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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국제적으로 탈진실 정치(post-truth politics), 즉 여론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주장의 진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지는 현상이 문제 되고 있다. 이 글은
셔나 쉬프린(Seana Shiffrin)의 소통윤리론을 통해 탈진실 정치의 규범적 진단
을 시도한다. 쉬프린은 진실성을 전제하는 언어적 소통이 도덕적 주체성 형성
과 도덕적 진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주장을 토대로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 글은, 이러한 쉬프린의 논변을 활용해 탈진실 정치에 특징
적인 다양한 거짓말을 관통하는 규범적 문제를 짚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아가 쉬프린의 논변을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한 소통을 방해하는 ‘소통상의
난잡함’(communicative clutter)에도 확장한다.

I. 서론
정치적 담론이나 대화에서 거짓말이 오가고, 나아가 이에 대한 불감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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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1) 조금 강하게 표현하려면 한나 아렌
트(Hannah Arendt)의 말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진실과 정치의 사이가
상당히 나쁘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한 적 없고, 그 누구도 정치적 덕목들
에 진실성이 포함된다고 생각한 적 없다.”2)
정치 대화에서 진실의 불안정한 지위는 그러나 최근 새삼 주목받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의 2016년 대선 등 중요한 결정의 숙의 과
정에서 사실관계가 유난히 혼탁해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3) 거
짓 정보의 전파가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 사이트 등 새로운 경로를 통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일고 있다.4) 급기야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탈진
실’(post-truth)을 2016년의 단어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5) 사전에 따르면
이 단어는 “객관적 사실이 감정 호소나 개인적 믿음보다 여론 형성에 영향력
이 덜한 상황을 보이거나 그와 관련된”이라는 뜻을 지닌다.6)
그리고 탈진실 정치(post-truth politics)에 대한 반응은 다분히 도덕적인
모습을 보인다. 정치가 원래 그렇다거나, 정치 영역에서 도덕적 옳고 그름
을 따지려는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냉소적 반응보다는 탈진실 정치 현상에
도덕적 문제가 있으며, 이를 규명하고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반응이 두드
러진다. 수십 년 전 이러한 도덕적 규명을 문학 영역에서 시도한 조지 오웰
의 1984 가 최근 다시 주목받는 것도7) 이런 배경에서일 테다.
1) 이 글에서는 정치적 ‘담론’(discourse), ‘토론’(debate), ‘대화’(conversation)를 특정한
이론적 맥락이 아닌 통상적이고 직관적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세 어휘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가 이 글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2) Hannah Arendt, “Truth and Politics,” in Between Past and Future: Eight Exercises
in Political Thought (New York: Penguin Books, 1954), 227-64, p. 227.
3) 예를 들어 “Art of the Lie,” Economist, Sept. 10, 2016, Jennifer Rubin, “How the
GOP Became Indifferent to Lies,” Washington Post Blog, Sept. 26, 2016 등 참고.
4) 예를 들어 허진, ｢미 대선 흔든 ‘페이크 뉴스’, 한국도 비상｣, 중앙일보 , 2017.01.19.
참고. 가짜뉴스 전파 사례로는 Scott Shane, “From Headline to Photograph, a Fake
News Masterpiece,” New York Times, Jan. 18, 2017 참고.
5) Alison Flood, “‘Post-Truth’ Named Word of the Year by Oxford Dictionaries,” The
Guardian, Nov. 15, 2016.
6)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post-truth (원문은 “Relating to or
denoting circumstances in which objective facts are less influential in shaping public
opinion than appeals to emotion and personal belie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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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역시, 탈진실 정치의 도덕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전제한다.8) 그리
고 그 작업의 출발점으로 셔나 쉬프린(Seana Shiffrin)의 소통 윤리
(communicative ethics) 이론을 제안한다. 쉬프린은 최근 저작 Speech
Matters: On Lying, Morality, and the Law9)에서 거짓말이 왜 그릇되었는
지에 관한 독특한 설명을 시도한다. 그는 첫째, 거짓말의 그릇됨을 기만
(deception)과 분리해서 설명하는 비표준적 해석을 제안한다. 그럼으로써
기만, 즉 청자를 속이는 것을 의도하는 거짓말, 실제 기만에 성공하는 거짓
말, 그리고 기만의 의도도 성과도 없는 거짓말에 공통된 규범적 문제를 짚
는다. 이러한 설명은 탈진실 정치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유용하
다. 아래에서 상술하듯이, 탈진실 정치에는 기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
는 거짓말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쉬프린의 소통윤리론은 (적어도 이 글의
해석을 취하면) 이러한 비전형적인, 그러나 정치 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짓말의 그릇됨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요컨대 전형적인 거짓말과
비전형적인 거짓말 모두, 소통을 통한 도덕적 주체성 형성과 도덕적 진보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릇되었다는 게 쉬프린의 설명이다. 그리고 쉬프린의 설
명은 우리가 정치 영역의 거짓말을 보며 느끼는 도덕적 불편함을 잘 짚어낸
다는 게 이 글의 주장이다.
쉬프린은 둘째,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를 자유주의 도덕 공동체의 건강
그리고 도덕적 진보의 가능성과 연결지어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민주주
의 정치 토론에서 진실성이 결여될 때 생기는 문제를 진단하기에 특히 적합
하다.
II, III 장에서는 쉬프린의 소통윤리론을 더 자세히 검토한다. 쉬프린이
거짓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렇게 규정한 거짓말이 기만과 어떻게 구분
되는지를 확인하고, 거짓말이 왜 도덕적으로 그릇된 언어 행위인지에 대한
쉬프린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를 토대로 IV장에서는 탈진실
정치의 특징적인 거짓말과 관련 언어 행위를 분류, 묘사한 후 쉬프린의 소
7) 김남권, ｢‘대안적 사실’ 신조어 논란에 美서 오웰 ‘1984’ 때아닌 인기｣, 연합뉴스 ,
2017.01.25.
8) 이 전제를 더 명확히 하길 촉구한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9)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14. 이하 “Speech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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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윤리론이 이들에 공통된 문제를 짚어내는 데에 유용하다고 논변한다. 나
아가 쉬프린의 핵심 논변을 거짓말이 아닌 언어 행위에도 확장할 것을 제안
한다. 엄밀히 말해 거짓말이 아닌 언어 행위에도 이른바 성실한 진실성
(good-faith sincerity)의 의무, 즉 대화 목적의 공유를 전제하거나 그로부터
이탈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Ⅱ. 거짓, 기만, 그리고 정당한 유예 맥락
그럼 우선, 쉬프린의 소통윤리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쉬프린은 거짓
말을 다음처럼 규정한다:
A가 의도적(intentional)으로 B에게 하는 명제 P의 선언으로
1. A는 P를 믿지 않고
2. A는 A가 P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3. A는 의도적으로 P를 B에게 제시하며, 그 제시 방식이나 맥락은, 객
관적으로 드러나는 바에 의하면, B가 P를 A가 지니는 믿음의 정확한
표현(representation)으로 이해하고 대하는 것이 A의 의도인 방식이
나 맥락이다.10)
마지막 조건을 더 자세히 이해해 보자. 대개의 소통 맥락에서 우리는, 상
대가 진실하게 말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대개의 소통 맥락에
는 진실성의 추정(presumption of truthfulness 또는 presumption of

10)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 intentional assertion by A to B of a proposition P such that
1. A does not believe P, and
2. A is aware that A does not believe P, and
3. A intentionally presents P in a manner or context that objectively manifests A’s
intention that B is to take and treat P as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A’s belief.
Speech Matters, p. 12 (원문 각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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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ity)이 깔려있다.11)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부적합한 대화 맥락도 있
다. 인식론적 유예 맥락(epistemic suspended context)에서는, “상황 자체
또는 맥락 당사자의 행동이나 발언에 관련한 확인가능한 사실들이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진실하게 말하고 있으리라는 예측적(predictive) 인식론적
근거(epistemic warrant)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12)
인식론적 유예 맥락은 그렇다면 기술적 또는 예측적 분류이고, 이 분류
에 해당하는 맥락의 규범적 평가는 별도 사안이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로써 자신의 발화에 대해 인식론적 유예 맥락을 만
든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동시에 이 맥락은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반면 일부 인식론적 유예 맥락은 규범적으로 문제가 없다. 규범적으로 용납
할만한 인식론적 유예 맥락을 쉬프린은 정당한 유예 맥락(justified
suspended context)이라고 부른다. 정당한 유예 맥락에서는 진실성의 추정
을 유예할 (i) 정당하고 (ii) 공적으로 접근가능한 이유가 있다. 쉬프린의 예
를 활용하자면, 극단의 즉흥 연기 연습이나, 외국어 교육 시간에 학생들이
각자 아는 단어만의 조합으로 1인칭 전기적 이야기를 구성해 말하는 연습
등의 맥락에서는 각각 창의적 연기력 향상과 외국어 능력 향상의 목적을 위
해 진실성의 추정을 유예하는 게 정당하다.13)
마지막 조건에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나 맥락은, 화자
의 주관적 의도와 별개로 “객관적으로 해석했을 때” 진실성의 추정이 적절
한 맥락이다.14) 쉬프린은 이런 객관적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
한 논의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인식론적 맥락 논의 전반과 연결지어 생각
11) 일상 언어관습상 영단어 ‘sincerity’는 진실성의 의미와 함께 성실성, 진정성의 뜻도 함
께 가지는데, 쉬프린은 이 단어를 “본인이 [어떤 명제를] 엄숙하게 단언하면 [그 명제
를] 믿음”의 의미로 좁게 사용한다. Speech Matters, p. 11. 쉬프린은 또 영단어
‘truthfulness’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진실성에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해진 의
미로 이해하되, 자신의 논의는 진실성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sincerity’와
‘truthfulness’를 호환 가능한 것으로 봐도 좋다고 한다. 이 글은 쉬프린의 용법을 따른
다. 이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12) Speech Matters, p. 16.
13) Speech Matters, p. 17. 일반적이고 손쉬운 예로는 소설, 연극, 영화 등을 포함한 문화
예술적 허구의 영역이 있겠다.
14) Speech Matters, p. 116 (“objectively interpr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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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더 분명한 파악이 가능해진다. 요컨대 여기서 맥락을 “객관적으로 해
석”한다는 것은, 예측적으로 이해하거나 규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자
로 보면, 마지막 조건에서 말하는 맥락은 인식론적 유예 맥락을 제외한 맥
락을 아우르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반직관적이다. 가령 앞서 본, 소문
난 습관적 거짓말쟁이라서 인식론적 유예 맥락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예를
생각해 보자. 예측적 이해에 따르면 이 사람의 진실하지 못한 발언은 객관
적으로 해석했을 때 진실성의 추정이 부적절한 맥락에 해당하고, 따라서 쉬
프린의 규정상 거짓말이 아닌 게 된다. 이례적으로 진실하지 못하면 거짓말
쟁이가 되지만, 습관적으로 그러하면 습관적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반직관적 결과를 피하려면, 맥락의
객관적 해석을 규범적으로, 즉 정당한 유예 맥락만을 배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정당한 유예 맥락이 아닌 맥락에서 화자
가 믿지 않고 이를 화자 스스로 아는 명제를 청자에게 선언하는 행위인 셈
이다.15)
거짓말을 이처럼 규정했을 때 주목할 점은, 거짓말과 기만이 구별된다는
것이다. 우선,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는 기만이 일어났는지, 즉 청자가
실제로 속았는지 아닌지와 별개이다. 나아가, 발화자는 기만의 의도도 기대
도 없이 거짓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 주 째 매주 할머니 장례식을 명
목으로 과제 마감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학생은, 이처럼 할머니가 한

15) 거짓말을 이렇게 보는 것 또한 반직관적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정당한 유예 맥락에
서도 거짓말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언어 습관은 분명히 이 반론
을 지지한다. “선의의 거짓말”(white lie)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가령 취업 면접을
보러 가는 친구의 자신감을 북돋기 위해 (본인의 믿음 그리고 본인이 아는바 본인의
믿음과 달리) “오늘 유난히 멋있어 보여”라고 말한다거나, 명절 때만 보는 친척에게
(본인의 믿음 그리고 본인이 아는바 본인의 믿음과 달리) “아이가 참 예쁘네요”라고
말하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이런 말을 거짓말이지만, 소통 맥락의 성
격상 규범적으로 무방한, 즉 쉬프린이 말하는 정당한 유예 맥락에서 발화되는 거짓말
이라고 볼 것이다. 쉬프린은 해당 발언을 거짓말이 아닌 정당한 위조(falsification)로
이해하자고 하되, 구체적 명명보다는 어떤 맥락이 정당한 유예 맥락인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주장한다. Speech Matters, p. 19. 이 글의 주된 관심 또한 정치 담론에서
의 정당한 유예 맥락 판별이므로, 쉬프린의 제안을 따라 명명 문제는 더 깊이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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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한 명 꼴로 사망하는 게 “현대 대가족의 복잡성을 고려하더라도” 믿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마감 연장 근거로 대는 것일 테고, 이 경우 그는 기만
의 의도나 기대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16) 이렇게 기만의 성과도 의도도
없는 거짓말을 쉬프린은 “순수한 거짓말”(pure lie)이라고 부른다.17) 순수
한 거짓말은 기만이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순수하며, 이 점은 그 규범
적 분석에 영향을 준다.

Ⅲ. 거짓말의 그릇됨
물론 거짓말은 많은 경우 기만에 이르거나 기만을 의도한다.18) 그런데도
쉬프린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단지 개념적 정리정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와 기만이 그릇된 이유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19)
쉬프린에 따르면 기만은 자신의 언행으로 다른 사람이 거짓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도록 유의할, 일종의 주의의무(duty of due care)를 위반한다.20) 순
수한 거짓말은 당연히 이런 의무 위반으로 그 그릇됨을 설명할 수 없다. 예
컨대 계속되는 할머니의 죽음을 호소하는 학생은 그로써 교수가 거짓 믿음
을 취할 위험을 조금도 높이지 않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
16) Speech Matters, p. 14.
17) Speech Matters, p. 116.
18) 다만 뒤이어 설명하듯, 정치 토론에서 오가는 거짓말 가운데는 순수한 거짓말도 꽤 있
다. 이들 거짓말은, 예컨대 권력의 과시와 견고화 등 기만이 아닌 별도 목적을 노린다.
아래 IV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한다.
19) 개념적 정리정돈 차원에서는, 다른 식의 구분도 꽤 있다. 대표적으로 해리 프랭크푸르
트(Frankfurt)는 거짓말과 소위 개소리를 구별 짓는 기준으로 거짓말은 기만의 의도를
포함하고 개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Harry G. Frankfurt, On Bullshi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5), p. 8. 또 다른 예로 T.M. 스캔런(Scanlon)의
거짓말 분석이 있다. T.M. Scanlon, What We Owe to Each Other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98), pp. 317~22.
20) 더 정확하게는, 그릇된 기만은 이런 의무를 위반한다. 쉬프린은 그릇되지 않은 타인을
거짓 믿음에 빠뜨리지 않을 의무가 모든 상황과 조건을 아우르는 포괄적
(comprehensive) 의무는 아니며, 이런 점에서 화자가 청자의 잘못된 이해와 사고 오류
까지 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한다. Speech Matters,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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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도 없다.
그렇다면 순수한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거짓말에 공통된 규범적 설명은
무엇일까? 쉬프린은 거짓말의 문제점을 (i) 말(speech)을 통해서만 가능하
며, (ii) 도덕적 주체성 형성과 도덕적 진보에 필수적인 소통 경로를 훼손하
는 것이라고 본다. 논변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1) 정당한 유예 맥락을
제외하면, 즉 일반적으로는, 말을 통한 소통 경로에는 진실성의 추정이 확
고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2) 거짓말은, 그 행동준칙(maxim)이
보편화됐을 때 “진실만을 전달하는 데 활용되던 메커니즘을 진실과 거짓
모두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경로를 믿을 수 없게
만들며 오염”시키는 행위이다.21) (3)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준칙에
근거해 행동함으로써 청자와 자기 자신, 그리고 나아가 인류에게 잘못을 저
지른다.
(1)부터 살펴보자. 진실성의 추정을 유지하는 게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
가? 우선 상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답은,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의 인지적
부담이 비효율적인 수준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이다. 진실성의 추정이 일반
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 맥락마다 대화 참가자들이 사실을 전
제로 말하는지 다시금 확인해야 하며, 이로부터 상당한 인지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관리비를 낸 후 “처리됐습니다”라는 말
을 들을 때, “이 가지가 얼마냐”는 질문에 “하나에 900원이다”라는 답을 들
을 때 등 발화 맥락 각각에서 진실성을 추정해도 되는지 새로이 따져봐야
한다고 치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일이 무척 힘겨워질 것이다.
쉬프린의 답 또한 인지적 부담의 증가를 고려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상식적 답변과 구별된다. 첫째, 상식적인 답변이 다분히 결과주의적이라
면, 쉬프린의 논변은 그렇지 않다. 거짓말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서 그
릇된 게 아니라, 중요한 상호작용의 조건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고 분석이다.
둘째, 이때 쉬프린이 주목하는 상호작용은 도덕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이
다. 그에 따르면, 진실성 추정의 안정적 작동이 중요한 것은 단지 일상생활
21) Speech Matters,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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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진실성을 전제로 한
언어적 소통(linguistic communication)은 도덕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덕적
주체성(moral agency) 형성과 이 구성원들 각자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도덕
적 진보(moral progress)의 조건이며, 이로써 핵심적 중요성을 지닌다.22)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도덕적 주체성과 소통 전반의 관계를 생
각해 보자. 쉬프린은 도덕적 주체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관
련 논의와23) 그가 기대고 있는 자유주의 전통에 비춰 대략 다음 다섯 가지
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도덕적 주체성은 (i) 합리적 사고능력, (ii) 사
회적, 물질적 세상에 대한 기본 지식, (iii) 도덕적 규범의 이해와 도덕 관계
에의 참여 능력, (iv)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규범을 포함한 정치 규
범의 이해와 정치 관계에의 참여 능력, (v) 독립적, 자율적 자아로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능력 등을 요구한다.24) (i)~(v)는 물론 서로 겹치는 부
분이 있다. 이 글의 목적상 중요한 것은, (i)~(v) 모두 다른 사람의 마음의
내용(mental contents)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함으로써만 온전히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ii) 사회적, 물질적 세상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시공간과 매개체의 소통—대면 대화, 책, 언론 매체, 학교 내외의 교육 과정
등—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i) 합리적 사고능력, (iii) 도덕적 규범의 이해
와 도덕 관계에의 참여 능력, (iv) 정치 규범의 이해와 정치 관계에의 참여
능력 또한 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도덕 및
정치 규범은 타인의 마음의 내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그것을 배려 또
는 존중해주는 것, (정치적 결정 등 특정한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일 때는
따르는 것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v) 독립적, 자율적 자아로서의 성장 역
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그들과 서로 반응해가며 이루어진다.
도덕적 진보는 우리가 가진 도덕적 이유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함, 우리
22) 참고: 쉬프린은 ‘말’(speech)과 ‘언어적 소통’(linguistic communication)이 상호교환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Speech Matters, p. 10.
23) 예를 들어 Speech Matters, pp. 10~11, 51, 86~88.
24) (i)~(v)는 롤스가 말하는 도덕적 능력(moral powers), 즉 사회협동체의 일원으로 살아
가고 그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을 세분화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7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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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적 의무를 더 온전히 준수함, 인격을 더 선하고 정의롭게 발전시킴
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25) 이렇게 이해한 바 도덕적 진보는, 공동체
구성원 개인 단위에서 (i)~(v)가 증진되고 이 증진이 상호작용에 반영됨으
로써 실현된다. 그렇다면, 도덕적 진보 역시 서로 마음의 내용을 적절하게
주고받게 해주는 소통 경로를 필요로 한다.
소통이 이처럼 도덕적 주체성 형성과 도덕적 진보에 중요한 가운데, 말
로 하는 소통은 특별히 중요하다는 게 쉬프린의 생각이다. 말만큼 (a) 권위
(authority), (b) 진정함(authenticity), 그리고 (c) 정확성(precision)을 동시
에 일관되게 갖춘 소통 경로가 없다는 것이다.26) 내 마음의 내용에 직접적
접근이 가능한 건 나뿐이므로, 이에 대한 나의 일인칭 증언은 나에 대한 다
른 정보가 지닐 수 없는 권위, 그리고 틀림없이 내 것이라는 진정함을 지닌
다. 더욱이 말은, 적어도 대체로, 비언어적 소통보다 훨씬 정밀한 전달을 가
능하게 한다.27) 가령 미소나 손짓, 다가오기나 멀어지기 등의 비언어적 표
현에도 정보가(informational value)가 있지만, 애매하거나 충분히 구체적
이지 못할 소지가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경우 오직
언어적 표현이다. 요컨대 “외부적인 확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 주
체성 형성과 도덕적 진보에 필요한 정도와 방식으로 “서로의 마음의 불투
명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언어적 소통이 필요하다.28)
다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말의 이런 특수한 지위는 진실성의
추정이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때에만 유지된다.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논변의 다음 단계, 즉 (2) 거짓말이 어떤 식으로 소통 경로를 “오염”시
키는지의 문제로 넘어가 보자. 이 지점에서 쉬프린은 전쟁에서의 백기를 비
유로 든다. 전쟁에서 백기를 흔드는 행위는 오직 항복과 평화적 협상 제안
만을 뜻해야 하며, 백기를 비밀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백기를 흔들
고 있는 적에 무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백기 규범은 그 어떤 폭력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신성한” 지위를 누린다.29) 아무리 심한
25)
26)
27)
28)

Speech Matters, pp. 51~52.
Speech Matters, pp. 10~11.
Speech Matters, pp. 10, 23, 26, 88, 186.
Speech Matters, pp. 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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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는 합리적 대화를 통한 화합의 길을 열어두어
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길을 열어두려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을 보존”해야 하고, 백기 사용 규범의 비애매성 또는 선명함이 바로 그
방법인 것이다.30)
언어적 소통은, 전쟁에서의 백기 규범처럼 필수적인 규범적 요구 실현의
조건이다. 도덕적 주체성 및 관계의 형성과 유지는 필수적인 규범적 요구이
고, 앞선 논의가 맞는다면 그 실현은 일관된 권위, 진정함, 그리고 정확성을
지니는 소통 경로, 요컨대 언어적 소통이 서로의 “마음으로의 창”으로 기능
할 때에만 가능하다.31) 그리고 백기 규범이 항복의 표시인지 아닌지 애매
하면 안 되듯이, 언어적 소통 또한 진실한지 아닌지 애매해서는 소기의 역
할을 하지 못한다. 언어적 소통이 이 역할을 하려면, 그 소통에 진실성의 추
정이 기본값으로 깔려있어야 한다.32)
그렇지만 이런 논변은 거짓말의 파괴력을 과대평가한 게 아닐까? 실제
우리의 삶에는 거짓말이 난무하지만, 우리의 언어 관습을 보면 여전히 대부
분 소통 맥락에서 진실성을 전제해도 무방한 듯하다.33) 이렇게 보면, 쉬프
린의 논변은 거짓말의 예상 효과를 과장한다고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반론에 대한 답은, (3)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
다.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둘씩 늘어날 때 실제로
언어적 소통의 신뢰도가 무너질 것이라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쉬프린은 결

29) Speech Matters, p. 24.
30) Speech Matters, p. 25. 물론 발화자가 자기기만에 빠져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러나 그가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 바가 무엇인지는 비교불가능한 정보가를 지
닌다.
31) Speech Matters, p. 2.
32) Speech Matters, p. 11. Seana Shiffrin, “Bedrock,” Harvard Law Review Forum 129
(2016): 241-57, pp. 243, 249. 창작의 영역 등에서 물론 정당한 유예 맥락도 필요하지
만, 이런 맥락은 그 경계가 “분명하고 비교적 좁으며 공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한다.
“Bedrock,” p. 249.
33) 이러한 취지의 반론을 전개하는 글로는 Leslie Kendrick, “How Much Does Speech
Matter?” Harvard Law Review 129 (2016): 997-1022, pp. 1004-1007, Robert Mark
Simpson, “Review of Speech Matters,” Notre Dame Philosophical Reviews, April
28,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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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주의적 논변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34) 이는 그가 거짓말의 경험적 효과
보다는, 거짓말을 허용하는 행동준칙이 보편화된 상황을 고려하자고 제안
한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는, 그것을 허용하는 행
동준칙이 도덕적 주체성 형성 및 도덕적 진보라는 필수적 규범적 요구와 양
립할 수 없어서이다. 요컨대 쉬프린은 일종의 합리성의 모순(rational
inconsistency) 논변을 제시하는 것이다.35)
쉬프린은 이와 같은 비일관성을 견지하는 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릇되었
다고 논변한다. 거짓말은 첫째, 대화 상대에게 그릇된 행위이다. 거짓말은
상대를 합리적 사고능력을 지닌 동등한 도덕 공동체 구성원—즉 언어적 소
통을 서로 도덕적 주체성을 발전시키고 도덕적 진보를 달성할 수 있는 협동
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둘째, 거짓말은 발화자 자신에
게도 그릇된 행위이다. 거짓말쟁이는 합리적 사고능력을 지닌 동등한 도덕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만 가능한 소중한 소통 수단으로부터 자신을 단절
시킨다. 끝으로, 거짓말을 허용하는 행동준칙은 공적 행위 원칙으로 용납할
수 있는 준칙이 아니며, 이런 의미에서 거짓말은 곧 인류에 대해 그릇된 행
위이다.36)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를 이렇게 비결과주의적으로 이해하면, 거짓말의
규범적 문제가 실제 기만 여부와는 별개라는 쉬프린의 주장 또한 선명해진
다. 말하자면 거짓말의 문제는 실제로 거짓 정보를 전파함에 있는 게 아니
라, 진실 전파의 경로를 납치해서 교란함, 즉 “진실만을 전달하는 데 활용되
던 메커니즘을 진실과 거짓 모두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함에 있
다. 기만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거짓말이 그럼에도 그릇된 행위인 것은, 거
짓말의 그릇됨이 이처럼 거짓 정보의 실제 전파와 별개 사안이기 때문이다.

34) Speech Matters, pp. 1~2, Shiffrin, “Bedrock,” p. 246.
35) Shiffrin, “Bedrock,” p. 246 참고.
36) Speech Matters,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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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탈진실 시대의 정치 대화
쉬프린의 핵심 논변은 이른바 탈진실 시대의 정치 대화를 규범적으로 검
토하는 데 유용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시도하며, 나아가 주로 거
짓말에 치중된 쉬프린의 소통 윤리론의 확장을 제안한다.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에 관한 쉬프린의 논변을 받아들이면, 좀 더 폭넓은 소통 윤리의 의무,
요컨대 성실한 진실성(good-faith sincerity)이라 부를 수 있는 의무를 추정
함이 적실하다는 것이다.37)
탈진실 정치에는 다양한 종류의 거짓말이 난무한다. 그 가운데는 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분명 주요하다. 예컨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 가짜
뉴스 사이트의 보도가 그러하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피자가게 주인이
미국 민주당 인사들과 결탁해서 아동 인신매매 행각을 벌인다거나,38)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를 지지
했다는39) 등의 가짜 뉴스 보도는 분명 독자를 속이려는 목적을 보인다. 트
럼프 정권이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참여 인원을 과장한 사건도 유사한 예
이다.40) 트럼프 측은 인원수 과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 “대안적 사실
(alternative facts)을 제시했다”고 맞섰으며,41) 이는 그들이 제시한 숫자에
진실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특별히 성공하지는 못한) 시도였다.42)
탈진실 정치의 특징은 그러나, 기만을 노린다고 보기 어려운 순수한 거
짓말 또한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는 “객관적 사실”이 “감정 호소나 개인적
37) 앞서 설명했듯이, 쉬프린은 ‘sincerity’를 성실성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가 아니라, 본
인이 단언한 명제를 믿는다는 좁은 의미의 진실성으로 이해한다. 각주 9) 참고.
38) Cecilia Kang, “Fake News Onslaught Targets Pizzeria as Nest of
Child-Trafficking,” New York Times, Nov. 21, 2016.
39) Sydney Schaedel, “Did the Pope Endorse Trump?”, Oct. 24, 2016, factcheck.org
(http://www.factcheck.org/2016/10/did-the-pope-endorse-trump/).
40) Nicholas Fandos, “White House Pushes ‘Alternative Facts.’ Here are the Real
Ones,” New York Times, Jan. 22, 2017.
41) Jon Swaine, “Donald Trump’s Team Defends ‘Alternative Facts’ After Widespread
Protests,” The Guardian, Jan. 23, 2017.
42) 아래 설명하듯이, ‘대안적 사실’ 담론에는 다른 목적도 있는 듯하다. 일단 짚을 것은,
적어도 한 가지 목적은 진실의 지위를 획득함이라는 점이다.

134 논문

믿음”보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탈진실’의 사전적 의미가
지니는 애매함과도 관련 있다. 객관적 사실이 감정 호소보다 여론 형성에
덜 영향을 주게 되는 방식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기만 시도와
실제 기만이 워낙 잦아서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가령 감쪽같은 가짜 뉴
스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진짜 뉴스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또는 분명히 구별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더 혼탁한 경우로는,
사람들이 각자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주장을, 그렇게 믿고 싶다는 이유만으
로 그렇다고 믿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
이 ‘탈진실’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 10년 전,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그해
의 단어로 ‘진실스러움’(truthiness)을 선정했다.43) 진실스러움은 무언가를
객관적 증거와 별개로 “속으로부터 믿으려는 경향”44)이다. 진실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기만 시도 또한 변질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발화 대상만 적당하다면, 예컨대 “정치인 OOO은 돈세탁을 했다”거
나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했다”는 등의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제시하
는 것만으로도 기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령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특정
매체만을 소비하는 현상 또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반향실(ideological echo chamber)이 형성되는 현상은 이러한 기만 효과
달성을 도울 것이다.45)
진실스러움을 좇는 것은 비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의 지위가
가지는 특수한 중요성을 전제한다. (그래서 진실‘스러움’ 또한 중요성을 획
득하는 셈이니 말이다.) 탈진실 정치는 그러나 둘째,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거짓말을 진실로 보거나 제시하려는 아무런 가장이나 시도
도 없이, 단지 특정한 정책적 입장의 편에서 제시되었거나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권력이 내세운 말이므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말의 진실 여부에 대한
43) “Merriam-Webster Announces ‘Truthiness’ as 2006 Word of the Year,”
www.merriam-webster.com
(https://www.merriam-webster.com/press-release/2006-word-of-the-year).
44) http://nws.merriam-webster.com/opendictionary/newword_search.php?word=truthiness.
45) 미국 사회에서 이러한 경향을 추적한 연구로 가령 Pew Research Center,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2014), http://www.people-press.org/2014/
06/12/political-polarization-in-the-american-public/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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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극단적인 무관심 상태에 해당한다. 선명한 예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
아래 사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주장하는 바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지지하
는 언행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예시
에서처럼 국가권력이 “2+2=5”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을 때,46) 그 권력 아
래 사는 사람들(가운데 적어도 상당수)에게 이 입장이 거짓이라는 것은 부
차적 문제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식 입장에 대한 충성 또는 충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피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가능한 국소적인 예로는,
강력한 정치인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만의 의도나 기대 없이 거짓을 말
하고, 동료 정치인 또는 지지자들이 거짓을 반복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거짓을 받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의 참, 거짓 여부보다는 그들이
발화자와 일종의 지배-종속(domination-subordination) 관계에 놓여있다는
게 중요하다. 발화자 역시 그러한 관계를 견고히 하고자 애초의 거짓을 제
시한다고 볼 수 있다.47)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현상으로, 거짓말은 (잠재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누르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지배층이 거짓말을 자행하고 시민사회나 언
론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할 때, 피지배층은 지배층과의 권력 불균
형을 절감하고 저항 동기를 잃을 수 있다. 게다가 거짓말이 다분히 비상식
적일 경우, 피지배층은 극심한 심리적 혼란을 겪고 그만큼 정치적 행동을
조직하고 추진할 용기와 기력을 잃을 수 있다. 가령 오웰의 소설에서
“2+2=5”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일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피지배층
이 그로써 자신들의 무력함을 확인하게 하는 목적, 그리고 그들의 현실감을
교란하려는 목적 또한 지니는 것으로 읽힌다.48)
지배-종속 또는 권력관계보다는 공동체의 단절로 생기는 극단적 진실 경
46) George Orwell, Nineteen Eighty-Four (New York: Signet Classics, 1950, first
published 1949).
47) Cf. 제이컵 레비(Jacob T. Levy)는 트럼프가 내뱉는 숱한 거짓말이 근본적으로는 오
웰의 소설 세계나 나치 정권 아래 공적 거짓말과 유사한 권위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주
장한다. Jacob T. Levy, “Authoritarianism and Post-Truth Politics,” Nov. 30, 2016,
Niskanen Center Blog (https://niskanencenter.org/blog/authoritarianism-post-truthpolitics/).
48) Orwell, Nineteen Eighty-Four,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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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있다. 공동체 내 단절이 심할 때는, 형식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
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발언이지만 그 내용은 자신이 소속된 특정 집단만을
염두에 둔 거짓말이 발화되기도 한다. 가령 이 집단의 존속을 위해 재판이
나 청문회에서 신빙성이 무척 떨어지는 위증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면서도 강행하는 사례가 있겠다.49)
아마 진실 여부에 이 정도의 극단적 무관심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50) 탈진실 정치는 통상 여기서 소개한 여러 가지 거짓말
이 혼재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가령 위 오웰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의 거
짓말이 다양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 앞서 소개한 트럼프 정권의 거짓말도
이렇듯 여러 목적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는 사진 기록, 통계 수
치, 그리고 심지어 기상 기록까지 부정하는, 이른바 “뻔한 거짓말”(obvious
lies)을 하고는 한다.51) 이런 거짓말은 얼핏 보기에 의아하지만, 그 배경에
는 이데올로기적 반향실에 갇혀있는 일부 지지자를 기만하기, 정치적 부하
들이 자신의 뻔한 거짓말을 긍정하게 함으로써 그들과의 지배-종속 관계를
견고히 하기, 그리고 뻔한 거짓말의 자유로운 발화를 통해 그것을 효과적으
로 제어할 수 없는 다수 시민이 정치적 무력감을 경험하게 하기 등 여러 가
지 구체적 정치적 목적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목적은 기만을 통해
서만 달성할 수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달리 말하면, 특정 청자 집단을
향해서는 기만과 거짓이 섞인 혼합 언어 행위가, 또 다른 집단을 향해서는
기만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거짓말이 일어나는 셈이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성격과 목적의 거짓말을 아우르는 규범적 진단을
49) 한국의 최근 정치 스캔들을 이런 시각에서 분석한 예로는 박민제, ｢이너써클에 충성하
려, 정 때문에...거짓말 하는 그들｣, 중앙일보 , 2017.01.22. 참고.
50) 더불어, 흔히 탈진실 정치의 발화 사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가운데 엄밀히 말해 거짓말
이 아닌 사례, 가령 발화자가 확고한 자기기만에 빠져서 발언 내용을 믿는 상태로 발화
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신념에 찬 맹신도가 운영하는 가짜 뉴스 사이트를 떠올려
보자.) 이 글의 목적상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와 별개로 다양한 거짓말이 오간다는 점
이다.
51) 예를 들어 Greg Sargent, “Trump Just Gave a Remarkable New Interview: Here’s a
Tally of All His Lies,” Washington Post, Jan. 26, 2017; Jon Sharman, “Donald
Trump: All the False Claims 45th President Has Made Since His Inauguration,” The
Independent, Jan. 23, 2017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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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데에는 쉬프린의 소통윤리론이 유용하다. 쉬프린의 이론에 따르면, 이
들 거짓말을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진실성의 추정이 확고하
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해야 하는 소통 맥락에서 그 추정이 더는 합당하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이 다양한 거짓말 모두 그 행
동준칙이 보편화됐을 때에는 정치 영역에서 발화되는 말의 성격을 변질시
킨다. 정치 대화 참여자 각각의 믿음을 진실하게 외부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은, 참여자의 믿음을 진실하거나 거짓되게 외부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리
고 만다. 이는 거짓말의 목적이 기만이든 권력 과시이든 심리적 조작52)이
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로써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은 주요한 도
덕적 진보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만다. 전쟁에서 백기를 흔드는 행위가 오직
항복의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항복의 수단일 수도, 공격의 수단일 수
도 있게 되면 안 되듯이, 정치 영역에서의 말도 진실하거나 거짓된 외부화
수단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소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정치에서의 거짓말은 정치적 소통 맥락을 인식론적 유예
맥락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나 정치적 소통이야말로 정당한 유예
맥락이 될 수 없는 영역이다. 정치적 소통은 롤스가 말하는 기본 구조의 성
격과 내용을 정하는 수단이고, 롤스가 논증하듯이 기본 구조의 성격과 내용
은 공동체 구성원의 생애 시작부터 엄청나고 만연한 영향력을 행사한다.53)
일반적으로, 정치 결정은 공동체 내 다른 집단적 결정과 비교하기 어려운
최종적인 힘과 권위, 불가피성을 지닌다.54) 그만큼 정치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는 게 중요하다. 나아가 쉬프린, 그리고 이 글이 가정하는 자유주의적
사회, 즉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주체들로 구성된 도덕 공동체에서 정치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기 위해서는, 정치 대화에 진실성의 추정이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인 OOO이 부정청탁을 받
았다”는 주장은 그 검증이 유의미해야 하고, “당선되면 공약 1, 2, 3을 실현
52) 예를 들어 소위 가스라이팅(gaslighting)과 같은 감정적 조작을 생각할 수 있다.
53) Rawls, Theory of Justice, §16.
54) 정치 결정의 이러한 특성에 근거해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Niko Kolodny,
“Rule Over None II: Social Equality and the Justification of Democrac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42 (2014): 287-3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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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주장은 실제로 당선되면 공약 1, 2, 3이 실현되리라는 예측력을
지녀야 한다.55) 가짜 뉴스, ‘대안적 사실’, 권력 과시용 거짓말, 심리 왜곡용
거짓말, 내부자 집단에의 충성용 거짓말 모두, 이처럼 진실성의 추정이 특
별히 중요한 소통 맥락을 인식론적 유예 맥락으로 대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도덕적 잘못인 것이다.
거짓말을 기만과 개념적으로 연동시키는 (어쩌면 더 표준적인) 해석을
취하면, 이처럼 다양한 성격과 목적의 탈진실 언어 행위를 관통하는 진단을
내리는 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기만을 전제하는) 거짓말과 구별되는 또 다
른 언어 행위 항목, 예컨대 프랑크푸르트가 주장하듯이 개소리의 별도 항목
을 상정해야 한다.56) 그 이론적 비용은, 기만이 섞인 거짓말과 순수한 거짓
말이 공유하는 도덕적 뿌리, 즉 진실성의 추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소통
경로의 중요성을 자칫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예시는 주로 상식적인 사실(truth)과 의견(opinion)의
구분 가운데 사실이 걸려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쉬프린의 분석이 이러한
상식적 구분을 전제하거나 보존하려는 것은 아니다. 실제 쉬프린은 상업적
표현의 영역에서서의 과대광고(puffery) 독트린, 즉 “사실이 아니란 단지
의견을 개진하는” 과대광고에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미국 법 독트
린을 신랄하게 비판한다.57) 예를 들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
사가 “책임감 있는 글로벌 시민”이라고 피력하는 은행이나 “기적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아스피린”을 판다고 광고하는 제약회사는, “그 어떤 벌충적 목
적도 찾을 수 없는 소통상의 난잡함”(communicative clutter for no
redeeming purpose)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이다.58) 과대광고 독트린은
이러한 난잡함을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정당하지 못하지만 합법적인 인식
55) 물론 공리주의적 정치철학을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정치적 거
짓말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규범적 진단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쉬프린은 이런 철학이
널리 받아들여져 다수가 결과만 좋다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 글도 쉬프린의 지적에 동조한다. Speech
Matters, p. 7.
56) Frankfurt, On Bullshit.
57) Speech Matters, pp. 188~91.
58) Speech Matters, pp. 189,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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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유예 맥락을 만든다.
성실한 근거 없이 제시되는 정치적 과대광고, 예컨대 “나는 역사상 가장
청렴한 정치인”이라는 등의 표현이 용인되는 정치 문화도 같은 이유로 비
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치적 소통의 건강은 단
지 거짓말을 피하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이다. 쉬프린처
럼 거짓말을 비교적 폭넓게 규정해도 그러하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정치적
소통이 그 역할을 하는 데 방해되는 언어 행위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우
리에게 익숙하다. 예를 들어, “기업인 OOO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까?”라
는 질문에 “저는 OOO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라고 답하는 경우,
또는 “당선됐으니 공약대로 가정마다 인공지능 로봇을 한 대씩 제공할 것
입니까?”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지능 경쟁력을 갖춰야 국제사
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발화자는 자신이 발화하는 명제를 믿는다고 치자. 그렇다면, 두
경우 모두 쉬프린의 분류상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발언이다. 그렇지만 동
시에 두 가지 발언 모두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대신, 얼핏 들으면 답이
될 듯하지만 따지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소통상의 난잡함”을 만들어낼
뿐이다. 과대광고에 대한 쉬프린의 비판이 맞는다면, 이런 진실한 어수선함
또한 소통을 통한 도덕적 진보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그릇됐다고 할 수 있
지 않을까?
혹자는 이 사례를 쉬프린의 이론에 대한 비판에 사용할지 모른다. 거짓
말이 그릇된 이유에 대한 쉬프린의 논변이 거짓말이 아닌 언어 행위에도 적
용되며, 따라서 그의 이론에서는 거짓말과 참말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비판
이다. 그러나 더 적실한 판단은, 해당 사례를 반론이 아닌 흥미로운 통찰로
보는 게 아닐까 싶다. 구체적으로, 거짓말과 참말 사이 개념적 구분과 용납
가능한 언어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사이 규범적 구분은 완전히 포개지지
않는다. 모든 거짓말은 (쉬프린의 규정에 따르면) 그릇되지만, 모든 참말이
용납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일부 참말이 그릇된 이유는 거짓말이 그
릇된 이유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상응하여, 개념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규범적으로는 거짓말과 연속선상에 있는 언어 행위에 대한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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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무를 상정할 수 있다. 글에서 논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자면, 이른바
성실한 진실성의 의무, 즉 대화 목적의 공유를 전제하거나 그로부터 이탈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할 의무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추가적인 소통윤리 의
무가 생기는 것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다양한 소통윤리 의
무가 모두 공통된 규범적 목적—이 경우에는 소통을 통한 도덕적 주체성
형성과 도덕적 진보의 목적—에 근거한다면, 의무의 다양성은 이론적 혼란
보다는 이론의 풍부함을 방증한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Ⅴ. 결론
서론에서 인용한 아렌트의 냉소적 진단을 환기해 보자. 아렌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체념해서가 아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규범적 비판을
제기한다.
사실적 진실(factual truth)을 거짓말로 일관되고 완전하게 대체하는 것의
결과는 거짓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진실이 거짓으로 폄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방식—진실 대 거짓의 분류는 그 정
신적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이 문제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59)

쉬프린의 소통윤리론은 아렌트의 문제의식을 체계화하는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핵심은, 도덕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덕적 주체성 형성과 도덕
적 진보를 위해서는 오직 진실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언어적 소통 경로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글은 쉬프린의 주장과 그 논변을 되도록 설
득력 있게 해석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했을 때 쉬프린의 이론이
현재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치 문제인 소위 탈진실 정치의 면면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논변했다. 탈진실 정치에는 다양한 성격과 목적의
거짓말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 우리가 “세상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방식”,
59) Arendt, “Truth and Politics,”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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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덕적 주체로서의 방향을 찾아가는 방식을 “파괴”한다는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 된다. 같은 취지에서, 쉬프린의 주된 초점인 거짓말을 하
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의무 논변을 확장해서 성실한 진실성의 도덕적 의무
또한 논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더불어 진실성이 정치 대화 맥락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논변했
다. 그리고 이 논변은, 정치 결정에서 소통의 비중이 큰 민주주의 사회에 더
욱 적절할 것이다. 요컨대 쉬프린의 소통윤리론은 정치적 대화의 내용과 방
식이 민주주의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 글이 해석한바 그
의 이론이 맞는다면,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정치적 반진실성, 또는 탈진실
정치의 사례는 민주주의가 병들었다는 증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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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ech, Lies, and Moral Progress

Song, Jiewuh
Post-truth politics, or the phenomenon of truth losing influence in public
political opinion, is emerging as an international problem. I attempt a
normative diagnosis of this phenomenon by developing and bringing to bear
themes from Seana Shiffrin’s theory of communicative ethics. On Shiffrin’s
view, linguistic communication that operates on a presumption of sincerity
is crucial for moral progress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agency. This
core thought then generates an account of why lying is wrong. I argue that
this account helps us identify the normative problem that runs through and
unifies the varieties of insincere speech characteristic of post-truth politics.
I argue, further, that natural extensions of the account can help us explain
our moral discomfort with speech that does not amount to lying but
nonetheless involves irresponsible disruption of communicative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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