트겐슈타인과 현대 철학의 언어적 전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p. 57



38 The Philosophy of Limits: Between Mathematics and Philosophy

타인은 칸트를 따라서 인간의 경험 내에서 존재와 인식을 근거지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칸트와는 달리 선험적 요소들로써는 인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고, 이성이나

사유를 통해 객관적 진리를 확보하려할 때 오히려 그 목표는 실현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인간이란 언어게임의 한계 속에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철학사의 한 획을 그은 철학자들의 작업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험의 한계

내에서 이성적 작업의 결말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든가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자기모순

혹은 역설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경험 밖의 어떤 존재를 개입시켜야 한다.

철학자들의 논의의 대상은 꼭 경험의 한계 내에만 존재하지 않고 철학자들은 그 바깥 혹은

전체에 관한 사고를 감행해야하기 때문에 역설적 상황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흄의 경

우 경험론을 엄격하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경험론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칸트도

『순수이성비판』에서 이성이 무제약자를 사유할 때 반드시 빠지게 되는 자기모순인 ‘이성의

이율배반’을 언급했다.9)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사상을 포착할 수 있는『탐구』에 나타난 ‘규칙

준수의 역설’도 같은 맥락이다. 종교성 B에서 실존의 단계의 극치를 주장한 키에르케고어는

바로 경험 밖에 있는 초월자를 개입시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4 한계의철학

자연에 관한 법칙은 물론 하나의 정형화된 이론은 자연의 규칙성이나 현상을 지배하는 원

리를 잘 드러내어 인간에게 주위 조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역설적으로 자연 혹은 어떤 현상이 가지는 일종의 제약 내지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이성이 성공적인 자연의 법칙이나 어떤 현상에 적절한 이론을 발견했다고 해도 이성의

승리를 궁극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이론이 특정한 조건 아래 성립되는 것일

수 있고 더 정교한 이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인간

이성 자체가 완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계는 도처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지만 인간이

한계에 대해 무지한 채 경계의 안이 전부인 양 한계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적 정직성을

회피하여 스스로 합리적인 사고의 종언을 고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반슬리 (Barnsley)의 저서

『Fractals Everywhere』와 유사하게 “Limits Everywhere” 즉 경험과 인식의 세계 도처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전제해 보자. 이 전제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입론이라고 한다면 한계에 대한 단순한 지적 깨우침이

아닌 인격적 반성이 수반될 때 새로운 지평과 만나게 된다. 이는 판구조론에서 지구의 표면인

지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맨틀위에 여러 개의 판들로 떠있어, 판과 판이 만나 수렴경계와

발산경계, 보존경계 등을 만들어 습곡산맥과 해구, 해령, 단층 등을 각각 형성하듯이 한계에

9) James O’Shea,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An Introduction and Interpretation, Routledge; 1
edition, 2014. 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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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격적 반응은 사고를 풍부하게 만들뿐 아니라 윤리적 의무의 동인이 되기도 한다.

한계의 철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일종의 공리로 받아들인다. 물론 이때 공리란 수학의

형식체계 내에서 쓰이는 것처럼 엄격한 의미는 아니지만 한계의 철학이 표방하는 것으로, 논의

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험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한계의 철학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입론-(1), (2), (3)-과 두 개의 귀결-(L), (M)-로 구성된다.

(1) 한계란 인간이 지식을 추구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2) 우리 지식에 개입된 한계는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3) 한계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지적 자각이 아니라 전인격적 반응의 시작이다.

(L)한계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계를 인정하고 여백/여흑을 두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M)여백/여흑을 두는 것은 인간됨의 특징이기도 하며 타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한다.

(1), (2), (3)은 서로 독립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기술한 것은 특히 (1)

과 (2)는 상호침투적이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기술이라는 점에서다. (L)은 특히 (1)과 (2)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연역적 귀결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약한 의미에서의 귀결이다. (M)은 (3)과 (L)과 결합하여 나온 귀결이다. 물론

위의 입론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입론을 부정하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고, 상기 입론들의 부정 역시 신념을 요하는 일로서 또 하나의 입론이

될 것이다.

(1)에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에 한계가 있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우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1)은 한계가 일시적으로 출몰하는 현상이 아니라 본원적으로 존재한다는

일종의 한계에 대한 현상론적인 입론이다. (2)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식론적 해소불가능성

입론으로서 한계란 궁극적으로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지적 노력으로 제거되지도 않고 제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잠정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문제들이 해소되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런 한계를 ‘잠정적 한계’라고 한다면 설령 그 잠정적 한계를

극복하더라도 결국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3)은 한계인식이 지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아닌 인격적 반응과 연관된다는 속성을 기술한 것이다. (L)은 (1)과 (2)

를 받아들인다면 따라서 나오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세계에 밀착된 실천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이

해소될 수 없는 것이라면 합리적인 대안은 여백/여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여백’

이란 꽉 채워진 데서 일부를 비움을, ‘여흑’은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 무언가로 일부 채운 상태

이다. 무언가로 꽉 채워진 상태는 지적으로 강한 이성주의나 강한 경험주의의 입장을 상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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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비워진 상태는 강한 회의주의 입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여백/여흑을

두는 것이 실천적인 면에서 합리적인가? 한계가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본원적이고

극복될 가망성이 없는 것이라면 다음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① 한계 밖을 인정하는 경우

② 한계 밖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③ 한계 내에 여백/여흑을 두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한계인식을 경계선을 긋는 것에 견준다면①의 경우에는 인식을 초월하는

대상이나 지식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한다. 비록 경험을 초월할지도 선험적인 방법으로 얼

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인간의 지식의 근원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②의 입장에 서있다고 보인다. ②에는 경계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경계는 인정하되 경계선 밖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을 고수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강한 이성주의자들의 입장으로 인간의 이성에 의해 지식은 점점 진보해 간다고 보고, 그들에게

직면한 지적 난관은 언젠가는 넘어갈 수 있는 일시적 장애물에 불과한 것이 된다. 후자의

경우는 지식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너무 인식적 확실성에 집착한 측면이 있지만 철학자

칸트처럼 물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할 것이다. ③의 경우, 초월과 경험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실천적 대안이라고 간주된다. 즉 한계를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소유한 지식이 절대적이거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백/여흑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계가 존재하고 그 한계가 본원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면 자기

반성적이어야 하는데 자신의 지적 작업의 오류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한다면 합리적인 태도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①과 ②는 우리가 앞서

설정한 합리적이라는 개념을 넘어선다. 경험과 초월에 대한 수용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한계에 대한 실천적 입장을 제시한 것이 ③이라고 하면 ①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강한

이성주의자를 제외한②를 지지하는 사람 모두③을 수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②의 강한 이성주의자일지라도 현재적 한계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역사적으로 지식이란 무흠하지 않으며 오류를 수정해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③을

한사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인간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M)에서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M)에서는

또한 한계인식이 질적인 면에서 의식의 변화를 촉발시킴을 주장한다.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한계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자신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한계와

부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여백/여흑을 둠으로써 정감적이고 의지적 결단을 함으로써

인간됨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전환은 윤리적인 태도와 실천을 낳아서, 자신의 한계를 용인

하기 때문에 타인의 한계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을 하게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제공한다. 여백/여흑을 두는 것은 윤리적 범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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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 이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무리가 있지만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Figure 2와 같다.

인y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에서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에서는 또한  (? . (? 
한계인식의 질적인 면에서 변화w 일어나게 됨을 주장한다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한계를 지적. 
으로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자신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한계와 부족에 대
한 깊은 성찰을 통해 여백 여흑을 둠으로써 정감적이고 의지적 결단을 함으로써 인y됨이 드/
러나게 된다 이러한 전환은 윤리적인 태도와 실천을 낳아서 자신의 한계를 용인하기 때문에 . , 
타인의 한계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을 하게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제공한
다 여백 여흑을 두는 것은 윤리적 범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심성을 자극하는 데. /
까지 이르게 한다 이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무리w 있지만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w 나                       (                            (    
 

다 라                                      (                              (         

                         

지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w 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성으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강(  
한 이성주의자이라고 할 수 있고 나 의 경우는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 강한 회의주의자라고 , (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라 는 온건한 회의주의자를 나타내고 다 는 비판적 합리주의자라. (  , (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w 와 나 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 (  (  
다 w 는 그 무엇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고 나 는 없는 것 으로 빈틈없이 들어차 있다 w. (  (  g h . (  
에서 나 로 w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w능하거니와 또 다른 채움 으로의 이행이다 따라서 (  g h . 
w 에서 여백이 필요한 것처럼 나 에도 유사하게 여백과 쌍대관계인 여흑 이 사실상 요구된(  (  g h
다 그림에서 여백을 둔 것은 다 에 해당하고 라 는 여흑을 둔 상태를 나타낸다. (  , (  .
한계의 철학은 다 나 라 의 상태에 도달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두 상태의 여백과 알맹이 사(  (  . 
이에 형성된 경계선에서 창의성이 발화되고 타자를 자비의 원리를 w지고 소통하는 윤리적 , 
태도w 배태된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기계w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 . 
기계와 차별적인 인y의 정체성 문제와 연관된다 왜냐하면 한계를 인식하고 여백 여흑을 두. /
는 것은 단순히 인y 지식의 오류w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이해불w능한 영역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나 타자w 인식의 오류w능성을 서로 인정하는 .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여백 여흑을 두자는 정도w 아니라 이질적인 것에 대한 관용이라/
는 윤리적 반응으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y을 물질로 보고 이해하려는 인y의 . 
정체성 논란에 인y다움의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Figure 2. The Margins (yeoback/yeoheuck); 여백/여흑

지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성으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강

한 이성주의자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의 경우는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 강한 회의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라)는 온건한 회의주의자를 나타내고, (다)는 비판적 합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가)와 (나)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다.

(가)는 그 무엇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고 (나)는 ‘없는 것’으로 빈틈없이 들어차 있다. (가)에서

(나)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니와 또 다른 ‘채움’으로의 이행이다. 따라서 (가)

에서 여백이 필요한 것처럼 (나)에도 유사하게 여백과 쌍대관계인 ‘여흑’이 사실상 요구된다.

그림에서 여백을 둔 것은 (다)에 해당하고, (라)는 여흑을 둔 상태를 나타낸다.

한계의 철학은 (다) 혹은 (라)의 상태에 도달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두 상태의 여백과 알맹이

사이에 형성된 경계선에서 창의성이 발화되고, 타자를 자비의 원리를 가지고 소통하는 윤리적

태도가 배태된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기계가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계와 차별적인 인간의 정체성 문제와 연관된다. 왜냐하면 한계를 인식하고 여백/여흑을

두는 것은 단순히 인간 지식의 오류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이해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나 타자가 인식의 오류가능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여백/여흑을 두자는 정도가 아니라 이질적인 것에 대한

관용이라는 윤리적 반응으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을 물질로 보고 이해하려는

인간의 정체성 논란에 인간다움의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나가는말

앞서 한계의 철학은 세 개의 입론과 두 개의 귀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언급했다. 그런데

비록 엄격한 연역적 구조의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입론에 대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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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근거 내지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1)에 대해서는 수학과 과학에서의 논의 이외에

물리학에서 입자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 이론은 관찰증거에

의해 불충분하게 결정된다는 뒤엠-콰인의 이론의 미결정성 논제, 수리경제학자 애로우의

민주주의 불가능성정리 등이 지적 작업에서 한계의식을 촉발시키는 결과들의 예에 해당한다.

일상적 삶에서 한계를 마주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생경한 일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한계를 의식하는 인간의 내면을 감지할 수 있다. 일본의 선 정원사가 심는 민들레

몇 송이나 의도적으로 내는 ‘페르시아의 흠’, 인디언의 ‘영혼의 구슬’, 청교도들 중 조각이불의

대가가 이불에 떨어뜨리는 피 한 방울 등은 한계인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아니, 지금은 완벽해도 다음에는 다시 또 불완전해질 수 있다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표출된 것이라 본다.10) 이러한 사례들은 (2)와 관련하여 음미할 대목이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도 또한 (2)와 연관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형식체계에 그 체계를 불완전하게 만든

미결정적인 명제를 공리로 첨가하여 완전한 체계로 만들려고 해도 여전히 미결정적인 명제가

또 생기고 이런 방식은 반복된다는 것이다. 즉 불완전성은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한계 또한 궁극적으로는 극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2)이다. 이런

맥락에서 웨버는 인간이 역설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면 소박한 집합론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단지 모순을 용인하는 초일관논리를 사용하여 선택공리가 증명가능하고 연속체

가설은 거짓이라는 것을 보였다.11)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한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입론 (1)과 (2)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3)을 받아

들이는 것은 자연스런 일은 아니다. 그러나 (1)과 (2)에 공감하여 한계인식을 가진다 해도 그

한계인식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백/여흑을 두는 실천적 태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인격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한계의식은 이러한 전환의 필요조건이자

시작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고와 실천의 괴리를 문제시해왔는데 한계의식은 그 간격을

좁혀주는 전제조건이다. (3)은 사실상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L)은 주로 (1)과 (2)로부터 나오는 결과이며 (M)은 (3)과 (L)에서 따라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지식과 인식의 한계에 대한 깊은 성찰은 자기 성찰로 이어지고 윤리적 전환을 추동한다.

그리하여 자기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여백/여흑의 공간은 확장되고 타인에 공감하는

영역도 넓어진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 사람의 한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창의력을 진작한다는 면에서도 유용하다. 여

백/여흑두기를 통한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없이 자기의 것만으로 가득 채워진 세계에

10) 박창균, “튜링의 업적이 지닌 철학적 함의”, 한국수학사학회지, 제25권 제3호 (2012년 8월), 13–25
11) Weber, Z., 2012 “Transfinite Cardinals in Paraconsistent Set Theory”, Review of Symbolic Logic, 5 (2):

269–2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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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한다면 자기가 왜 타인과 다른지도 모르고 타인과의 소통도 창의성도 기대할 수 없을 것

이다. 오늘날 개인 간 혹은 국가 간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사실상 한계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물론 국가에 어떤 인격적인 것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에 주목하는 한 조금이라도 국민이나 다른 나라를 고려한 보다 겸허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 싶다.

여백/여흑을 확보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경쟁이라는 생태계이다. 물론 경쟁이 가진

순기능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지는 않으나 현대 사회는 극심한 경쟁의 생태계로 형성되어

있고 인간됨의 가치는 돈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백/여흑을 주문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경쟁불가피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소수의 승자와 대다수의 패자를 낳는 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열도 결국 이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으로 여기에서 양보라는

미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인 튜더가 2012년에 출간된『기적을 잃은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의 서문에서 한국을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불가능한

나라’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 근거가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획일적 기준에 맞추도

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12)라는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다른 나라도 비슷한

사정이겠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힐링과 관련한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힐링과 관련한 사업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 기인한다고

본다. 여백 혹은 여흑을 만드는 행위를 비움이라고 정의하고, 한계의 철학을 자체에 적용시켜

보면 인간은 한계 때문에 자신을 이상적 형태로 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적”이라는

개념자체가 한계개념이 된다. 단지 비우는 방향으로 실천해간다는 것뿐이다.

경쟁의 생태계에서 만약 ‘행복총량불변의 법칙’을 받아들이면, 내가 지나치게 행복을 많이

가지면 다른 이의 행복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기의 행복을 조금씩만 더 비우는

실천은 보다 더 많은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 것이고 자기에게 그 행복은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행복을 비울 때 행복을 얻게 된다는 의미에서

역설이다. 한계의 철학은 이런 맥락에서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그런데 그 비움이 가능하려면

먼저 자신의 정체성내지 세계관이 분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비움은 자신과 전혀 다른 그

무엇을 수용하는 것이기에 불분명한 정체성은 비움 자체도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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