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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윤리에서 여성주의 윤리로: 자기 성실성의 철학』
(허라금 지음,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현대 윤리학의 지평 확대와 여성주의 윤리학의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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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주의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의 한 사람인
이화여대 여성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허라금 교수의 이 책은 현대 윤
리학에서 전개된 새로운 경향과 조류를 섭렵하여 자신의 철학으로
재구성한 윤리학의 시대정신Zeitgeist을 구현한 저술이다. 허교수는
그간 “덕과 도덕적 실재론”
, “
윤리 이론적 전통에서 본 여성주의 윤
리학”, “
여성의 자기분열”, “
서구 정치사상사에서의 공사개념과 가부
장적 성차별성”, “현대 윤리학의 위기와 페미니즘”, “
도덕적 갈등과
다원주의”, “
의미 상실 시대의 윤리학”, “유교의 예와 여성”
, “
의로
운 전쟁과 여성” 등의 논문들과 다수의 공저를 발간하여 여성주의
윤리학을 선도해왔던 바 있다. 물론 허교수의 이 책은 그간의 발표
논문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대로 재수록한 것은 아니고 철저한 절
차탁마와 각고면려를 통해 하나의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체계로 재구
성한 대기만성적인 책이다. 저자 스스로 머리말에서 이 책이 출간되
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이 글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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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계속 살아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
렇다면 이 책은 그 일이관지(一以貫之)하는 관통적인 주제인 “
자기성
실성의 철학”
이 저술 과정에서 그대로 체현된 삶의 텍스트라는 해석
학적 읽기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성실성의 철학”에 기반한 여성주의 윤리학이 농후하
게 깔려 있는 이 책을 비판적으로 서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이 책이 총 6장에 이르는 방대하고도 정치한
윤리학적 논변들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그 면모를 쉽게 파악하기 어
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
윤리학 및 사회철학을 비교적 성실하게 수용하여 연구하고 있는 평
자로서는 자칫 어쭙잖은 비판을 시도하다가는 고루하고도 시대착오
적인 남성중심주의적 편협성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폄하되
기 십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내부적 비일관성
이나 미진한 논의, 혹은 미래의 과제만을 지적하고 정면 대결을 피하
는 것은 학자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도 정면 대결
만을 염두에 두는 것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가장 중요
한 것은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서구의 전통 혹은 현대 윤리학에 대
한 여성주의 윤리학의 다른 목소리와 관점을 이해하고 “여성처럼 생
각하기”
를 공감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공감하는(Audi alteram portem: hear the other
side) 다원주의적인 “
읽기와 듣기의 윤리”
를 수용하면서 서평을 전
개하려고 한다.
머리말에서 허교수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고도 웅변
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다: “
원칙중심의 도덕이론으로부터 행위자 중
심의 윤리로, 지식을 위한 윤리학으로부터 삶을 위한 윤리학으로 중
심 이동을 하고 싶었고, 이런 바람이 이 책의 주제들을 결정해 주었
다. 그것은 구체적인 맥락 삭제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요구했던 몰개
인적인 태도를 재검토하게 만들었고, 공평성과 객관성 대신 편파성과
행위자 주체성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추상적인 원칙에 기초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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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맥락적 경험들로부터 출발하는 윤리학적 사유 방법을 다룬 것
도 그 때문이다. 도덕이론은 공평성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구체적인 역사를 갖는 개별 행위자가 스스로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 책
에서 자기성실성에 집중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
서든 나를 규정해주는 중요한 구분 방식이었던 여성이라는 젠더 주
체의 관점에서 윤리학적 개념을 재검토하는 장을 마련하게 만들었
다.”
이러한 허교수의 입장은 이성이 명령하는 오직 한 가지 해결책만
을 수용하야 하는 것으로 실천적인 문제들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합
리주의나, 모든 종류의 입장을 개인적인 이익, 취향의 문제, 정치적
권력 등의 다른 여러 비합리적인 요소들로 환원하거나 해소해 버리
는 포스트모던적인 상대주의나, 사회적 관행과 행위자 중심의 윤리인
기존의 덕의 윤리가 함축하는 인습주의와 보수주의라는 트라이렘마
를 피하려는 원대한 시도를 통해서 전개되었다(p.300, p.297). 또한
허교수는 현대사회에서의 다원주의적 측면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계약론적 합의에 호소하는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와 이상적
대화상황을 통한 의사소통적 담론 윤리학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자신
과 다른 입장들과의 대면에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에
정합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다원주의적 윤리학을 여성
주의 윤리학 속에 포섭하려고 시도한다(p.281). 우리는 여기서 허교
수의 이러한 중차대한 철학적 목표들이 어떠한 논증 방식을 통해서
개진되고 있는지, 또한 그것들이 달성되었는지를 주도면밀하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들어가는 말”
에서는 책 전
반의 요지가 잘 요약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근대적 지식의 윤리학
인 칸트의 의무론적 도덕이론이나 공리주의의 결과론적 도덕이론이
비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두 이론 공히 보편성과 공평성을 내세
우는 몰개인적 원칙주의로서 개인적 특수성과 구체성을 무시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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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행위자에게 많은 개인적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
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도덕성이 객관적인 원칙 중심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좋은 삶과 구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즉 도덕적 관행과
실천적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다. 여기
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윤리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허교수는
궁극적으로 형이상학적 목적론이나 최고선을 설정하는 구태의연한
덕의 윤리는 불평등한 사회적 권력 관계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다원
주의와도 상충하므로 다원주의적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수용 가능
한 덕의 윤리를 지향한다. 제3장에서는 개인적 특수성과 좋은 삶의
구성적 양태를 수용할 수 있는 덕의 윤리로서 자기성실성의 윤리가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iams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
자기성실성의 윤리는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적 주제가 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자기성실성에 근거한 맥락주의적인 행위자 중심
의 윤리가 주관주의나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실천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제5장에서는 성별, 계
급의 차이를 중시하는 여성주의 윤리학이 개진되고 있다. 우선 그간
의 서양윤리학의 전통은 공통적으로 보편성과 공평성에 기반한 몰개
인적인 원칙 중심의 남성중심적 윤리였다는 것이 폭로된다. 이러한
남성중심적 윤리는 사회적 권력 관계를 망각하게 만들고 여성의 도
덕적 자아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점에서 비판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
서 개진된 여성주의 윤리학은 일종의 편파성에 근거하여 보편성과
공평성을 해체하면서 여성주의적인 도덕적 주체와 자기 성실성, 도덕
운의 문제를 천착하고 있다. 나아가서 다중적 자아의 정체성에 관하
여 자기성실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이어서
제6장에서는 일원적 원칙중심적인 합리주의 윤리학은 다원주의가 팽
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와 정합될
수 있는 여성주의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결국 계약론적 합의에 호소하는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와 이상적 담론 상황에서 상호주관적 규범을 도출하려는 하버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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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적 윤리학이 비판되고 있다. 그래서 여성주의 윤리학은 다양
한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에 정합한 선택
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다원주의적 여성주의 윤리학으로 추구된다.
이상과 같이 현대 윤리학의 새로운 경향과 조류들과 방대하고
정치하게 착종된 메타윤리학적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이
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반론을 개진하는 것을 간략한 서평의 차
원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모두에서 언급했던 허교수
의 중차대한 철학적 목표들이 과연 달성되었는지에 관련해서 몇 가
지 주요한 논제들을 개괄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1) 보편성과 공평성에 기초한 몰개인적 원칙 중심의 윤리학은 개
인이 처한 특수하고도 구체적인 도덕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개인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은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주
장이다. 그간 몰개인적 원칙 중심의 윤리학에서 도덕성의 시금석으로
제시되었던 사례들, 즉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인류에 위
대한 공헌을 한 과학자 사이에서 누구를 구출할 것인가 하는 식의
고드윈의 딜레마Godwin’
s dilemma는 언제나 개인의 특수적 연고
관계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허교수가
잘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자기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의 가족에
대한 편파성을 대체로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자기 동생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기 위해 자격은 더 출중하지만 자신과 연고가 없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까지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다(p.232).
이러한 도덕적 구분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그간 많은 비판의 대
상이 되어온 공사 영역의 구분이 도덕적 관점에서 완전히 무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cf. p.176, p.256, p.258). 비록 몰개인적 원
칙 중심의 사회적 도덕이 개인적 특수성을 무시하는 경우는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적 특수성과 편파성을 반영한 개인적 관계의 윤
리가 공정한 사회윤리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면, 개인이익과 공익의 관련 방식에 관한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또한 “공적 제도의 사적인 오용the private ab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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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stitutions”을 제어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cf. p.293).
2) 몰개인적 원칙 중심의 윤리이론이 결과하는 실천적 맥락 무시
의 문제, 공평성의 원칙에 따른 도덕적 소외의 문제, 도덕지상주의가
갖는 지나친 요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리스토텔레
스의 덕의 윤리가 소개되고 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작금의 한 유
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허교수는 비록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윤리를 수용하지만, 그의 형이상학적인 텔로스 대신에 삶의 공
동체적 관행에 기초한 덕의 윤리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여기
서는 그간 우리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어온 덕의 윤리에 대한 찬반
논변, 그리고 덕의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 사이의 상
보성에 관한 논변은 재론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제1장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윤리가 갖
는 공동체적 성격에 주목할 것이다. 허교수는 “
아리스토텔레스는 도
덕적 성품을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에서 인정하는 행위의 원칙이나
규칙들을 잘 따르며, 개인적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
로 여기고 이를 행하는 경향성이라고 본다”고 밝힌다(p.108). 그렇
다면 덕의 윤리는 이기주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 제1장에
서 강조하는 개인적인 특수성이 과연 공동체주의적 관행 속에서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허교수는 덕의 윤리가 갖
는 인습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자율성을 도입하고, 개인적
특수성과 차별성의 윤리가 갖는 주관주의와 이기주의를 피하기 위해
서 공동체주의에 호소하고 있다(p.233, p.297, p.221, p.175,
p.293). 허교수는 그간 서구철학에서 전개되어온 자유주의 대 공동
체 논쟁에서 관련해서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해
야 할 것이다(cf. p.237).1)

1)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을 받는 책은 Elizabeth Frazer and Nicola
Lacey, The Politics of Community: A Feminist Critique of 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 (Toronto: th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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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성실성의 윤리는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자기성실성은 자신을 고유한 인격으로 인식하는 행위자에게서 발견
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원칙을 무조건적 결의로서 지키는 데서 이
루어지는 덕을 지칭한다. 이러한 덕을 통해 우리는 행위를 선택하고
스스로 그 행위의 책임을 지는 주체성을 구현한다. 이러한 자기성실
성에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과 원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헌
신을 의미하는 진정성authenticity도 포함되어 있다(p.122). 우리는
이러한 자기성실성의 윤리가 일종의 내적인 정합성에 근거하고 있음
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자의 인격적인 내적 정합성만으로
도덕성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덕의 윤리만을 가지고는 유덕과 악덕을
충분히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덕적 주관주의나 도덕적 무정부
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기성실성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 자아정체성의 문제가 충실히 논의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성실성 혹은 진정성이 갖는 기초주의
foundationalism와 본질주의essentialism적 측면이 과연 불식될
수 있는지의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문은 허교수가 윌리엄스의
시도, 즉 “
성품의 변화들 아래 기저하는 자아 혹은 인격이라는 일상
적 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개성을 유지하는 기
준을 찾고자 한 것이다”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p.145).
더욱이 우리는 허교수가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한 개인이 갖는 다
중적 자아들의 자기성실성의 윤리까지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의문은 가중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허교수는 다중적 자아들
의 자기성실성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배반하지 않는 여성
주의적인 “모니터하는 자아”를 설정함으로써 유지하고 있다(p.263).
이것은 결국 단일 원칙이나 복수적 원칙의 위계적 질서와 서열을 상
정하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주의적인 합리주의적 해결은 아닐까? 결국
실질적 다원주의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하려는 시도는 여성주
의적인 편파성에 근거할 뿐이라고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허교수는
개인적인 특수성과 편파성의 윤리를 전개하면서 “몰개인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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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윤리학에서는 인간 집단만이 보일 뿐 개인은 보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p.57).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윌리엄스의
자기성실성의 윤리와 아울러 자기진정성의 개념이 근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한 이상을 반영하지만 그러한 이상은 공유하는 사회적
의미 지평인 공동체주의적 유대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입장을 같이 소개하고 비교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2)
4) 행위자 중심의 맥락주의가 어떻게 주관주의나 상대주의에 빠지
지 않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실천적 영역에서 최소한의 맥락주의적
객관성을 보장해주는 도덕적 관행에서의 “공유하는 이해”로 해결된
다. 즉 그러한 최소한의 객관성은 삶의 실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
유하는 이해 위에 성립하는 연대성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허교수
의 입론이다. 그리하여 “
실천적 규범의 정당화는 이상화된 조건에서
도출되는 합의보다 훨씬 느슨한 ‘
공유하는 이해’위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p.299). 이러한 공유된 이해는 여성주의가
어떻게 실질적인 다원주의를 포섭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결
책으로도 제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허교수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공존하는 근대적 삶의 환경인 다원주의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포섭하려는 롤즈의 정의론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윤
리학은 이상적 계약 혹은 담론 상황에서의 합의를 기점으로 함으로
써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한다(p.281). 결국 이상적인 합의의 윤리는
한 사회의 권력적 관계를 호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이와 특수성
을 매몰시켜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주변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다(p.287). 그 반면 여성주의 윤리학은 자신과 입장이 다른 타자
를 구체적 상황 속에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대면한다는 것이다. 허교
수는 그러한 대면을 “
여성주의 윤리학에서 제시되는 보살핌을 수행
하는 데 함양되는 탁월성”
이라고 주장한다(p.302). 여기서 우리는
2) Charles Taylor, The Ethics of Authentic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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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의 되었던 “정의의 윤리 대 보살핌의 윤리”문제를 상론하
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허교수가 자기중심적 다원주의, 즉 다양
한 목소리를 인정하지만 결국 여성주의적 관점의 우월성 논제the
superiority thesis를 개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뿐이다.
허교수가 주장하는 그러한 공유된 이해는 결국 사회적 권력 관계
속에서 “배제되고 타자화된 목소리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
구한다”
(p.275). 그렇지만,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조차 이루기 어려
운 것처럼, 다원주의 사회에서 타자화된 목소리들 사이의 공유된 이
해를 발견하는 것은 이상적 상황에서의 합의를 추구하는 롤즈의 정
의론이나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학 보다 결코 간단하다고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롤즈는 자신의 정치적 자유주의 출발점을 현대 다원주
의 사회에서 “우리의 공유된 이해가 깨질 때 우리는 정치철학으로
향한다”
고 지적한 바 있다.3) 공유된 이해에의 호소에 있어서 허교수
가 가장 우려한 바는 그것이 보수주의나 인습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주의를 경계한다(p.297,
p.233, p.237). 그러나 전반적으로 허교수는 “
공유하는 삶의 이해를
덕 윤리가 강조하는 것은 인습주의를 반영하기 보다는, 실천적 합리
성의 반개체주의적anti-individualism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해야 한다. 개체적 개인이 실천적 합리성의 자족적 담지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천명한다(p.237). 그렇다면 자기성
실성의 윤리는 결국 공동체주의적 자기성실성의 윤리인가?
그러나 허교수의 이러한 방법론적인 공동체주의적 경향성은 결국
도덕적 보수주의를 회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주요
한 철학적 논란들은 개인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선의 우선성, 상이한
공동체 사이의 이해에 관련된 해석학적 문제들,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다양한 도덕적 이해들 속에서 공동적 요소 발견의 어려움, 정치 영역
에서 합의와 갈등의 밸런스 문제 등등이다. 공동체주의는 방법론적으
3)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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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때 보수주의와 상대주의를 함축하며, 따라서 “
단순 공동체주의
자의 딜레마”
와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보다 정교한 철학적 방법론
상의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난제는 공동체주의적 방법
론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
단순 공동체주의자의 딜레
마”
simple communitarian dilemma는 만약 삶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유된 이해가 현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권
력 관계를 반영하는 분배적 관행과 제도에 의거하고 있다면, 그러한
공유된 이해는 보수적인 것으로 비판적 원칙으로 작동할 수 없을 것
이다. 만약 삶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유된 이해가 공동체의
현재 관행과 제도에 의거하지 않고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비판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이해와 비판이 정당하다는 것
을 공동체주의적 가치론에 의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러한 딜
레마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성주의적인 개인적 자율성을 상정하
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공유된 이해에 관련하여 허교수는 상호주관
적인 “해석 공동체”
도 말하고 있다(pp.297-298). 그러나 삶의 가치
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그 진정성의 실현에 관하여 상충된 해석들이
존재할 경우, 이데올로기적 허위의식과 왜곡된 젠더 의식을 배제하고
진정한 해석만을 추려내서 평가하는 기준은 “해석학적 악순
환”
vicious hermeneutical circle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해석들은 오직 총체적인 해석틀 안에서만 의미를 갖고 평가될 수 있
지만, 그러한 총체적인 해석틀은 다시 다양한 해석들에 의거하고 않
고서는 산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성실성에 관한 정합론적
입장을 추구하는 허교수의 방법론에 주목해 볼 때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cf. pp.124-129).
이 책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여성주
의 윤리학의 비판을 받고 있는 유교 전통에서도 맹자는 묵자의 겸애
설(兼愛說)을 아비 어미도 없는 금수 같은 무부지설(無父之說)이라고
반대하고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인을 말하면서 특수주의적이고 관계
적 연고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공자 자신도 아비가 양을 훔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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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에 고발했던 초나라의 직궁을 불효자로 비판하였고, 또한 적과
교전하면서 무려 세 번이나 도망친 노나라의 변장자가 자기가 죽으
면 자기 부모를 봉양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효자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결국은 초나라에서는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자를
관가에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졌고, 노나라에서는 전쟁에 나가면 도망
가는 자가 속출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것은 행위자 중심의 특수성과
차별성에 기반한 자기성실성의 윤리학을 이기주의와 자아 중심주의
와 구별함과 동시에 그것이 도덕적 무정부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저자의 강변에 대한 타산지석과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교
의 충서(忠恕)에서 ‘
충’
은 진기지심(盡己之心)으로 자기의 정성을 다
하는 마음이요, ‘
서’
는 추기급인(推己及人)으로 자신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실천이라고 해석된다는 점에서 자기성실성의 윤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 물론 허교수가 잘 지적한 것처럼 특수주의적이고 관계적
인 연고성에 기반한 자기성실성을 주창했다고 해서 여성주의 윤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p.274). 이미 유교와 여성주의의 문제를 천
착했던 허교수의 입장이 이 책에서 전개된 서방불패의 여성주의 윤
리학만이 아니라 동방불패도 겸하여 “동서방불패”의 여성주의 윤리
학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이 원칙의 윤리에서 여성주의 윤리로의 이행과 전환에 대한
충실한 철학적 논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공헌이다. 그러나
여성주의 윤리학의 본격적인 개진은 미래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여성주의 윤리학도 결코 “정서적 한 몸sentimental
one-flesh”
이 아닌 이상 다양한 입장과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여성주의 윤리학은 치열한 내부 논쟁과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로즈 마리 통Rosemarie Tong이 언급하고 있는 여성주의
의 주요만 유파만 해도,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마르크스주의적 여성
주의, 급진적 여성주의, 심리분석적 여성주의,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실존주의적 여성주의, 포스트모던적 여성주의로 매우 다양한 실정이
다.4 ) 그렇지만 허교수의 입장은 이러한 유파적 분류에 적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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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 보인다. 개괄적으로 말해서 허교수의 입장은 행위자 중심의 자
기성실성의 덕의 윤리에 기반한 공동체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여
성주의자라고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허교수는 이러한 자신의 여성
주의적 정체성과 다른 다양한 여성주의적인 타자적 정체성들과의 대
면을 통해서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정합한 개인적 사회적 선택을
납득시켜야 할 우선적인 철학적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의무를 실현하는 가운데 우리는 허교수가 도덕성에
대한 성찰적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메타윤리학적 작업을 이 책
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성정체성, 안락사와
낙태 등 생명의료윤리 문제, 여성복지, 분배적 정의, 양성평등 교육,
가정과 결혼, 노령사회의 문제 등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들로 뛰어들
것을 기대해본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신의 여성주의 윤리학이 다
원주의와 다문화주의를 포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범세
계주의적인 여성주의로 확장 발전될 수 있다는 허교수의 희망이 구
체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은 철학의 완성이자 종언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성의 진정한 해방과 양성 평등의 달성은 여성주의 철
학과 윤리학의 완성이자 그 종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
리는 몰개인적인 보편성과 공평성에 기반한 원칙 중심의 도덕성과
윤리학이라는 이름 아래에 자행되었던 남성중심적인 부당한 권력 행
사와 그에 따른 여성의 억압과 피해라는 과거의 부정의에 대한 교정
적 정의와 보상적 정의, 그리고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차원에서라도 여성주의 윤리학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성
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여성주의 윤리학에만
머무는 것은 편파성에 대한 또 다른 편파성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남성주의 윤리학도 여성주의 윤리학도 아
닌 양성 평등의 자기성실성에 기반한 인본주의 윤리학을 지향해야만
4) Rosemarie
Tong,
Feminist
Thought:
A
Introduc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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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 오킨S.M.
Okin이 인정한 것처럼, 몰개인적이고 보편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불평등한 입지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주의 철학의 전형으로
비판 받았던 롤즈의 정의론에서의 의사결정 기제인 원초적 입장의
무지의 장막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복권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지의 장막은 성중립적 사회gender-free or -neutral
society에서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사회
철학적인 도구로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5)
흔히 우리의 20대는 “나”를 강조하는 세대라고 말해진다. 사이버
상에서는 “나”를 영어 발음 그대로 옮겨 “Na”로 지칭된다. 양성을
수용하고 지향하는 것이 나Na 세대의 특징 중 하나이다. 화장하고
손톱을 다듬는 남성들과 큰 차량을 운전하고 권투로 몸매를 다지는
여성들을 통해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이들
의 문화도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6) 또한 여성들이 가장 선
호하는 것은 백마를 타고 온 왕자나 기사가 아니라 기꺼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신세대 삼돌이(?) 남자들이라고 한다. 허교수의 자
기성실성의 철학에 기반한 여성주의 윤리학은 이러한 우리의 신세대
를 위한 시의적절한 철학적 강령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결코 허교수
가 개진한 고도의 철학적 논변에 대한 희화화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살아 있는”윤리학을 구축하려는 허교수의
노고에 대한 커다란 상찬이 될 것이다.

5) Susan Moller Okin, Justice, Gender, and the Family (New York:
Basic Books, 1989).
6) 조선일보, 2005. 5. 19. A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