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의무의 정당화이론으로서 동의론의 한계와 가능성

박효종(朴孝鍾)*
1)

국가권위를 정당화시키는 동의이론의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약속을 함으로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처럼,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기로 자

유의사로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동의론은 공리주의나 사회계약론보다 도덕적 우월성을 보유한 이론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동의행위가 정치적 의무산출에 있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이점에서 동의이론의 한계를 적시하는 일련의 비판적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가권위를 정당화시키는 이론으로서 동의론이 일차적으로 실패한다고 해도,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

주주의에 기여하고,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기능이 탁월하다면, 동의론의 진가는 충분

히 옹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동의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의사소통기능과 교육기능을 감안할 때

시민의 동의를 확보한 정부가 시민의 동의를 결여한 정부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Ⅰ. 문제의 제기

국가의 권위가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명제는 17세기 이후로 서구

에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진부한 명제가 되었다. 정치적 의무와 관련

하여 동의의 개념이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차지하는 심

대한 비중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동의의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행위자 자신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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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반화되고 전형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A가 X를 하겠다고 동의를 하면, 그로

인하여 의무를 수임하게 된다. X를 하기로 A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내용 X는 그 자체로 A

에게 의무가 되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동의를 통하여 정치적 의무가 성립할 경우, 행위자가 자

발적으로 국가의 권위에 승복한다는 의미가 돋보이게 마련이다. 즉 동의행위는 동의자가 자신을

국가의 명령과 법에 구속시킬 수 있는 타당한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의론에 내재하고 있는 일련의 약점들을 간과하기 어

렵다. 정치적 의무가 동의의 개념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인

색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로 유의미한지는 쟁점의 대상이다. 개인의 자유의사와 비교적 완

전한 정보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동의라고 할 수 있다면, 자유롭고 이른

바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 에 물들지 않은 동의행위가 국가권위에 대한 문제에서 어느 정

도로 성립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또한 시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명시적 동의를 하는 경우도

그다지 흔치 않다는 점도 관심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 동의의 본의적 의미를 살린다면, 단

순히 국가복종주의자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무정부주의자가 출현할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할 것

이다.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문을 봉쇄하고 국가주의자에게로만 편향된 동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의사에 입각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동의의 개념이 유의미하려면, 재협상이나 동의가

철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울러 허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에 대한 복종처럼 단 한번의 동의

로 삶의 방식(modus vivendi)이 영구적으로 결정된다면, 그러한 동의는 매우 특이한 범주의 동의

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동의의 개념이 정치적 의무에 있어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지는 비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동의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정치적 의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면서도, 동의론은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매우 유효하고 유용한 비전임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시민의 동의행위를 통하여

비의도적으로 파생되는 일련의 기능들은 주목할만한 가치로서,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필수적이며, 가치있는 기능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동의의 범주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의론이

포함하는 범위는 대단히 넓어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겠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동의는 동

의가 의무를 만들게 되는 제한된 경우이다. 실은 동의론자들 가운데에도 광의의 동의론을 주장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동의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의무가 야기된다는 엄격한 입장 뿐 아니라,

동의가 의무의 야기에 있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동의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그것이다. 예를 들면 신이 독립변수가 되고 동의가 매개변수가 되는 경우가 전형적으로, 신이 국

가에 복종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한다면, 이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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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명령에 대한 증거로 시민들의 동의를 점검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혹은 효용이 주요

기준이 되고 동의는 매개변수가 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즉 국가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증진

시킬 경우 국가에 대한 의무가 야기된다고 공리주의자들은 역설할 수 있겠는데, 국가가 최대다수

의 최대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증표로 시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본의적 의미보다는 부차적 의미의 동의론으로서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제외될 것이다.

I I . 명시적 동의와 가상적 동의

정치영역에서 동의 개념을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가장 당혹스러운 문제는 국민

들이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복종을 요구한다. 그런데 정치적 의무에서 개인의 동의행위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동의

론자들의 주장을 감안할 때, 동의부재현상은 정치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보다는 정치적 의무가 없

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시몬즈(A. J. Simmons, 1979)는 하나의 해

법을 제시한바 있다.

정치적 의무의 문제는 어떻게 한 개인이 특정 국가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가, 즉

한 개인이 그 국가의 시민이 되며, 또한 다른 국가가 아니라 그 국가에 특별히 구속되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다. 시몬즈는 개인의 동의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에서 이 관계를 만든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이든 현재이든 개별적으로 국가에 동의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법에 복종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지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이 시몬즈의 판단이다.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의무는 정의롭게 행동하게 할 자연적 의무

(natural duty) 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 대답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정의로운 국가에 복종해

야 할 개인의 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치적 의무는 국가가 정당하게 행동하는가의 여

부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가

가진 최고의 주권은 여지없이 부정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다면, 국가는 자발적 조직이나 임의단체에 불과할 뿐, 정치적 권위를 가진 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

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할 때, 정의에 대한 자연적 의무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

음이 확실하다. 국가에 대한 복종은 개인 자신의 판단을 일정 수준 유보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는 점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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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에 한계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완고하게 주

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한계는 국가의 최고 결정권에 흠집이 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국가에 대한 의무는 정의에 대한 의무와 같은 것

이 아니며, 양자 사이에 공통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상이점이 현저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무가 유의미하게 성립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행위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명제는 각별히 음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동의라고 할

때, 개인 A가 일정한 영토 안에서 사실상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국가조직에게 강약이 부동하여 굴

복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와 비강제적인 행위- 국가의 권

위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입장을 밝히라는 의견이 있었을 때 A가 이에 침묵했다고 하더

라도, A의 침묵은 자유로운 동의의 표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에 의한 실질적

인 동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질적 동의와 비슷한 경우라면, 개인 A가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의 권위를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범주의 동의를 명시적 동의 (express consent)로 지칭하고자 한다. 명시

적 동의의 본질적인 조건은 명백한 의사표시를 통하여, 때로는 상황에 따라 침묵하면서 행위자가

스스로를 의무 속에 구속시킨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각별히 강조해야 할 점이 있다. 즉 자발적

동의의 개념을 전제로 할 때, 국가가 보장하는 법과 질서로부터 비롯되는 혜택을 향유하는 행위

를 명시적 동의의 범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1). 물론 개인 A가 국가에 의한 혜택을 볼

때, 그 사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행위자 A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하지만 혜택향유 현상자체를 명시적 동의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히려

공정성의 원리로부터 기인하는 의무라고 해야 온당할 것이다. 혹은 동의라는 범주를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유형의 의무는 가상적 동의(hypothetical consent) 의 형태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상적인 계약자들이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 에서 법과 질서

의 혜택을 산출하는 협력의 구도에 표명할 것으로 추정되는 동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가상적 동의가 명시적 동의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전에 동의행위가 아니더라

도 개인은 정치적 의무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부연 설명해 보자. A는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명

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작동에 의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푸른 산, 맑은 물, 혹은 국

방 등의 공공재가 그것이다. 즉 강물이 오염되지 않는 등, 양질의 환경재가 산출되고 있다면, 그

것은 주로 국가의 권위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인바, 국가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시장

1) 이와 관련하여 시몬즈(1979)는 공공재의 혜택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receive와 accept로 구분한다. receive는

개인이 우연히 재화의 외부효과로 인하여 무상으로 누리게 되는 혜택을 의미하는 반면, accept는 개인이

동의의 행동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의식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 맥락에서 receive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accept의 범주에 관한 한, 동의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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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패(market failure) 로 인하여 산출될 수 없는 공공재(public goods)를 산출한다는 점이다(박

효종, 1994). 공공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각 시민들에게 일정하게 기여할 것을 특유의 권

위로 명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A는 국가의 권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고 해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비록 국가권

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A가 누리는 혜택에 대하여 상응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

기 때문이다. 즉 A는 세금도 내야하고 병역의 의무도 필해야 한다. 이 문제는 그가 동의하지 않

았더라도 정의의 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의무라고 하겠다. 각자에게 그의 몫 (suum

cuique)으로 표현되는 정의의 원리에 주목할 때, A는 혜택에 상응하는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할 의

무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fairness) 의 범주에 해당

된다. 그런가 하면 혜택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몫을 수행해야 할 원리는 감사의 원리(principle of

gratitude) 에 의해서도 정당화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받았을 때, 그러한

혜택에 대하여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무례한 사람이 된다. 이 때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위란 나의

일정한 본분을 다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A의 정치적 의무를 정의의 원리나 감사의 원리 이외에 동의의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명시적 동의의 범주로 설명할 수

는 없겠지만, 가상적 동의의 범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가상적 계약상황을 상정하면, 각 계약

자들은 상호협력 구도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는 제안에 동의할 것이라는 비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롤즈(J . Rawls, 1971)를 비롯한 현대의 사회계약론자들은 이러한 가상적 계약방

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방식에 의하여 동의의 개념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본 맥락에서는 가상적 동의가 명시적 동의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다. 또한 자발적 행위에 대한 동의론자들의 주장이 유의미하다면, 국가권위에 대한 동의는 명시

적 동의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상적 동의는 단순한 규범성을 함의할

뿐, 그것이 행위자의 자유의사가 전제되는 자발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동의의 특성은 바

로 그 자발성(voluntariness)에 있는데, 가상적 동의에서는 규범성만이 두드러질 뿐, 자발성은 별

로 찾아볼 수 없다. 자발성은 실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내

가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비로소 자발적 의사표출

이 현저한 것이지, 내가 만일 문제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가상성이나

반사실성(counter- factuality)이 짙게 묻어나는 상황에서는 규범적 의사표시만이 두드러진다. 하

지만 사실적 명제에서 규범적 명제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흄(D. Hume)의 통찰을 상기할 때, 나

는 X를 해야한다 는 규범적 명제에서 나는 X를 하고 싶다 는 욕구적 명제를 연계시킬 수는 없

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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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논의가 유의미하다면, 정치적 의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수임한다는 의미가 적

절히 부각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동의 이외에 가상적 동의와 같은 개념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I I I . 국가의 권위와 명시적 동의

전항의 논의에서는 명시적 동의가 가상적 동의와는 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는 명시적 동의는 묵시적 동의의 개념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함으로

논의의 실마리를 열어보자.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있어 명시적 동의의 행위가 그다지 현저하지

않다면, 묵시적 동의의 범주에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

발적 조직에서는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정식

결혼 서약을 하지 않았어도 동거생활에 들어간 A와 B는 결혼생활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혹은 부녀회나 청년회 등의 정식회원이 아니더라도 조직의 활동에 적극적이고 열

성적이라면, 암묵적으로 입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 관한 한, 다르다. 아무리 열성적인 참여 민주주의자라고 해도 그의 참여행위가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자유의사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에 참

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성적 참여는 유일한 행동대안이 될 수밖

에 없는 사실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선녀와 나무꾼의 우화는 시사적이다. 선녀는 자신의 옷을 잃

어버린 후 나무꾼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 자녀도 낳고 금슬 좋게 살았으나, 나무꾼과의 혼인은 결

코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다. 결국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옷이 발견되자, 선녀는 결연히 나무

꾼을 뿌리치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던가.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의 참여는 클럽에의 참여와 다

르다. 국가는 강제조직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일반 자발조직에서의 묵시적 동의개념은 국가에

대한 묵시적 동의개념으로 쉽게 전이하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에 관한 한, 명시적 동의의 개념에

집착할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명시적 동의의 개념은 국가권위에 있어 어느 정도로 유의미한가. 물론 때때로 개인은

국가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이민을 가는

데 있다. 그러나 이민의 비용은 매우 높고, 이민을 가고자 해도 상대방 국가에서 항상 받아들여

주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 난민의 자격을 획득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의 대안은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다. 만일 국가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국가권위에 싫증이 난 무정부주의자 A의 경우라면, A의 선택이 어떠할지는 명약관화하다. 무정

부주의자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정부 상태나 자연상태가 허용되어야 하겠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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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초현실적 상황일 뿐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도 심각하지만, 정작 쟁점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 왜 동의를 거부하는 시

민은 문제의 국가를 떠나야 할까? 설사 개인이 국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고 해도 개인에게 국

가를 떠나라는 요구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거운 절보다 가벼운 중이 떠나

라 는 준칙을 떠올릴 수 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편의주의나 국가 기득권주의에 입

각한 준칙일 뿐이다. 특히 절이 무겁고 중이 가볍다 는 상정에는 중보다는 절이 더 중요하다 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중이 모여 절이 된다 는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와 마찬

가지로 국가를 원하지 않는 개인이 국가를 떠나라는 요구가 성립하려면, 국가의 주권이 개인의

자유권보다 우월하다는 논리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동의하지 않는 개인의 주장은 이른바

무정부주의자보다는 분리주의자 , 혹은 혁명주의자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떻게 개인에 대하여 그러한 우월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권위

를 가진 국가가 성립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한 국가의 주장은

결국 개인의 동의의 결과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국가의 존재를 사전에 전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국가가 구축되어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논

리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우는 동의의 기본상정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동의 행위란 집단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즉 소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은 다수 사람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 소수 사람들의 동의는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

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논리는 로크의 통찰에 입각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자연

권으로 간주할 때,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갈

명분과 이유는 퇴색되는 셈이다,

그러나 만일 개인이 국가나 정치공동체와 독립적으로, 즉 자연상태에서는 재산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상정한다면, 국가에 대하여 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다른 대안

이 가능하다. 로크의 또 다른 통찰을 원용하여 개인의 자연적 권리가 오로지 자유에 대한 권리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어떤 결과가 야기될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만일 개인에 대한 국가의 모든 권위가 개인의 동의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면, 정

치공동체나 국가와 같은 집단 체제가 개인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구성원에 대한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으리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권위를 거부하는 반대자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

일 의무가 없다. 즉 동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편 국가가 개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고 우월한 권력체로서 개인을 추방할

수 있다는 명제가 전혀 성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 우월한 권력조직에 의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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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 내에 남아 있기 위하여 부득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면, 문제의 개

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지고 있는지가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

는 문제의 개인을 의무를 지고 있는 존재로 취급할 것이나, 문제의 개인은 자신을 자발적인 동의

자로 생각지 않을 것이며, 결국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쟁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해결

책이 나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통찰에 입각하여, 일정한 지

역 안의 다수가 명백히 동의함으로 성립하는 정치적 조직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법을 준수

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국가를 갖게 되는 셈이다. 물론 다수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

을 차지해야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결 불가능하지만, 그 문제를 차치하고 결과되어 나오는

조직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가권위

에 대하여 다수의 동의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구성원 개개인이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았

거나 상관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 동의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하게 추

구하지 못하는 제한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과반수결을 주장하게 된다면, 개인의

동의는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동의론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과반수결의 개념을 포기한다면, 또 다른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그 결과 나타나는 조직은 복종을 요구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발적인 보호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조직은 자발적인 클럽처럼 그 기능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만 권위를 행사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국가야말로 자발적인 조직과는 다른 강제조직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러한 자발적 조직에 대하여 한 동의가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

서 한 번밖에 없다고 단정짓는 일도 불합리하다. 자발적 동의로부터 기인하는 의무에 대하여 한

계를 허용한다면, 개인은 국가가 정의로운 통치의 약속을 깨트렸던 그렇지 않던, 나중에 재협상이

나 문제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개인은 미

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는 권리와 때에 따라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포기해야 하겠는가.

실상 동의가 개인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의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상정에는 국가나 혹은 국가

와 비슷한 조직이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조직이며,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모든 개인들

에게 이득이 된다는, 이른바 정치적 쾌락주의(political hedonism) 의 상정에 입각해 있는 셈이다. 그

러나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목적론적 논거(teleological theory) 가 되어 개인의

동의는 불필요한 범주로 전락한다. 국가가 공공재를 공여하는 필수조직으로 개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목적론적 조직이라면, 국가의 존재와 무정부 상태사이를 가늠하는, 이른바 합리적 선

택 (rational choice)은 존재할 여지조차 없는 셈이다. 물론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 합리적 선택이 전

적으로 무용지물이 된다고 단언할 필요는 없다. 이 국가에 속하느냐 혹은 저 국가에 속하느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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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정당성이 개인의

진정한 동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면, 이러한 선택이 국가 사이의 선택이라는 매우 제한된 범주에

불과한 이상, 무정부상태의 대안까지 염두에 둔 유의미한 선택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노직(R. Nozick. 1974)의 최소국가론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적인 동의 이론가들에게 활

로를 열어 주는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구성원들에게 정의를 강요하는 자발적인 보호협회가

특정지역에서 지배적 조직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조직의 비구성원들에게 그들의 권

리를 침해하지 않은 채 그 조직의 정의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특정지역에서 강제적인 보호조직이 됨으로써 문제의 자발적 조직은 국가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과정에서 출현하는 국가의 특성은 두 가지이다. 우선 이 조직은 다수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해서 이러한 위치를 확보했으며, 두 번째로 소수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지 않은 채 소수를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노직의 기본적인 권리는 자유에 대한 권리로서 일차적으로 강제에 복종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는 어떠한 사람의 의사도 억압하지 않은 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논리는 이율배반적이긴 하나, 노직의 논리는 확고하다. 어떤 특정지역에서 독립파들이 자신

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지배적 보호조직에 의해서 금지되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

면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신뢰성이 없는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립파들을 강제하는 데 있어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직의 논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라면,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문제의 개인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절차를 사용할 권리

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권리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서는 독립적인 개인에게 가능한 어떠한 절차라도 더 커다란 자원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조직이나

협회가 제공할 수 있는 절차 못지 않게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조

직이 출현하기 전에 개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겠는데, 노직의 구도에서 보면, 문제의 권리는 보다 우위에 있는 조직이 가동될 경우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권리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두 번째의 문제는 개인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절차에 의해서 자신들의 권

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월한

대안이 존재한다면, 문제의 개인들은 우월한 대안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될 공산이 크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의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특정 조직이나 협회로 강제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다. 그러나 문제의 노직의 논리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

직의 논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들로서는 혼자 살기보다는 함께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발상

으로서, 공리주의적 비전에 근거한 권리론에 불과할 뿐이다. 독립된 개인들로 하여금 국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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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도록 강요함으로 독립된 개인들의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들의 권리가 보다 더 효율

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리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강조하자면 개인 A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최소국

가의 구축에 동의하는 편이 A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최소국가에

동의하는 것이 개인에게 이익과 혜택이 됨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결

국 자발적 동의의 중요성은 이차적 범주나 부수적 범주로 전락하는 셈이다. 효용이나 혜택 , 권

리보호가 동의의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직의 동의론은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시키는 유의미한 논거로서 개인

의 명시적이고 자발적 동의에 입각한 정치비전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홉스가 제시한 목

적론적 공공재 공여의 논리와 마찬가지로2) 가상적인 동의론에 불과하다. 즉 각 개인이 합리적으

로 자기자신의 이익을 계산한 결과 정의의 추구과정에서 일정한 절차적 권리를 따르는 최소국가

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필연적 결론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개인

의 명시적·자발적 동의가 정치적 의무에 대한 유의미한 근거가 된다는 주장은 그것이 국가권위

의 강제적·독점적 성격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답보다는 의문들을 더 많이 제기하고 있

는 견해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V. 정치적 의무의 필요조건으로서 동의

이제까지의 논의가 설득력을 지닌다면, 동의행위는 정치적 의무 산출에 있어 일정한 근거, 혹

은 일정한 근거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는 있겠으나, 필요조건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에 관한 한, 몇 가지의 논거를 축약·개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개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보자. 실상 이것은 홉스의 논리이며, 흄의 논리이기도 하다. 국가

가 공공재를 제공하는 등, 국가가 부재한 상태에 비하여 개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공여한다면, 개

인의 동의행위는 부차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문제의 논리를 공리주의적 논거라고 하든지, 목적

론적 논거라고 하든지 혹은 가상적 동의의 논거라고 하든지,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

요한 사실은 행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국가에 대한 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2) 홉스에 있어 사회계약이 사람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이나, 엄밀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동의행

위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리바이어던(Leviathan)은 평화라는 공공재문제를 해결하는 기제이기 때

문에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는 가상적 상정에 입각해 있다. 이것은 로크의 동의론과는 달리 목적론적 관

점에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발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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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명시적 동의의 행위가 의미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불모의 행위라고 단언할 필요는

없다. 동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전혀 새로운 범주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측면보다는 기존에

성립한 의무를 추인하며 확인한다는 뜻으로 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개인의 동의행위 없이 도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상 정직해야 할

의무,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의무, 혹은 남에게 위해를 삼가해야 할 의무, 혹은 절박한 상황에 있

는 사람을 도와줄 의무는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성립하는 의무이다. 문제의 의무들은 자연

적 의무(natural duty) 라고 지칭되고 있거니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의무들에 관한 한, 개인의

동의는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자연적 의무의 개념을 확장해 볼 때, 법정에서 위증

하지 말아야 할 의무, 혹은 남의 재산이나 생명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의무, 혹은 한 걸음 더 나

아가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한, 반드시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개인이 자연인으로 지켜야 할 의무와 개인이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양자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해도 개인이 자연인으로 지켜

야 할 의무를 법에 대한 의무가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시적 동의로 말미암아

비로소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특히 개인의 동의 행위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협력적 구도의 구축에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동의 행위는 중복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미 협력적 구도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정의에 대한 자연적 의무, 혹은 감사에 대한 자연적 의무에서 도출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

이다. 즉 협력적 구도에서 개인 A가 혜택을 보고 있다면, 그 혜택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여를 해

야 한다는 점은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정의나 감사의 원리의 관점에서 자명한 일이다. 특

히 이와 같은 사실은 국가 공동체를 협력적 구도의 틀로 간주하려는 현대 사회계약론자들의 시도

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네 번째로 자연적 의무는 흔히 개인의 동의보다는 개인의 역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월쩌(M. Walzer , 1983)나 샌델(M. Sandel, 1982) 등, 공동체주의자들의 통찰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할 의무는 부모의 동의보다는 부모의 역할에서 기인

하며,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의무는 학생의 동의보다는 학생의 역할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일상을 보더라도 이와 같이 역할에 입각하여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결코 낯설지 않다. 물론

역할 가운데 일부는 개인의 동의하에 맡게 되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혹은 개인이 원하지 않더라

도 맡게 되는 역할이 있다. 전자는 종교인이나 직장인, 공직자의 경우이고 후자는 출생지 등의 요

소에서 두드러진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구성하는 요건을 보면, 개인의 동의 이전에 개인이 특정 지

역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훨씬 현저하다. 즉 A는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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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미국 국민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적절하다. 물론 이 경우 A가 한

국에서 태어났던 혹은 미국에서 태어났던, 그것은 A의 선택과 동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롤즈의

표현을 원용한다면, 하늘의 추첨상황(heavenly lottery system) 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비자발적으로 수임하게 된 역할이라고 해도 일정한 정치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정치현실이 아니겠는가! 즉 이때의 역할 수임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운명으로 간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역할에서 일정한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동의에 의하

여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명제는 더욱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 번째로 동의론의 아킬레스건은 이미 지적한 바 있거니와, 실제로 시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데 있다. 귀화하는 외국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특정 범주의 공직자 및 준법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명시적 동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점이야말로 명시적 동의의 근본

적 한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일부 동의론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시적 동의와 호

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의의 범주를 개발하고자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명시적 동의가 아닌 동의라면, 그것이 가상적 동의건 혹은 암묵적 동의건,

명시적 동의의 원래의 의미를 훼손시킨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명시적 동의가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희소하다는 점이야말로 명시적 동의가 정치적 의무의 필요조건으로 자리매김하

기 어렵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로 설사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고 해도 그 동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유로우며,

확실하고 완전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의 행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동의만이 명시적

동의의 본질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처럼 보험에

가입하면서 정확하게 그 조건들을 꼼꼼히 챙기는 보험가입자들은 얼마나 적은가. 국가에 대한 동

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정작 더욱 심

각한 문제는 국가에 대한 동의에서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법에 대해서 악법인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거니와,

앞으로 만들어질 법에 대해서는 더더욱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한 엄중한 불확실성 상

황에서도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동의론이 본의적 의미를 가지려면, 국가복종주의자 못지 않게 무정부주의자들이 탄

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동의론자들은 동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데 있어 일정한 편견을 지니고 있었다. 개인들의 동의 행위는 국가 존재의 이유를 부인

하기보다는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동의 행위가 자유로운 인간 행위

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의는 반드시 국가의 구축에 찬성하는, 이른바 슈트라우스(L. Strauss,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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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하는 정치적 쾌락주의자(political hedonist ) 의 선택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못지

않게 국가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출현할 가능성에 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동의론자들이 무정부주의자들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 무정

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발적 조직이나 임의단체로서의 국가를 인정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하

는 점은 하나의 의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어떠한 동의론자들도 국가복종주의자로 남아 있을 뿐,

무정부주의자는 없다는 사실이다. 즉 동의를 정치적 의무의 필요조건으로 삼게 되면, 모든 사람

들이 국가에 동의하리라고 단정해온 것이 지배적 추세로서, 동의 문제가 등장할 때 자연상태나

무정부 상태의 대안은 결코 우세하지 못하리라는 상정이다. 그러나 동의행위는 국가복종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이에 중립적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행위로서, 특히 일단의 무정부주의자들이 현

재도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무정부의 대안을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동의에 대하여 양 방향의 길을 열어 놓을 때, 동의는 국가 존재의 필요성을 확인하

기보다는 무정부 상태의 정당성을 상당수준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우려

되는 바이기도 하다.

V. 정치적 의무의 충분조건으로서 동의

지난 항목의 논의에서는 개인들의 명시적 동의가 정치적 의무 발생에 있어서 필요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개진한 바 있다. 이번에는 명시적 동의가 정치적 의무 발생에 있어 충분조건이 되

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동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 의 성격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절차적 정의

(perfect procedural justice) 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동의는 의무를 발생시

키는 데 있어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중한 도덕적인 가치를 외부로 표출하는 성격

을 지닌다는 데 있다.

첫째로 이미 동의에 의해서 비로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

적한 바 있거니와, 오히려 동의라고 해도 정당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

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의 문학 작품에서 목격하는 바, 샤일록과 안토니오의 계약,

공양미 삼백석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심청이의 계약 등은 모두 개인의 자유의사에 입

각한 동의라고 해도 정당한 의무를 발생시킬 수 없음을 시사하는 셈이다. 물론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수임에 있어 차지하는 역할이 심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나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발생시키

는 것은 아니다. 안토니오가 샤일록과의 계약에서 빚을 정한 기일 내에 갚지 못할 때 가슴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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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 한 파운드를 떼어내겠다는 조건에 동의한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동의는 그 내용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지닌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공양미 삼백 석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기로 한 심청이의 동의도 역시 인간의 기본 인권에 반하기 때문에 오늘

날 인본주의 시대의 관점에서는 구속력 있는 행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개인의 동

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부도덕한 것으로 단죄되는 시장교환행위도 주목의 대상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부는 마약거래를 불법적인 것으로 단정하고 마약거래자들을 기소하는 한편, 암표상도

단속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비강제적인 동의가 관련자들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당한 의

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무를 발생시키는 요소는 단순히 동의했다는 사실보다 동의의 대상

이 되는 내용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만한(morally permissible)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

하다. 실상 고전적 동의론자인 로크(J . Locke)를 보더라도 이 점은 현저하다. 즉 로크의 계약자들

이 자연상태를 떠나 정부수립에 동의하는 것은 그 동의의 내용이 자연법(jus naturale)에 부합하

는 범주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로크의 계약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의무를 지게 되는 이유

는 단순히 동의했다는 사실보다 동의한 내용이 자연권 보호라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이 민주국가가 아닌 독재국가나 전제국가에

동의했다고 해도 그 동의가 구속력을 지닌다고 하기 어렵다. 독재국가나 전제국가는 이미 도덕적

으로 허용될 만한 통치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동의를 했다고 해도 그 동의의 내용이 도덕적인 요구와 배치되는 내용일 경우, 동의는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서 동

의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가능하다. 동의를 한 내용이 비록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

다고 해도 그것이 또 다른 도덕적 고려에 의하여 압도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

경우 동의를 했다고 해서 문제의 의무가 항상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동

의를 했다고 해도 더 중대한 도덕적 사유에 의하여 의무가 면제되는 일이 가능한데, 일상생활에

서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하다. A는 B와 점심약속을 하고 차로 오는 도중 교

통사고를 당해 절박하게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 C를 목격하게 되었다. A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C

를 병원에 옮기기 위하여 피치 못하게 B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약속의 의무는 면제될 수

있지 않겠는가. 혹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도 진실한 내용 공표가 국가 공동체

에 해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도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에서 일본군의 총탄을 맞아 숨을 거두면서 나

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고 유언하였다. 이것은 군인들의 사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거짓말로서

그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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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직견적 의무(prima facie obligation) 에 대한 논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A는 국가에 대하여 복종하기로 명백한 서약을 했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상황이지만, 자신의 늙은 어머니를 돌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 이행을 포기

하고 늙은 어머니를 봉양한다면, 그의 병역 기피가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

니다. 혹은 병역 기피자로 몰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일반 병역 기피자와는 구분되어 정상

이 참작되는 약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동

의가 정치적 의무 발생에 있어 충분조건이 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로 완전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동의는 비로소 비교적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서만 온전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불의한 법, 불의한 국가가 그 자체로 도

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면, 동의를 했다고 해도 그 동의는 무효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정의로운 법과 정의로운 국가에 한하여 동의할 가치가 있다고 할 때,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이다. 물론 불의한 법

과 불의한 국가에 대하여 동의의 행위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에 수긍하기란 그

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딜레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정의로운 법과 불의한 법들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 혹은 헌법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반하여, 하위법, 즉 형법이나 민법에서 여성 차별적인 법 조항들이 발견되

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 개인 A의 동의행위가 유효한지 혹은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쟁점

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상당한 분별력을 지닌 시민 C의 입장에서 자신의 동의가 이 경

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정치적 의무는 당연하다기보다는 적어도 쟁점이 되는

셈이다. 물론 절대 다수가 악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 정치적 의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지

만, 동의에 내재한 개인주의적 의미를 살린다면 소수의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문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결국 동의의 행위가 순수절차적 정의의 수준 뿐 아니라, 완전절차적 정의의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완전절차적 정의의 수준에 유의할 때,

동의의 행위는 정치적 의무를 산출하는데 충분조건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VI . 결어에 대신하여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약속의 도덕적 규범이 정치적 의무로 유의미하게 전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지만, 동의론은 다른 어떤 이론보다 국가의 권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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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하는데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동의행위는 정당한 국가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이다. 그러나 현대 국가의 시민들이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명시

적 동의를 통하여 표시하기란 예외적 경우에 해당될 만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처럼 동의

행위가 정치권위의 중요한 정당성의 원리로 평가되는 반면, 그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물

증이 없다는 역설은 명시적 동의 행위가 정치적 권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의를 하지 않는 시민들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설령 동의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적법요건을 갖춘 동의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동의의 적용범위는 생각보

다 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민주주의론자들이 동의에 의한 정부에 변함없는 지지와 열렬한 성원

을 보내고 있는 현상은 당혹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 경향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의론에 입각한 국가권위가 온전하게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 해서 시민들의 동의로 이루어진 정부가 시민들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정부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주장할 의도는 없다. 시민개인의 동의행위는 국가권위를 정당화시키는 기능

보다, 혹은 그에 못지 않게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농부와 세 아들의 보물찾기 우화를 상기해보자. 늙은 농부는 죽어 가면서 밭에

보물이 있으니 파서 나누어 가지라고 유언하고 숨을 거둔다. 농부가 죽은 후 아들들은 보물을 찾

기 위하여 사방을 판다. 물론 아들들은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들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동은 결국 지력(地力)을 증대시켜 이들에게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게 되었다. 문제의 우

화에서 보물은 시민들의 동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의 동의는 아무리 신중하게

찾아보아도 발견되지 않는 보물이다. 그러나 동의라는 보물찾기를 계속함으로, 발견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함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일을 부지불식간에 성취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동의행위가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요

소를 들 수 있다. 시민들의 동의행위에서 우선 의사소통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의를 통하여 시

민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바를 정부에 알려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자원이 허용하는 한, 정

의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리고 도덕성과 순리성에 배치되지 않는 한, 시민들이 표출하는

욕구와 선호를 충족시킬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동의는 교육적 기능도

아울러 수행하게 마련이다. 시민들은 동의하기 전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토론도 하고 판단력을 사용하게 된

다. 이러한 심의활동이 이루어질 때,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는 본격적으로 발전

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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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의의 교육적 기능이나 의사소통적 기능은 한 개인과 다른 사람 사이에 의무와 헌신, 및

구속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수단으로서 동의의 범주에 기생적(寄生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자

체로만 놓고 볼 때 이들 기능들은 동의의 가치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나 교육적 기능은 동의행위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밀(J. S. Mill)이 주장했던 참여민주주의는 의사소통기능이나 교육적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서병훈, 1995). 혹은 대의민주주의보다 직접민주주의, 결집민주주의(aggregative

democracy)보다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구체화될 때, 혹은 이른바 풀뿌리민주

주의(grassroot democracy) 가 활성화될 때, 상기의 기능들은 보다 온전한 형태로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에 의한 정부가 입헌정부를 운영하는 바람직한 방식이라

는 점에 있어 그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동의에 의한 정부는 단순히 시민들이 국가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뛰어 넘어 시민들의 의사가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혹은 시민들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민주정치의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의의 핵심적인 규범적 기능, 즉 정치적 의무를 창출하는 기능에 배타적으로 천착한다

면, 동의론이 발산하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음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민 개인의 동의행위를 통

하여 구현될 수 있는 기능이 정부 관리들로 하여금 일정한 방식으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행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있다면, 더 적은 동의보다 더 많은 동의를 받은 정부, 혹은

유명무실한 동의보다 명실상부한 동의를 확보한 정부야말로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권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바람직한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가 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찰이 경비원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여, 경찰의 활동이 경

비원의 활동보다 더욱 더 가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만큼 부패나

비리의 가능성도 클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혹은 경찰청장이 일선 교통경찰보다 더 많

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더 가치있는 판단과 활동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이 하위법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더 커다란 구속력을 갖고 있다

고 하여 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다름 아닐 것이다. 권한을 적게 가진 일선경찰이 권한을 많이 가진 경찰

청장보다 의로운 일과 공익에 충실히 임할 가능성이나, 권한을 적게 가진 지방법원이 권한을 많

이 가진 상급법원보다 훨씬 정의로운 이른바 솔로몬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특히 권위주의국가의 문제란 민주국가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통치엘리트들이 장악하고 행사하

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통치자들은 권위주의국가의 통치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정당성을 향유하고 있다. 권한을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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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권한 남용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결과 민주주의는 권한을 집중하기보다

권한을 분산하는 삼권분립이나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더 많은 권위

의 확보는 결코 능사(能事)가 아니다. 이처럼 더 많은 권한의 확보가 다다익선(多多益善) 의 경우

처럼, 민주사회에서 절대선이 아니라면, 정치권위의 근거가 되는 시민들의 동의가 불완전하고 부

실하다고 해서 동의론의 무효화를 주장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 보다는 동의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동의의 이

차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의의 일차적 역할이 정치적 권위에 대한 정당화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일차적 역할에서 동의론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이차적 역할에서 동의

론의 가치가 현저하다면, 분명 동의론은 유의미한 이론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동의에 의한 정부

가 동의에 의하지 않은 정부보다 왜 가치가 있는지도 자명해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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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 l i t ies and l imi t s of consent theor ies

as a j ust i f icat ion for pol i t ical obl igat ion

Par k, Hyo-Chong*
3)

This research i s an at t empt to examine the possibi l i t ies and l imi t s of consent as a potent

ground of pol i t ical obl igat ion in a cr i t ical way. The consent theor ies have a moral super ior i ty

compar i son wi th social contract theor ies and ut i l i tar ianism. Their maj or strength is to demonst rate t

a ci t izen has a duty to bind to onesel f to obey to pol i t ical author i ty, as we bind our selves to obey

promising. Never theless , thi s research cal l s into quest ion the val idi ty of consent theor ies by arg

that consent i s nei ther a necessary nor suff icient condi t ion for a j ust i ficat ion pol i t ical obl igat ion

we do not regard consent merely as a potent ial ground of author i ty, i t i s impor tant to note the fac

that consent has other funct ions as wel l . The educat ive and communicat ive funct ions of consent are

impor tant values that have impl icat ions for ci t izenship educat ion in democrat ic society. Thi s i s

the state which governs wi th the consent of i t s ci t izens i s bet t er than the one which does n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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