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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 논문에서 필자는 도덕체계와 사회구조간에 한 상 계를 

상정하고, 이 같은 가정에 근거해서, 매킨타이어를 시한 덕 윤리학자들의 

비 과는 달리, 근세의 의무윤리는 근 이후의 다원주의 사회에 한 필수

이고도 합당한 응으로서 제시된 것임을 논변하고자 한다. 의무윤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 들간의 첩  합의의 결과요 한 

그런 사회에서 구속력을 갖는 실행가능한 최소윤리라 할 수 있다. 한 과

거의 많은 윤리학자들이 의무윤리와 규칙윤리를 혼동, 그것들이 근세도덕

으로서 교환 가능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규칙윤리

는 의무윤리와 개념 으로, 실 으로 상이한 도덕이며 사회의 서로 다른 

요구사항에 응해서 제시된 것이다. 도덕규범에 한 정식화, 규칙화에의 

요구는 도덕 단에 있어 비결정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한, 도덕체

계 일반의 보편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 다원 이고 복

합 인 사회에서 비록 의무－규칙윤리가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지라도 

이 같은 종류의 도덕체계는 덕 윤리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나름의 한계와 

결함을 갖는다. 그래서 끝으로 필자는 덕－행 자 도덕은 의무－규칙도덕에 

한 안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보완 인 기능이 있음을 논변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우수교수연구지원기 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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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덕의 사회적 기반과 근대 사회

우리는 어떤 윤리 이나 도덕체계가 사회 , 역사  조건과 무 하

게 자의 으로 선정되거나 채택될 수 없다는데 체로 동의할 수 있

을 것이다. 윤리 이나 도덕체계는 이런 의미에서 역사  요청에 부

응하고 사회  여건에 의거해서 등장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

회구조와 윤리유형 간에 어떤 상 성(co-relation)을 상정할 경우 우리

는 이에 해 크게 세 가지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  하부구조가 윤리유형과 같은 상부구조를 일방 으로 

결정(determine)한다는 입장, 둘째, 사회구조와 윤리유형간에 상호작

용(interact) 내지는 상호 결정하는 계에 있다는 입장, 끝으로 윤리

체계가 사회구조에 의존하되 일단 생겨난 윤리체계는 나름의 부분  

자립성을 갖는다는 수반(supervene)의 입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1)

앞으로 우리는 사회구조가 윤리유형을 일방 으로 결정한다는 입장

에 해서는 비 인 거리를 두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구조가 윤리

유형의 선택을 좌우하는 상당한 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동일한 사

회구조 속에서도 부분 으로 상이한 윤리유형이 등장할 수 있으며(복
수실 가능성) 한 일단 성립된 윤리체계는 그 나름의 발 가능성과 

부분  자립성(partial autonomy)을 갖고서 때로는 사회구조의 개 에

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구조와 

윤리체계간에 일반 인 상호작용설에 합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양

자간의 연 에 있어 사회구조가 상  우선성을 지니며 설사 윤리체

계가 사회구조를 개 하는 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정한 

범 에 국한해서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덕 이후(After Virtue) 라는 서를 통해 덕 윤리의  재활에 

1) 이는 심리철학의 심신수반이론(Supervenience Theory)을 원용한 입장으

로서 정신  사건은 신체  사건에 의존하되 나름의 자립성을 갖는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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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매킨타이어(A. MacIntyre)는 근세의 출 에 한 일방  비

을 개하고 통사회에 한 동경과 낭만  회귀를 꿈꾼다.2) 그러나 

새 시 의 출 은 잃는 것과 더불어 얻는 것을 동시에 갖는 양면  

특성을 지니며 어떤 에서 우리의 주  선호를 넘어 그 출 이 

실  불가피성 내지 필연성(practical necessity)을 지닌다. 근세사회

는 나름의 약 을 지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으로서 근세를 감당할 의무－규칙의 윤리와 정치 으로

는 자유주의가 시  요청에 의해 등장하게 된다. 덕의 윤리와 그에 

걸맞은 정치체제가 보다 이상 인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근세사회를 

통사회로 되돌릴 명분이 될 수는 없으며 새 술은 그것을 탐지할 

새 부 를 요구한다 할 것이다.
통사회를 규율하던 덕의 윤리가 근세 이후 의무 윤리 혹은 규칙 

윤리로 환하게 될 경우 우리는 그런 환을 추동하게 된 사회  

기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포 하는 덕의 

윤리가 최소한의 윤리인 의무 윤리로 환될 경우 이는 그런 윤리를 

요청하는 사회가 구조 으로 더 이상 덕의 윤리를 수용하기 어려운 

사회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달리 표 하면 최소 윤리인 의무 

윤리만이 도덕 으로 구속력을 갖는 유형으로 사회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덕의 윤리가 갖는 도덕  미결정성

(indeterminacy)이 더 이상 성원들의 사회  행 결정의 유효한 방도

가 될 수 없어 규범의 정식화(formalize) 내지 규칙화를 통해 공  의

사결정 차가 보다 확정 이고 명시화 될 것이 요구되고 있음을 함

축한다.3)

이 같은 사정을 제할 경우, 다시 말하면 도덕체계와 사회구조간

에 어떤 상 계가 존재하고 사회구조가 더 이상 덕의 윤리가 아니

라 의무－규칙의 윤리를 요구할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할 경우 우리에

2)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2nd e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참조.

3) Alan Gewirth, “Rights and Virtues”, Review of Metaphysics, 38 (June 

1985), pp.739-7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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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열려있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일 수 있다. 우선 덕의 윤리

가 안이 없는 최상의 도덕체계라고 상정할 경우 의무－규칙 윤리를 

요청하는 근 사회를 개 , 다시 통사회로 회귀하는 꿈을 꾸든가, 
아니면 근 이후 변화된 사회구조를 체로 용인하고 그와 연 된 의

무－규칙의 윤리를 수용하면서 덕 윤리에 의한 부분  보완을 모색하

는 길을 탐색해 보는 일이다. 이 같은 사회철학  성찰은 실성 있

는 안을 찾는데 필수 인 선결요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어떤 도덕체계를 제안하거나 평가할 때 일반 으로 우리는 두 가

지 기 을 가지고 검증하게 된다. 그  하나는 그 도덕체계가 인간다

운 삶을 표 하거나 실 하는데 바람직하거나 합당한 것(desirability, 
acceptability)인지 여부이다. 물론 이 같은 기 은 다시 더 구체화될 경우 

어떤 도덕체계가 좋음이나 옳음을 결정하는 성질(good or right-making 
property)에 있어 만족할만한 해답을 제시하는지 는 우리의 건 한 

상식이나 숙고된 도덕 단(considered moral judgment)에 부합하며 반

사례를 허용하지 않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벤담의 양  쾌락 

공리주의에 해 이 질  쾌락 공리주의를 체하고자 했을 때 

는 칸트의 의무주의에 해 로스가 조건부 의무론(theory of prima 
facie obligation)을 제시하고자 했을 때 고려된 기 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경우의 표  사례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체계는 그 자체로서 아무리 정합 이고 바람직해 보이

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실천  지침으로서 제 로 작동되고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을 경우, 다시 말하면 그 체계의 실  용가능성이나 

실 가능성(applicability, workability)에 있어 하자가 있을 경우 사회

윤리로서 무력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닐 수 없다.4) 이를테면 제시된 

도덕체계가 구체 인 실 상황에 있어 합리  선택이나 의사결정 

차(decision-making procedure)로서 역할이 부실하거나 인간의 일반  

조건으로부터 거리가 멀 경우 의미있는 윤리체계로서 결격인 셈이다. 

4) John Rawls는 그의 A Theory of Justice에서 이론구성에 있어 이 두 가

지 기 에 의거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윤리  에서 두 번째 기 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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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행 －공리주의로부터 규칙－공리주의에로의 이행은 바로 

이 같은 고려에서 나오며 한 고  덕의 윤리가 근 이후 시민사

회  여건에서 퇴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같은 정황을 형 으

로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에 비추어 볼 때 근세 이후 주도 이었던 의무－규칙

의 윤리에 해 근래의 성품－덕의 윤리에 의거한 반론은 특히 자

의 기 ,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인간의 도덕  삶을 제 로 표 하고 

실 하는 것인지 즉 합당성의 에서 볼 때 다소간 의미있는 비

일 수 있다. 의무의 윤리가 인간의 도덕  삶이나 경험을 지나치게 

단순화 함으로써 의무이외의 역을 경시하게 되고 도덕의 본질을 훼

손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  창의성을 축시킨다는 것도 나름으

로 일리있는 지 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무－규칙의 윤리는 성

품－덕의 윤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여지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

다. 이 에서 근래의 덕의 윤리학자들은 윤리학사에 있어 지분의 온

당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리체계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 인 실  작동가능성 

혹은 실 성의 에서 볼 때 근래의 덕윤리 학자들은 지극히 이상

이고 낭만 인 소박성을 보이고 있다. 설사 덕의 윤리가 나름으로 

바람직한 합당성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통사회를 이끌었던 윤리

체계를 사회에 재 시키기 해서는 사회의 제반여건에 한 

사회철학  숙고가 필수 제인 것이다. 그러나 매킨타이어 등 일부 

소수의 덕 윤리학자들을 제외한다면 덕 윤리학자들의 진 에서는 이 

같은 사회철학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심지에 맥킨타이어 조차도 

고 의 덕 윤리가 근세 이후 퇴조하고 의무－규칙의 윤리로 체될 

수밖에 없게 한 역사 , 사회  기반에 해서 면 한 주의를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근세 이후의 사회상황과 그에 의거한 근세  로젝

트에 해 안도 없이 일방  비 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듯하다. 
물론 성품－덕 윤리학으로부터 도덕체계의 실화가능성에 해서

도 시사받는 바가 무하다는 것은 아니다. 무릇 윤리이론이 해결해야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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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과제는 윤리체계의 정당화(justification)와 더불어 동기화(motivation)의 

문제이며 윤리체계의 제안이나 수용에 있어 이들  그 어느 것도 소

홀히 다룰 수가 없다. 체로 말해 의무－규칙의 윤리는 도덕  정당

화에 주력한 반면 동기화에 해서는 다소 소홀하다면 성품－덕의 윤

리는 도덕  동기화 문제를 특히 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은 

도덕체계의 용과 작동에 있어 한 측면들  하나이며 이 에 있

어 근세 이후의 의무－규칙의 윤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것인  알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Ⅱ. 공동체의 유형과 적절한 도덕체계

사회학자 퇴니스(Tönnis)는 사회의 이념에 따른 유형을 공동사회

(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로 분류했다.5) 비록 실 으

로 존재하는 사회는 이들 유형  어느 하나로 명쾌히 구분되기는 어

렵겠지만 그러한 분류는 실사회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어떤 성원

들로 구성되어 있고 성원들의 의식형태가 어떠한지는 그러한 사회를 

효과 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도덕체계가 어떠한 것인지와 한 련

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어떤 사회는 최 도덕을 쉽사리 수

용할 수 있고 한 어떤 사회는 오직 최소도덕에 의해서만 기 질서

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니스에 따르면 공동사회 유형의 형은 가족, 부족, 민족 등과 같이 

연 계에 의해 구성된 자연발생 이고 생물학 인 공동체(community)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들은 의도 으로 이런 

공동체를 조직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공동체에 태어나서 그 곳에 거

주함으로써 자연 으로 성원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취득된 성원자

격은 단지 그 조직을, 개인 인 이해 심의 추구를 한 수단으로 이

5) Tönnis, Ferdinand,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Leipzig, 18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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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해 심으로 생각하는 것

조차 체로 집단에 의해 자신에 부과된 요구에 의존한다. 성원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공동체에 해 유 의식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

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한 개인의 일생을 넘어 세 에서 

세 에로 승, 지속됨으로써 공동의 역사와 집단의식, 그래서 공동의 

통을 이루어 냄으로써 더욱 공고한 유 와 행 규범의 원천을 제공

한다.
그러나 세가 지나 근 에 이르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그로 인

한 빈번한 사회이동과 정보의 교류는 이 같은 지역  공동사회를 그

로 두지 않았다. 공동체들은 상호 충돌함으로써 해체되거나 병합이 

일어나게 되고 성원들은 자주 연이나 지연을 공유하지 않는 이방

인들(strangers)을 만나게 된다. 근세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이같이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 심을 실 하기 해 상호 이합집산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질서를 모색하면서 생겨나게 된다. 이들은 서로 

연고와 역사  통을 달리하는 까닭에 각자 습 화된 기존의 규범을 

타인들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서로 부 끼거나 갈등하면서 혹은 서로 

화, 토론하면서 첩  합의를 도모하는 가운데 새로운 규범체계를 모

색하게 된다. 이 같은 새로운 규범은 결코 최 도덕일 수는 없으며 상호 

용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최소도덕(minimum morality)
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세 이후 나타난 이 같은 새로운 사회는 공동사회와 비해 이익

사회(association)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발생 인 생물학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해 심을 도모하기 해 인 으로 구성

한, 그런 의미에서 추상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포퍼(K. Popper)
에 따르면 이 같은 이익사회는 폐쇄 인 공동사회와는 달리 여러 측

면에서 열린 개방사회(open society)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사회

로부터 해방되어 무한한 개방성을 향유할 수 있는 추상  사회는 그 

빛에 못지않게 그늘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 자유로부터의 도피 상이 나타나고 이와 더불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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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내지 인간소외 상이 개방성의 가로서 치르게 되는 사회  

비용이라 할 수 있다.6)

개방 인 이익사회의 갖가지 비인간  측면을 비 하고 새로운 인

간 계 내지 인간  도덕을 추구하는 가운데 덕의 윤리도 그 안의 

하나로 제안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분의 덕 윤리학자들이 덕 윤

리의 실  실 을 한 공동체의 유형에 해 무 심한 데 비해 

Aristotle의 통 에 서있고 한 사회철학  선행공부를 거친 A. 
MacIntyre는 덕의 윤리가 실화될 수 있는 공동체 유형의 제시에 

고심하 고 그의 결론은 소규모의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유형 

이다. 매킨타이어는 이러한 공동체의 특성이나 구성에 해 상론을 

하고 있지 않아 구체 인 내용에 해서는 단지 조심스런 추정이 가

능할 뿐이다. 만일 우리가 매킨타이어를 오랜 옛 시 에 한 노스탈

자를 노래하는 낭만주의자로 간주하지 않으려면 그가 말한 지역공동

체에 한 실성 있는 해석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매킨타이어가 와 같이 도시화한 산업사회를 소규모 지역

공동체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명론자가 아니라면 기존의 사회  틀

을 크게 변 하지 않은 채 그의 지역공동체를 찾을 길은 어디에 존

재하는가? 이 에 해 우리의 추정에 한 그의 언  하나는 “오
늘날 주변문화(marginal culture)”가 활성화 되어 심문화가 되기를 

희망하는 듯 암시하고 있다는 이다.7) 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도시  

산업사회에서도 곳곳에서 지역공동체의 맹아들을 발견하게 된다. 각

종 종교공동체, 문화공동체, 종족공동체들이 잔존하고 한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는 소규모 자 자족 공동체(commune)들도 좋은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볼 때 그의 지역 공동체는 단순히 통

인 공동사회라기 보다는 이익사회  해체를 통해 발 으로 재구성

된 공동사회로 해석해보면 어떨까?
의 논의와 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통  지

6) Karl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London, Routeledge 

and Kegan Paul, 1973), Vol.I, pp.174-178.

7) A. MacIntyre 앞의 책 p.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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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동체로부터 근  시민사회에로 발 해가는 과정에서 찰되는 

바, 사회 성원들간에 증 해가는 익명성(anonymity)과 그것이 도덕  

구속력에 미치는 향이다.8) 일반 으로 익명성이란 성원들 간에 신원

이 가려져 있어 서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와 

련해서 서로 얼굴을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간의 익면성(facelessness)을 

의미하기도 한다. 체로 통  지역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 규모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성원들이 서로의 가문과 이름을 알고 있

으며 상호 안면이 있는 다소간 친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Aristotle
에 있어서 그러하듯 이같이 친한 사람들은 체로 가치 이나 그에 

의거한 도덕 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같은 도덕의 구속력은 연고나 

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특성들을 

종합해볼 때 통  공동체는 맑스의 이른바 어느 정도 투명한 사회

(transparent society)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 인 공동체의 해체과정에서 생겨난 근세 시민사회는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 계를 해 이합집산하는 이익사회라 할 

수 있다. 인 으로 구성되는 이 같은 사회에 있어 성원들은 체로 

서로의 이름도 성도 모른 채,  서로의 얼굴도 모르고 안면조차 없

는 낯선 사람들로서 서로 부딪치거나 스쳐 지나가는 것이 통상 이

다. 한 이 같은 사회에 있어 개인들은 자신의 부를(total self) 타

인들에게 노출하기를 거리며 잘못 방심할 경우 언제든지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이용당하는 험에 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

들은 공 인 공간에서 최소한의 부분  자아(partial self)로서만 교류

하고 비공 이거나 사 인 부문과 련된 정체성이나 신원은 숨길 필

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반투명한 사회 혹은 부분 으

로 익명 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사이

버공간에서의 익명성 혹은 익면성과 도덕  퇴락과의 계가 심각하

게 문제되고 있다.9)

8) Cyberethics, Social and Moral Issues in the Computer Age, Robert 

M. Baird, Reagan Ramsower, Stuart E. Rosenbaum(eds) (Prometheus 

Books,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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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심사는 이 같은 익명성의 정도가 도덕

 구속력과 체로 반비례 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비교  익명성

이 낮고 투명성이 강한 통  공동체에 있어서는 성원들 간에 도덕

 구속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도덕의 용범  한 넓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성원들은 서로 안면이 있거나 친숙한 까닭에 이 같은 

연고 계가 도덕  구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근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숨길 수 

있는 여지가 넓으며 서로간에 안면도 없는 낯선 사람들인 까닭에 도

덕의 행 구속력은 그만큼 약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 도덕의 용범 는 가능한한 최소화될 필요가 있으며 거의 －법

인 규범만이 도덕  구속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다.
통 인 지역 공동체와 같이 성원들이 상호 친 함과 유 감으로 

결속되어 있는 비교  투명한 사회는 도덕의 구속력이 높아 덕의 윤

리와 같은 최 도덕이 번성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여건이 된다. 그

러나 이 같은 유형의 공동체를 규율하는 도덕은 동시에 그 질서정연

한 집단성 속에 지극히 독선 이고 권 주의 인 요소도 감추게 된

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도덕은 연이나 지연 등 연고 계를 기반

으로 해서 구속력을 갖는 까닭에 이같이 연고에 의한 친 성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배타 일 수 있고 심지어 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도덕발달단계를 논하는 도덕 심리학자들은 도덕체계가 

이 같은 권 주의  도덕(morality of authority)이나 연고주의  도덕

(morality of association) 즉 습  도덕의 단계를 넘어 습 이후

(post-conventional)의 단계에서 이성  합의에 근거한 원리  도덕

(morality of principle)으로 발 해 갈 것으로 상한다. 이같이 도덕

의 발달 단계설을 염두에 둘 때 덕의 윤리로부터 의무－규칙 윤리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에서 윤리의 발 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9) 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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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원주의적 사회와 도덕의 최소화

사회의 성원들이 체로 동일한 가치 을 공유했던 통 인 지역

공동체에서는 부분의 성원들이 그곳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공동체

의 규범을 습득하고 행에 응해가는 까닭에 도덕규범에의 인식과 

실행에 있어 별다른 갈등이 생길리 없다. 물론 이 같은 공동체에 있

어서도 세 가 바뀜에 따라 도덕규범에도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

만 공동체의 념체계나 규율체계가 체로 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다음 세 로 승된다 할 것이다. 이런 사회도 그 질서유지를 해 

일정한 법규범이 기본 으로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이를 기반으로 인

간다운 삶과 행복한 인생을 한 덕의 윤리는 유효 한 도덕체계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을 시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 은 공동체들 

상호간에 개방화를 진하고 낯선 사람들간의 과 거래를 빈번하

게 했으며 낯선 사람들간의 이합집산은 근세 이후 시민사회 구성의 

기반이 되었다 할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이합집산 하는 근세 시민사

회는 그로부터 비롯되는 가치 의 갈등과 다원화에 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근세사회의 규범문제는 일차 으로 이 같은 다원성을 리, 
조정하는 가운데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일

이었다. 정치 으로 자유주의 로젝트에 있어서는 바로 이 같은 다

원성의 조정, 리가 주제 으며 근세에서 시작된 의무윤리 역시 동

일한 과제에 골몰한 결과로 생각된다.
물론 자유주의와 의무윤리는 내 한 상 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

나 여기서 우리는 우선 의무윤리에만 주목해서 논의해가고자 한다. 
의무윤리는 근세와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유래된 자연발생  상

인 동시에 한 많은 근세 윤리학자들이 주제 으로 논의한 과제이기

도 하다. 우선 인생 , 세계 , 가치  등에 있어 다원주의를 리, 
조정하기 해서 통 인 지역공동체에서 제 로 기능하던 덕의 윤

리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어 윤리나 도덕은 우선 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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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의무윤리

라 생각된다. 의무윤리는 각자 인생 이나 가치 이 어떻게 다르건 모

든 시민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거나(도덕  요구사항) 반드시 해서는 

안되는(도덕  지사항) 사항들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도덕(minimum 
morality)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시민들이 지켜야 할 최소도덕으로서 시민윤리를 규정하기 

해서는 우선 인간 생활에 있어 소 하기는 하나 상호합의하기 어려

운,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될 사 인 삶의 양식이나 스타일은 도덕의 

역에서 배제될 것이며 의무의 역 가운데서도 그 수행여부가 사회

 향력이 큰 부분은 법규로 규정될 수가 있다. 이 게 해서 의무

윤리는 법규범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는 규범체계로서 법으로 

제정하기는 어려우나 시민생활에 있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체계

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최소윤리로서의 의무윤리는 이 게 해서 

다원주의 사회에 있어 다원성에서 생기는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한편에서는 덕의 윤리가 가진 불확실성, 미결정성을 배제하고 공지성

과 공평성을 최 한 확보하고자 한 근세  로젝트(modern project)
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개한 우리의 추정이 타당하다면 근세 이후 등장한 의

무의 윤리는 인간다운 삶을 한 최선의 규범체계라 할 수는 없어도 

근세 이후 개된 다원주의 사회에 있어 구상된 차선 인 윤리체계라 

할 수 있다. 나아가서 만일 이 같은 다원주의가 어떤 에서 불가피

한 사회  사실임을 제할 경우 의무의 윤리 한 실 으로 피하

기 어려운 상(practical necessity)이라 함직하다. 혹자는 <德 이후

(After Virtue)> 우리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으며 그런 의

미에서 의무윤리는 크게 방향이 잘못 잡힌 상이라 매도하면서 다시 

덕의 복권을 말하고자 하나 그 같은 진단과 처방이 타당하기 해서

는 근세 이후 다원주의라는 사회  사실에 한 올바른 진단과 그에 

한 실  처방이 제되어야 할 것이다.
윤리학자 매키(J. Mackie)에 따르면 로타고라스, 홉스, 흄,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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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들 모두는 어도 체 으로나마 도덕이 풀어야 할 문제가 무

엇인가에 해 합의하고 있다는 것이다.10) 그것은 바로 부족한 자원

과 제한된 동정심으로 인해 경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서로간

에 유익한 동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이며 바로 우리가 처한 이러

한 인간  난국(predicament)이야말로 도덕이 해결해야 할 가장 

한 과제라는 것이다. 매키 자신도 이 같은 견해에 동조하면서 이러한 

도덕을 좁은 의미의 도덕(morality in the narrow sense) 즉 행 에 

한 최소한의 제약체계로 해석한다. 이러한 제약체계의 주요임무는 

행 자 이외에 타인들의 이해 계를 보호하고 행 자에게는 그의 자

연  경향성이나 자발  성향을 견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1)

이 같은 의의 도덕과 조를 이루는 것은 일반 이고 체에 걸

친 행 이론으로서의 의의 도덕이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의 도덕은 궁극 으로 우리의 행 선택을 결정하고 

지침을 주게 될 원칙들의 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도

덕  고려는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해  모든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런 에서 좁은 의미의 도덕은 제

한된 역으로부터의 고려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의 도덕

은 의의 도덕  핵심 인 부분을 구성하는 핵심도덕 혹은 최소도

덕(minimum morality)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좁은 의미의 도덕 역은 제시하기 해 매키가 주목하고 있는 문

제는 주로 권리와 의무, 규칙과 지, 그리고 D.흄이 강조하고 있는 

바 정의(justice)의 개념 등이다. 그것은 좋은 것보다 옳은 것과 련

된 역이며 어도 좋은 것과 간 인 련만을 갖는 역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가치 에 가해지는 일정한 제약으로서 최소도덕은 

직  덕이나 행복, 인격완성 등을 내세우지는 않으나 개인들이 그러

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 를 보호하는 목 을 지닌다. 의의 도덕은 

정의, 권리, 의무의 원칙 등이 속하는 역으로서 자유를 포함한 각 

10) J.L. Mackie, Ethics; Inventing Right and Wrong(Penguin, 1977), p.111.

11) 의 책,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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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요 이해 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의로써 인간의 삶에 있

어서 특별한 기능과 목 을 갖는다. 
매키의 이 같은 설명은 체로, D.흄이 인간의 이기심과 제한된 

후성, 이와 더불어 인간의 필요에 비해 부족한 자연 자원 등 이른바 

정의의 여건(circumstances of justice)을 통해 정의의 원칙과 그 필요

를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12) 그러나 이 같은 견해를 수용하

면서도  다른 에서 이를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롤즈의 

정의론이다. 롤즈는 도덕의 문제를 가능한한 의의 도덕보다는 의

의 도덕으로, 최  도덕보다는 최소도덕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런 

경향의 배후에는 도덕에 한 자유주의 (liberal) 이해가 제되어 있

으며 나아가 이는 단지 객  자원의 부족이나 주 으로 이타심의 

제한 문제를 넘어서 가치의 다원성(Pluralism)이라는 자유주의  가치

과 련된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13)

J.롤즈는 정의의 여건에 한 설명에서 인간들간의 상충하는 욕구

는 재화의 부족이나 제한된 이타심 이외에도 인간들이 갖는 목 의 

다양성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상이한 목 을 갖는 서

로 다른 사람들의 다수성(plurality)이 인간사회의 본질  특성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이한 개인과 집단이 갖는 상이하고 상충하는 

가치 에서 생겨나는 이해의 갈등이 정당한 이해 계를 정하고 보

호하는 제약체계, 즉 최소도덕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흄의 잘못은 만일 자연의 자원과 인간의 이타심이 상당한 정도로 

증 되는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정의(최소도덕)가 필요하지 않게 되며 

정의는 보다 고차 인 덕목으로 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다.14) 
그러나 상당한 풍요와 충분한 이타심의 조건 아래서도 가치 의 차이

와 갈등이 있는 이상 이득과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할 필요와 의무의 

12)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L.A.Selby-Bigge(Oxford, 

Clarendon Press, 1951), p.495.

13) J. Rawls, A Theory of Justice(Oxford, Clarendon Press, 1972), pp.28-29 

참조.

14) D. Hume 앞의 책, pp.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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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권리의 보호를 한 최소도덕의 요구가 지속되리라는게 롤즈

의 비 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정의와 최소도덕은 이기심 때

문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을 소유한자들 사이에서도 가치

의 상충으로 인해 필요하다는 이 요한 것이다.
이타주의자들은 비록 자기 나름의 가치 을 양심 이고 성실하게 

추구한다 할지라도 부정의를 유발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가치 은 특정한 사회  계와 삶의 양식을 선

호하며 개인의 이해 계를 규정하는 특정한 방식을 선호할 것이기 때

문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각각의 가치 은 다양한 이해 계를 자

기 나름의 에서 이해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설사 이타주의자들 일지라도 그들간의 이해 계의 상충은 충분히 

견 가능한 일이 된다. 결국 이러한 조건, 즉 가치 의 다양성이라는 

조건은 흄이나 매키가 제시한 두 조건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긴 하

나 그것과 직 인 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이 보다 강조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다양한 가치 이나 이해 계가 수렴되어 단일한 도덕

, 정치  합의를 이루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경우에

도 우리는 정의나 최소도덕을 무용하지 않게 만드는  다른 조건으

로서 온 한 정보나 이해(understanding)의 결여를 생각해 볼 수 있

다. 왜냐하면 상당한 풍요, 충분한 이타주의, 공통된 가치 에 의한 

이해 계의 통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무지나 과오를 통해서 부당

한 분배를 할 수가 있고 타인의 이해 계를 훼손할 수가 있다. 따라

서 우리는 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도 역시 정의의 원칙 

내지는 최소도덕의 필요를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롤즈는 에서 말한 가치 의 다양성과 더불어 인간인식의 한계 

등을 통합하여 다원주의(pluralism)라 이름하고 근세 이후 이러한 

상은 불가피한, 그래서 어떠한 사회이론도 이로부터 출발해야하고 출

발할 수밖에 없는 한 사회  실로 다루고 있다. 이에 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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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의의 문제와 최소윤리를 논의할 뿐만 아니라 포 인 통  

자유주의를 비 하고 정치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라는 자유

주의의 최소주의  로젝트에 골몰하고 있다. 롤즈에 따르면 어떤 

정의 이든지 정치세계나 사회에 한 일정한 견해를 제하고 있으

며 정치사회학이나 인간의 심리에 한 어떤 일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  자유주의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반  사실을 특별히 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 첫째는  민주사회에서 볼 수 있는 포 인 종교 , 철학

, 도덕  교설(comprehensive doctrines)의 다원성은 쉽사리 극복될 

수 있는 단순한 역사  조건이 아니며 그러한 교설에 바탕한 가치

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공  문화가 갖는 항구 인 특성이라는 것이

다. 자유주의 체제의 기본권과 여러 자유들에 의해 보장되는 정치 , 
사회  조건이 성립할 경우에는 언제나 비록 그러한 다원성이 사 에 

존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만간 상충하고 화해불가능한 포  교

설들의 다원성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제도들에서 생겨나게 

될 이 같은 상을 롤즈는 다원주의의 사실(fact of pluralism)이라 부

르고자 한다.15)

이와 련된 두 번째 일반  사실은 특정한 한 가지 포 인 종

교 , 철학  도덕 인 교설이 지속 으로 합의되고 공유될 수 있는 

것은 국가 권력의 억압  사용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이다. 
만일 우리가 정치사회를 하나의 동일한 포  교설을 내세운다는 의

미에서 통합된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국가권력의 강압  사용은 그러

한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기 해 필수 인 것이 된다고 한다. 롤즈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포 인 철학 , 도덕  교설일 경우 그것이 

세속 인 것이든 종교 인 것이든 상 없이 모두에게 그 로 해당된

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16)

세 번째 일반 인 사실은 상충하는 종교  교설이나 인 사

15) John Rawls, “The Idea of an Overlapping Consensu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7 (1987), p.22.

16) John Rawls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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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에 의해 균열되지 않는 지속 이고 안정된 민주체제는 어도 

정치 으로 능동 인 시민의 상당한 다수자에 의해 자발 으로 지지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다. 첫 번째 일반  사실과 더불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입헌체제에 한 정당화의 공  기 로서 역할을 하기 

해 정의 은 서로 다르며 심지어 화해하기 어려운 포  교설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이다. 그 지 못할 경

우 그 체제는 지속하기가 어렵고 안정된 것일 수도 없다. 바로 이

이 롤즈가 정치  정의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이라 부르는 

것이 요구된다는 을 보여 다.17)

그런데 문제는 포  교설의 다원성이 자유주의 사회의 항구 인 

특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사

회에 있어 다원주의는 불가피하고도 극복될 수도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진지하고 양심 이며 합리 인 논의를 통해 포

 가치 에 있어 어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롤즈는 

이에 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자유민주사회에서 다원주의는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고 말한다. 그런데 롤즈는 이러한 결과가 단지 우리 자신의 근시안  

이해타산이나 비합리성 내지 추론상의 오류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우리 모두가 합리 인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한 불일치는 가능하

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합리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18)

합리  불일치란 합리  개인들간에 성립하는 불일치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공통된 인간 이성을 공유하고 유사한 사고와 단력을 지니

며 추론을 행하는 능력과 더불어 증거를 울질하고 상충하는 고려사

항들을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자들이다. 결국 롤즈는 이러한 불일치의 

원천을 인간 이성의 한계 혹은 이성의 부담(burden of reason)이라 부

17) 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i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4(1985), p.225.

18)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3),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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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19) 이는 이성  인간 능력을 행사하는데 포함된 여러가지 장애

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지 능한 존재가 아닌한 유한한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합리  논의에 의거해서도 합의하기 어려운 역이 존

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 을 정치, 도덕의 역에서 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Ⅳ. 도덕의 미결정성과 규범의 정식화

근세 이후 다원주의 사회를 규율할 최소도덕으로서 의무윤리가 출

하게된 배경, 기능, 목  등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다. 그런데 우리

는 의무의 윤리(duty ethics)를 규칙의 윤리(rule ethics)라 부르기도 

하며 이 두 명칭은 상호 교환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두 개념은 상호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그것이 가리키는 도덕의 측면

도 서로 다르며 요구되는 배경도 동일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필자는 의무의 윤리만이 근세 이후 다원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특

징 인 윤리라 생각하며 이에 비해 규칙의 윤리는 다소 부차 이며 

보완 인 의미의 윤리라 생각한다. 한 모든 윤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소 규범의 정식화, 규칙화를 요구하는 까닭에 이는 단지 의무의 윤

리에만 특징 인 것이라기보다는 부분의 윤리체계에 있어 다소간 

편재하는 보편 인 특성이라 생각된다.
우선 윤리체계에 있어서 일반 으로 정식화, 규칙화가 필요한 이유

는 규범이 요구하는 바가 행 자에게 쉽사리 그리고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고(가지성, intelligibility) 따라서 규범의 내용이 확실하

게 정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확실성, 결정성, certainty). 나아

가서 규범의 내용이 불편부당하고 공평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객

으로 공지되어야 한다(공평성, 객 성, 공지성). 규범이 지시하는 내

용이 주  해석가능성을 지닐수록 그 미결정성(indeterminacy)이 증

19) 의 책 참조, 이는 단의 부담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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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에서 모

든 윤리체계는 이 같은 도덕  미결정성을 최 한 배제하기 해, 우

선 사회  향력이 큰 사항들은 법규로 정식화 했으며 그 밖에도 

가능한한 규범의 정식화를 통해 불확정성을 배제하고자 했다.
의무의 윤리와 비를 이루는 덕 윤리의 형이라 할만한 서구의 

Aristotle의 덕 윤리와 동양의 유교  덕 윤리를 살펴보더라도 규범의 

규칙화, 정식화가 규범체계 일반의 요구사항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우선 Aristotle은 행복한 삶과 련해서 덕 윤리를 논의한 Ethos가 법

규범을 논의한 Nomos와 분리해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이 없

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 삶을 지탱해주는 지반이 되는 법규범은 우리

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해서는 안될 지사항을 망라하고 

있으며 기본 으로 이 같은 법규범을 이행한다는 제아래 보다 고차

인 인간  삶, 행복한 삶을 한 덕의 윤리가 논의된 것이다.20) 법

규범과 같은 최소윤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간  탁월성을 향한 

덕의 윤리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동양의 유교윤리도 일반 으로 덕 윤리의 한 유형으로 해석되지만 

이에 있어서도 도덕  미결정성을 배제하기 한 규칙화, 정식화에의 

요구는 확연히 나타난다. 仁과 義를 심으로 각양의 도덕  덕들이 

논의되기는 하나 특정한 時所에 따라 그러한 덕이 표출되는 구체  

형식으로서 禮의 체계는 바로 유교  덕 윤리가 도덕  미결정성을 

최 한 배제할 수 있는 행  장치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유

교  덕 윤리가 단순한 덕의 윤리만이 아니라 규칙의 윤리를 포함하

고 있는 덕의 윤리로 해석될 수 있는 까닭이다.21) 물론 유교에 있어

서는 이 같은 형식으로서의 규칙의 윤리가 仁이나 義와 같은 기본덕

20) Sir Ernest Barker, The Political Thought of Plato and Aristotle, 

(Dover Publications, Inc.1959) Introduction pp.5-8, Ch.Ⅷ Aristotle’s 

Conceptions of Law and Justice, pp.321-325 참조.

21) Liu Yuli, The Unity of Rule and Virtue, A Critique of a Supposed 

Parallel Between Confucian Ethics and Virtue Ethics(Eastern Universities 

Press 2004) 율리는 이 책에서 유교윤리가 덕의 윤리와 규칙 윤리의 통합

된 형태임을 논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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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바탕을 두지 않는 단순한 형식주의에 빠지는 일을 경고하고 있

다. 이런 의미에서 형식과 실질을 고루 갖추고서야(文質彬彬) 도덕  

인격으로서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이같이 동서의 고 인 덕윤리에 있어서도 규칙화, 정식화에의 경

향이 감지될 뿐 아니라 특히 서구에 있어서 아리스토텔 스 덕 윤리

의 뒤를 잇는 스토아 학 의 덕 윤리에 있어서는 구체 으로 덕과 

규칙의 문제를 주제로 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양자간의 상호 보완  

련이 주장되기도 한다.22) 그래서 스토아 학 의 입장은 윤리학사에 

있어 Aristotle의 덕윤리와 Kant 등의 의무의 윤리를 잇는 가교로 볼 

수가 있다. 동양에 있어서도 공자의 仁과 맹자의 義, 순자의 禮, 한비

의 法에로의 이행은 그 각각이 갖는 장단 을 넘어 시 가 보다 복

잡화, 다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윤리체계가 그에 상응해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덕의 

윤리로부터 규칙이나 의무의 윤리, 나아가서는 법규범으로 발 하는 

추이를 알 수가 있다. 
덕 윤리의  복원을 한 시도가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  

하나는 고  덕 윤리, 특히 Aristotle 덕 윤리의 기반이 되었던 형

이상학  생물학을 체할  안을 구상함으로써 실천  숙고

에 있어서 인간  선이나 목 의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 문제를 해

결하는 일이다. 그러나 비록 덕 윤리의 이론  근거가 해결된다 할지

라도 행 자(agent) 윤리가 여 히 착하게 될 보다 심각하고 치명 인 

도 은, 덕 윤리가 지나치게 독선 이거나(오직 한 가지 삶의 방식만이 

언제나 바람직하다는 주장) 아니면 덕 윤리가 행 의 유용한 지침이 되

기에는 지나치게 불확실하거나(uncertainty) 미결정 (indeterminacy)이라

는 부담이다. 특히 이는 그런 행 가 가정이나 우정과 같이 사  

역과 련되기 보다는 공 이고 정치 인 문제와 련될 경우 그러하

다. 정치철학이 행 자들에게 일반  기 과 설득력있는 규칙들을 제

22) Stephen M. Gardiner, “Seneca’s Virtuous Moral Rules”, Virtue Ethics, 

Old and New, Stephen M. Gardiner(ed)(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pp.30-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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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실천  지침으로서 무력하다 할 것이다.
 덕 윤리의 부활은 체로 규칙도덕(rule morality)의 비 으

로부터 시발된다. 이 같은 비 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규칙의 

도덕이 겨냥하는 목표를 확인하고 그것이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  문

제에 한 인식이 제되어야 한다.23)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문제는 

앞서 지 한 바, 실천  선택이 갖는 근본 인 불확실성과 미결정성

이며 명료히 진술된 행 규칙이 없는 경우 우리는 자신의 추측, 직  

혹은 편견 이외에 의거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확실성

(certainty)에 한 이 같은 필요는 근  기획에 있어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 내지 실천철학 반에 걸친 실한 요청이었고 따라서 

법칙, 원칙, 규칙들에 한 추구의 동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24) 
그야말로 스피노자의 도덕기하학(moral geometry)과 같은 확실성을 

갖는 규칙의 체계를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근세 이후 실천철학의 제1
의 목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확실성이란 요구사항은 그 의미와 설득력을, 사회  목 과 

깊은 인간  필요에 한 특정 입장으로부터 이끌어 내게 되는데 그

러한 목 은 사회  선들의 공정한 배분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으

며 그러한 필요는 노 제와 같은 것이 없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이

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 같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

다. 를 들면 덕 윤리학자들처럼 사회의 기본 인 기능은 자원의 배

분보다 성품이나 선호의 형성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행 의 지침이 되는 규칙의 특성과 같이 확실성에 한 지배  욕구

에 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이 윤리 은 사회  

내지 공동체 과 상 인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근세 이후 

개된 사회상황은 규범의 확실성을 요구했으며 이는 규칙의 윤리로 

귀결되었다 할 수 있다.
확실성 다음으로 규칙이나 －법  윤리의 두 번째 본질 인 특성

23) Stephen G. Salkever, Finding the Mean, Theory and Practice in 

Aristotelian Political Philosophy(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112.

24) 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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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평성이나 비개인성 내지 공공성(impartiality, impersonality, publicity) 
등에 한 요구에서 비롯된다.25) 도덕 규칙의 주체는 특정 개인이 아니

라 의지 혹은 공리의 담지자, 원  입장(original position)의 표  

개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들은 그것이 도덕이론으로 하여

 도덕이나 정치  갈등을 불가피하게 야기할 개인  편향이나 편견

을 극복하게 해주는 한에서 확실성 조건과도 하게 련되어 있

다. 특정 개인의 성품으로부터 이 같은 추상은 개인차를 무시하는 공

리주의  종류일 수도 있고 공동의 이해 심까지 배제하는 칸트 인 

종류의 것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이건 간에 규칙의 도덕은 사회  

삶을 공 인 역에서 다루며 실천  담론으로부터 사랑, 우정 등 사

인 문제를 논의로 하고자 한다.
이런 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으로는 규칙의 도덕이 본질

상 개인주의  편향을 가지며 따라서 그것이 자본주의  원천을 반

하는 것이라는 비난은 근본 으로 그릇된 것이라는 이다. 공평성이

나 비개인성에 반 된 추상화의 핵심은 사회로부터의 추상이라기보다

는 특정 개인이나 그 성품으로부터의 추상이요 우리 각 개인들을 특

징지우는 특정 욕구와 목 에 의해 형성되는바 인간의 개인 인 삶이

라는 사실로부터의 추상인 것이다. J.S. 이 말한 온 히 동정 인 공

리주의  찰자나 J.롤즈의 원  입장의 당사자가 비사회 이라는 

비난은 결코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비개인성은 이상  공

동체에 한 맑스의 입장에서도 요구되는 강력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

이다. 그런 공동체에 있어서 온 히 보편 인 유  존재(species-being)
들은 그들의 자질을 모든 방향으로 개발하게 될 것이며 이런 에서 

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할 것이다.
행 자 심의 도덕이 공  선택에 합한 기 으로서 역할을 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지에 해서는 분배  정의 문제와 련한 흄

의 언 이 주목할 만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필요나 공 (merit)에 

따르는 분배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 합당하다 할지라도 실제상으로는 

25) 의 책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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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어려운 논란과 혼동으로 귀결될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쉽사리 찰할 수 있는 바는 그것이 인간 사회에 있어 끝없는 

혼란을 결과할 것이며 인간의 편 성과 편향성으로 인해 그것이 어떤 

일반 이고 엄정한 원칙(principle)에 의해 규제되지 않을 경우 이 세

상에는 곧바로 무질서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 했다.26) 흄이 필요나 

공 에 따른 분배가 정의의 원칙과 같은 방식으로 공정하고 비개인

인 규칙이 아님에 주목하고 한 비록 정확한 규칙이 특정 경우나 

맥락에서 좋은 것에 한 정확한 지각에 배치될지라도 정치  행 의 

지침을 제공하는데 필수 이라고 한 그의 언 은 지극히 합당한 것으

로 생각된다.
최근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 논변은 롤즈의 정의론   완 의 원

칙(The Principle of Perfection)이라는 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롤

즈는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을 그가 소  직 주의  완 주

의(intuitionistic perfectionism)라 부른 것과 비하고 있는데 이 후자

는 Aristotle의 행 자 심  도덕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변에 따르면 일정한 삶의 방식이나 성품이 다

른 것보다 더 훌륭하거나 유덕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덕에 한 

주장이, 덕의 유무와 상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 인 서비스를 베

풀어야할 사회  필요와 상호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Aristotle  언어를 빌려 표 하자면 사람들이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요구사항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균형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롤즈는 이 같은 Aristotle  행 자 윤리가 그 자체로서 반론을 제

기하기가 쉽지않다는 을 인정한다. 그러나 롤즈는 결론짓기를 행

자 도덕은 실천이론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같은 담론의 스타일로 인해 정치  질서나 개인의 자유가 받

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탁월성의 기 은 정치

원리가 되기에 불확실하며 공 인 문제에 그것을 용할 경우 결정에 

26) David Hume, 앞의 책 BK.3, pt,2, sec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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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못하거나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비록 그것이 의의 

통이나 공동체 내에서는 합당하게 용되고 수용된다 할지라도 그러

하다…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완 주의  기 은 어려움에 착

하게 되고 심지어 개인  자유마  하게 되는 까닭에 보다 확실

한 구조를 갖는 정의의 원칙(principles)에 으로 의존하는 것이 최

선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27) 요약하면 덕의 윤리는 사실상 어

떤 사 인 배경에는 할지 모르나 “공 이거나 정치 인” 삶 즉 

공동체의 유 가 비교  비개인 인 경우에는 그 용이 어렵다는 것

이다.
그런데 도덕 규범의 정식화나 규칙화는 비단 근세 이후 최소도덕

으로서 의무윤리에만 해당되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인간사회를 규율함

에 있어 모든 윤리체계가 요구하는 일반  사항임은 이미 지 한 바

와 같다. 행 자 도덕에 보다 공감하는 다른 학자들도 이론 인 

역이 아니라 다소 실천 이고 정치 인 역에 있어서 유사한 요구

사항들을 주장한다. 퍼트남(Hilary Putnam)은 주장하기를 도덕규칙이 

“ 요한 까닭은 그것이, 우리가 서로의 양심에 도 하거나 그것을 새

로이 형성하려 할 경우 지니고 있는 주요 기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28) 머독(Iris Murdock)도 칸트류의 규칙도덕을 지속 으로 공격하는 

과정 에서도 “그것은 칸트 인 도덕 웅이 자유주의  국가의 이상  

시민으로서 제군주를 향해 제기할 경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

다.29)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한때 흄이 명하게 찰했듯 훌륭한 정

치철학이 반드시 훌륭한 도덕철학인 것은 아니라는 말을 음미할 필요

가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 인 문맥과 공 인 맥락간에 상이한 언어를 이용해야 할 필요

에 한 이 같은 주장, 따라서 도덕철학과 정치철학간에 민한 구분

27)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pp.330-331.

28) Hilary Putnam “Taking Rules Seriously”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195.

29) Iris Murdock, Sovereignty of Good  (NewYork, Schocken Books, 1971),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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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할 필요성에 한 요구는 리암스(Bernard Williams)에 의

해서도 날카롭게 진술되고 있다. “특히 의 복합사회에 있어 윤리

으로 의미있는 기능은 공직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만일 사회

가 비교  개방 일 경우 이는 공무원들이 그들로 하여  책임감을 

갖게 하는 명백하게 표 된 질서에 의해 규율될 것을 요구한다. 공

이며 거 한 비개인 인 공론장에 있어서 소  ‘직 ’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비록 개인 인 삶이나 보다 긴 히 공유되는 생활에 

있어서는 직 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라도(다른 어떤 것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으나) 그러하다.”30) 결국 복잡하고 비개인 인 정치

 세계는 단순하고 비개인 인 평가어를 요구하는데 비해 덕의 언어

는 가정이나 우정을 내포하는 행 과정을 해명하고 선택하는데 

한 것일 수 있다. 이 같은 덕의 언어가 정치 인 세계에로 확 될 경

우에는 사회  통합, 개인의 자유, 정치  책임과 같은 것을 심각하

게 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Ⅴ. 자유주의 사회와 덕 윤리의 수용

롤즈에 따르면 칸트나 에 의해 창도된 통  자유주의는, 자율

성이나 개성이라는 가치를 함양하는 것이 인생의 반을 이끌어야 할 

이상으로서 인생 체의 가치를 언 하는, 이른바 포  자유주의

(comprehensive liberalism)라 할 수 있다.31) 그러나 사회에 있어

서는 사람들의 가치 이 다양화 되었으며 이성 인 사람들 사이에서

도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까닭에 사회  통합을 해서는 자유

주의도 최소주의  략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롤즈는 

30) Bernard Williams, “Persons, Character and Morality” in  Moral Luck; 

Philosophical Papers 1973-1980, 1-19(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81.

31) John Rawls, “The Priority of the Right and Ideas of the Good”, 

Philosophy &Public Affairs 17(1988), pp.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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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입장을 정치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라 부르고 인생 

반이 아니라 정치  역안에서 첩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가치

에 이르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정치  자유주의는 인생 반이 아니

라 입헌민주체제의 기본구조라는 특정한 주제만을 다루며 그 주장내

용으로서 정치  정의 이 포 인 교의에서 독립해서 제시되며 이

는 민주사회 안에 잠재하는 공유된 가치 에서 도출된다는 것이다.32)

그런데 이 같은 자유주의는 비록 덕을 정치의 목 으로 하는 완

주의(perfectionism)에 해서는 비 이지만 덕을 정치의 수단으로 

수용하는 입장까지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가 덕

을 배재할 이유가 없음을 이해하기 해 정치의 목 을 정식화한 정

의의 원칙에 한 두 가지 수행방식을 생각해보자.33) 첫 번째 수행방

식은 정의의 원칙에 표면 으로만 따르는 방식이며 이 경우에는 수단

으로서의 덕에 해서도 언 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 같은 수행

방식에서 정의의 원칙은 시민의 성격에 향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정의의 원칙은 행 를 강제하는 부담일 뿐이며 공 인 역에서

는 처벌의 공포가 두려워 정의원칙에 따르게는 될 것이나 정의원칙이 

성격에 향을 주지 않는 한 사 인 역에서는 여 히 부정의를 쉽

사리 자행할 가능성이 열려있게 된다.
자유주의 사회를 안정 으로 발 시키기 해서는 첫 번째 수행방

식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는 자유주의를 자멸 인(self-defeating) 결과

로 이끌게 된다는 비 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  자유주의는 

두 번째 수행방법 즉 정의의 원칙을 내면화하고 그에 기 해서 행동

하는 수행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수행방식에서는 정의의 원

칙이 단순히 행 만이 아니라 성격의 형성과 변화까지도 요구하게 된

다. 를 들어 롤즈의 제가 된 도덕  인격도 이미 고정되어 주어

진 성격을 갖는 인간이 아니라 성격을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변경해

갈 수 있는 존재이다.34) 이같이 고찰할 때 정치  자유주의에서 배제

32) Rawls,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 Press, 1993), pp.11-15.

33) Stephen Macedo, “Charting Liberal Virtues”, in Virtues; Nomos XXXIV 

(NewYork Univ. Press, 1992), pp.2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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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은 정치에 외재 인 목 으로서의 덕일뿐 정치에 내재하

는 수단으로서의 덕은 아닌 것이다. 자유주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

요한 덕은, 구체 으로 타자의 권리를 존 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자

에 해 용을 베풀고 자유주의 정의의 원칙을 자발 으로 지킬 수 

있는 성향을 갖는 정의감 등이다.35)

근세 이후 다원주의 사회에 한 응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정치

으로는 자유주의가 도덕 으로는 의무윤리가 제시되었다. 비록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된 것이긴 하나 이들은 모두 다원주의 사회를 

리하기 한 근  로젝트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으로 자유주의나 의무윤리는 덕의 윤리에 해 이거나 아니면 

어도 비우호 이라는 견해가 지배 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 

같은 견해는 지극히 흑백논리  발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최 윤리이건 최소윤리이건 혹은 공동체주의이건 자유주의이건 간에 

그에 걸맞은 덕윤리는 구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자유주의 사회의 최소윤리로서 의무의 윤리 혹은 규칙의 윤

리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같은 의무를 지키고 규칙에 따르는 

수의 덕목(rule-following virtue or compliance virtue)이 실히 요구

된다. 이 같은 규칙이나 의무의 수는 자유주의 사회의 질서유지를 

한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한 이 같은 최소도덕으로서의 의무의 

윤리속에 함축된 공평성 혹은 공정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정의감

(sense of justice)의 덕목도 요구된다. 나아가서 의무나 규칙 혹은 정

의에 반되지 않는 한에서 성원들은 서로의 차이를 수용할 용의 

덕목(virtue of tolerance) 한 다원주의 사회의 필수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덕목들을 체득하여 이행하는 성원들은 유덕한(virtuous) 
시민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덕목들을 시민  덕(civic 
virtue)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4) S. Macedo, Liberal Virtues(Clarendon Press, 1990) Ch 7.

35) J. Rawls,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Philosophy 

&Public Affairs  14 (1985), pp.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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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유주의  다원사회가 이상과 같은 덕목이 번성하게 될 환

경으로서 합한지는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 으로 덕의 윤리

는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훨씬 번성하기 쉬울 것으로 단된다. 그러

나 제 로 된 시민교육이나 도덕교육을 통해 그 같은 덕목의 훈육이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서 시민들이 그 같은 덕

목을 제 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의무나 정의에 배했을 경우 당하게 

될 처벌의 고통이 그 같은 덕목의 습득을 재 하는 동기화의 에 지

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덕목의 체득으로 인한 안락하

고 행복한 삶이  다른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 같은 주장들의 진 는 경험과학  검증에 의해 밝 질 것인바 자

유주의  다원사회가 원리상 덕의 윤리에 비우호 이라는 입장은 자

명한 것이 아닌 것으로 단된다.
매킨타이어는 덕윤리의 퇴락과 련하여  자유주의 사회를 비

하면서 덕 윤리가 가장 잘 번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소규모 지

역공동체 모형(local forms of community)을 제시했다. 이같이 자유주

의가 덕 윤리의 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매킨타이어의 주장에 해 

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응책이 있을 수 있다. 
리엄 갤스턴(W. Galston)과 같은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매킨타이어가 

가치론에 있어 자유주의는 립성(neutrality)의 입장을 취한다고 상정

하는 것은 그릇된 해석이라 주장하며 자유주의가 제하거나 제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간  선(가치)에 한 입장을 약술하고 있

다.36) 롤즈(J. Rawls)와 같은 다른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의미에

서 자유주의가 서로 상충하는 선(가치) 들간의 립을 취해야 한다

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유주의가 덕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엷은 선이론(thin theory of the good)을 상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외견과는 달리 자유주의가 일정한 종류의 립성을 받아들

여야 하는지 여부는 매킨타이어에 한 자유주의  응을 이해하는

36) William Galston, Liberal Purposes: Goods, Virtues, and Diversity in 

the Liberal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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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단한 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립성 논쟁에 있어 립 인 

입장을 취할지라도 자유주의자들은 매킨타이어에 응하는데 있어 본

질 으로 동일한 략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주의 이론은 사회에서 리 공유되고 있는 선(가치)
에 한 최소한의 입장에 바탕한 정의 과 련해서 덕을 이해함으로

써 얼마든지 덕의 개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갤스턴과 롤즈는 바로 이 같은 략을 

통해 매킨타이어의 비 에 응하고 있다 할 것이다.37)

롤즈는  민주체제의 공 문화의 일부인 바 선에 한 입장을 

시한 공동의 입장에 바탕해서 정의론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자유주의는 정의론을 개하는데 어떤 특정한 포  선

(comprehensive conception of the good)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이

용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그같이 정의 을 개하는 목 이, 범

하게 상이한 포  입장을 가진 자들에게 사회의 기본구조를 정당화

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8) 롤즈는 주장하기를 우리의 

공유된 이해로부터 구성될 수 있는 정의 은  민주국가에 있어 

훌륭한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한 해명을 제시한다. 즉 훌륭

한 시민이란 그들이 사회의 기본구조를 규율해야 할 정의의 원칙에 의

해 행 할 수 있고 그것을 구성하는 제도를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각종 

성품들을 소지한 자이다. 그에 따르면 이런 성품에는 사회 동체의 덕

목들, 즉 시민성, 용, 합리성, 공정감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39) 
갤스턴은 롤즈가 받아들이는 바, 인간  선에 해 다소 두터운 입

장(thick conception; 그래서 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리 공유되지도 

않는)을 제시한다. 그러나 갤스턴 역시 주장하기를 련된 선 은 최

37) Andrew Mason, “MacIntyre on Modernity and How It has Marginalized 

the Virtues” Roger Crisp(ed) How Should One live?, Essays on the 

Virtues  (Clarendon Press, Oxford 1996), p.199.

38) J. Rawls,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Philosophy 

and Public Attairs 14(1985), pp.223-51.

39) Rawls, “The Priority of Right and Ideas of the Good”, p.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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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것으로서 그것은 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에 기반을 제공함으

로써 사회의 기본구조가 사람들로 하여  상이한 가치 을 지니고서 

그에 의거해 행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공유된 가치 에

는 생명, 기본 능력의 정상  개발, 자유, 합리성, 사회  계 그리

고 주  만족 등의 선등을 포함한다.40) 마 도(Macedo) 한 자유

주의가 덕의 통을 수용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논지

가 다소 명료하지 않기는 하나 의 두 사람과 유사한 주장을 개하

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인간존 의 평등원칙과 같은 자유

주의 원칙과 정치  제도의 공공  정당화와 같은 자유주의  가치

이 실 되기 한 특정 덕목들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는 용, 
변화에의 개방성, 자제심, 넓은 동정심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41)

이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롤즈, 갤스턴, 마 도는 그들 나름의 자

유주의 버  속에 일련의 덕목을 한 여지를 마련하는 방식에 있어 

동일하다. 그들은 자유주의  원칙과 가치 을 구 하는 자유주의  

제도를 유지할 성향으로 해석된 덕의 목록들을 제시한다. 이들은 결

국 매킨타이어에 한 반론으로서  사회에는 이러한 사회를 규율

할 정의의 원칙에 상당한 합의와 더불어 특정한 일련의 덕에 한 

상당한 합의의 기 가 될 최소한의 선(가치) 에 한 충분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 이 같은 덕목들 에는 단지 수단  

가치뿐만이 아니라 내재  가치를 갖는 덕들도 존재하며 이를 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보다 포 인 가치 까지 제하지 않아도 무방

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42)

매킨타이어는 ‘덕 이후’ 퇴락한 도덕  상황에 한 처방으로서 지

역공동체의 구성을 제시하고 이 같은 환경 속에서만 바람직한 행이 

형성되고 유덕한 지  도덕  삶이 번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오늘날 노동이 체로 비인격  자본에 사하고 있고 

40) Galston, Liberal Purposes, pp.174-7 참조.

41) Steve Macedo, Liberal Virtues: Citizenship, Virtue, and Community in 

Liberal Constitutionalism(Oxford, 1990), pp.128-9, 271-2 참조.

42) Andrew Mason,  논문,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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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덕의 함양을 한 행의 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 자본주의 체제를 개 하지 않는 한 지역공동체

의 구성만으로 어떻게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

다.43) 이같이 사회경제  지반에 한 구체  구도가 없는 한 매킨타

이어의 구상은 노동이 가정을 심으로 조직되었던 －근  제도

에 한 낭만  동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비록 그의 구상이 

진지하고 바람직한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실성이 취약한, 매력

없는 안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시장경

제와 노동 실에서 덕윤리의 의미를 논의하는 일은 덕윤리의  

의의를 이해하는데 핵심  과제가 된다 할 것이다. 매킨타이어에 따

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노동이 덕 윤리의 바탕이 되는 바, 
내  가치를 지닌 행(practice)이 되기 어려우며 노동은 내  선

(internal good)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자본주의

 시장의 작동기제와 그것이 노동 장의 조직에 갖는 압력에 한 

어느 정도 실성 있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매킨타이어에 있어서

는 문  학자나 문  술가의 작업은 내  가치가 있는 행을 

구성하는 범형  경우이다. 물론 그도 이러한 형태의 작업이 외  선

의 추구에 의해 오염되어온 정도에 해 우려를 제기한 은 주목할 

만하다.
여하튼 매킨타이어가 지 한바 노동이 내  가치를 갖는 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은 어느 정도 수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그 

형 인 경우는 생산라인이라 할 수 있다.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자

들은 생존에 필요한 외  선을 획득하기 해서만 노동을 할 뿐이다. 
아마도 그 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산라인의 노동은 내  선을 

실 할 기회를 제공하고 탁월함을 성취할 인간  능력을 개발할 정도

로 충분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노동은 언제나 단순과업의 

반복을 내포하며 따라서 행을 구성하는데 요구되는 다양성과 깊이

43) Andrew Mason,  논문,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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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여하고 있다.
물론 내  가치를 갖는 행이 될 수 있는 경우와 될 수 없는 경

우 사이에는 범 한 간지 가 있을 수 있으며 각종 문직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노동이 행을 구성할 수 

있기는 하나 쉽사리 외  선의 유혹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고 매킨

타이어는 주장한다. 외 인 선의 추구와 내  선의 실 이 갈등하기

도 하나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지는 않다. 그러나 

가치있는 행이 주변화(marginalize)된다는 매킨타이어의 주장이 

실성이 있는 것은 체로 일반 노동이 많은 사람들에 있어 행이 

될 수 없게끔 수행되고 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 해 시장이 강압하

고 제약한다는 생각에 의거한 것이다. 다소 매킨타이어의 주장에 과

장이 있다 할지라도 시장이 노동에 가하는 종류의 압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다 할 것이다.44)

자본주의  시장은 일차 으로 이윤을 극 화 하고자 하는 사용자

의 욕구, 따라서 효율성의 욕구에 의해 추동되며 설사 윤리경  등으

로 건실한 이윤을 추구할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 으로 기업이 소유주나 주주가 아니라 경 자에 의해 운 된다 

할지라도 경 자 역시 소유주나 투자자에게 그들의 자본에 한 상당

한 보상을 돌려  경우에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성공 인 경 자

로 정된다. 직간 으로 국가를 해 공공 역에서 일하는 자들 

역시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때로는 노동을 내  가치

가 있는 행으로 조직하는 것이 효율 일 경우도 있다. 보람있는 

행이 될 경우 직업만족도도 높아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행에의 참여

는 일련의 인간능력을 개발, 행사하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노동자는 자기동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훌륭한 노동자가 보

다 쉽게 충원되며 따라서 노동과정이 이런 측면에서 보다 효율 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러한 결과가 일반 이라고 상정하는 

44) A. MacIntyre, After Virtue,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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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소박한 생각이다. 생산과 용역은 문화될수록 더 효율 인 것

이 된다는 것은 일반 인 사실이다. 그 다면 시장의 압력은 사람들

의 업무가 보다 덜 다양화되고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실 할 자유

재량의 여지를 게 두는 쪽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술의 문화를 도모

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노동은 행이 될 정도로 충분한 복잡성

을 결여하게 되고 다양한 덕 보다는 문  기술에 길들이게 될 것

이다. 매킨타이어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주의  시장은 보다 효율

인 노동력을 선호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보다 큰 이윤을 가져

오고 이 같은 조직은 노동이 행이 되는 것을 억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매킨타이어는  경제질서가 행  

덕에 해 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근  제도에서는 노

동이 행으로 번성했고 덕윤리 친화 이었다는 것 역시 건제하의 

노동자들에 한 그릇된, 로맨틱한 견해가 아닐지 의심스럽다.45)

Ⅵ. 결어; 의무윤리와 덕윤리의 상보

이 논문에서 우리는 도덕체계가 그 자체로서 자립성 혹은 자율성

(autonomy)을 갖는 것이라기보다 사회구조와 상 해서 변화, 발 해

가는 것이라는 에 주목했다. 그 다고 해서 사회구조가 도덕체계를 

일방 이고 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생겨난 도덕체계

는 나름의 부분  자립성을 가지고 사회구조에 향을 미칠 수도 있

음에 주의했다. 한 인간다운 삶은 다양한 여러 측면을 갖는다는 

에서 어떤 단일한 도덕체계는 나름의 강 과 단 을 지니며 따라서 

인간 삶의 복합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해서는 여러 도덕체계가 

서로 배타  안(alternative)이기보다는 상보 (complementary) 련

이 불가피하다는 도 제시되었다. 이런 에서 고 이건 이건 

간에 모두 의무－규칙 윤리와 성품－덕의 윤리가 병존했으며 단지 고

45) Andrew Mason, 앞의 논문, p.206.



논문256

사회와 같이 소규모 면  공동체에서는 성품－덕의 윤리가 주도

 도덕체계 고 사회와 같이 다원  익명 사회에서는 의무－규

칙의 윤리가 지배 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설사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도 인 윤리체계가 바뀔지라도 다

른 윤리체계 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근세 이후 많은 윤리학자들은 마치 의

무－규칙 심의 윤리만으로 인간의 도덕생활이 남김없이 표 될 수 

있다는 단견에 사로잡  있었다면 의 일부 성품－덕 심의 윤리

학자들 한 마치 이것이 배타  안이라도 되듯 성품－덕 윤리가 

의무－규칙 윤리에 체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 한 극단

 단견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윤리체계의 상보성을 내세우

고자 하는 필자는 비록 근세 이후  사회에서 의무－규칙의 윤리

가 주도  치를 차지할지라도 여러 측면에서 성품－덕의 윤리에 의

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인간다운 삶의 소외 상은 불가피한 일일 것

으로 단된다.
그런데 필자는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윤리체계의 상호보완 

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한 가지 측면은 의무－

규칙의 윤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 주로 공 , 정치  역을 주도하는 

윤리가 되어야 하며 성품－덕의 윤리는 체로 사 이고 개인 인 

역에서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어도 다원주

의  사회에 있어서 공  역의 규율체계는 최소주의 일 수밖

에 없다는 에서 의무윤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확정성, 공평성, 공

지성 등이 요하다는 에서 명시 이고 －법 인 규칙의 윤리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우정 계, 나아가 소

규모 공동체에 있어서는 의무이상의 규범으로 덕의 윤리가 의미있는 

인간 계나 내재  가치를 지닌 행을 주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 가지 측면으로서 두 윤리체계가 비록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공 －사  역에서 분업  상보를 하는 경우에도 각 

역 내부에 있어서는 역시 다른 윤리체계의 보완이 요청된다. 이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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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  역에서 의무－규칙의 윤리가 주도해야 하긴 하지만 여 히 

의무－성품의 윤리에 의해 보완, 지지되지 않을 경우 의무－규칙의 

윤리는 공허한 형식주의나 사문화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는 도덕생

활에 있어 정당화(justification)에 못지않게 동기화(motivation)가 보완

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설사 의무와 규칙이 무엇인지 인지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의무와 규칙에 따른 성품과 덕이 계발되지 않을 

경우 의무－규칙 윤리의 실행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한 사  

역이나 소규모 공동체에 있어서도 덕의 윤리가 갖는 불확정성이나 미

결정성은 자주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그럴 경우 잠재 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던 의무－규칙의 윤리가 조정자로서 수면 에 나타

나 나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족애나 우정과 같은 사 인 역에 있어 정상 인 경우에는 인

간 계가 의무이상의 계로서 의무나 규칙과 같은 명시 인 사항 없

이도 서로 공감  이해 속에서 유지된다. 그러나 이같이 사 인 역

에 있어서도 성품과 덕의 윤리 변에는 의무－규칙의 윤리가 엄연히 

존속해야 한다. 이 같은 윤리의 존속은 가족애나 우정이 제 로 기능

을 하지 못하는 난 이나 비상시에 실히 요구됨을 실감하게 된다. 
가족애나 우정에 의해 맺어진 당사자들  어느 일방이 기본 인 의무

조차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은 낯선 사람들 이상으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 마련이다. 이는 가족애나 우정으로 맺어진 인간 계 역

시 그 변에는 호혜성  서로에 한 의무이행과 더불어 그 이상

의 것을 해주리라는 기 가 있으며 단지 평상시에는 이 같은 상호성

과 타산  기 가 수면아래 잠복하고 있다는 을 실증하고 있음을 

말해 다.
이상과 같이 여러 측면에 있어서 의무－규칙의 윤리와 성품－덕의 

윤리간에 상보성을 상정할 경우 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의무－규

칙 윤리의 일변도는 인간 소외와 더불어 윤리의 본령이 회손되고 있

다는 비 은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다. 성품－덕의 윤리학자들이 

의 도덕  기를 고발하고 윤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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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나름으로 당연하고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 까지나 

보완의 의미에서 타당한 주장일 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 성품－덕의 

윤리에 의해 의무－규칙의 윤리가 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도되어

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의 구조에 한 근본  개 이 제되지 

않거나 사회경제  체제의 변 이 가능하지 않는 한 규칙－의무의 윤

리는 사회의 주도  도덕체계로서, 특히 성품－덕 윤리의 하부구

조이자 기 질서로서 엄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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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elation between System of Morality 
and Social Structure

－Social Basis of Virtue Morality and Duty Morality－

Hwang, Kyung-Sig

In this paper, I suppose that there are intimate co-relations 
between a system of morality and a social structure. Upon this 
supposition, I will argue that modern morality, that is, morality of 
duty is a necessary and reasonable response to modern plural society, 
contra A.MacIntyre. Duty morality is the minimum morality that is 
the result of overlapping consensus and a feasible norm in plural 
society. And usually so many ethicists confuse duty morality and rule 
morality and misunderstand that they are interchangeable as a modern 
morality. But I will argue that rule morality is conceptually and 
practically different from duty morality and a response to different 
claims of society. The claim to formalize moral norms is to minimize 
the indeterminacy and uncertainty in moral judgments. Even though 
duty-and rule morality is important in contemporary plural and 
complex society, this kind of morality also has its limits and demerits 
as virtue ethicists claim. So, at last, I will argue virtue-agent 
morality is not alternative but complementary to duty-rule morality.

Keywords: Duty Ethics, Rule Ethics, Virtue Ethics, Pluralism, Minimum 
Morality, Indetermin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