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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적으로 행정윤리를 사유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관료들이 지켜야 할 규범질서를 먼저

명확히 한 다음 구체적인 행위들의 합법성, 정당성, 도덕성을 이 질서에 비추어 판단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 사상가로 알려진 Zigmunt Bauman, Emmanuel

Levinas, 그리고 Jacques Derrida의 윤리학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현재의 행정윤리가 인간

관계에서 고유하게 생성되는 윤리성 자체의 발현을 어렵게 하거나 더 나아가 그것을 억압하면

서 행정윤리의 윤리성(ethicality) 자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이다. 진정한 윤리는

구체적 타자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타자의 타자들 즉 공동체의 보편적 규

범을 수호해야하는 결정 불가능한 아포리아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현재와 같이 윤리적 코드를

양산하면서 행정윤리를 확보하겠다는 시도는 행정에서 윤리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다. Derrida의 윤리학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의 복잡성과 불

가능성, 즉 자신의 결정이 누구에게는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에 따

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려는 자세에서 진정한 행정인의 윤리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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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가, 계층제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이념을 인정할 때조차

도 계층제의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볼 수 있다. 합리적 질서의 필요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공할 만한 잔인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보지 못하는 눈

물이 있는데 바로 타자의 눈물이다. (Levinas, 1996: 23)  

Ⅰ. 머리말

행정윤리이론은 철학적 윤리이론을 기초로 행정현실에서 공직자의 책임의 원천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윤리적 공직자가 지녀야 할 자세와 행동을 규범적 측면에서 규명하려는 응용

윤리이론(applied ethics)의 한 분야이다1). 행정학 내부에서 비중이 높게 다루어지는 분야는 

아니지만 국내외적으로 매년 상당한 수의 연구 실적이 나오면서 꾸준한 학문적 진전을 보

이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가시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

는데, 그것은 과연 현재의 방식으로 행정윤리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 것

인가 하는 질문이다. 좀 더 부연하여 말하면, 응용윤리로서 행정윤리를 규명하고 그것의 실

천을 담보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인간관계에서 고유하게 생성되는 윤리성 자체의 발현을 어

렵게 하거나 더 나아가 그것을 억압하지는 않는가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윤

리의 윤리성(ethicality), 즉 진정한 행정윤리가 가능한 조건들을 문제 삼는 것으로, 행정윤리

가 자체로서 비윤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위에서 말한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행정학계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행정윤리를 사유하고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들이 행정윤리의 윤리성을 고양시키

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을뿐더러 행정윤리 자체를 탈윤리화시킴으로써 행정에 있어서

1) 도덕(morality)과 윤리(ethics)의 개념상의 차이에 대하여는 공통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Kant의 도덕철학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보편적 도덕률을 뜻하는 Moralität에서 도

덕의 의미를, 그리고 Hegel 철학에서 나온 것으로 공동체의 좋은 삶을 의미하는 Sittlichkeit에서 윤리

의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도덕과 윤리를 이해는 것은 Michel Foucault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는 도덕을 행동에 대한 보편적으로 유효한 금지규정에 대한 복종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인

간행동에 대한 내적, 외적 규제를 도덕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윤리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특정한 목적 아래 가꾸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후에 볼 Levinas와 

Derrida 역시 윤리를 어떤 도덕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닌 삶의 태도 또는 지향점으로 보고 있는 면

에서는 Foucault와 유사하나 후자가 "자기배려"를 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보는 반면 전자의 학

자들은 타인에 대한 무한한 개방성을 윤리의 원천으로 보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Zygmunt Bauman
은 거꾸로 윤리를 코드화된 규칙의 준수로 보는 점에서 위의 학자들과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한다. 
Foucault와 Baumman 사이의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는 Keleman and Peltonen(1999), Hofmeyer(2006), 
Bowling(20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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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성 또는 윤리성의 공백을 초래 할 수도 있음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Levinas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 국가는 윤리 문제를 합리적이고 

도덕적 국가운영이라는 보편적 이상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보면서 인간들 사이의 원초적 관

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목적으로서의 윤리성 자체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도움을 요구하는 타자를 직면하여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면서 사회 속에 

진정한 윤리적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지나치게 보편적인 규범질서를 지향하는 현대의 

행정윤리의 윤리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지니게 된 것은 물론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20세

기 후반 사상사 분야에서 '윤리적 전회(ethical turn)'를 초래한 포스트모던2) 또는 후기구조주

의 사상가들 특히 Zigmunt Bauman, Emmanuel Levinas, 그리고 Jacques Derrida의 윤리 연구

에 대한 독해에서 기인한다. 이들 학자들의 윤리 관련 연구들은 이미 행정학의 인접학문인 

정치학, 경영학, 사회학 같은 분야에서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유독 행정학 

분야에서만은 아직도 생소한 것으로 남아있다. 이런 사실은 현재의 행정학이 실증성만을 중

요시하는 학문적 나태함과 문제의식의 상실이라는 특징을 보이기에 지금이라도 사상사 분

야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이들의 윤리학에 대한 천착을 행정학 내부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윤리는 근대성의 이상이 지배하던 시대의 윤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는 Bauman의 주장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Bauman의 주장이 행정학에서 특히 중

요한 이유는, 그가 관료제의 조직적 특성들을 Max Weber와 마찬가지로 근대적 합리성을 상

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Weber와는 다르게) 사람(관료)들의 윤리적 사유와 판단을 

변질, 왜곡시키는, 극복해야할 윤리에 대한 최고의 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Bauman은 

대안적인 윤리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Levinas의 타자성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난해한 것으로 유명한 Levinas의 윤리학적 주장들을, 비록 축약된 형태로나마 고찰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Levinas의 윤리학은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Derrida의 윤리학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Derrida의 연구가 Bauman과 Levinas의 핵심적 

주장들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으면서 또한 보다 근본적 사유를 통해 두 학자의 윤리학이 

2) 본 연구에서 포스트모던과 후기구조주의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물론 두 사상적 조류의 정의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문화, 예술적인 관점이 강조되고 후기구조주

의에서는 언어학, 철학적 측면이 강조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 사상적 조류 모두 

인식론에 있어서 토대주의(foundationalism)를 부정하면서, 현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아가 아닌 타자 혹은 타자성의 문제를 윤리의 중심에 위치시킨다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취급한다. Bauman을 제외하고 Derrida와 Levinas는 스스로 포스트모던 학자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

문에 그들을 한 집단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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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Derrida의 연구

는 단순히 또 다른 윤리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성 즉 윤리가 가능한 조건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윤리의 현주소를 밝혀줄 수 있는 이론적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고 보

이기 때문에 보다 치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그렇다고 Derrida의 윤리학 전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필자

가 Derrida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도 자신이 없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인문

학 분야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이었기에, 필자가 이해하는 Derrida라는 등불을 가

지고 현재를 비추어 보면서 행정윤리를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그동안 

얼마나 방향을 상실한 별 의미 없는 노력이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errida의 많은 철학적 개념들 가운데 행정윤리 연구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결정불가능성(undecidabilit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

다. 즉 행정학의 중심개념의 하나인 의사결정에 대한 Derrida식의 해체를 통해서 그것이 지

니고 있는 아포리아적 구조를 분명히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 윤리적 함의

를 추출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논문의 중심내용이 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Derrida의 윤리학적 명제는 윤리의 불가능성이 바로 

윤리의 가능성의 조건이라는 그의 주장이다. 흔히 행정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달

성 가능한 목표, 실천 가능한 정책, 현실적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행정학 연구의 핵심 

내용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Derrida가 보는 윤리의 핵심은 끊임없는 불가능성과의 교섭이며 

불가능성의 경험이다. 우리의 윤리적 경험은 구체적(절대적)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것을 현실에서 완전히 실현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윤리의 이와 같은 특징은 행정의 분야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의사)결정의 상황에 놓인 

공직자는 절대적 타자에 대한 조건 없는 도움과 그 타자의 타자들 즉 일반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의무 사이에서 내면적 갈등을 격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가 느끼는 윤

리의 불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행정윤리의 금과옥조로 믿었

던 체계적 코드로서의 윤리는 그것이 구체적 상황에서 타자에 대한 유일하고 무한한 책임

을 파괴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타자에 대한 유일하고 무한한 책임 역시 불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후에 보는 아케다(akedah)이야기에서나 가능한 무조건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Derrida의 윤리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윤리의 아포리아적 구조 안에

서 진정한 윤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즉 윤리는 불가능성의 고통 속에서 우리

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약속하고, 믿음을 주고, 증인이 되고, 환대하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현실에서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다. Derrida의 시각으로 보는 행정 윤리 역시 

가능성의 예술인 것이다, 다만 그것이 불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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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제제기: 구체적 타자와 보편적 규범

1. Bauman의 관료제와 행정윤리

1989에 출판된 책 ｢Modernity and Holocaust｣에서 Bauman(1989: 14, 19)은 누가 보아도 예

외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집단학살을 모든 것이 잘 정돈된 '정원

국가(gardening state)'를 꿈꾸는 근대성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부분 '정상적인(normal)' 현상으

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극적 업무를 아주 능률적(?)으로 처리한 나치 

관료제 조직 안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문명화된 개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관

료조직은 사람들의 도덕적 본성을 특정한 방향으로 구속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Bauman(1989: 89-93)에 따르면 관료제 조직의 구성원들은 이 세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의 꾸러미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예측불가능성, 

자발성, 그리고 우연이라는 개념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개인들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회피하려 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관료제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가 어

떠한 도덕적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려하지 않고 더 나아가는 조직의 목표를 위

해 도덕성 자체를 수단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도덕성은 관료제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고 Bauman은 주장한다. 관료

제 안에서 도덕적인 것은 더 이상 정직, 양심, (자율적) 책임, 배려, 공감과 같은 가치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되면서, 대신에 복종, 의무, 규율 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 된다. 더 이

상 관료 개인이 하는 행위 자체의 도덕성은 문제시되지 않으며 그 행동이 조직 안에서 정

당하게 만들어진 명령이나 규정을 따른 것인가 또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인가 

아닌가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4년 뒤에 출판된 또 다른 책 ｢Postmodern Ethics｣에서 관료제 안에서 어떻게 도덕성이 왜

곡되는 지에 대하여 Bauman(1993)은 좀 더 면밀한 철학적, 사회학적 고찰을 하고 있다. 이

곳에서 관료제 조직은 개인들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도덕적 충동(moral impulse)'을 최대

한 억제시키면서 코드화된 규정이나 규칙 자체에 대한 준수를 조직윤리로 전환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관료제를 지배하는 관리 이데올로기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덕성

을 개인적 사유의 대상이 아닌 집합적 합리성의 문제로 보게 만들면서 어떠한 개인적 행동

도 개인을 초월하는 집단적, 도덕적 규칙에 기초하지 않는 한 도덕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때의 규정과 규칙이란 자신이 일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덕적인 것이

라고 판단하고 코드화시킨 것들이다. 결국 관료제 조직의 구성원들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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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려는 자연발생적인 도덕적 충동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의 태도나 행동의 도덕적 의

미에 대하여 본질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관료제의 상층부에서 만들어져서 내

려오는 코드화된 규정과 규칙의 준수만을 강요받는 윤리의 측면에서 비자율적, 수동적 존재

로 전락하는 것이다.

관료제 조직에 의한 도덕성의 왜곡과 그에 따른 행정의 비윤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Bauman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원초적인 도덕적 경험으로 돌아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주장한다. Bauman은 도덕성은 인간에 내재한 '사회-이전의(pre-social) 충동'에 기초한다는 믿

음을 가지고 있다. 같은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 Levinas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Bauman은 진정한 도덕성은 현재의 규범, 법규, 규칙 등에 의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가 타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내가 지니게 되는 무한한 책임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문수, 2011: 119). 즉 인간의 진정한 도덕성은 특수한 사정과 특수한 개

인을 무시하는 보편적, 추상적인 법을 지키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인간을 면

대면(face-to-face)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무한한 책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그저 더불어 살 뿐인 "being-with-the-other"가 아니라 타자의 

존재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being-for-the-other"로 간주되어야 한다(Bauman, 1993: 

60). Bauman이 자신의 윤리이론의 초석으로 놓은 Levinas의 윤리학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Bauman이 생각하는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 안

에서의 이성적 사유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라 사회의 성립 이전에 존재하는 개인의 정서적, 

감성적 본성에 기초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화와 규율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도 또는 보편적 규범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도 아니

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도덕적 능력을 - 비록 잠재적인 형태이지만 - 부여받고 있으며, 타자

의 얼굴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잠재적 능력을 스스로 발동시키는 존재인 것이다. 이와 같

이 개인의 도덕성을 규정하게 되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게끔 강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이전에 '항상 벌써(always already)' 도덕적 존재인 것으로, 오히려 사회나 조직은 개인

의 도덕성을 왜곡시키거나 말살시킬 위험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의 도덕적 능력은 

특정 시점의 특정 사회에서 지배적인 윤리관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Bauman은 우리가 현재 행정윤리를 사유하고 실천하는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 윤리의 본질은 타자와의 구체적인 만남에서 만들어지는 도덕적 충동에 기초한 자발적 

실천에서 찾아져야지 실천이성의 작용 즉 보편적인 도덕적 법칙의 발견에 있지 않다는 것

이다(Cambell and Till, 2010; Junge, 2001). 이렇게 윤리를 보게 되면 관료제 조직에서 법, 의

무, 명령 등에 복종하면서 이루어지는 관료들의 행위는 윤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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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진정한 윤리적 관료는 구체적 상황에서 도덕적 충동에 이끌리면서 조직의 규정과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된다. 

윤리와 정의의 관점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궁극적 가치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을 가로막

는 관료제의 특성이 20세기의 많은 역사적 비극의 원인이라는 Bauman의 주장은 일견 정당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료제 자체가 비윤리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곧바로 관료 개인의 

도덕적 충동에서 관료윤리의 해법을 찾으려는 Bauman의 주장에 대하여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보편적 규범이나 의사결정 절차 같은 것도 모든 개인이나 사안들을 불편부당하게 

대우하면서 혹시 개별 사안에 대하여 편파적일 수 있는 관료의 결정을 예방한다는 윤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가? 과연 구체적 만남에서 나오는 도덕적 충동과 보편적 규범의 

준수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것일까? 다음은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

쳐야할 Levinas의 윤리학을 간략히 알아본다.     

2. Levinas의 타자중심의 윤리학과 정의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윤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기 위해 

평생을 받친 학자로 Levinas를 드는데 별다른 이론은 없을 것이다. 우선 그는 아리스토텔레

스에서 칸트에 이르기까지의 윤리학에 대하여 극히 회의적이다. 이들 학자들은 결과, 덕성, 

의무, 의도 등을 기초로 윤리를 정의하면서 개념적으로 윤리를 체계화하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윤리적 경험 또는 윤리의 의미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즉 그

들은 어디 단단한 돌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윤리의 본질(essence)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Jones et. al., 2005: 73-74). 이에 반하여 Levinas는 윤리에 대한 탐구는 결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이나 절차의 닫힌 체계를 지향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는 유한하고 닫힌 총체성으로서의 윤리를 거부하는 것이

다. 이는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행동을 사전에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정하는 코드화된 윤리

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Levinas에게 윤리는 사람들의 윤리적 경험에 내재하는 개방성과 

무한성을 특징으로 지닌 것으로 기술적인 절차로 결코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

서 그는 자신의 작업은 "윤리적 체계가 없는 윤리"를 지향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Levinas, 2001: 81).         

Levinas 윤리학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타자(the Other)"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그저 

나 이외의 사람들(others)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ego)와 그것의 자족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근본적, 절대적 타자(radical Other)를 말하는 것이다. 유한한 나와 대비되게 무한성을 

특징으로 하는 절대적 타자는, 나와는 전혀 다른 타자를 경험하면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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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자아가 타자를 향해서 열려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진정한 윤리

가 시작하는 출발점인 것이다. Levinas(1979: 33-35)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Totality and 

Infinity｣에서 플라톤의 욕구(need)와 욕망(desire)의 구분의 예를 들어 타자성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한다. 욕구가 그것이 충족되면 없어지는 것과 달리 절대적 타자는 우리에게 욕망을 

만들어 낸다. 그를 도와야 한다는 우리의 욕망은 그가 우리에게 접근할수록 더욱 커져만 가

는 것으로 우리의 자아를 자기 충족적 상태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즉 타자의 

등장은 지금까지 나 자신의 존재에만 관심을 두었던 나의 현존재(Dasein)를 부정하면서 유

한한 나의 삶보다 더 중요한 무한한 타자의 삶이 있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Levinas는 윤리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면서 우리의 주체성 역시 윤리와 무관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타자의 얼굴3)을 

보는 순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할 수도 없는 선험적(transcendent)인 무한한 

책임이 발생하고, 또 이러한 상호주관적 경험을 통해야만 우리의 주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 윤리학자 Levinas의 주장인 것이다(Morgan, 2011; Hand, 2009). Levinas의 윤리적 기획은 

우리의 주체성은 절대적 타자와의 비대칭적(asymmetric) 만남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정

립시키는 것으로, 서구에서 플라톤 이후 2000년 이상을 지배해왔던 자아중심적 철학의 뿌리

를 흔드는 심각한 도전을 제기 하는 것이다. Handelman(1996: 226)에 의하면 Levinas의 

"face-to-face"는 우리의 자아를 '중단'시키며,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세계를 건설하고 또 

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자유롭고 자율적 개인을 '파괴'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주체성은 결코 내면적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타자

의 존재와의 관련을 통해서만 구성되는 것으로, "(우리의 주체성은) 무한한 책임으로 '항상 

벌써' 구성되었다는 의미에서 '항상 벌써' 윤리적인 것이다"(Raffoul, 2010: 179). Levinas에게 

서구 전통 철학의 인식론과 존재론 중심의 사유는 타자성(alterity)을 억압하면서 타자를 동

일자(same)의 관점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극복의 대상이다. 즉, 지금까지의 

철학은 타자를 결코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

닌 누구' 즉 동일자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면서 타자의 급진적 이질성과 자율성을 부

정하는 철학이다.

우리가 타자와 만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Being)에 선행하는 의무, 즉 우리 자신의 

자유를 타자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명령에 복종시켜야만 되는 책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3) 전통 유대철학에서 큰 영향을 받은 Levinas에게 "face-to-face"는 우리에게 타자를 도와야 한다는 명령

이 '본능적(instinctive)'으로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실질적 계기이다. 그는 우리의 마음에는 사람을 죽

이지 말라는 모세의 10계명이 각인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도 

해충을 제거한다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그들도 살인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Mikics, 2009: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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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그러므로 Levinas에게 윤리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회피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에

도 선행하는, 나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드는 절대성 그 자체이다. 그의 말을 빌리면, "나를 

개별적 '나(I)'로 만드는 것은 타자에 대한 나의 피할 수 없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책임성

(answerability)이다"(Levinas, 1986: 27).

마주보는 타자의 얼굴에서 그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나온다는 것은 나와 타자와의 상호

주관적 관계가 결코 동등한 관계가 아닌 비대칭적 관계임을 뜻한다. "나는 타자의 호혜적 

대응(reciprocity)을 기다리지 않는 상태에서 타자에게 책임을 져야한다"(Levinas, 1985: 98). 

이런 점에서 Levinas의 윤리학은 Habermas의 상호호혜적 윤리학을 거부하는 것으로, 상호호

혜성은 무엇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타자성 자체를 파괴하면서 타자에 대하여 갖는 무한한 

책임성을 회피하는 것이 된다(Young, 1997). Levinas의 이와 같은 주장은 평등하고 주권적인 

주체들 사이의 대등한 상호책임을 넘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4). 그리고 이 의무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로 성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타자가 지니는 타자성의 우월한 지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절대적 타자의 인질일 수밖에 없다는 Levinas의 윤리학은 나와 타자라는 양

자관계 밖에 위치한 제3자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우리는 과연 무한한 

책임을 지는 구체적이며 특정한 타자 밖에 있는 다른 수많은 '타자의 타자들(other others)'에 

대하여도 절대적 타자에게 느끼는 것과 똑같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일까? Levinas에 

따르면 제3자의 등장은 우리를 윤리의 영역이 아닌 정의(justice)의 영역으로 인도하기 때문

에 윤리적 양자관계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마주친 한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만 한다: 나는 그 사람에

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고. 나는 그를 위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내게 가하는 

해악에도 적용된다: 나는 그와 동등하지 않다, 나는 영원히 그에게 종속되어 있다. 나의 

저항은 그가 내게 가했던 해악을 또 다른 나의 이웃인 제3자에게 가할 때 시작된다. 제3

자가 바로 정의와 정당한 억압의 원천이다: 폭력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제3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다"(Levinas, 1986: 83).    

4) Axel Honneth(2007: 113-121)는 바로 이점에 있어서 Levinas와 Derrida의 윤리학이 다른 포스트모던니

스트들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라고 말한다. 즉 Levinas와 Derrida는 특수성을 지닌 타자를 모두 동등하

게 대접해야 한다고 보는 Habermas, Lyotard, White의 생각과는 다르게,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

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특수한 타자를 특수하고 유일하게 즉 편파적으로 대접할 것을 주장

하는 것이다. 특히 Derrida에게는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 해를 입힐 수 있다

는 점에서 윤리가 지닌 아포리아가 드러나는 것이다.     



10 ｢행정논총｣ 제51권 제3호

제3자가 등장하는 사회정의의 영역은 윤리적 양자관계가 지니는 폐쇄성을 넘어서는 사회

라는 인간 공동체가 형성되는 영역으로, 이곳에서는 윤리적 양자관계의 무한성, 절대성은 

크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절대적이며, 계산할 수 없고, 특정

한 책임에서 정의 즉 모든 타자들에 대한 일반적, 보편적 책임으로의 전환은 원초적 책임의 

합리화, 배분, 그리고 제한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Caputo(1997: 205)는 이를 "Levinas

에게서 정의는 한 대상에 대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받치는 것을 멈추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

하고 있다. 제3자의 등장은 타자와의 "근접성에 따른 비대칭성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것으

로, 나와 타자 간의 양자관계가 혹시 초래할 수도 있는 도덕적 무정부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Levinas, 1996: 84).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양자 간의 관계에서 다자간의 관계로, 즉 윤리의 영역에서 정의

의 역역으로 넘어가는데 Levinas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도 물론 제3

자의 등장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절대적 타자를 직면한 내가 정의를 위해서 여러 주장

들을 "비교하고, 무게를 재고, 생각해야" 할 필요를 말하고는 있지만 윤리와 정의가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구체적 타자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도움과 보편적 타자 

즉 보편적 사회정의 간에는 극복하기 힘든 모순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Bauman이 구체적 

타자에 대한 도덕적 충동만이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두 학자가 윤리의 

가능성을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두 학자

의 주장과 전혀 차원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윤리의 불가능성이 역설적으로 윤리의 가능성

의 조건이라는 주장을 하는 Derrida의 윤리학을 결정불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볼 것이

다.  

Ⅲ. Derrida와 윤리의 가능성

1. 윤리의 아포리아

행정학에서 책임을 논할 때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1940년대에 진행된 파이너와 프리드리

히 간의 논쟁이다. 이 논쟁은 현재에도 법규나 명령에 규정된 책임만을 관료가 진다는 제도

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관료도 하나의 전문인으로써 그 직업이 요구하는 윤리적, 자

율적 책임이 법규나 명령과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McSwite, 1997: 27-52).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연구로는 Harmon(1995)에 의한 책임성 연

구이다. 이 연구에서 그는 자율성과 책임 간의 역설적 관계를 제시하면서 관료들의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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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Harmon(1995: 8)에 따르면,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가

지고 있지만 동시에 타자가 권위적으로 선택하는 데로만 의무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어

떠한 목적에서든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들의 행동

은 권위에서 나오는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은 무책임한 것이 된

다." 책임이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만 나온다는 Kant의 책임에 관한 주장

을 수용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정한 관료는 무책임한 관료일 수밖에 없다는 역설을 

Harmon은 행정윤리의 중심문제로 놓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윤리와 책임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학자는 

Derrida이다. 그는 행정 관료들이 책임과 윤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흔히 경험하게 되는 구체

적 타인에 대한 도움의 필요와 보편적 법규와 규정의 준수 사이의 충돌을 아포리아(aporia)

개념을 통해 설명하려 한다. 아포리아란 철학 용어의 하나로 어떠한 사물에 관하여 전혀 해

결의 방도를 찾을 수 없는 난관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하나의 대상에 관한 사유를 끝까

지 밀고 나가면서 하나의 정당한 주장이 또 다른 정당한 주장과 결코 양립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상대를 아포리아에 빠뜨려 그가 사실은 무지

의 상태에 있음을 자각시켰다.

비록 본 연구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Derrida가 의미하는 아포리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초기 대표저작인 ｢Of Grammatology｣로 잠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Derrida는 서구철학은 고대로부터 음성언어를 문자언어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면

서 의미전달에 있어서 음성언어의 우월성을 전제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Derrida는 Rousseau

의 ｢언어 기원에 관한 시론｣의 분석을 통해서 본체 또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음성언

어도 Rousseau가 "위험한 대체물"이라고 말하는 문자언어가 없으며 제 구실을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즉, 서구철학은 문자 기록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음에도 이들은 문자 기록의 

존재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배제하지 못하며, 이를 일종의 '필요악'으로 긍정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본체와 보충의 개념은 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이

분법에 기초한 서구의 형이상학에 내재하는 아포리아가 드러나게 된다. 이와 같은 아포리아

에 직면하면 우리의 사유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과 같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포리아는 '출구가 없는(no way out)' 사유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Farmer(2005: 77)가 말하듯이 "사유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슬에 묶인 죄인처럼 느껴져서 어떠

한 지식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아포리아는 모순이나 딜레마 등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다. 후자의 

개념들이 새로운 사유방식, 예를 들어 변증법 등의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하지만 아포

리아는, 뒤에서 윤리가 가능해지는 조건을 추적하면서 보게 되듯이, 해결의 불가능성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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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결의 가능성의 조건이 된다는 의미에서 결코 어는 한쪽에 의해서 다른 한쪽을 포섭하

는 방식으로는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Rasche, 2008: 163-165; Royle, 

2003: 91-93)5). 

아포리아를 이와 같이 규정할 때 위에서 본 Harmon의 자유와 책임 간의 관계도 출구가 

5) Derrida는 선물(gift), 우정(friendship), 애도(mourning), 환대(hospitality), 반응(response) 등의 개념들에 

대한 해체를 통해서 그 개념들 안에 있는 아포리아 구조를 분명히 하였다. 아포리아에 갇힌 사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물과 환대의 아포리아적 구조를 살펴보자. 
➀ 선물

Derrida(1992)는 그의 책 ｢Given Time｣에서 선물(gift)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치고 있다. Derrida에 따르

면 지금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은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는 진정한 선물, 즉 

진정하게 주는 것(giving)에는 나중에 자신이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을 것이란 계산적 목적이 전혀 들

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의례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Derrida의 관점에서는 결코 선물이 아닌 것이다. 더 나아가 선물을 받은 상대방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자신이 준 것은 선물이 아닌 것이 되는데, 이는 이때에도 주고받는다는 상호호혜성 

또는 순환의 경제논리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물은 그것이 통상적 의미에서의 선물이 아닌 경

우만 선물이 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선물을 사회는 합리화될 수 없는 초과(excess) 또는 광기

(madness)로 간주하면서 선물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결정불가능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Derrida에게 

진정한 선물이 가능해질 때는 주는 사람 자신이 자신의 행동이 주는 것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는 

행위를 할 때이다. 상대방이 고맙다는 인사조차 할 수 없게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물을 주는 경우

도 자신이 주는 것을 주는 것으로 인식한 순간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자신의 선행에 대하여 만족감

을 지니게 되는데 바로 이 순간 그 선물은 진정한 선물이 아닌 것이 된다. 결국 우리는 진정한 의미

에서 선물 또는 준다는 것의 조건은 그것의 불가능성과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가능성 자체가 불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포리아에 갇힌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부터의 탈출은 불가능 것으로 우리는 선물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다.
➁ 환대 

Derrida(2000)의 ｢Of Hospitality｣는 여러 국적의 혹은 무국적의 사람들이 한 나라에 모여 살면서 원래 

그 나라의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자세나 태도에 내포된 아포리아를 

밝히고 있다. 환대가 가능하려면 먼저 누군가는 그 집, 지역, 혹은 나라의 주인으로 있어야 한다. 즉 

누군가는 주인(host)이 될 힘이 있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대는 주인의 재산상의 소유권이나 자기

정체성을 전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은 손님에 대하여 일정 부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만약 손님이 물리력으로 그 집이나 나라를 접수하려 한다면 원래의 주인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므로 환대를 활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환대를 목적으로 한 통제는 국경 통제, 높은 담, 
경비시스템 등을 강화시키면서 냉대(inhospitality)로 둔갑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환대의 진

정한 의미는 우리를 방문하는 어느 누구도 환영해야 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주는 것에 

있다고 Derrida(2000: 135)는 말한다.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환대는 우리가 누구를 손님으로 들여

야 할지를 결정할 권한과 우리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불가능

한 환대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진정한 환대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환대의 주체인 주인의 지위를 위태

롭게 하며 종국적으로 환대의 가능성을 없애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대는 우리에게 영원히 풀 수 없

는 아포리아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환대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진정한 환대의 불

가능성이 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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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로 보면서, 손쉬운 해결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아포리아로서의 의미에 천착하는 것

이 더욱 윤리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Derrida의 아포리아는 구체적 타자와 그 타자의 타자

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양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다음에 살펴볼 결정불가능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Derrida에게는, 불교에서 

말하듯이, 어느 한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푼다는 이상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이상이다. Michel Foucault(2007: 129)가 근대 서구에서의 행정권력의 기원을 

중세시대의 사목권력(pastoral power)으로 보면서 이 권력이 "각자와 모두(each and all)"를 보

살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기르고 있는 100마리 양 가운데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다른 99마

리 양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99마리 양을 위해서 한 마리

의 양을 무시하는 것 역시 윤리적 관점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불가

능성을 전제하는 아포리아는 다음에 살펴 볼 윤리적 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2. 의사결정과 결정불가능성      

조직이론의 의사결정 이론들은 완전한 정보와 합리적 계산을 기초로 이상적인 의사결정

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의 의사결정은 불완전한 정보나 조직관

행, 표준운영절차, 기회주의적 행동 등으로 이상적 모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조직 

안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휴리스틱(heuristic)한 과정이나 합리적 절차의 적용이라는 점에

서 단순히 개인적인 의사결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윤리나 도덕에 관련된 규범적 의사결정 역시 적용하는 분석틀이나 절차와 규

정들이 다를지라도 다른 의사결정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Derrida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은 결코 '결정'이 아니다. 그 

이유는 결정은 전제조건으로 '결정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Derrida에 따

르면 행정학에서 말하는 의사결정 혹은 정책결정이 결정이 아닌 것은 이들이 미리 만들어

진 논리(logic)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하여 특정한 휴리스틱 과정을 적용하거나 어

떤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윤리적 결정이라고 간주하는 대부

분의 결정도 주어진 법규, 규칙, 강령 등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기에 딱히 말하라고 하

면 '적용'인 것이지 결정이 아니다(Clegg, Kornberger and Rhodes, 2007: 399-401). 

결정이 진정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권자는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

야만 한다. 그들은 먼저 법규나 규정을 비자의적(non-arbitrary) 방식으로 적용해야한다.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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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정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권자는 

또한 결정을 요구하는 상황 또는 사안들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Derrida(1990: 961)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결정은 서로 달라야 하고 어떠한 현존하는 코드화

된 규칙들이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유일한(unique)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진정한 결정이 가능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명제가 

도출되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의사결정권자는 무엇을 결정할지에 대하여 사전에 알 수 

없다. 그들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할지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것은 결정이 아

니다. 결정의 조건 자체가 결정은 과거의 예에 의존하면서 이성과 지식에 기초한다는 생각

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법원에서 각 사건의 유일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보편적 법규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내려지는 결정도 진정한 결정이 아닌 것이다. 

Derrida(1992: 24)의 말을 빌리면, "결정불가능성의 고통을 겪지 않은 결정은 자유로운 결정

이 아닌 것으로 그것은 계산가능한 과정의 전개 또는 적용"일 뿐이다.

진정한 결정이 가능한 곳은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어진 의사결

정 규칙이나 과정을 적용시킬 수 없을 때, 즉 주체가 아포리아 즉 이중구속을 경험할 때이

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 사유를 한다고 하여도 의사결정 규칙에 종

속시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비결정(indecision)이라고 한다. Jones(203: 231)

에 따르면, 이 비결정의 존재가 결정 가능성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즉 진정한 의미의 의사

결정이 있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험을 해야만 한다.   

결정의 아포리아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모든 결정 상황의 유일성(singularity)과 규정 또

는 절차의 적용이 의미하는 보편성(universality)을 모두 동시에 고려하는 결정은 불가능하다

는데 있다. 그러므로 Derrida(1992: 26)는 보편적 법률과 규칙들을 준수하면서 유일성에 충실

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에 우리의 피할 수 없는 난관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결정은 이

성적 과정이 아닌 '광기(madness)'의 순간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무튼 Derrida에게는 

이와 같은 결정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결정인 것이다. 위의 

각주에서 살펴본 선물이나 환대의 경우처럼 결정불가능성이 그것의 가능성의 조건이 되면

서 우리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진정한 결정이 이와 같이 불가능성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때 비로소 윤리나 책임

이 발생하는 것으로 Derrida는 보고 있다. 즉 규정과 절차의 준수를 의사결정의 필수요소로 

보는 현대 행정의 결정은 결정도 아닐뿐더러 또한 윤리와 책임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말을 

바꾸어 하면, 행정 관료들이 의사결정을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하면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

한다면 사실은 그들은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윤리적 의미에서의 책임을 

지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를 또는 국민을 기망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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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 대한 이와 같은 주장을 과연 가감 없이 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국민이 동의하는 법에 따른 결정은 정당한 결

정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점에 대하여 1989년 뉴욕의 한 법학대학원에 제출한 ｢Force of 

Law｣라는 장편의 논문에서 Derrida(1990)는 모든 법은 근거가 없는(ungrounded) 토대에 기초

하고 있다는 다소 과감한 주장을 한다. 그 주된 이유는 모든 법의 시작이 되는 근본법 즉 

헌법의 성립 자체는 결코 법에 기초하지 않고 폭력(violence)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

국의 헌법이 되었든 우리나라의 헌법이 되었든 그것은 기존의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으

로 자체로는 근거 없이 성립된 것이다. 자연법, 자명한 진리, 국민의 동의, 신 등에 대한 호

소를 통해 자신의 근거 없음, 즉  피할 수 없이 자의적인 헌법의 토대를 은폐하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노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Derrida가 법의 효력을 무시하는 무정부상태를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다소 애매하게 헌법 성립의 순간은 "합법적인 것도 비합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Derrida(1990: 927)는 자신이 진정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권위는 아포리아

적 기원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헌법 자체가 상당 부분 폭력에 기초하고 있다

면 일반 법률도 역시 상당 부분 폭력 즉 비합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

다. 그렇게 될 때에만 즉 법률의 불안정한 토대를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그 법률을 비폭력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Derrida, 1990: 945). Derrida는 자신의 합법

적 권위를 너무 자신하는 정부는 일상적 활동에서도 폭력을 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결정은 보편적 법 적용과 각 사안의 특수성 사이의 불

가능한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하면은 폭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

면서 두 영역 사이를 중재하는가가 결정의 진정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행정은 법률

의 단순한 적용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Derrida는 결정은 각 사안마다 법률이 스스로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Derrida(1990: 961)

는 "결정이 정당하고 책임 있는 것이 되려면 … (법에 의해) 규제됨과 동시에 규제되지 말

아야 한다. (결정)은 법을 보존하면서 또한 그것을 각 사안마다 새롭게 할 정도로 파괴하고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행정에 있어서의 결정의 어려움과 동시에 결정이 지니는 창조

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3. 결정불가능성과 책임

우리는 흔히 관료의 책임은 그가 자신의 결정의 이유와 그 결과를 상관이나 또는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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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 때 충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때 설득

력이 있다는 말은 설명이 실정법, 보편적 가치, 합리적 논리구조, 공동체가 공유하는 윤리원

칙이나 사회적 합의 등에 기초하고 있어서 다수의 사람이 쉽게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의 기준에 충실해야 한

다는 말이다. 그러나 책임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인식은, Derrida에 따르면, 항상 유일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정불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주체의 윤리적 책임을 훼손시키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보편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절대적 타자의 이해되거나 

정당화되기 어려운 구체적 요구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타자의 요구

에 대한 무한한 대응과 보편적 규범의 준수 사이에서의 결정불가능성에서 생성되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책임의 아포리아를 볼 수 있는데, 보편적 기준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도 종국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지만 전자

는 항상 후자를 잠식해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관료가 자신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회가 인정하는 보편성 기준에 따라 행동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타자의 호소에 응답하는 방식을 택할 지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힘든 결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Derrida(1995)는 ｢The Gift of Death｣라는 책에서 구약성

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akedah)를 통해서 책임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치고 

있다. Derrida가 문제 삼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그

의 신앙심을 시험하려는 야훼에 의하여 첫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는다. 가혹한 

명령이었으나 신심 깊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한 짐 해오게 한 뒤, 이삭에게 

짐을 지고 산으로 함께 오르게 하였다. 산정에 이르러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

려 칼로 베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

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세기 22장 12절)하고 막았고, 아브라함은 근처 수풀에 뿔이 

걸린 숫양을 대신 바쳤다.

아브라함은 신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다는 결정을 하는데 그는 이 결정

을 누구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비밀로 한다6). 그러므로 이 결정은 사회적 관습, 규

범이나 그의 아내인 사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무책임한 그리고 

6) 아브라함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결정을 했는지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다. 즉 그가 신의 명령을 받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려 하는데 있어서 마음의 동요도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즉 비결정

(indecision)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결정이 아니라 주어진 명령을 단순

히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Jones, 2003: 231-2). 그러나 Derrida의 관점은 아브

라함이 모든 것을 자신의 내면에서 비밀스럽게 하였고 또 그것이 책임 있는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는 결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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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결정인 것이다. 그러나 Derrida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광기의 순간에 이루

어진 아브라함의 결정이야말로 진정한 결정이라고 말한다(물론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뜻

은 아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결정 즉 불가능한 결정은 결정에 따른 결과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며, 보편적 규범의 의무적인 적용도 아닌 것으로 철저하게 혼자서, 비밀스럽게, 합리적 

설명을 무시하고, 결정상황의 유일성에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진실 된 결정은 어떠한 계획이나 준비를 부정하는 것으로 모든 예측, 기대, 정당화를 초월

하는 불가능성이 지배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결정은 키에르케고르

의 '신념(faith)' 개념과 더욱 가까운 것으로 결정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는 정보와 지식의 확

보, 합리적 사유과정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다(Derrida, 1995: 77). 따라서 정당화불가능성

(unjustifiability), 결정불가능성이 없다면 진정한 결정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이 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합리적 계산과정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타자(절대자)의 요구가 나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부여되었고 내가 다른 어떤 것의 

간섭 없이 비밀스럽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책임이 가능해지

는 것이다. 

Derrida의 주장에 따르면, 진정한 책임이란 결정불가능성에 따른 고뇌의 고통을 겪으면서 

발생한다. 즉 어떠한 결정도 결코 완전하게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진정한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다. 유일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타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은 불가피하

게 타자의 타자들 즉 일반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신의 명령에 즉각적

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은 그의 부인인 사라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합리화시킬 수도 없었고 하려 하

지도 않았다. 

Derrida는 결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Derrida(1992: 85)에게 아브라함

의 행동은 절대적 타자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보인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법, 공동체의 

윤리 등을 어긴 것으로 "잔인하고, 범죄이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래서 Derrida에게 

인간 공동체의 법도 유효한 것이기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살인자(미수에 그쳤지만)인 것이다. 

또 아브라함이 타자로 부터의 명령의 유일성을 가지고 합리적 논리와 장황한 언변을 통해

서 자신이 부담하는 공동체나 아내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더욱 무

책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이란 보편적인 규범이나 관습에 의탁하여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

이 아니라 결정불가능한 광기의 상황에서 결정을 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라고 볼 때 아브라함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 외부적이고 일반화된 규범, 기대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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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끝까지 저항하면서 진정한 책임이란 나의 행동을 누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

며, 나의 행동의 이유나 결과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면서 죽을 때까지 혼자 가지

고 갈 때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Derrida(1992: 67)가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책임을 위해 일상적으로 인정되는 책임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을 "의무라는 이름으로, 무한한 의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 의무라는 이

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윤리

진정한 책임의 가능성의 조건은 그것의 불가능성과 연결되었다는 위의 주장들은 구체적 

현실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관료들에게 어떠한 윤리적 자세, 태도, 그리고 행위를 요구하

는 것일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연출한 극적인 장면들이 일선관료들의 일상적 삶에서

도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Derrida(1992: 85)는 책임의 아포리아라는 "우리 존재 구조에 각인

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책임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 

특정한 사람의 타자들에 대하여는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느 한쪽 길 또는 가능성을 택한다는 것은 다른 길 또는 가능성을 희생한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Derrida에게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결정불가능성 또는 선택불가능성의 굴레에

서 탈출할 수 없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법규와 명령의 틀 속에서 생활하면서 수많은 타자들

을 상대해야만 하는 관료들에게 이와 같은 굴레는 일반인보다 더욱 버거워 보이는 것이다.

Bauman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덕적 충동에 충실하면서 절대적 타자만을 위해

서 행동하라는 것은 Derrida에게는 책임의 아포리아를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 된다. 또한 

Levinas의 주장에서 보듯이 절대적 타자에 대한 책임과 타자의 타자들에 들에 대한 책임 즉 

정의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아포리에에 갇힌 인간

들의 현존재를 잘못 해석한 결과에서 나온 주장이다. 인간들의 행동에 대한 Derrida의 주장

에서 유추해본다면 그는 분명히 관료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며, 화해

할 수 없고, 비교 불가능한 두 갈래의 길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한

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수하고 유일한 타자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의 수호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것이 책임 있

는 결정이 되려면 광기의 순간을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그 결정이 어떤 보편적 원리,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고 또 누구에게 자신의 선택의 이유를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려 한다

면 그것은 자신의 순수한 자유의지에 기초한 결정이 아닌 것이고 또 자신의 선택이 언어라

는 또 다른 장애물에 의해서 왜곡되기 때문이다. 광기의 순간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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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발생시키지 못한다. 물론 이 경우 책임을 묻는 자와 책임을 지는 자는 모두 자기 자

신이 된다.  

Ⅳ. Derrida와 행정윤리

현재 통상적으로 행정윤리를 사유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관료들이 지켜야 할 규범질서를 

먼저 명확히 한 다음 구체적인 행위들의 합법성, 정당성, 도덕성을 이 질서에 비추어 판단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Thomson(2001: 79)의 정의대로 행정윤리는 "조직에서의 관료들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판단의 기준

이 되는 규범의 범위를 성문화된 공직관련 법규나 규칙, 강령 등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윤리적 가치, 공유하고 있는 경험, 그리고 전문가적 지식과 양심의 영역으로 확대할 지에 

따라서 관료들의 책임은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으로 구분되고 있다(Cooper, 1990: 

71-76). 특히 후자의 주관적 책임과 관련하여 학자들이 주장하는 관료가 지켜야 할 규범들

은 "정부와 개인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최상위 법"(Waldo, 1980: 101), "영구불변한 도덕질서

"(Denhardt, 1988: 39), "자비심을 지닌 애국심"(Frederickson and Hart, 1985: 547-53), 그리고 "

공평무사, 합리성, 신중함, 용기"(Cooper, 1987: 325) 등 학자들마다 조금씩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윤리를 접근하는 방식은 의무론적(deontological) 접근으로 우리는 그 시초

를 Kant의 도덕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의 윤리란 의무의 실현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무가 요구하는 규정과 규칙에 대한 준수가 윤리의 핵심이 된다. 여기서의 의

무는 자연법과 같은 최고의 규범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Kant의 정언명

령에서 도출되는 도덕률 또는 도덕법칙이 의무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적 질서는 정확히 보편적 도덕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최고로 반영한 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윤리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은 결국 윤

리적 관료는 관료의 의무를 규정한 법과 규칙 즉 윤리적 코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

는  자로 협소하게 정의되기에 이른다.

윤리적 관료를 이와 같이 코드화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하

여는 지금까지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아무리 윤리적 코드에 새로운 내용, 예를 들어 위에

서 말한 자비심, 애국심, 용기 등을 집어넣는다고 하여도, 비판적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사

람들의 다채로운 윤리적 태도와 행동들을 몇 개의 규정과 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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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뿐더러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Chandler, 2001; Bowman, 2001).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정윤리의 실현을 위해 윤리적 코드에 의존하는 정도는 오히려 강화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것이 행정윤리의 확보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어도 

아직도 정부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윤리적 코드를 행정윤리 실현의 불문율처럼 삼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Derrida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사유와 현재 행정학에서 윤리를 보는 관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보게 된다. Derrida가 결정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정한 의

미의 결정과 책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현재의 행정윤리는 이와 같은 결정불가능한 상황

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행정윤리를 접근하는 관점은 Derrida의 입장에서 보면 윤리의 가능성을 시초부

터 차단하려하는 것으로 자체로 비윤리적인 윤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이유는 윤리적 코드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이 점에 대하여 Menzel(2007: 8-9)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현재

의 행정윤리의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왜 그렇게 …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정부가 

중요하다고 말할까?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윤리적 정부가 없다면 효율적인 공공재나 공

공서비스가 불가능하니까. 혹은 (비윤리적 정부 때문에) 비용과 결과가 너무 막대하여 어떠

한 공공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도 국민 대부분이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Menzel(2007: 10)은 또한 행정에서의 윤리는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윤리적 

코드를 통해서 '관리(manage)'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면서, 신성시 되는 3Es(efficiency, 

economy, effectiveness)에 ethics를 첨가하여 4Es를 통해서 행정 조직을 관리하자고 말한다. 

이는 오래 전에 Thompson(1992: 255)이 한 말, "윤리는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행정윤리가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사유되고 있지 못하고 다른 무엇

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

윤리를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한다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Bauman의 주장, 즉 비윤리적 관료는 관료제의 조직적 특성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달성하는 것을 지상과제

로 삼는 조직에서 관료 개인이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게 되는 설명할 수 없는 내적 갈

등은 의식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Hannah Arendt의 경고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정부행정에서 악(evil)의 근원은 누군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관료가 주어진 법규 안에서 자신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는 어구를 통해서 우리

에게 경고하지 않았는가(Arendt, 1963: 252). 병참 업무에 대하여는 나치독일에서 누구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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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였던 Adolf Eichmann이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열차에 태우고, 캠프까지 운송하고, 또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는 복잡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스스로 자부했다는 사실은 

윤리가 수단으로 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윤리를 이와 같이 관리나 통제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관료들이 결정의 상황에서 직면하게 될 불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을 밝혔다. 즉 절대적 타자의 요구와 보편적 규범 사이에서 갈등하는 관료들에게 이것

만 지키면 윤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윤리적 코드와 의사결정의 규칙과 절차는 관

료들이 처한 윤리적 갈등상황으로부터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도피처를 제공하고 또 책임

의 회피로부터 나오는 죄책감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Jones(2003: 238)의 지적대로 윤리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자기만족적 규칙, 변명 그리고 

알리바이"로 전락하는 것이다. 결국 이처럼 조직 안에서 윤리적 경험을 박탈당하게 되는 관

료들에게 윤리란, Clegg et al.(2007: 405)의 지적처럼, 관료들 자신의 윤리적 경험을 존중하

는 것이 아닌 권력자의 뜻에 맞게 관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조작적 미사여구(manipulative 

rhetoric)"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다.

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결코 단순하고, 예측가

능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대로 그것은 복잡하고, 혼돈스러우며, 난잡한(messy) 

상황이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Levinas가 말하듯이 타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가지게 되는 나의 현존재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의문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어떠한 

이기적인 계산도 도구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타자에 대하여 윤

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단지 윤리적 경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타자에 대하여 열려지는 것이다. 윤리란 모든 것을 나로 환원하던 동일자에서 해방되어 타

자에게로 무한하게 내가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윤리를 보았을 때 그것은 행정이 소

망하는 상황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것으로 쉽게 간주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예측가능성, 확

실성, 안정성의 기반 위에 놓으려하는 관료제의 속성상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

하고자하는 것이 되기 쉬운 것이다. 

V. 맺음말

포스트모던적인 인식 관점을 가지고 윤리 문제에 접근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 

보편적 진리나 가치의 정당성을 보장했던 모든 거대담론(meta-narrative)이 사라지고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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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로 갈등하는 다양한 언어게임만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모

든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나 가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그런 것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낡고 진부한 형이상학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자이다. 포스트모던 학자들이 보기에 서구의 형이상학은 그것이 Derrida가 말하는 

로고스중심주의(logocentrism)가 되었던 Marx가 말하는 역사적 유물론이 되었던 어떤 토대나 

본질을 전제하고 그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해체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 까닭

은 토대주의적 사유체계는 학문뿐만 아니라 사회를 강압적으로 전체화와 폐쇄화 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이질성, 한계성, 그리고 비정체성

(non-identity)을 부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포스트모던 학자들에 의한 윤

리에 대한 논의는 극히 개인주의적, 정신분석학적, 미학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

래서 Foucault에게 윤리적 개인이란 자신의 삶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이고, 

Lacan이나 Zizek에게 진정한 윤리적 삶이란 상징계 안에서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

라 무의식에 기초하는 실제(the Real)가 주는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Derrida의 윤리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비록 철저하게 포스트모던적인 

사유를 한 사람이지만 윤리의 문제에서 만큼은 주관주의적, 감성적, 정신분석학적 결론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도움과 타자의 타자들, 즉 보편적 원칙 간의 긴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Derrida에게 진정한 책임이란 절대적 타자의 - 아브라함

의 경우 신(야훼)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특정한 타자 - 요구와 공동체의 보편적 요구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윤리적 삶이란 이와 같이 특

정한 타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타자의 타자들 즉 공동체적 요구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불가능한 번민과 고통을 감수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Derrida(1988: 210)에 따르면, 그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결

정불가능성의 시련(trial of undecidability)"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그 시련은 고통스러울지

라도 우리를 윤리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하여 Derrida(1995: 70)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결정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보편성에 대한 나의 책임을 포기함으로써 어느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희생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나는 이런 사실을 인내해

야만 한다 … 나와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을 묶는 끈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현재의 행정윤리는 지금까지 살펴 본 Bauman, Levinas, Derrida의 윤리에 대한 인식과 거

의 아무런 접점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은 도

덕과 윤리에 관련된 것조차 모두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명확하게 재단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따르게 되면 전이성적인(pre-reasonal) 도덕적 충동, 감성,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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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등은 윤리학의 대상이 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 위의 세 학자 모두 윤리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나의 반응은 Sine ira et studio(노여움과 애정이 

없는)를 이상적인 관료의 에토스로 보는 Max Weber(1921: 975)에게는 철저히 배제해야 할 

나쁜 습관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이유는 윤리적 의사결정 역시 

다른 의사결정과 같이 정보와 지식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통해서 

Derrida가 말하는 윤리의 가능성의 조건인 결정불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다는 점이

다. 이렇게 되면 행정윤리라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관료들의 행위

를 사후에 정당화시키는 알리바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만을 가지고도 현재의 행정윤리의 윤리성이 진정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

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에서는 흔히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애요인들로 불확실한 환경, 부족한 정보,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등을 거론하고 이와 같은 장애들이 제거 되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

다고 말하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주어진 매뉴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결정에 따

른 개인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 이 점에 대하여 Derrida(1994: 37)는, "의사결

정에 따른 이론적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든 상관없이, 결정의 순간은 … 지식의 축적과

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완전한 지식에 기초한 결정은 결정이 아

니라 특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래서 책임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고 말한다. 진정한 결정은 결코 여러 대안들을 저울질하거나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곳에서 나올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결정의 순간은 이 모든 사전 준비 작업을 무

용지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은 그것의 준비과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으로 결정자 자신도 왜 자신이 결정의 순간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놀라는 

특성을 지녔다. 결정이 모든 계산적 사유과정을 초월한 것이기에 비로소 책임과 윤리가 중

요해지는 것이다.     

윤리적 행위에 대한 결정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행위의 지연, 주저함, 망설임을 옹호

하는 것이다(Ryu, 2001). 이는 해체작업을 하면서 Derrida가 만든 차이와 지연의 합성어인 '

차연(differance)'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행동의 최종적 의미는 결코 현재 확정될 수 없으며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 상위의 개념으로서의 정의에 대하여도 Derrida는 

그것은 결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영원히 미래에 "도래(to come)"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Derrida(1990: 969)는 "정의는 미래에 도래하는 순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부터 받은 법률적, 정치적 개념들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

면서 결정불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주저함이 단지 수동적,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를 

개혁할 수 있는 적극적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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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필자는 현재 우리가 행정윤리를 사유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결코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행정윤

리를 연구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 다른 주

장도 나올 수 있겠지만 Derrida의 윤리학이 행정윤리 연구에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행정관료가 진정한 윤리적 행동을 하려면 자신의 행위나 결

정에 어떠한 궁극적, 최종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

유는 우리가 현재 하는 행동의 의미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윤리

적 태도는 자신이 의지하는 지식체계, 규범구조가 진실성과 허구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불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결정불가능

성에 따른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려는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체로 비윤리적인 것으로, 

우리는 모두 타자의 인질이며 타자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책임이 우리의 현존재에 우선한다

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에 대한 결정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관료는 결정에 앞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과정을 거

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만 관료가 주어진 규범이나 명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Derrida의 윤리학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다. 우리는 

흔히 주저함, 망설임을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것이라 하여 피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곳에서도 모든 망설임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유령은 햄릿에게 

선왕의 복수를 해달라는 부탁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율배반적 요구를 하고 햄릿은 

오랫동안 주저하고 망설인다. 괴테는 이와 같은 햄릿을 감수성에 사로잡혀 결정을 하지 못

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그린다. 그러나 우리는 지연되는 그의 결정을 역사적 비평의 관점으

로 볼 때 다가올 정의에 대한 기다림이며, 개인적 결정의 측면으로는 윤리가 가능해지는 "

불가능성의 시련"을 인내하는 기다림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루하루 다양한 결정을 하는 관료들에게 주저함과 망설임은 Arendt(1978: 191)의 "생각

(thinking)"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때의 생각은 나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의 대화인 것으로 Arendt는 이를 "two-in-one"으로 표현하면서 나치 관료 Eichmann이 주어진 

명령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그는 주저하고 망설이

는 행동을 자신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윤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의 의

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포스트모던 행정학자 Farmer(2005: 104-7)

는 이점과 관련하여 결정전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망설임(authentic hesitation)"이야말로 행정

에서 정의와 윤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안에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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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행정 관료가 갇히지 않으려면 '지금 행동(action now)'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주저함, 망설

임의 미덕을 가져야만 한다는 Farmer의 경고를 우리는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관료의 진정한 윤리는 자신이 결정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

든지 그것이 누구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지려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의 결정을 통해서 국민의 99%가 혜택

을 받고 1%만 고통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자부하는 것만큼이나 비

윤리적인 것은 없는 것이다. 행정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비용/편익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결정은 정당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결코 윤리적인 결정이 아

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1%가 고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관료가 그 고통에 대하여 변명, 

정당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윤리를 실천하는 관료는 

그 1%에 대한 책임이 부여하는 짐을 누구한테 말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짊어지려할 때 나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료들이 정부 안에 많아질 때 비로소 윤리적 행정이 뿌리

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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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dition of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Ethics: Reappraising Jacques Derrida's Ethics 

Lee, Moon-Soo

Administrative ethics has been thought as being secured by the application of ethical 
codes to particular cases involving the behaviors and attitudes of governmental 
officials. This study calls such a view of administrative ethics into question through 
looking carefully into the ethical studies of Zigmunt Bauman, Emmanuel Levinas, and 
Jacques Derrida. In particular, this study argues that the current way of thinking about 
administrative ethics is more likely to debase the ethicality of administrative ethics by 
neglecting the origin of ethics itself in human relations. Assuming that genuine ethical 
behaviors come out of an impossible negotiation between infinite devotion to the 
radical other and communal rules, thinking ethics can be secured by adding more 
coded rules would deprive government officials of the potential to be ethical subjects. 
Based upon Derrida's ethical literature, this study argues that genuine administrative 
ethics are possible only when government officials keep in mind the fact that their 
decisions inevitably do some people damage, and that the responsibility flowing from 
this is wholly theirs. 

【Keywords: administrative ethics, responsibility, Jacques Derri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