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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주 사회의 이상(理想)은 누구나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불평등과 차이가 빚어내는 복합적인 이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불평등과 차이로
인해 억압과 차별, 모욕과 경멸, 무시와 같은 비존중의 양상들이 곳곳에
서 나타나고 있다. 불평등과 차이가 만들어내는 경계를 넘어 서로 동등
한 인간으로 존중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존중관은 무엇인가?
먼저, 전통 신분제 사회에서 유래한 존중관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높
이 평가할 만한 능력, 업적,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평가 존중관을
들 수 있다. 평가 존중관에 따르면 누구나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것
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존중을
받는다. 이러한 평가 존중관은 신분제가 무너진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배적인 존중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이나 업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존중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존중관
이 지배할 때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이를 넘어서 서로 동등
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권리 존중관이 있다. 권리 존중관에서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동등한 기본
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이에도 불
구하고 누구나 자율적인 존재로 자기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 존중관에 비해 권리 존중
관은 인간의 공통성에 주목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는 점에서 민주 사회에 적합한 존중관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리 존중관은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권리 존중관에서는 보편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차이를 배
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차이 존중의 방식으
로 관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용은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있다. 관용은 차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모욕하지 않지만, 차이를 평가
절하하고 이를 무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관용은 나와 다른 차이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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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보고 이들에 대한 은근한 무시와 무관심을 허용
한다. 이처럼 권리 존중관에서 차이를 가진 다양한 소수집단의 사람들은
존중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기 어렵다.
권리 존중관에서 간과되었던 차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존중관이
다문화주의, 정체성의 정치, 차이의 정치학에서 등장했는데, 이러한 존중
관을 차이 인정 존중관이라고 한다.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는 다양한 차
이에 대해서 소극적 차원으로 관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
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인정 역시 차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평가 존중관이 갖는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는 소수집단을 위한 집단권 보장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일상의
차원에서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존중하는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평가적 존중관, 권리 존중관, 차이 인정 존중
관은 모두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모종의 평가적 잣대를 근거로 존중이나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존중관들은 불평등과 차이가 만들어 내는
경계를 넘어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방식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합적인 이질성이 충돌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와 불평등을 넘
어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방식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존
중관이 필요하다.
새로운 존중관으로 그 사람의 특성 중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해 섬세한 감각
을 깨우며 그의 고유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존재 긍정 존중관을 제시하고
자 한다.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이란 각 사람들을 복합적
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각 사람이 누구나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진 존재로 바라보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존재 긍정 존중관은 제도적 차원
에서는 다양한 차이를 가진 구성원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집단 대표권과 이들의 요
구를 충분히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협상 절차의 보장을,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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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가진 존재 자체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공감
할 것을 존중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존재 긍정 존중관은 앞에서 살펴본 세 존중관과 달리 존중의 의미를
대상의 특징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
라보고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
이 존재 긍정 존중관은 평가적 관점을 전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차이를
가진 존재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차이를 이해하려고 한
다는 점에서 차이와 불평등을 넘어 상호존중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
는 존중관이다.
주요어 : 평가 존중관, 권리 존중관, 차이 인정 존중관, 존재 긍정 존중
관, 경청, 공감
학

번: 2004-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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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의식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존감을 유지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존중이 매
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자존감 상실에 따른 고통을, 사회적으로는 이류 시민으로
강등당하는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고통의 경험 속에서 사람들
은 고문 때문에 느끼는 신체적 고통 이상으로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
다.
사회에서 밀려나 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해야만 하는 것
(이와 같은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보다 더 잔인한 벌은
고안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면,
말을 해도 대꾸도 하지 않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마치 존재하
지 않는 물건을 다루듯이 한다면, 오래지 않아 분노와 무력한 절망감이 분
출하여 차라리 가장 잔인한 신체적 고문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
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문으로 심한 신체적 고통을 느낄지 몰라도 고문
때문에 결코 주목받을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내동댕이쳐졌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James, 1981, p. 281).

무시는 한 사람의 존재 자체, 즉 인격체 전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큰
고통을 동반한다(Honneth, 2011, p. 251). 따라서 사람들이 온전한 존
재로서 자존감을 유지하며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존중은 매우 중요하
다.
존중에 대한 요구는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점점 더 증가하였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존중에 대한 요구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을 요구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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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을 요구할 열망조차 없었다
(Gutman, 1992, p. 6). 그러나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고 누구나 존엄한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
름 속에서 누구나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민주주
의 사회에서 도달해야 할 이상(理想)으로 설정되었다(Bird, 2004, p.
207; p. 2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차원은 물론 일상의 차원에서 여전히 비존
중(disrespect) 현상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고통이 발생
하고 있다. 물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동
등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덕분에 노골적 폭력이나 모욕과 같은 비
존중의 행태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비존중의 행태는 얼마든지
교묘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도 행사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욕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
면 그 또는 그녀는 존재 자체가 중요한, 온전한 인간 존재(a full
human being)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Sennet(2003, p. 3)의 통찰이
지적하듯이, 노골적인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상
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존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
음으로써 얼마든지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시 역시 노골
적인 학대나 모욕 못지않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
이러한 비존중의 행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
다. 친구나 가족, 이웃집 주인으로부터 받는 무시 때문에 일어나는 폭력
이나 살인 사건1)속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에서, 명문대를 가지
못해서, 장애인이라서, 못생겨서, 여자라서, 외국인 노동자라서, 노동자라
1)“내가 지금까지 본 심각한 폭력 행위 중에서 모욕감, 굴욕감, 경멸감에서 출발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든 폭력 행위는 ‘체면 손상’을 막거나 회복하기 위
한 시도였다. 그 시도가 상대를 죽일 정도로 심각했는지는 상관없다. 우리는 그들이 위
험하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긍심이나 존엄성, 자존심 없이 살기보다 차라
리 상대방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자해를 하는 편이 낫다고
말할 때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불명예
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Gilligan, 1997, p. 110).” Gilligan의 말
처럼 모욕이나 무시가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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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등 수없이 많은 이유로 무시당하는 경험 속에서, 정치적으로 입장
이 다른 상대방이나 단체를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고 악마화하여
배제하는 모습 속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
를 방해하는 일부 기업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비존중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존중의 행태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
이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상적으로 누구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존중받아야 하지
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기 어려운
상황, 즉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
의라는 체제 속에서 사람들은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치적으
로 평등한 시민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연적․사회문화적
요인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한 위치에 처해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중적 위치를 갖고 제도 공간과 일상 속에서 서로
만난다. 이러한 만남 속에서 정치적 평등에 기초하여 동등한 존중을 받
고자 하는 규범적 기대와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위치를 이유로 차별
하고 무시하는 현실적인 반응이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긴장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이등시민으로 격하시키는 반응
에 자존감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일등시민으로서 과도
한 자부심을 가지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현실은 동
등한 존중의 실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다양성 역시 사람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 보이지 않는 장벽과 경계를 만들어 내며, 동등한 존중의 실현을
가로막는 잠재적 원천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Rawls(1993, xvi)가
현대 민주 사회의 특징으로 “종교, 철학, 도덕의 영역에서 다원주의”
를 전제하고 있듯이, 다양성 또는 차이는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다.
Arendt(1958, p. 7)의 말처럼, 인간의 “다원성(Plurality)”이 없다면
정치 역시 필요 없을 것이다.2) 특히, 민주 정치는 의견의 차이를 전제하
2) Arendt는 인간의 다원성을 정치적 삶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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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더욱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
는 현실은 동등한 존중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의
견과 가치관의 차이는 갈등의 원천은 물론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는 원
천이 되기도 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다양성은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 등으로 Rawls가
말한 종교와 도덕의 차원을 넘어 한층 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Bohman(2003, p. 760)은 서구 사회 전통에서 발전해 온 종교와 도덕
다원주의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과 개인들이 다양한
차원의 다원주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주함으로써 다원주
의가 한층 더 깊고 복잡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Bohman, 2003, p.
760). 다원성이 더 복잡해지고 깊어짐에 따라 가치, 의견, 그리고 관점
등에 있어서 차이(Divergence)가 매우 넓어지고 있으며 훨씬 더 깊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Bohman, 2003, pp. 760761).
이처럼 복잡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종
교, 인종, 성, 민족, 언어 등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
야 하는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차이 역시 사회․ 경제적 불평등
못지않게 동등한 존중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모
두 두려움과 역겨움으로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인간의 차이에 반응하고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차이를 다루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무시하거나, 차이가 지배적이어서 무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차이에 동화되거나, 차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다면 차이를 파괴할 것이
다.”라는 Lorde(1984, p. 114)의 말처럼 차이를 가로지르면서 서로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는 민주 사회의 이상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평등과 사회․경제적 불
평등의 불일치로 인한 긴장뿐 아니라 가치, 문화, 집단적 정체성의 차이
라는 긴장과 직면해야 한다. 이러한 민주 사회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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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Bohman(2003, p. 757)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실현가능한 민주주의의 이상은 현대 정체(modern polity) 속에서 시민
들이 인종, 계급, 종교, 그리고 문화를 포함한 수많은 차원이 교차하는 지
점을 따라 이질적이라는, 불가피한 사회적 사실과 직면해야만 한다.

Bohman이 표현하고 있듯이 불평등과 차이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가치관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복합적 다원성을 띠고 있다.
불평등과 차이가 빚어내는 이질성의 증가 때문에 동등한 존중을 구현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사회에서 동등한
존중을 구현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이상이다. 그렇다면 복합적 다원
성이 서로 충돌하는 현실에서 동등한 존중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야 할까?

2. 시민교육의 과제
불평등과 차이가 빚어내는 복합적 다원성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발
생하는 긴장과 갈등의 원천이 된다.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와 가
치관을 비롯한 정체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긴장 속에서, 동등한 존중이
라는 민주 사회의 이상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회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
다. 가령, 차이를 회피하는 다양한 대응 방식으로 같은 부류끼리만 어울
리기, 낯선 자를 내쫓거나 주변화하기, 악마화하기, 제거하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Palmer, 2012, p. 50). 이러한 대응방식 때문에 특히 인종․민
족․성적 취향에 있어서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왜곡된 집단적 정체성
을 형성하게 되었고, 왜곡된 집단적 정체성과 결부된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였다(Galeotti, 2002, p. 6).
이처럼 이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제도적 공간이나 일상에서 일
어나는 긴장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안느냐에 따라서 동등한 존중을 실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적인 이질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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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즉 이질적인 시민들이 어떤 관점에서 서로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나갈 것인가? 차이와 불평등
이라는 사회적 사실 속에서 서로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는 방식은 무엇일
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원과 기회를 동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 ‘분배적 정의’라는 원칙을
세워 물질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제시하였다(Rawls, 2005; Dworkin,
2005).
그러나 물질적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한다고 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이 완전히 제거되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상당한 정
도로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상호 존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다. Honneth(1997, p. 17)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 다원주의를 둘러싼 논쟁이든, 페미니즘의 이론적 자기 이해에 관한
논쟁이든, 이 각각의 논쟁에서 공통된 이상으로 분명해진 것은 개인 또는
사회 집단들이 그들의‘차이’를 인정받거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규범적 아
이디어이다. 이 아이디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적 통찰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관계의 도덕적 질은 물질적 재화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만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주체들이
서로 어떻게, 무엇으로 인정하느냐하는 점과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Honneth의 통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질적인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관
계의 질은 물질적 재화의 공정한 배분 뿐 아니라 오히려 서로 어떻게 상
대방을 대우하는가에 달려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의 문제는 분배적 정의라는 패러다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서로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고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관계의 문제는 서로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대우하는 관점과 태도의 문제이다. Palmer(20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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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빌려 표현하면 “마음의 문제”인 것이다. 그는 다음 글을 인용하
면서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마음의 습관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다.
인간의 마음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집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묻는다. 우리
는 공정할 수 있는가? 우리는 너그러울 수 있는가? 우리는 단지 생각만이
아니라 전 존재로 경청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의견보다는 관심을 줄 수 있
는가?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용기 있게, 끊임없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동료 시민을 신뢰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가(Williams,
2004).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이 저절로 형
성되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의 형성과 성장을 돕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마찬가지로 차이와 불평등이 빚어내는 경계를 넘어서 이질적
인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교육의 차원에
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는 특히 민주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시민교육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차이와 불평등이 생성하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도록 사람들의 관점과 태도를 길러내
는 것이 민주 시민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서로 동등한 존재로 대
함으로써 상호 존중을 확인할 수 있다.”는 Sennet(2003, p. xv)의 말
처럼 인간 존중은 이질적인 시민들이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함께 살아가
는 민주적인 삶의 방식이자 시민교육에서 길러내야 할 핵심 태도이다.

3. 연구 문제
그러나 동등한 존중이라는 이상과 차이와 불평등이라는 제거할 수 없
는 사회적 사실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서로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는 방
식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란 이질적인 사람들을 동등한 존재로 존중한다고 할 때 존
중의 의미와 근거,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Balint(2006,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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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인간 존중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유사한 문제를 제
기하고 있다.
‘존중’은 다양성을 둘러싼 이슈들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와 이론가들
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용어이다. 우리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체(政
體)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민족 간 긴장, 차별과 편견, 소수집단의 불
리함, 또는 사회적 통합 또는 민주적 평등과 관련해서)에 대한 해법이 존중
이라고 듣는다. 다양성을 둘러싼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존중이 갖는 일
반적인 모호성과 긍정적으로 들리는 특성으로 인해 존중은 존중을 실행하
는 행위자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한 의미들 사이에서 유유히 떠다니고
있다. 존중의 대상이 인간성(personhood) 인지, 시민성(citizenship)인지,
구체적인 차이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존중해야만 하는지?

누구나 존중한다고 하지만 정작 무엇을 대상으로 왜, 어떻게 존중하는
것이 동등한 존재로서 존중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질
성을 무시하고 보편적인 인격체로만 바라보는 것이 존중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이질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존중인지? 이질성을 고려한다면
이질성에 대해서 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는 것인지? 이질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이 존중을 여러 가지 가능
한 의미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존중의 의미
와 방식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존중할 수도 존중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복합적인 이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등한 존중
이라는 민주 사회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방안을 논의하기
에 앞서, 불평등과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존중의 의미와 방식을 명
확히 안내해 줄 수 있는 존중관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존중의 실천
을 안내해 줄 존중관을 탐구함으로써 현대 다원 민주 사회에서 발생하는
비존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평등과 차이가 존재하는 복합 다원주의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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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등한 존중이라는 민주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해법을 제
시해 줄 존중관이 무엇인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Ⅱ장
에서는 존중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
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중관을 평가 존중관, 권리 존중관, 그
리고 차이 인정 존중관으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Ⅲ장에서는 평
가적 존중관, Ⅳ장에서는 권리 존중관, Ⅴ장에서는 차이 인정 존중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각 존중관이 등장하게 된 배경, 각 존중관에
서 제시하는 존중의 의미와 근거, 방식, 그리고 각 존중관의 의의와 한
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Ⅵ장에서는 다원 민주
사회의 새로운 존중관으로 존재 긍정 존중관의 의미와 근거, 존중 방식,
그리고 그 특징과 의의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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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존중의 개념과 인간 존중의 세 가지 관념
인간 존중관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존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존중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대상에 대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Pope, 1999, p. 54). ‘학
자로서 그 사람의 업적을 존중한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나라
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부모님
을 존중해야 한다, 법정에서 법관에게 존중의 예를 표하라.’등 존중의
대상은 사람을 포함해서, 업적, 법이나 규칙, 제도, 지위, 권리 등이 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존중이라는 표현
을 쓰는 경우도 있다. 존중에 관한 개념분석을 시도한 Delellis(2000,
p. 40)도 존중의 대상을 자연, 인간, 문명, 형이상학적 대상으로 분류하
고, 존중의 의미를 인식, 찬양, 평가, 명예, 경외, 존경, 두려움의 7가지
요소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존중은 그 대상과 의미도 다양하다. 따라
서 존중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의 의미에 대한 대략적인 규정은 인간존중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안내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
서는 존중 개념의 형식과 존중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를 분석해봄으로써
존중의 내용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인간 존중관을 분류해보고자 한다.

1. 존중 개념의 형식 분석
가. 존중 개념의 존재론적 위상
존중 개념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특정한 가치나 감정,
행동이 아닌 태도에 해당한다. 태도로서 존중은 대상에 대한 “인식, 감
정, 판단, 반응하려는 동기와 경향” 등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차
원”이 결합되어 있다(Dillon, 2007, p. 202). Raz(2001, p. 138)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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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존중을 태도이자 행위 방식으로 설명한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을 대우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비록 신념과 이
에 (적어도 가끔씩) 모종의 느낌도 수반할 수 있지만, 느낌(feeling)도, 정
서(emotion)도, 신념도 아니다. 그것은 존중의 대상을 향하여 스스로 처신
하는 방식(a way of conducting oneself)이며 더 간접적으로는 스스로 처
신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태도로서 존중은 대상이 갖는 가치에 해당하는 존엄과 구분된다. 영어
로 존중에 해당하는‘Respect’는 “되돌아보다(to look back at), 다
시 보다(to look again)”를 뜻하는 라틴어 “respicere”에서 유래하
였다(Dillon,

2007,

p.

202).

반면에

영어로

존엄에

해당하는

‘Dignity’는 “존경이나 명예, 모종의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을 뜻하는 라틴어, “dignus”에서 유래하였
다(Novak, 1998, p. 109).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존중은 존중의 주체
가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모종의 태도를 뜻하는 개념이라면 존엄은 존중
의 대상이 갖고 있는 가치를 뜻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3)

나. 존중 개념의 형식적 의미와 논리적 구조
1) 존중 개념의 형식적 의미
태도로서 존중은 먼저 존중의 주체와 존중의 대상 사이의 관계를 전제
하고 이 관계에서 존중의 주체가 존중의 대상에 대해서 나타내는 “관심
(regard)”과

“반응(response)”의

형식을

뜻한다(Dillon,

2007;

2010).

3) 대부분의 사회교과서에 인간존엄과 인간존중이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혼용되어 서술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해 인간존엄은 가치를, 인간존중은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
에 민주주의의 이념을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로 서술할 경우 인간존중이 아니라 인
간존엄이라고 서술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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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어원에서 제시된 것처럼, 존중의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말해, 존중은 관심(regard)의 형식이다. 대상을 어떤 중
요성, 가치, 권위, 지위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주목(attention)하
고 지각(perception)하며 인정(acknowledgement)하는 방식(mode)이다
(Dillon, 2007, p. 202).

Dillon의 설명처럼 무엇을 존중한다는 것은 존중의 주체가 대상을 특별
히 주목하여,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뜻이다. 따라
서 “무시하는 것(to ignore), 소홀히 하는 것(to neglect), 경시하는
것(to disregard), 가볍게, 생각 없이, 부주의하게 간주하는 것(to
dismiss lightly, thoughtlessly, or carelessly)”은 대상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Dillon, 2007, pp. 202203).
다음으로 존중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적합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Darwall, 2006, p. 120).
따라서 존중은 대상의 특징에 대한 모종의 가치판단을 수반한다. 대상의
특징에 대한 모종의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존중의 형식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존중은 존중의 주체와 존중의 대상 사이에서 주체가 대상에 주
목하고, 모종의 관점을 바탕으로 대상의 특징을 판단하며, 이에 따라 그
대상에 적합하게 반응하려는 복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Dillon, 2010,
p. 20; Raz, 2001, p. 137 footnote).
2) 존중의 개념의 논리 구조
존중 개념의 형식적 의미를 바탕으로 어떤 대상을 존중한다고 할 때,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를 따른다(Lægaard, 2013,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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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 A(agent)는 O(property)라는 특성
을 가진 대상 P(patient)에게 X라는 행동을 함으로써 존중한다고 한다.
(a) 태도 조건: 행위자(A)는 대상의 특성(O)이 긍정적 가치(V)를 갖고 있
는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지닌다.
(b) 정당화 조건: 가치(V)는 행위자(A)에게 존중의 대상(P)과 관계에서
행동(X)을 하는 이유(R)를 제공한다.
(c) 행동 조건: 행위자(A)는 존중의 대상(P)과의 관계에서 행동(X)을 한
다.
(d) 동기 조건: 행위자(A)는 이유(R)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행동(X)
을 한다.

존중의 논리 구조는 존중의 형식 의미를 잘 나타낸다. 첫째, A는 존중
의 주체, P는 존중의 대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존중이 주체(A)와 대상
(P)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둘째, O는 대상의 특성, V
는 특성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존중이 대상의 특성에
주목하고 그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려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셋째, X는 대상에 대한 행동을 말하는데, 이것은 대상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넷째, (a)―(d)까지 각 조건의 결합은 존중이 인
지적, 동기적, 행동적 요소 등 복합적인 태도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존중의 논리 구조에서 제시된 태도 조건과 정당화 조건, 그리고 행동
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존중은 대상이 갖는 특성에 대한 모종의 판단에
따라 대상에 대하여 모종의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대상
의 특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존중의 의미가 결정된다. 대상의 특성은 반
응을 이끌어 내는 이유이자 동기의 원천이 된다.

2. 존중 개념의 내용적 의미 분석
존중은 대상이 갖는 특징이나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에 대해서 적
합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대상에 대해서 적합하게 반응
하는 태도란 어떤 것인가? 존중의 논리적 구조에서 보았듯이 존중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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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그 대상의 특징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적합한 반응이 결정된다. 결
국 적합한 반응으로서 존중의 의미는 존중의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존중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들에서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 이
에 대한 적합한 반응으로서 존중의 내용적 의미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
지 분석함으로써 존중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보자.

가. Feinberg의 존중 개념 분석
1) 권력 형식에 따른 존중 개념 구분
존중 개념을 분석하여 존중의 의미를 구분한 대표적인 철학자로
Feinberg를 들 수 있다. Feinberg(1975)는 존중의 대상이 갖는 ‘권력
의 형식’을 기준으로 존중의 개념을 ‘1) Respekt, 2) Observantia,
3) Reverentia’로 구분하였다. Respekt로서 존중의 경우 존중의 대상
이 ‘물리적 권력’이라는 형식을, Observantia로서 존중의 경우는 존
중의 대상이 ‘권위와 존엄’이라는 권력의 형식을, 끝으로 Reverentia
로서 존중의 경우는 존중의 대상이 ‘무한 권력과 도덕적 옳음’이 결합
된 권력의 형식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권력의 형식은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규정한 것이다.
2) 존중의 의미
대상이 갖고 있는 권력 형식에 따라 존중의 의미도 다음과 같이 구분
된다. 독일어로 Respekt는 대상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요인에 대해
‘조심하고

주의하며

경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라틴어로

Observantia는 대상을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또는 그 자체
로 도덕적 고려를 받을 만한 존재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대상의 도덕적
요구를 ‘준수’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라틴어로 Reverentia는 탁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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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숭고한 대상의 현존 앞에서 느끼는 심오한 ‘경외감’4)을 뜻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einberg가 분석한 존중이란 대상이 갖고
있는 각각의 권력 형식에 대한 반응으로 Respekt로서 존중은 물리적 권
력에 대해서 주목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Observantia로서 존중은 권위
와 존엄을 갖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고려하는 태도를, Reverentia로
서 존중은 도덕적 권력에 대해서 존경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나. Hudson의 존중 개념 분석
1) 대상의 특성에 따른 존중 개념 구분
Hudson 역시 존중의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을 기준으로 존중의 의미
를 평가 존중(evaluative respect), 지시 존중(directive respect), 장
애 존중(obstacle respect)5), 제도 존중(institutional respect)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1980, p. 70). 이 중에서 인간 존중과 관련하
여 주목해야 하는 개념은 평가 존중과 지시 존중이라고 한다.
2) 존중의 의미
평가 존중은“워런(Warren)은 블라이스미스(Blysmith)를 신학자로서
존중한다.”, “나는 양심적인 사람들을 존중한다.”, “이 문제에 관한
그녀의 정직성 때문에 그녀를 존중한다.”처럼 존중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나 사람의 성격 또는 능력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존중의 대상에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존중을 말한다(Hudson, 1980, p.
71).
반면에 지시 존중은“스미스는 윌리엄의 소유권을 존중하였다.”, “존
4) 독일어로는 “Achtung”에 해당한다.
5) Hudson(1980, p. 74)은 장애 존중의 대상은 골프에서 골프선수 앞에 놓인 벙커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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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속 55마일의 속도 제한을 존중하였다.”, “스미스의 딸은 자신의
바람을 존중하였다.”처럼 지시적 특성을 갖는 존중의 대상에 대하여 지
시가 의미하는 행위 지침(a guide to action)을 준수하거나 따르는 행위
를 의미한다(Hudson, 1980, p.71). 이 점에서 지시 존중은 존중의 대상

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행해질 수 있는 행위로서의 존중을
뜻한다.
장애 존중은 “조련사들은 사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자
들에 대해 존중을 표한다.”, “잭은 훌륭한 산악인이다. 왜냐하면 토페
카 산을 존중하기 때문이다.”처럼 행위자의 과제나 목적, 진로를 가로
막는 잠재적 위험, 장애, 장벽의 특성을 갖는 존중의 대상에 대해서 적
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말한다(Hudson, 1980, p. 74).
제도 존중이란 “존은 국기를 존중한다, 해리스는 법을 존중한다, 사라
는 무도회장에서 장갑을 낌으로써 여왕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었다.”처
럼 사회적 제도, 지위, 또는 그러한 제도나 지위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적절한 예의를 의미한다(Hudson, 1980, p. 74).
지금까지 Hudson의 존중 개념 구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시 존중과
제도 존중은 존중의 의미와 방식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Hudson이 구분한 존중, 즉 평가 존중은 대상에 대한 존경(Esteem)으
로, 지시 존중과 제도 존중은 대상이 요구하는 행위지침이나 예의에 대
한 준수(Observance)로, 장애 존중은 대상에 대한 주의(watchful
attention)로 정리할 수 있다.

다. Darwall의 존중 개념 분석
Feinberg와 Hudson이 존중의 개념을 명료화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인간 존중과 관련하여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존중 개념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존중을“인정 존중(recognition respect)”과 “평가 존중(appraisal
respect)”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Darwall(1977)의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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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의 특징에 대한 태도에 따른 구분
Darwall은 대상에 대해서 갖는 태도, 특히 인간에 대해서 갖는 두 가
지 서로 다른 종류의 태도에 주목하여 존중을 인정 존중과 평가 존중으
로 구분하고 있다. 인정 존중에서 ‘인정’은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태도로, “대상에 대한 적합한 행위를 고려할 때 대상이 갖고 있는 모종
의 특징에 대해서 적합하게 고려하고 인식”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
다(Darwall, 1977, p. 38). 반면에 평가 존중은 대상의 탁월성을 나타
낸다고 간주되는 특징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태도를 의미
한다(Darwall, 1977, p. 38).
2) 존중의 의미
(1) 인정 존중
인정 존중은 존중의 대상이 갖는 사실로서 특징에 대해서 관심
(Regard)을 기울이는 것이다. 즉 인정 존중은 ‘대상이 ___ 이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다(Darwall, 1977, p. 39). 인정 존중의 대상은
인간을 포함하여 법, 다른 사람의 감정, 지위와 역할의 체계로서 사회제
도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Darwall, 1977, p. 38). 존중의 대상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 대상이 어떤 제도 내에서 위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려는 것이 인정 존중이다.
사실을 고려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향한 허용 가능한 행위에 모종의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다(Darwall,
1977, p. 40). 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어떤 사람이 살아 있는 생명체, 생각하는 존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
재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종의 도덕적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우리는 고문하지 말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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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나, 또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거나,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기준에 따라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Benditt, 2008, pp. 487488).

(2) 평가 존중
평가 존중은 ‘대상의 가치’에 대한 평가 자체를 말한다(Darwall,
1977, p. 39). 평가 존중은 모종의 구체적인 분야에서 보여준 업적이나
탁월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Darwall, 1977,
p. 38). 평가 존중의 대상은 주로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이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탁월한 업적이나 높은 도덕성을 보여준 사람들을 긍정
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평가 존중은 높이 평가할 만한 특성을 보
여준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칭송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Darwall(1977, p. 39)이 구분한 인정 존중과 평가 존중
에 따르면 인정 존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한 존중의 대상이 동등하
게 존중받는 반면에, 평가 존중은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존중받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라. 존중의 두 가지 의미
존중 개념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존중의 의미는 Darwall이
제시한 존중 개념을 기준으로 [표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8 -

[표1] 존중 개념의 구분
Darwall(1977)

Feinberg(1975)

평가 존중

경외로서 존중

(Appraisal Respect)

(Reverentia)

평가 존중
(Evaluative respect)

주의로서 존중

장애 존중

(Respekt)

(Obstacle respect)

인정 존중
(Recognition Respect)

Hudson(1980)

지시 존중
준수로서 존중

(Directive respect)
제도 존중

(Obersvantia)

(Institutional respect)

[표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Feinberg와 Hudson이 제시한 존중 개
념을 분석해 보면 Feinberg가 말하는 대상에 대한“주의 또는 경계”를
의미하는 Respekt로서 존중은 Hudson의 장애 존중과 거의 일치하고,
“준수”를 의미하는 Observantia로서 존중은 지시존중과 제도존중과
거의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경외”을 의미하는 Reverentia로서 존중
은 평가 존중과 유사하다.
Feinberg와 Hudson이 구분한 존중 개념은 Darwall이 구분한 인정
존중과 평가 존중의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해볼 수 있다. Feinberg가 말
하는

경외(Reverentia)로서

존중과

Hudson이

말하는

평가

존중

(Evaluative respect)은 모두 존중의 대상이 갖고 있는 높이 평가할 만
한 특성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Darwall이 말하는 평
가

존중(Apraisal

(Respeckt)와

respect)에

해당한다.

Feinberg가

구분한

주의

준수(Observantia)로서 존중 개념과 Hudson이 구분한

장애·지시·제도로서 존중 개념은 모두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을 고려
하여 이에 적합한 행위의 지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Darwall이 말하는
인정 존중에 해당한다. 다만, Hudson이 제시한 평가 존중은 대상에 대
한 평가에 따라 존중을 박탈할 수 있는 부정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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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Darwall이 제시한 평가 존중은 긍정적 평가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존중의 의미는 대상의 특징에 주목하고
이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을
태도를 제약하는 하나의 사실로 인정하는 인정 존중과, 대상의 특징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 존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인간 존중의 세 가지 관념
가. 존중 개념과 존중관
Rawls(2003, p. 38)는 정의의 개념(the concept of justice)과 정의
관(the conception of justice)을 구분하면서, 정의의 개념은 정의관이
갖는 공통된 역할, 즉 부당한 차별이 없이 이익 상충을 적절히 조정해
줄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정의관은 어
떤 것이 부당한 차별이며,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원칙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정의관에 따라 정의의 실질적인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존중의 의미도 대상의 특성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한 해석, 모
종의 존중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Darwall이 제시하는 존중의 두 가지 의미, 즉 평가 존중과 인정
존중도 대상의 특징을 바라보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를 결정하는 존중관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있다. 비록 Darwall은 존중
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하면서 존중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
만, 그가 구분한 평가 존중과 인정 존중 역시 인간을 대상으로 무엇을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존중할 것인지에 관한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존중은 인간의 능력이나 특성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평가
에 따라 인간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뜻하며, 인정 존중은 인간이
라는 공통된 사실을 근거로 인간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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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평가 존중은 인간을 대상으로 평가적 관점에서 존중의 의미와 근
거, 방식을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라면, 인정 존중은 인정의 관점에서 존
중의 의미와 근거, 방식을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존중의 대상을 무슨 근거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중할 것인가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존중관이다. 존중관은 존중의 근거와 의미,
방식에 관한 모종의 논리적 구조와 존중의 정당화 방식, 존중의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인간 존중의 의미와 근거, 방식도 존중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존중관을 취하느냐에 따라 인간 존중의 근거는 물론 구체적인 존
중의 방식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상이한 존중관에 따라 존중의 의미와
방식이 상충될 수 있다. 존중의 의미 분석에서도 추론할 수 있듯이 존중
의 의미가 다른 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공유하는 하나의
존중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존중
한다고 할 때 그 기준, 의미와 방식에 따라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존중관들이 각각 그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앞서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대 사회의 다원
성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 즉 ‘복합적인 이질성을 가진 시민들이 서로
존중한다고 할 때 존중의 의미와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충되는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상이한
존중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다원 민주 사회의 이상에 적합한 인간 존중관이 무엇인지 논의
하기에 앞서 인간 존중을 둘러싼 상이한 존중관으로 무엇이 있는지 구분
할 필요가 있다. 또 상이한 존중관을 구분함으로써 존중관이 서로 충돌
할 때 어떤 존중관이 더 우선성을 갖는지 판단할 수 있다.

나. 인간 존중관의 구분
그렇다면 인간 존중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간 존중관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인간 존중관을 구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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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존중관 대(對) 인정 존중관
(1) Darwall의 존중개념‘평가 존중’ 대(對) ‘인정 존중’에
따른 인간 존중관 구분
앞서 Darwall이 구분한 평가 존중과 인정 존중으로부터 인간 존중관
을 구분해볼 수 있다. 평가 존중에서는 탁월함을 보여준 특성을 가진 사
람들이 존중의 대상이며 이때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탁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Darwall, 1977, p. 45). 반면에 인
정 존중에서는 인간 존재 자체가 존중의 대상이며 이때 인간을 존중한다
는 것은 인간 존재가 요구하는 도덕적 요구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다
(Darwall, 1977, p. 45). 이에 따라 평가 존중은 탁월한 도덕성이나 업
적 등을 보여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탁월성이나 업적에 대한 평가
에 따라 차등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인정 존중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을 대상으로 평가의 등급을 전제하느냐, 배제하느냐에 따
라 두 가지 존중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Honneth, 2011, p. 219). 즉
인간 존재의 가치를 그 사람의 능력이나 특성, 사회적 신분, 업적에 대
한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존중하느냐, 그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평
가와 무관하게 동등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존중하느냐에 따라 평가 존중
관과 인정 존중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Ihering의 ‘사회적 존중’ 대(對) ‘권리 인정’에 따른
인간 존중관 구분
Ihering도 이미 19세기 말에 이와 같은 존중관 구분을 시도하였다
(Honneth, 2011, p. 217). Ihering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인간

존중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Honneth, 2011, p. 218). Honneth(2011, p. 218)는 Ihering이 구분
한 존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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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인정’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의 책에서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모든 인간 주체를 무차별적으로‘목적 자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적 존중’은 개인의 가치를 부각시킨다. 이는 개인의 가치
가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기준들을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경우는 칸트의 공식이 보여주듯이 ‘개인의 의지 자유’
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반해 두 번째 경우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그
것이 한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경험되고 있느냐에 따라 이루어진
다. 따라서 한 인간을 권리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은 어떠한 등급도 허락하
지 않지만, 그의 속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내재적으로는 이 속성
과 능력의 경중을 규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전제한다.

Ihering은 인간의 속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각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적 존중’과 인간을 동등한 권리 인격체로 인정하는
‘권리 인정’으로 존중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사회적 존중은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존중하는 평가 존중관에 해당한다면,
‘권리 인정’은 인간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인정 존중관에 해당
한다.
(3) Cranor의 ‘평가’ 대(對) ‘고려, 준수, 관점 확인’에 따
른 인간 존중관 구분
Cranor(1983, p. 103)도 존중의 의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6)
을

종합하여,

인간존중의

관념(notion)7)을“평가(Appraisal),

고려

(Consideration), 준수(Observantia), 관점 확인(Identification)”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평가”는 인간이 가진 가치 있는 특징에 대해서

6) Downie, R. S. and Telfer, E. (1969), Darwall(1977), Feinberg(1973),
Williams(1962)등을 말한다.
7) Cranor는 conception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no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conception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여 관념이라고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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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평가함으로써 존중하는 방식을, “고려”는 인간을 동등한 인격체
로서 고려하는 방식을, “준수”는 타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주
체로 보고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을, “관점 확인”은 인
간을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로 보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방식을 뜻한다(Cranor, 1983, pp.
104111).
Cranor가 구분한 존중의 관념도 인간 존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규정
과 이에 대한 반응 방식에 관한 상이한 해석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이한 해석은 평가 존중관과 인정 존중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
가’는 각 개인이 가진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특성을 근거로 존중을
표현하는 평가적 존중관에 따른 존중의 방식을 나타내며, “고려, 준수,
동일시”는 인간을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동등하게 존중하는 방
식을 나타낸다.
(4) Hill의 ‘업적 존중’ 대(對) ‘사회적 지위 존중’에 따른
인간 존중관 구분
현대 칸트주의자인 Hill(2000, p. 90)도 인간 존중을“업적 존중
(respect for merit)”과 “사회적 지위 존중(respect for social
position)"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업적 존중’에서 인간을 존중
한다는 것은“비교 평가의 맥락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사람에 대한 존
경”을 뜻한다(Hill, 2000, p. 90). 반면에 사회적 지위 존중은 지위에
서

보인

능력에

대한

비교

평가가

아니라

지위

자체를

인정

(acknowledge)하는 존중을 뜻한다(Hill, 2000, p. 91). 사회적 지위 존
중에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humanity) 자체가 존중을 요구하는 도덕적 지위(moral
status, position)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human being) 그 자체로 존
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 사람들을 동등한“도덕적 지위”를 가진
인간 존재로 대우한다는 것이다.8) Hill(2000, p. 91)은 이를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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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현하고 있다.
그녀를 인간으로 존중하라는 것은 그녀를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간으로
존경(esteem)9)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인간이라는 지위를 갖는
누구에게나 합당한 모든 존중을 부여하라(accord)’는 뜻이다.

물론 Hill이 사용한 “사회적 지위 존중”이라는 용어는 비록 인간이
갖는 도덕적으로 동등한 지위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지위 역시 신
분이나 업적에 따라 위계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
위 존중”이라는 표현은 동등한 존중을 의미하는 용어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업적 존중”과 명확한 대조를 위해 “인간성 존중
(respect for humanity)”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지위 존중”보다 인
정 존중관을 나타내는 용어로 더 적절하다(Hill, 2000, p. 89).
인간 존중의 형태를 구분하여 제시한 논의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존중관은 인간의 가치를 사회적 지위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
로 서열화하느냐, 평가와 무관하게 인간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느냐
에 따라 ‘평가 존중관’과 ‘인정 존중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권리 존중관 대(對) 차이 인정 존중관
평가 존중관과 대비되는 존중관을 인정 존중관이라고 할 때, 인정 존
중관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평가 존중관에서 말하
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다
는 의미에서 인정 존중관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정 존중
관의 의미를 권리 존중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인정 존중관을 권리 존중관으로만 해석할 경우 현대 사회에 새

8) 이 존중관은 Darwall에 개념 분석에 따르면 인간을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
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인정 존중에 해당한다.
9) esteem은 “높이 평가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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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등장한 존중의 요구, 즉 정체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는 새로운 존중관을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정 존중관은 권리 존중관
과 차이 인정 존중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권리 존중관
인정 존중관은 바로 Kant가 말한“인간을 목적 자체로 대우하라.”10)
는 인간성 존중(Respect for Humanity)의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각 사람은 동등한 관심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수
많은 현대 정치이론의 근본적인 전제가 되었다(Kymlicka, 2002, p. 4).
동등한 존중은 인간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다. 인간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Ihering이 표현하
듯이 ‘권리 인정’, 즉 누구에게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누
구나 동등한 권리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것은 현대 자유 민주주의 질서
에서 제도화되고 규범화된‘권리 존중’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정치형태로 볼 때 정치적 민
주화는 정치적 평등의 확산을 의미한다. 정치적 평등의 확산은 모든 구
성원들이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Marshall(1964, pp. 65122)의 시민권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것은 공동체의 온전한
성원권(full membership), 즉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현대 민주 사회에서 모든 권리질서의 전제 원칙은 어떠한 예외나 특권
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평등의 원칙이다(Honneth, 2011, p. 225).
따라서 지위나 업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존중관과 명확히
대조되는 인정 존중관으로 누구나 동등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
장해야 한다는 권리 존중관을 상정할 수 있다.
10)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
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Kant, 2005,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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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 인정 존중관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차이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
가“인정의 정치학”, “차이의 정치학”, “다문화주의”로 이론화되어
등장하고

있다(Taylor,

1992;

Young,

1990;

Kymlicka,

1995).

Honneth(2011, pp. 78)도 칸트적인 존중 개념에 기초한 인간의 공
통성, 또는 보편성에 기초한 존중관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며
현대 정치 철학 논쟁에서 “각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차이를 인정받
거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규범적 생각이 공통된 이상으로 입증되었다.”
고 한다. Bird(2004, p. 207)도 현대 사회의 인간 존중과 관련하여 칸
트적 의미에서의 존중과 구분되는, 구체적 정체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새
로운 존중관이 등장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존엄에 기초하여 각 개인을 보편적 권리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리 존중관과 구별되는, 차이를 인정하거나 존중해야 한다는 규
범적 생각을 반영한 새로운 존중관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새로운 존중관을 차이 인정 존중관으로 부르고자 한다. 차이 인정 존중
관은 인간의 공통성에 주목하여 인간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권리 존중관과 달리 인간의 다양한 정체성에 주목하여 차이 존중을 강조
한다.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강조하는 인정의 대상은 인간성 자체가 아
니라 인간의 구체적인 정체성과 차이이다.

다. 인간 존중의 세 가지 관념
1) 인간 존중의 세 가지 관념
지금까지 인간 존중관의 구분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대 사회에
서 인간 존중관은 인간 존재의 가치를 각 사람들이 획득한 업적이나 지
위에 따라 평가하는 ‘평가 존중관’, 보편적 권리의 주체로 보고 동등
한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권리 존중관’,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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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목하여 차이 인정을 강조하는 ‘차이 인정 존중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 존중관을 세 가지 관념으로 구분한 것은 무엇보다 각
존중관이 개념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존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어떤 근
거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대조되는 관점과
해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각 존중관은 실천적 차원에서
도 우리 사회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존중
관이 현실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상투적인 존중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면, 권리 존중관은 자유 민주 사회의 규범적인 존중관으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으며, 차이 인정 존중관은 다원주의와 다문화 사회의 유력한
존중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각 존중관은 실천적 차원에서도 사람
들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할 때 존중한다는 것의 의미와 근거에
대한 논리적 구조와 정당화 방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존중의 방식을 안
내하고 있다.
2) 인간 존중관의 구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론
먼저, 인간 존중관을 세 가지 관념으로 구분하는 것과 관련해서, 평가
존중관은 현대 사회의 유력한 존중관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위계적 서열을 함축하는 평가 존중관은 전통 신분제 사회의 지
배적인 존중관으로 볼 수는 있지만, 신분제가 폐지된 현대 사회에는 더
이상 유력한 존중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ird(2004, p.
207)도“위계적인 존경(hierarchical deference)”을 함축하는 전통적
인 존중의 의미가 칸트주의의 유산을 반영하는 계몽주의 이래“인간 평
등”이라는 이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존중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고 진단
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에 따르면 평가 존중관은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유효하고 지배적인 존중관이 아니다.
그러나 위계적 신분질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 평가
존중관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배적인 존중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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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업적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가 등
장하면서 여전히 평가 존중관은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존중관으로 기능
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이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라 존중이 부여되고 있다. 신분에 따른 평가 존중은 사라졌으나 개인
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평가 존중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배적인 존
중관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평가받을 만한 업적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특히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 사회
적으로 낙인찍혀 배제의 대상이 되기 쉽다. 현대 사회에서 혈통과 신분
에 기초한 신분적 지위는 사라졌지만 경제적 계급, 사회 계층처럼 여전
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새로운 정당화 방식 즉 업적주의에 기초해서 사
람들을 평가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자본주의의 도입과 더불어 경쟁체제 속에서 능력이나
업적에 대한 평가 존중이 지배적 존중으로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 특히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평가 존중은 우리 사회의 제
도적 공간과 일상생활에 걸쳐 사회 구성원들이 상대방을 대우하는 방식
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과시의 형식’에 관한 한 연구를 살
펴보면 평가 존중관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 속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1503명의 설문 응답자와 37명의 심층면접자
들은“물질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열등한 사람은 우월한 사람에 의해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고 있었고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과시의 사회적 형식에 따라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물질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이홍균,
2006, p. 208). 이러한 이중적인 답변은 존중받을 만한 특징이나 가치
를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존중관이 일상에서도 지배
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평가적 존중관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존중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음으로, 권리 존중관과 차이 인정 존중관을 서로 대조적인 존중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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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이는 차이 인정 존중관을
권리 존중관을 보완하는 존중관으로 볼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존중관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다양한 차이에 대해서 상충하는 관점
을 취하고 있다. 권리 존중관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의 대
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반면에 차이 인정 존중관은 이를 존중의 대상으로
고려한다. 이에 따라 두 존중관은 차이에 대해서도 서로 상충하는 존중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11)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 존중을 해석하고 존중의 실천을 안내하는
유력한 인간 존중관으로 평가 존중관, 권리 존중관, 그리고 차이 인정
존중관의 세 가지 존중관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세 가지 존중관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
다원 민주 사회에 적합한 존중관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존중관
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존중관이 유력한
존중관으로 등장한 배경, 각 존중관에서 해석하는 인간 존중의 의미와
근거, 그리고 각 존중관이 제시하는 인간 존중의 방식을 제도적 차원과
일상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존중관의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
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각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의 의미와 근거가 불평등과 차이가
빚어내는 복합 다원주의라는 현실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등하게
존중할 수 있는 존중의 의미와 근거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각
존중관에서 불평등과 차이의 경계를 넘어 서로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각 존중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각 존중관 중에서 어떤
존중관이 현대 다원 민주 사회에 적합한 존중관인지, 만약 없다면 그 대
안으로 어떤 존중관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1) 두 존중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각 존중관을 다루는 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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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업적주의 사회의 지배적 존중관으로서 평가 존중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자체로
존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높이 평가할 만한 뭔가를 보여줄 때 존중한다
는 표현을 사용한다(Cranor, 1983, p. 104).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해
결하는 데 네가 보여준 공정성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게 되
었다.” 거나 “이번 연주회에서 네가 보여준 탁월한 피아노 연주 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중한다.”처럼 “덕성이나 탁월성”같이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특성을 보여 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존중이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때 존중은 영어로 “esteem”에 해당하는 “존경”을 일컫는다.
“esteem”의 라틴어 어원은 “aestimare”로 “평가하다”를 의미한
다. 이러한 존경은 사람의 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이루어
지는 존중의 방식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할 때 모종의 평
가적 관점을 전제하고 이에 따라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존중을 표
현하는 존중관을 평가 존중관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평가 존중관의 기원과 배경을 살펴보고, 평가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의 의미와 근거, 그리고 존중의 방식에 대해서 검토한 다
음, 평가 존중관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평가 존중관의 기원과 배경
평가 존중관의 기원은 위계적 신분제 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계적 신
분 사회를 지배한 전통적인 존중관에 따르면 존중은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
와 위계에 대한 존경(deference)”으로 간주되었다(LawrenceLightfoot,
2000, p. 9). 존중은 지위와 위계에 따라 부여된 명예에 대한 존경과 복

종의 표시였다. 전통적인 존중관에서는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지위에 있거나 업적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전통적
인 존중관에서 존중은 위계적으로 서열화된 신분과 그 신분에 걸맞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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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바탕으로 획득되는 사회적 가치였다.
사회적 신분과 그것에 따르는 인품이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바탕
으로 높은 신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신분에 걸맞은 인품과 행위를 보여
주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명예와 함께 존경이 부여되었으며, 신분에 걸
맞지 않은 인품과 행위를 보여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불러일으
키는 사회적 비난과 경멸이 뒤따랐다.

가. 고대 로마와 중세 사회의 존중관
1) 고대 로마 사회의 존중관
이러한 전통적 존중관의 전형은 고대 로마 귀족사회에서 잘 나타난다.
고대 로마에서 존중은 존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태도이자 반응이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
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고 존경을 표현하였다.
고대 로마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란 “존엄”한 사람이었고, 존엄한 사람
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즉 “존경(deference)”이 존중이었다.
이처럼 로마 사회에서는 존엄의 의미와 특징에 따라 존중의 의미와
특징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고대 로마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존
엄”의 의미와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전통적 존중관의 전형인 로마 사회
의 존중의 의미와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다.
(1) 고대 로마 사회의 존엄의 의미
고대 로마 사회에서 존엄(Dignitas)은 “가치 있음(worthiness)”을,
정치적으로는 한 사람의 “명성 또는 지위(reputation or standing)”
를 뜻하였다(Cicero, 1991, xlvixlvii). 로마 사회에서“존엄”은 사회
적으로 높은 서열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바를 탁
월하게 수행할 때, 사회의 구성원들이 부여하는 사회적“명예(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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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것이었다(McCrudden, 2008, pp. 656657).
사회적“명예”로서 “존엄”은 로마의 정치적, 사회적 삶에서 매우
핵심적인 사회 규범이었다.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 즉 명예를 얻기 위해
서 로마 원로원들은 서로 경쟁하였으며, 특히 카이사르(Caesar)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야망을 불러일으키는 압도적인 삶의 목적이 사회
적 명예로서 존엄이었다고 한다(Cicero, 1991, xlvixlvii). 또 존엄은
처벌을 내리는 기준으로도 기능했다. 동일한 범법행위라도 그 행위를 범
한 사람에게 부여된 존엄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결정되었다(Iglesias,
2001, pp. 120121).
(2) 로마 사회 존엄의 특징
고대 로마 사회에서 핵심 가치이자 사회적 규범 ‘존엄’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Van Der Graaf, R., & Van Delden,
J. M., 2009, pp. 154155). 첫째, 존엄은 탁월한 성취, 특히 정치
적·군사적 성취, 도덕적 고결성을 보여주는 것 등에 기초하고 있다. 존
엄이라는 가치는 특정한 지위에 있는 개인들이 성취한 업적에 달려있다
는 것이다. 둘째, 존엄이 특정한 개인에게 부여되기에 앞서 그 사람의
업적과 탁월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존엄은 사회적 구성
원이 부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구성원
의 평가에 달려 있다. 셋째, 존엄이 부여되는 순간 존엄한 사람에게 즉
각적으로 사회적인 존경이 주어진다. 즉 존엄에 걸맞은 사회적인 평가가
즉각적으로 주어진다. 넷째, 존엄이 부여된 주체는 이에 부응하는 삶을
영위해야만 한다. 존엄한 개인은 사회적 기대에 걸맞은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은
개인에게 부여한 존엄을 박탈할 수 있다. 다섯째, 존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치이다. 즉 탁월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
섯째, 존엄은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존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업적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평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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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이상과 같이 로마 사회의 존엄의 특징을 종합한 Van Der Graaf &
Van Delden(2009, p. 155)은 로마사회에서 존엄의 의미를 “관계적
존엄(relational dignity)”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관계적 존엄에
서 부각되는 것은 다른 사회적 구성원들이 존엄을 부여하고, 존엄을 획
득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로마 사회의 존
엄은 본래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사회적 구성원에 의해서 인정되고 부여되
는 외재적인 가치이자 규범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마 사회의 핵심 가치이자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존엄의 특징
을 “관계”로 규정하면 존엄이 갖는 위계적이고 차등적인 의미가 명확
히 드러나지 않는다. 로마 사회의 존엄의 특징이“관계적”이긴 하지만
그 특징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관계”의 특성을“제한적이고 조
건적이며 차등적인”존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 사회의 존
엄은 위계적인 서열로 이루어진 신분제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신분제
배경 아래에서 존엄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명예를 의미하였다. 사회적 명예는 특정한 계층에게 특
권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존엄은 상
위 계층에 부여되는 제한적인 가치였다. 또 존엄은 누구나 인간 그 자체
로서 존엄하다는 무조건적인 가치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이 성취한 탁월
한 업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부여되는 조건적인 가치였다. 이 시대에
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할 수 없었다. 오직 고귀한 신분에 속한 특정
한 개인이 탁월한 업적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가치가 존엄이었다.12)
마지막으로 존엄은 업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라 주어진다는 점에서
차등적이다.

12) 동북아시아 지역의 유교전통에서도 군자만이 고귀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로마사회와 마찬가지로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의미로 존엄이 사회의 규범으로 기능하
고 있었다.

- 34 -

(3) 전통적 존중관의 원형으로서 로마 사회의 존중관
로마 사회에서 살펴본 존엄의 의미는 그 자체로 전통적 존중관을 함의
하고 있다. 전통적 존중관에 따르면 존중이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성취한 탁월한 업적이나 고귀한 삶에 대해서
사회적 명예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행위이다. 이 때 존중은 사회적으로
명예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칭송으로, 사회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에게는 비난으로 표현된다. 위계적 신분제와 업적주의가 묘하게 얽힌 사
회 구조 속에서 존중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업적을 이룩한 사람
들에게 주어지는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며 차등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에
따른 차등적 대우라고 할 수 있다.
2) 중세사회의 존중관
이러한 존중관은 “사회적 명예”로서 존엄이 지배적인 규범으로 작동
한 중세 사회에서도 지속되었다. 근대 이전 서구 사회의 핵심 가치이자
윤리적

개념은

“명예(Honor)”로

이는

중세

기사도의

규범(the

medieval codes of chivalry)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봉건제의
사회구조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Berger, 1983, p. 174).
Berger(1983, p. 174)는 “명예”가 “위계적인 신분제 사회”를 배
경으로 고귀한 계층에게 부여되는 “귀족주의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인간의 가치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수행에 따른
명예와 결부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귀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만이 존중
의 대상이 되었다.

나. 근대 사회의 존중관
서구 근대의 태동이라고 하는 르네상스가 끝나갈 무렵 존엄 앞에 “인
간”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다.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인 Pic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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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인간의 존엄에 관하여(On the dignity of man)”이라는 논설의
제목에 “인간의 존엄”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Van Graaf & Van
Delden, 2009, p. 156). 비록 이 논설의 본문에는 “인간의 존엄”이라
는 표현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ico는 특정한 신분의
개인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명예로서 존엄과 달리 보편적인 인간 존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Pico는 인간이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은 자연적
으로 주어진 본성의 한계 내에서 생존하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
다. Pico가 말하는 인간 존재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
오! 아담, 네가 어떠한 장소이든 어떠한 모습과 직능이든 스스로 분명하
게 선택하고, 그러한 것들을 너의 희망과 발언에 따라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너에게 어떤 확고한 자리도, 항상 고유한 모습이나 특정한 기능도
부여하지 않았다. 다른 존재들의 특정한 본성은 우리에 의해 규정된 법칙의
범위 안에서 제한되었다. 그렇지만 너는 어떠한 한계로도 제한받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부여해 준 의지를 가지고 너는 너의 본성을 경계 지을 것이다.
네 주위에 어떠한 것들이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세계의
중심에 세워 놓았다. 우리는 너를 천상의 영혼 불멸한 존재로도 그리고 지
상의 사멸하는 존재로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의 고유한 재
판관이자 평가자로, 즉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형
성하고 조형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너는 동물적인 나
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정신에 고유한 결정 언명에 따라서 신적인 것
으로 새롭게 창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Baruzi, 1991, p. 155에서 재인용).

Pico가 말하는 인간 존재의 특성을 존엄과 관련지어보면, Pico가 말하
는 존엄이란 사회적으로 서열화된 신분질서 내에서 특정한 개인의 위치
가 아니라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와 가치를 의미한다. 존엄은 인간이 자
유로운 존재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Van Der Graaf & Van Delden,
2009, p. 156).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형성해나갈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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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존엄한 존재가 된다. 존엄에 대한 Pico의 이러한 이해방식은 존엄
의 의미를 인간 존재의 특성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존엄을 보편적으로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전통적 존중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인간존엄에 대한 Pico의 이해에도 여전히 로마식의 존엄의 의
미가 강하게 채색되어 있다. Pico가 말한 인간 존엄은 자유로운 존재로
서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Pico에
게 있어서 자유는 존엄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
간은 Pico의 말대로 동물적인 나락에 떨어질 수도, 신적인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존엄은 동물적인 나락에 빠진 삶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한 삶에 부여된다는 점에서 Pico가 말하는 존엄도 인
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획득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Pico가 제시하는 존엄도 실상은 모든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되는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고귀한 삶
을 사는 사람에게만 부여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가치이다.
비록 Pico가 존엄의 의미를 사회적 명예가 아닌 인간 존재의 가치로 새
롭게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Pico가 제시하는 존엄이 함의하는 인간 존
중 역시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존경이자 칭송이라는 사
회적 평가이다.
근대 사회에서도 존엄은 인간에 붙이는 표현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해
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표현이었고, 이와 같은 언어사용방식이 그
시대의 표준이었다. Johnson이 편찬한 이 시기의 영어 사전(174655)
과 이 시기 영어 대사전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수집했던 Bailey에 따르
면 “존엄”은 “고귀한 지위(rank of elevation)”를 의미했으며, 고위
성직자, 귀부인과 같은 사회적 서열이 높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
(Meyer & Parent, 1992, p. 5 재인용). 이 시기 보수주의 사상가인
Burke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이라는 저서에서도 “존엄한 사람
(men

of

dignity)”으로

지칭하는

대상은

귀족계급에

국한되었다

(Meyer & Parent, 1992, p. 4 재인용). Burke에게 있어 평민들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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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일종의 모순이었다(Meyer & Parent, 1992, p.
4). 존엄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치라는 생각이
근대 시기에도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이 존중의
대상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사회까지도 위계적 신분제 사회를 배
경으로 등장한 전통적인 존중관이 여전히 지배적인 존중관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존중관에서 존중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인간 존중(respect for person)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
람(personage)”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Green, 2010, p. 212).

2. 평가에 따른 차등적 대우로서 존중
평가 존중관은 과거 위계적 신분제 사회를 배경으로 사회적 명예를 뜻
하는 존엄에 기초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전통적 존중관으로부터 등장하였다. 위계적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은 사
람들의 가치를 나타내며 사회적 평가의 기준이자 근거였다. 이에 따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존중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존중
관의 평가적 관점은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져 각 개인이 성취한 업
적이나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잣대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대우를 결정한다. “위계적 신분 질서”에서 “개인이
획득하거나 성취한 업적이나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만
달라졌을 뿐 전통적 존중관과 평가 존중관은 모두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
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존중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존중의 논리 구조
와 의미를 갖고 있다.

가. 존중의 의미와 근거
평가 존중관에서 말하는 존중의 의미와 근거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
해서 평가 존중관의 논리 구조를 분석해보자. Cranor(1983, p. 10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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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존중관을 “Ralph는 (평가적 관점에서)

F[모종의 속성] 때문에

Paula를 존중한다.”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공식은 다
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Cranor, 1984, p. 104).

다음과 같은 조건인 경우에만 Ralph는 Paula를 F 때문에 평가적으로 존
중한다.
1) Ralph는 Paula가 F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평가적 관점에서 F는 인간
(또는, 아마도, 지각 있는) 존재의 좋은 특징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2) Ralph는 F가 일반적으로 인간 존재에게 그리고 특별히 Paula에게 있어
서 좋은 특징이라는 점에서 F에 대해서 적합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인정할
마음이 있다.

이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모종의 평가적 관점에서 F가 높이 평가할
만한 특징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조건은 평가 존중관의 핵심을 나타낸다.
모종의 평가적 관점을 전제하고 이에 따라 그 사람의 특징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대우를 하는
것이 평가 존중관에서 말하는 존중이다. 요컨대 존중이란 어떤 사람이
보여준 특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에 따라 그 사람에게 존경이나 찬사와
같은 사회적 대우를 표현하는 것이다.13)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평가 존중관에서 존중의 대상은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된다. 이러한 특성은 도덕적 성품을 비
롯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업적 등 도덕과 무관한 특성까지 다 포함한
다. 이러한 특성이 높이 평가할 만한 특성이 될 때 그와 같은 특성을 보
여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존중을 받는다. 대체로 이러한 존중은 앞서
도 설명했듯이 “존경(esteeem)”으로 표현된다.
이 특성은 존중의 대상인 동시에 존중의 근거를 제공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고귀한 신분이, 현대 사회에서는 능력

13) Darwall(2006, p. 122)은 “평가 존중(Appraisal respect)이란 행위 또는 성격
덕분에 성취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존경(esteem)”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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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업적이 존중의 주요 근거였듯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품을 비롯한
외모,

능력,

기술

등

다양한

특성들이

존중의

근거를

제공한다.

Darwall(1977, pp. 3839)도 평가 존중의 근거는“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만든, 그 사람이 나타낸 특성(Characteristics)”이라고 주장하
였다.
평가 존중관에서 말하는 존중은 특성이 갖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모종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
과 같은 특징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
라 각 사람들은 더 존중받을 수도 덜 존중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평가
존중관에서 존중은 반드시 긍정적 평가에 따른 존경으로만 표현되는 것
이 아니라 부정적 평가에 따른 비난과 경멸로도 표현될 수 있다.

나. 존중의 특징
평가 존중관에서 말하는 존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존중
은 존중의 대상이 보여준 특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조건적이다. 즉 누
구나 무조건으로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특성에 대한 평가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등적이다. 누구나 동등
하게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 셋째, 존중은 비교를 수반한다. ‘더 똑똑한
가, 덜 똑똑한가?’, ‘더 정직한가, 덜 정직한가?’ 등의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적어도 높은 순위에 속해야 더 존중을 받
을 수 있다. 넷째, 존중은 사람들을 서열화한다(Benditt, 2008, p.
488).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성, 타고난 능력이나 외모, 업적, 도덕적 성
품 등에 대해서 평가함으로써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부터
부정적인 평가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에 따라 비난이나 경멸과 같은 반응도 존중의 방식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다섯째, 존중은 획득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처럼 다루
어진다. 평가에 따라 서열을 매기고 서열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
는 평가 존중관에서 존중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신들의 가치에 따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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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업적을 세우
거나 재능을 보여준 사람들은 존중을 획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
람들, 특히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은 언제든지
존중을 박탈당할 수 있다.
요컨대 평가 존중은 조건적이고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비
교와 서열화를 수반하며, 결과적으로 마치 재화처럼 획득하거나 철회될
수 있는 가치처럼 간주된다. 따라서 존중은 능력이나 업적을 나타냄으로
써 획득할 수 있는 동시에 능력이나 업적을 나타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3. 존중방식
평가 존중관에서 존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존중 방식은 제
도적 차원과 일상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도적 차원이란
주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존중방식을 말하며, 일상적 차
원이란 시민과 시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존중방식을 말한다.
평가 존중관에서 존중은 인간의 특성(지위,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
가에 기초하여 차등적인 사회적 대우로 이루어진다. 차등적인 사회적 대
우는 신분제나 업적주의에 기초한 경쟁제도 등으로 제도화되기도 하고
일상의 차원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하거나 무시하며 경
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 제도적 차원14): 업적주의(Meritocracy)에 기초한 경쟁체제
1) 전통 사회: 평가 존중의 제도화로서 신분제 질서
전통 사회에서는 평가 존중관이 사회적 명예가 부여되는 신분제 질서
의 확립과 신분제에 따른 사회적 대우로 제도화되었다. 신분제 질서는
14) 시민과 사회제도의 관계 차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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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명예와 결합되어 그 자체로 평가 존중관이 반영되어 있다. 귀한
자와 천한 자로 서열화된 신분제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차등적으로 이루
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대우는 사회적 명예에 근거하여 정당화되
었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명예를 갖고 있기 때문
이다. 물론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지위에 걸맞은 업적이나 품행을 보
여주지 못한 사람들은 진심어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신분, 즉 사회적 지위는 존중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다. 신분제의 위계 질서에 따라 가신들은 군주를, 노예는 주인을, 자녀는
부모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하는 식으로 존중이 사회제도적으로 서
열화되었다(Green, 2010, p. 212).
전통 사회에서 평가 존중은 위계적 신분제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과 업적을 기리는 사회적 존경을 의미하였다. 평가
존중은 사회 구성원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지위에서 발휘하는 능력이
나 업적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물론 개인이 갖는 도덕적 능
력이나 성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근거로 존중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평가 존중은 신분제 사회의 지위와 밀접하게 연결된 관
념이다. De Botton(2005, p. 7)은“넓은 의미에서 지위란 세상의 눈으
로 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신분제 사회에서 지
위는 곧 그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2) 현대 자본주의 사회: 평가 존중의 제도화로서 업적주의 경쟁체제
그러나 신분제로 제도화된 평가 존중관은 존엄의 의미에 새로운 도전
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근대 사상의
정점인 계몽주의의 등장과 근대 사회의 역사적인 전환점인 프랑스 대혁
명을 거치면서 “인간 존엄”이 서구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윤리적 개념
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Iglesias, 2001, p. 123). 이후 인간존엄이
라는 아이디어가 사회적인 가치와 규범의 언어로 표현되고,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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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권리라는 법규범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명예로서 존엄
에서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간 존엄으로 존엄의 의미가 변화하면서, 인간
존중의 의미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위계적 신분제 사회의 몰락과 함
께 제도화된 평가 존중관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고 발전하면서 경제적 성취와 관련하여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성취에 따른 지위획득은 업적주의
(meritocracy)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존중은 경
제적 성취를 바탕으로 획득한 새로운 지위에 따라 사람들에게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가 존중관은 업적주의에 기
초한 경쟁체제로 제도화되었다.
업적주의(meritocracy)15)의 등장과 더불어 어떤 영역에서는 가난한 사
람들이 이제‘불운하다’고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실패자’라고 묘사되었
다. 따라서 빈자들은 이제 부자들의 자선과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자수성가한 강건한 개인들의 눈에는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자수성
가한 사람들은 자신의 저택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들이 떠나온
가난한 무리들을 가엾게 여기는 척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De
Botton, 2005, pp. 113114).16)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가 존중관은 경제 능력에 대한 평가를 넘
어 사람 자체에 대한 가치 평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가치 평가에 따라
경제적으로 높은 성취를 획득한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낮은 성취를 획득한 사람들은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
15) 원문 ‘경제적 능력주의’로 번역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개념의 통일을 위해
‘업적주의’로 수정하였다.
16) Veblen이 묘사한 19세기 초 상업사회의 등장은 근대이후에 평가 존중관이 세습화
된 신분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획득한 부에 따라 제도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De
Botton, 2005, p. 249 재인용).
[부는] 존중의 관습적 기초가 되었다. 공동체에서 존경받을 만한 자리를 차지
하려면 돈이 필수적이었다. 평판을 유지하려면 재산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결하게
되었다. (…) [상대적으로 높은 부의 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기 어려우며, 그 결과 자기 자신의 존중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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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다. 이러한 사회적 대우를 정당화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업
적주의에 기초한 경쟁체제이다. 업적주의는 평가 존중관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업적주의 윤리를 옹호한 Bell(1973, pp. 453454)의 설
명은 평가 존중관을 반영하고 있다.
내가 사용한 맥락에 따르면 업적주의는 동료들이 인정한 개인의 성취 또
는 획득한 지위를 강조한다. […중략…]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인간들 모두가 칭찬받을 만하지는 않다. 업적주의라는 낱말의 최상의 의미
로 보면 업적주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업적주의에 기초한 경쟁 사회에서 누구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
다. 경쟁을 통해서 업적을 남긴 사람만이 칭찬, 즉 존경을 받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평가 존중관은 업적주의에 기초한 경쟁체제로 제도화되어
여전히 사람들의 태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 일상의 차원17): 존경과 사회적 비난
1) 존경
평가 존중관은 일상의 차원에서 흔히‘존경(esteem)’의 방식으로 표
현된다. 인간관계의 기술이자 미덕으로 존중을 제시한 Borbonus(2011,
p. 15)는 존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중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높게 평
가하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며,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다.

Borbonus의 말처럼 평가 존중관는 일상의 차원에서 타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대한 존경으로 표현된다. 존경은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회적 찬사이다.
17) 시민과 시민의 관계 차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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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존경은 사회적 찬사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찬사는 상대방에
대한 정중한 대우를 유발한다(Benditt, 2008, p. 490). 존경은 상대방
에게 더 좋은 대접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De Botton(2005, p. 16)
은 좋은 대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누가 우리한테 사랑(일종의 존중)을 보여주면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
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존재에 주목하고,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우리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고, 약점이 있어도 관대하게 받아주고, 요구가
있으면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찬사를 듣고자 하는
것은 사소한 예의가 선사하는 기분 좋은 느낌 이상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2) 사회적 비난과 경멸
평가 존중관에서 존중은 항상 긍정적인 평가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비난과 경
멸을 받을 수 있다. 존중과 상반되어 보이는 사회적 비난과 경멸도 평가
존중관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평가와 비교에 따라 각 사람
의 가치를 등급화 할 때 가치가 낮은 사람들을 향한 존중의 방식은 무시
와 차별적인 대우로 나타난다.
흔히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부
르고 그 반대의 경우를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가진, 누구 못지않은 존재 권리를 가진 개
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다양한 집단에 대한 대접의 질적 차
이를 전달하는 데는 편리하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고, 퉁명
스러운 대꾸를 듣고, 미묘한 개성을 짓밟히고, 정체성은 무시당한다(De
Botton, 200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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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평가 존중관에서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존중은 사람
을 낮게 평가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도덕적으로 잘못
된 행위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존중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강한 비난과
경멸이다.

4. 의의와 한계
가. 의의
1) 존중의 근거에 대한 통상적 기대 반영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존중할 때 그 사람에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존중받는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모종의 바람직하거
나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Cranor, 1983, p.
114). 또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높이 평가
할 만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존중관이 평가 존중관이다.
앞서 분석한 대로 평가 존중관에서 존중의 근거와 기준은 사람이 가지
고 있는“바람직하거나 좋은 특성”이다. 이 특성이 과거 전통 사회에서
는 신분에 기초한 지위 또는 지위와 결합된 업적이었다면, 현대 사회에
서는 개인의 재능을 바탕으로 한 업적이다. 이와 같이 평가 존중관은 과
거 전통 사회부터 현대 사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현실 사회에 통용되는
존중관을 가장 잘 나타낸다.
이처럼 평가 존중관이 통상적인 존중관을 잘 대변하는 것은 바로“왜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인간이
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도 예술적 업적이 탁월하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사람들에게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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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인간으로
존중받을 가치조차 없다는 주장이 그 사람들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
중을 받을 자격은 있다는 주장보다 보통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들
린다. 존중은 그 대상에게 가치 있다고 여길만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함축(Connotation)때문이다(Cranor, 1983, p. 114). 이런 존중의 함축
에 가장 잘 부합하는 존중관이 평가 존중관이다.
2) 자기 계발 또는 사회적 효율성 증진의 유인책
평가 존중관은 각 사람들이 존중받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좋은 자질을
계발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평가 존중관이 지배하
는 사회에서는, 각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에 따라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려는 노력을 더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ill(2005, p. 145)도 혐오와 경멸과 같은 대접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자질을 전혀 구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좋은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경멸이 불가피
하고 적절하다고 하였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평가 존중 자체가 사람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과 제재의 유인책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
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사회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
록 유도할 수 있다.

나. 한계
평가 존중관이 사람들의 통상적인 직관을 잘 반영하고 사람들의 능력
과 자질 계발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원 민주 사회에 적합
한 존중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원 민주 사회의 적합한
존중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이로 인한 존중
의 불평등 문제와 존중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중의 의미와 근
거, 존중 방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 존중관은 존중의 불평등과 존중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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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당화하는 존중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원 민주 사회의
존중관으로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평가 존중관은 불평등과 차이가 만
들어내는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
에서 다원 민주 사회의 존중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1) 존중의 불평등 현상 심화
평가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의 의미와 근거, 존중방식을 보면 평가
존종관은 동등한 존중을 구현하기보다는 존중의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한다.
첫째, 평가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
존중관은 존중의 불평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평가 존중관에서는 존중
은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평가 태도 자체를 말한다. 이러한 평가 자체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서열화를 수반하고 그 결과 사람들을 차등
적으로 대우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업적, 성품,
도덕성,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특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
는다. 그 결과 사람들은 누구나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
둘째, 평가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의 근거는 이러한 존중의 불평등
현상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한다. 존중의 근거를 각 개인이 보여준
능력이나 이룩한 업적에 둔다는 것은 능력이나 업적의 불평등에 따른 차
등적인 대우를 정당화한다. 즉 능력이나 업적을 보여준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존중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업적을 이룰 수 없거나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존중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이 각
개인이 업적을 성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업적을 이룩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리한 조건에서 업적
을 내지 못하는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이에 따라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평가 존중관은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나 무시 역시 존중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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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허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무시나 모욕이 Mill의 말처럼 사람들의
자기계발을 유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와 모욕은
사람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방식은 아니다. Kant도 타인에 대
한 비존중(disrespect)의 방식으로 “거만(arrogance; Hochmut), 비방
(defamation; Afterreden), 조롱(ridicule; Verhőhnung)”과 같은 악
덕을 들고 있다(Sensen, 2011, p. 217). 이러한 악덕은 타인을 존중하
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Sensen, 2011, p.
217). 평가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의 방식은 사람들의 특성을 평가
하고 비교함으로써 타인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타인을 경멸하기도 한다.
특히 업적주의에 기초한 경쟁체제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경제적 고통 뿐
아니라 실제로 열등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무시당하거나 경멸을 받기 쉽
다(De Botton, 2005, p. 119).
이와 같이 평가 존중관이 제시하는 존중의 의미와 근거, 존중방식은
불평등과 차이가 빚어내는 복합 다원주의 사회에서 동등한 존중을 구현
하기보다는 존중의 불평등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이를 정당화한다.

2) 존중의 부족 현상 심화
다음으로 평가 존중관은 존중의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킨다. 평가 존
중관에서 인간의 가치는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평가된다. 이에
따라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업적을 보여준 소수의 사람들만이 존중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 평가 존중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존중은 희소한
자원처럼 부족하기 쉽다.
사회가 다수의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룰 때, 즉 소수의 뛰어난 사람
들만 인정할 때 사회는 마치 충분하지 않은 귀한 물질처럼 존중의 희소성
을 만들어 낸다. 수많은 기근과 마찬가지로 존중의 희소성은 인간이 초래한
현상이다(Sennet, 2003, p. 3).

이처럼 존중이 능력이나 업적을 통해 획득해야 할 희소한 자원처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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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사회에서 희소한 존중을 둘러싼 경쟁에 참여할 수 없거나 탈락
한 사람들은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결과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희소한 재화와 같이
부족한 존중으로 고통을 겪기 쉽다.
3) 비대칭 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근거와 방식 제시의 결여
평가 존중관이 갖는 가장 심각한 결함은 불평등과 차이가 존재하는 현
실에서 서로 격차가 나는 사람들 간의 상호 존중의 근거와 방식을 제시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평가 존중관은 능력이나 업적에 기초하여 존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나 업적에 있어서 격차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상호 존중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불평등 사회에서 존중의 문제를 사
회학적으로 고찰한 Sennet(2003, p. 263)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재
능에 근거한 존중은 자기 존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상호 존
중,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존
중은 이끌어 낼 수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평가 존중관
이 지배적 존중관으로 작용할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으로 불리
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가 정당화될 수 있
다. Sennet(2003, p. 64)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자신의 능력을 충분
히 발휘한 특별한 사람들만이 사회적 우상(icon)으로 등장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원이나 관심
(regard)을 불충분하게(inadequate)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 존중관은 복합적인 이질성이 만들어
내는 긴장 속에서 존중의 불평등과 존중의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
이 높고, 불평등과 차이가 만들어 내는 경계의 벽을 넘어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근거와 방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원
민주 사회의 존중관으로 기능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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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유 민주 사회의 규범적 존중관으로서 권리 존중관
모든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자유 민
주주의의 근본원칙이다(Larmore, 2005). 이 원칙은 지위나 업적에 관
계없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다는 존중관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존
중관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
다. 이 생각은 “인간 존엄”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
로서 존엄하다는 생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존중관이 나온다. 이러한 존중관을 권리 존중관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권리 존중관이 현대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규범적 존중관
으로 등장한 배경을 살펴본 다음, 권리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의 의
미와 근거, 존중방식에 대해서 분석하고, 권리 존중관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권리 존중관의 등장 배경
전통적인 위계적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뛰어난 업
적을 이룩한 사람들이 존중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바
로 존엄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이때 존엄은 사회적 명예로서 고귀한
가치를 뜻하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거나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사람들이 바로 고귀한 가치를 가진, 존엄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사회적 지위나 업적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누구나 인
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
이 존중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존중관은 어떻게 등장하였을까?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개
념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근대 사상의 정점인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근대 사회의 역사적 전환점인 프랑스혁명이 발발하면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붙이던 “존엄”이라는 표현 앞에 “인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즉 “인간 존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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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몽주의와 인간 존엄의 등장
“인간 존엄이라는 근대적 개념의 아버지”라 불리는 Kant는 인간 존
엄의 의미를 인간의 “본래적 가치(Intrinsic Value)”를 뜻하는 개념으
로 규정하였다(Bognetti, 2005, p. 89; Iglesias, 2001, p. 123).
Kant(2002, p. 51)는 가치를 의미하는 두 개념 “가격(Preis; Price)”
과 “존엄(Würde; Dignity)”을 구분하면서 가격은 같은 가격을 가진
다른 것에 의해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개념인 반면
에 존엄은 모든 가격을 초월해 있어서 다른 대상에 의해서 대체 불가능
한 존재의 가치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또 Kant는 비록 이성적
인 존재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존엄이라는 가치가 특정한 계급이나 신
분에 의해서 제한된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
용되는 보편 가치라고 보았다. 이처럼 Kant는 존엄이라는 개념을 인간
의 본래적(intrinsic) 가치를 뜻하는 보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
은 존엄의 용법을 Kant 이전 시대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을 배경으로 존엄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존엄을 인간의 보편가치로 이해하는 방식은 미국의 계몽주의 정치 사상
가들에게도 나타난다. Paine은 존엄에 대한 귀족주의적인 이해방식에 반
대하면서“인간의 자연적인 존엄”의 인정을 요구하였고, Jefferson 역
시 위계적 신분사회의 자의적 구별 짓기에서 벗어난 인간존엄을 신봉하
였다. 이와 같이 미국 헌법을 기초한 사상가들도 당시의 지배적인 존엄
의 사용방식을 벗어나, 인간에게 존엄이라는 개념을 붙여서 사용하기 시
작하였다(Meyer& Parent, 1992, pp. 56). Wollstonecraft은 더 나
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존엄의 개념은 여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Iglesias, 2001, p. 124).

나. 인간 존엄의 의미
근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인간존엄은 전통적인 존엄의 개념과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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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ayefsky, 2013, p. 810). 첫째, 존엄이라는 가치는 위계적 신분제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인간
존엄이라는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둘
째, 존엄은 높은 사회적 지위나 업적은 근거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조건
적이지만, 인간 존엄은 지위나 업적에 관계없이 인간 그 자체로 본래적
인 가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가치이다. 셋째, 존엄은 지위
와 업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라 위계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등
적이지만, 인간 존엄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동등하게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평등한 가치를 뜻하는 인간존엄의 개념이 위
계적 신분사회에서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며 차등적인 가치를 뜻하는 존엄
의 개념 대신 서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윤리적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
작하였다(Iglesias, 2001, pp. 123124).

다. 인간 존엄에 기초한 민주 사회의 등장
인간의 동등한 가치로서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혁명과 운
동의 물결과 함께 구체제로 불리는 위계적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고 평등
한 민주사회가 등장하였다. 평등한 민주사회의 등장으로 위계적 신분사
회에서 핵심 가치이자 규범이었던 존엄 대신 인간존엄이 평등한 민주 사
회와 양립 가능한 유일한 핵심 가치가 되었다(Taylor, 1991, p. 46).
Taylor(1992, pp. 2627)도 이러한 사회의 핵심 가치 변화를 인간
존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존엄 대신 명예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
고 있다. 위계적 사회 질서 내에서 사람들의 지위에 결부되었던 명예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뜻하는
인간

존엄이라는

현대적

개념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Bayefsky,

2013, p. 810). Berger도 다음과 같이 사회적 지위와 무관한 인간의
본래적 가치로서 인간 존엄이 현대 사회의 핵심가치가 되었다고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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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대비되는 존엄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모든 역할 또는 규범으로부
터 벗어나 본래적인 인간성과 연결된다. 그것은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와 무
관하게 자아 그 자체, 개인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은 독립선언 서문에서 국
제연합의 세계 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인권의 고전적인 정식화에서 매우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권리들은‘피부색깔 또는 종교, 심지어,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또는 상상 가능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항
상 개인에게 속한다. 여기에 암묵적인 사회학과 인류학이 있다. 암묵적인
사회학은 인간 사이의 모든 생물학적이고 역사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실재
하지 않거나 본질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암묵적인 인류학
은

이러한

모든

차이를 넘어

실재적인

자아(real self)를

위치시킨

다.(Berger, 1983, p. 176)

인간존엄에 기초한 평등한 민주 사회가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동
등하게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새로운 존중관이 등장하였다. 이 존중관
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인간존엄이라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가치를 지닌
시민으로 보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민들을 존중하는 것이라
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존엄은 새로운 형식의 존중관을 요구
하고 이에 따라 현대 자유 민주주의의 규범적 존중관으로서 인간 존엄에
기초한 권리 존중관이 등장하게 되었다. Bayefsky(2013, p. 811)는 이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칸트적 존엄의 요지는 Donnelly가 진술한 것처럼 “모든 다른 개인들,
사회, 그리고 정부”로부터 일정한 형식의 존중을 명령한다. 그리고“존중
의 세부내용은, 특히 정치적인 요소에 있어서, 인간의 권리를 통해서 구체
화된다.”

2. 자율성에 근거한 기본권의 동등한 보장으로서 존중
가. 기본권의 동등한 보장으로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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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에 기초한 민주 사회의 등장과 함께 인간 존중에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었다. 특히 현대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Rawls(2003, p. 748)는 자신의 정의관에 비추어 인간 존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일단 정의관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의 존엄과 존중이라는 관념은 더 명확
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간들에 대한 존중은 그들이 정
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우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것 이상으로 그것은 우리가 의거하는 원칙들의 내용 속에 명백히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전체로서의 사회의 복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
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이들의 자유의 상실이 타인들이 누리게 될 더
큰 복지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다. 정의의 축차적
우선성은 칸트가 말했듯이 모든 가격을 초월하는 인간의 가치를 나타낸다.

Rawls는 자신이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이 인간 존중의 의미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인간 존중은 인간의 불가침성을 인
정하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보장이라는 정의의 제1원칙
과 그 우선성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Rawls가 제시하는 정의관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 존중의 의미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자
유 민주주의 체제의 인간 존중관의 의미와 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
할 수 있다.
1)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시민
먼저, Rawls가 정의의 두 원칙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보자.
Rawls(2001, p. 18)가 말하는 시민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란 “자
유롭고 평등한 인간(persons)”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시민이라는 아이디어가 민주 사회의 공공정치 문화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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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헌법과 인권선언),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역사적
전통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한다(Rawls, 2001, p. 19).
Rawls가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
엇인지 살펴보자. Rawls(2001, p. 21)는 세 가지 점에서 시민들이 자
유로운 인간이라고 말한다. 첫째, 시민들이 선관(the conception of the
good)을 가질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자유롭다. 둘째, 시민들 자신이 타당한 주장의 진정한 원천이라
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자유롭다(Rawls, 2001, p. 23). 즉 시민들은 자
신들의 선관을 증진하기 위해 제도를 향해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는 것이다. 셋째, 시민들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선관을
새롭게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
다(Rawls, 2001, p. 21). 따라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시민은 어떤 특
정한 선관이나 최종적인 목표와 자신의 인격체를 동일시하지 않고 이것
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간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Rawls, 2001, p.
21).
요컨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이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
는 삶의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추구하기 위
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18)
다음으로 Rawls(2001, p. 20)는 사회적 협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수준 정도의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평등
한 인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능력이란
자신의 선에 대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능력(a capacity for a
conception of good)과 정의감에 관한 능력(a capacity for a sense
of justice)이다(Rawls, 1993, p. 19). 선관에 관한 능력은 자신의 합
리적 이익 또는 선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정의감이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조건을 특징
짓는 공적인 정의관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Rawls, 1993, p. 19; pp. 103104). Rawls는 이러한
18) 이런 점에서 선관을 바꾸거나 개정할 수 없는 공동체에 사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
며, 선관의 증진을 위해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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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능력을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는 한에서 누구나 평등한 구성원으
로 간주된다고 한다.
2) 자유롭고 평등한 삶의 보장을 위한 조건
시민들이

어떤

점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인지

설명한

Rawls(1993, p. 75)는 이러한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을 특징
짓는 도덕적 능력을 계발하고 행사하며 각자의 선을 효과적으로 추구하
는 데 필요한 사회 배경적 조건이자 일반적인 수단을 제시한다. 그가 제
시하는 사회 배경적 조건이자 수단으로 기본 가치(Primary good)의 목
록은 다음과 같다(Rawls, 1993, p. 181).
a. 기본적 권리들과 자유들
b. 이동의 자유와 다양한 기회를 배경으로 한 직업 선택의 자유
c. 기본 구조의 정치와 경제 제도에서 책임있는 공직과 지위의 권력과 특권들
d. 소득과 부
e. 자존감의 사회적 기초들

이러한 기본 가치들(Primary goods)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도덕적 능력을 계발하고 행사하며 자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Rawls,
1993, pp. 7677).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Rawls(2001, pp. 4243)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기
본적 가치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사회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한다.
(1) 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동일한 자유 체계와 양립 가능한 평
등한 기본적 자유들의 충분히 적절한 체계에 대하여 취소할 수 없는
동등한 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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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조건 아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공직과 지위에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불평
등은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차등의 원칙).

3) 정의의 제1원칙과 인간 존중의 의미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때 기본
적 자유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Rawls, 1993, p. 291).
1.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2. 결사의 자유
3. 평등한 정치적 자유
4. 인신의 자유와 인격적 통합성(integrity)을 보호하는 권리와 자유들
5. 법의 지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들

Rawls(2001, p. 45)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 능
력을 적절히 계발하고 충분히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정치․사회적 조건을
제공하는 자유의 목록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자유의 목록들
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목록들이
시민들의 도덕적 능력을 계발하고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Rawls, 2001, p. 45).
먼저 정치적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유의 권리를 보
장함으로써 시민들은 사회 기본 구조와 사회 정책의 정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계발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상의 자유
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은 자신들의 선관(a conception of
good)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데(개인적으로, 때때로
다른 사람과 결사체를 만들어) 그들의 도덕적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계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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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ls(1993, pp. 294298)가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동등한 보장을
정의의 제1원칙으로 제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특별한 우선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기본적 자유와 권
리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도덕적 능력의 행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Rawls는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갈 사회를 규제할 기본적 제도와 사회 정책의 정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각자가
생각하는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시민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이 기본적 자유와 권리 목록의 보장이다.
따라서 Rawls의 정의의 원칙, 특히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우선성을 표
현하는 제1원칙이 Rawls가 말하는 인간존중의 의미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
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4) 자유 민주 사회의 규범적 존중관으로서 권리 존중관
이처럼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인간이 자유롭고 평
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
장해주는 존중관이 권리 존중관이다.
권리 존중관은 Rawls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에서 드러났듯이 자유 민
주주의 사회의 규범적인 존중관을 나타낸다. 이러한 존중관은 자유 민주
주의 체제를 택한 각국의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우리 헌법의 조문도 이러한 존중관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규범적 존중관으로서 권리 존중관에서 말하는 인간 존
중이란 시민을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보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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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권 보장의 근거로서 자율성
그렇다면 권리 존중관은 어떤 근거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동등
한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가? Rawls의 인간관에서 그 근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권리 존중관에서는 사람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간주한다. 이때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은 Rawls가 말한 바 선관에 관
한 능력과 정의감이라는 인간의 공통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
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 공통된 능력을 Rawls(1993, p. 19)는
두 가지의 도덕적 능력(Moral Power)이라고 한다. 이러한 도덕적 능력
은 인간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 즉 인간이 존엄하다는 아이디어와 연결
된다.
이처럼 인간 존엄을 인간의 도덕적 능력에서 찾는 주장은 이미 Kant
가 제시하였다. Kant(2002, p. 53)는“윤리성(도덕성)과 윤리(도덕)적
일 수 있는 한에서 인간성이 유일하게 존엄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인
간이 존엄하다는 생각은 공통된 인간성으로서 윤리성(도덕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Kant는 이 윤리성(도덕성)이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
하고 스스로 그 법칙에 복종할 수 있는 이성 존재자의 힘, 곧 자율성으
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백종현, 2010, p. 223). 따라서 Kant(2002, p.
54)는 도덕의 원천을 “자율(Autonomie), 즉 의지의 자기 입법성”에
두고,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의지의 “자율성”을 인간 존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20) Kant는 도덕 법칙의 자기 입법 능력으로서 자율성이
인간에게 공통된 인격성21)으로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며 따라서 누
19) Feinberg(1975, p. 2)는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존중을 받
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결코 박탈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하였다.
20) 자율성이야말로 “인간과 모든 이성적 자연존재자의 존엄성의 근거”이다. 보편적
으로 법칙을 수립하고 스스로 그에 복종할 수 있는 이성 존재의 힘, 곧 자율성이다
(백종현, 2010, p. 223).
21) Kant는 인간을 실천적 행위로 이끄는 ‘소질적 요소’로 ‘1)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동물성의 소질, 2) 생명체이면서 동시에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성의 소질, 3) 이성적
이면서 동시에 귀책 능력이 있는 존재자로서의 인격성의 소질’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세 번째 인격성 소질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 수용성”이라고 한다. 이
인격성의 소질은 도덕법칙을 자기 행위의 준칙으로 받아들여 이 규칙에 자신을 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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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Kant가 말한‘자율성'에 유비되는 개념이 Rawls가 말한‘도덕적 능
력’이다. Rawls는 도덕적 자기 입법 능력으로서 Kant의 ‘자율성’을
사회 기본질서를 규율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능력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나가는 능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Kant가 제시한 인간존엄
의 근거로서 자율성은 Rawls 뿐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 자유주의 철학자
들이 전제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이다(Taylor, 1992, p. 57). 이 자율
성은 Kant의 자율성에서 형이상학적인 색채가 제거된 “각자 스스로 좋
은 삶에 관한 관점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Taylor, 1992,
p. 57).22) 즉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목표를 결정하거나 자기 취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이 존중
받을 만한 가치 즉 인간존엄의 토대가 된다.
권리 존중관이 전제하고 있는 존중받을 만한 근거란 자율성을 말한다.
권리 존중관은 자율성에 근거하여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자율성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서 사회의 기본 질서를 규율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적용하는 능력과
이러한 사회적 원칙 아래서 각자 스스로 자기 삶의 목표를 세우고 추구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자율성을 가진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
민이다.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자유와 평등
을 보장하는 것, 즉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권리 존중관에서 자율성을 가진 인간을 존중하는 것, Kant
식으로 말하면 목적 자체로 대우하는 것은 Rawls가 말한 바 자율성을
가진 인간을 다른 어떤 것으로 침해할 수 없는 존재로 대우하는 것을 말
하며 이것은 Rawls의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우선성으로 표
현된다. 즉 자율성을 갖춘 인간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 자율성을 보호
하는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시키는 의지의 자유를 뜻한다고 한다(백종현, 1991, pp. 3234).
22) 자율성이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삶을 살
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상을 말한다(Colburn, 2010,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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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존중 방식
권리 존중관에서 말하는 인간존중의 방식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누
구나 인간으로서 갖는 동등한 지위에 기초해 평등한 권리를 사회제도로
보장받으며 서로 권리의 담지자로 여기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권
리 존중관에서 말하는 인간존중의 방식이다. Balint는 다음과 같이 권리
존중관의 존중의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동일성(sameness)에 대한 기본 존중은 정의로운 사회라는
개념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존중의 두 차원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그와 같
은 사회에서 시민들은 서로 공통의 시민권을 존중해야만 한다.: 즉, 그들은
서로 정치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이자 국가가 제공하는 합법적(legitimate)
권리의 소유자로 대우해야 한다. 또한 정의로운 사회에서 국가는 이러한 공
통의 시민권을 존중해야만 한다. 즉, 국가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권리를 제
공하고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고 유지함으로써 동등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을 대우해야 한다(Balint, 2006, p. 4344).

권리 존중관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방식은 제도적 차원에서는 국가에
의한 권리의 보장과 보호를 말하며, 일상의 차원에서는 시민들이 서로
평등한 권리의 주체로 여기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즉 시
민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시민의 지위에 따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하
고 보호하며 침해하지 않는 것이 인간존중의 방식이다.

가. 제도적 차원23): 기본권의 제도화
권리 존중관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존중받는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의 시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도적 차원에서 인간
존중을 실현하는 방식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23) 시민과 국가(정부의 조직과 제도를 포괄함)의 관계 차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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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인간 존중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는 Marshall(1950)
이 제시한 시민권 이론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그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평
등한

정식

구성원으로

대우받도록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시민권

(Citizenship)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Kymlicka & Wayne, 1994, p.
354). 사람들을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시민으

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 즉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와 자격
을 보장하는 것이다. 온전한 시민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Marshall이 말한 시민권(Citizenship)이라고 하는 권리의 묶음을 보장받
는 것이다. 그는 시민권의 목록을 자유권(Civil Right), 정치권(Political
Right), 사회권(Social Right)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 언론과 사상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에 필수적인 권리를 말
하고, 정치권은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사회권은 교육과 사회서비스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Marshall, 1964).
앞서 자유권과 정치권은 Rawls가 제시한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권리이
며 사회권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Rawls가 제시한 차등
의 원칙과 관련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 보장의 전제조
건은 의회나 지방정부, 사법부, 복지국가, 교육제도 등 권리와 관련된 제
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서구 자유 복지 국가의 역사적 전통을 배경으로
Rawls(2001, pp. 135179)도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원칙들을 확립하
기 위한 사회의 기본 체제와 제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권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그 내용이 발전
해 왔고, 시민권을 누리는 구성원의 범위도 확대되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확립되어 왔다. 이처럼 권리 존중관에서 말하는 제
도적 차원의 존중의 방식은 국가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으로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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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상의 차원24): 시민적 존중과 관용
1) 시민적 존중
일상의 차원에서 권리존중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의 담지자
로서 긍정하는 동시에 서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
러한 존중은 어디까지나 지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을 존중
한다는 것은 권리가 정해주는 경계선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이다. 즉 상
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원주의 사회의 시민들 사이에서 협동적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이상의 태도가 요구된다.
Rawls(2001, p. 28, p. 91)는 상호 존중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
이의 협동의 토대로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존중은 제도적 차원이
아닌 시민들과 시민들 사이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존중 방식을 말한다.
상호 존중은 Rawls(1993, p. 217)가 Political Liberalism에서 제시한
시민적 예의(Civility)라는 시민의 의무이자 덕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Rawls가 제시하는 시민적 예의로부터 다원주의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권리 존중관의 존중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Rawls(1993, p. 217)가 말한“시민적 예의(Civility)”란 시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이나 입장이 공적 이성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는지
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와 다른 사람의 견해를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입
장에서 합당하게 조정하려는 공정한 마음가짐을 말한다. 즉“시민적 예
의”는 공적 합당성(Public Reasonableness)에 해당한다. 공적 합당성
이란 “다양한 의견을 지닌 참가자들의 상호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온당한 합의(reasonable agreement)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규범적인 능력”이다(이승환, 2005, p. 55).
이러한 공적 합당성에 기초하여 Neufeld와 Davis(2010, pp. 9798)
는 인간 존중의 방식으로 시민적 존중(Civic Respect)을 개념화하여 그
24) 시민과 시민의 관계 차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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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적 존중은 :
(1) 시민들이 합당한 다원주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2) 평가 존중이 아니라 인정 존중의 형식이다.
(3) 사회의 기본구조라는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즉 시민으로서
맺는 관계에만 적용된다.
(4) 근본적인 정치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공적 이성의 아이디어
와 가치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시민적 존중이 합당한 다원주의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포괄적인 도덕이론이나 종교에 근거하지 않는 사회의 기본 구
조를 규율하는 정의의 원칙을 다원주의 사회의 합당한 원칙으로 이해하
고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시민적 존중이 인정의 형식을 갖는
다는 것은 동료 시민을 그들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자
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시민적 존중
은 사회 기본 구조에서 시민과 시민의 공적인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존중
을 의미한다. 넷째, 시민적 존중은 포괄적인 도덕이론이나 종교와 같은
특정한 학설에 근거하지 않고 서로 합당하다고 동의한 정의의 원칙과 가
치에 따라서 정치적 근본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서로 지켜
야 할 태도가 시민적 존중이다. 이러한 시민적 존중의 방식을 다음과 같
이 의무로 표현할 수 있다(Festenstein, 2002, pp. 8992).
1. 숙의 과정에 참여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제
시해야 할 의무(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
무)
2. 타인의 이유와 주장에 대해서 주장과 이유로 반응해야 할 의무(다른
사람의 이유와 주장에 대해 주의 깊게 듣고 성실하게 반응해야 할 의
무)
3.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제안에 도달하기 위해서 숙의 과정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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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논변과 이유의 관점에서 제안을 수정해야 할 의무(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만한 제안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무)

이처럼 권리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인간 존중의 방식은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 공적 합리성에 따라 서로 이견을 조정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존중의 방식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문제에 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시
민적 존중(Civic Respect)”이라고 한다(Neufield & Davis, 2010).
시민적 존중은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숙의(Deliberation)에 의해
공적 문제를 해결할 때 요구되는 태도이자 방식이다.
2) 관용(寬容)
다른 한편 시민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서로 공적 합리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종교적 갈등이나 가치관의 갈등과 같은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
제에 있어서 적용되는 존중의 방식이 관용(寬容)이다. 관용은 서로 용인
할 수 없는 종교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전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방안
으로 등장하였다. 관용은 나와 타인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한
다(문성훈, 2011, p. 407). 이 때 관용은 정치적 원칙으로서“신앙과
양심의 문제에 관한 정치적 강제의 금지와 정치에 있어서 종교적 개입의
금지”를 의미하였다(Galeotti, 2002, p. 25). 관용은 서로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요구되는 존
중 방식이다.
현대 사회에서 관용은 종교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방식이나 정체성을
둘러싼 차이에 대한 관용을 뜻한다. 관용은“행위자가 다양성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간섭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자신이 반대하는
타인이나 행위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원칙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를 삼가는
것”을 말한다(Cohen, 2004, pp. 7879). Jones(2010, p. 43)는 관
용의 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관용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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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을 시키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적 신념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
들이는 신념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관용은 주로 관용의 대상에 대해서 방해나 강요를 하지 않는
것, 즉 소극적인 형식을 취한다.
권리 존중관에 따르면 일상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존중의 방식으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적 합리성을 갖춘 존재로 간주하고 합
리적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시민적 존중과, 합리적으로 해결
하기 어려운 차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을 강요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 관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시민적 존중과 관용도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 충돌은‘자율성과 다양성’의 긴장관계로 발
생한다. 자율성과 다양성의 긴장관계를 해결하는 방식은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Macedo25)와 Gutman은 다양성에 대
한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관용을 지양하고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삶의 양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반
면, Galston(1991, p. 329)은 다양한 전통과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삶의 양식의 선택을 강조하는 Macedo,
Gutmann의 입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25)

Macedo(1991, p. 269)가 말하는 자율성이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러한 성찰에
근거하여 행위하려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는 자유주의적인 인간의 분명한 특징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성찰적인 능력의 소유(the possession of
selfgoverning reflective capacities)”이며 이를 위해 “자기의식, 자기비판, 성
찰적인 능력”의 계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Macedo, 1991, p. 269). 자율성을 지
향하는 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이상적인 삶과 성격을 형성하고 평가하며
수정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포함해서 그가 제시하는 자유주의적 덕성으로
는 “폭넓은 동정심(broad sympathies), 자기 비판적 성찰능력(selfcriticial
reflexiveness), 실험을 기꺼이 하려는 태도, 기꺼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수용하려
는 태도, 자기 통제와 적극적이며 자율적인 자기 계발”등이 있다(Macedo, 1991,
pp. 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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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선택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자유주의의 핵심에 자율적인 선택의 이상을 놓는 것은 사실상
자유주의 사회 내에서 가능한 다양성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
주의적 다양성이라는 말로 가장된 일종의 획일성(a kind of uniformity)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며,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
해서는 깊은 차이에 대한 시민적 관용(Civic tolerance)26)이 필요하다
는 것이 Galston의 입장이다. Galston은 특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데 위험을 줄 수 있는 비판적인 성찰과 검토에 대해서 반대한다.
Galston은 성찰되지 않은 삶의 방식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개인과 집단
에게도 관용을 요구한다. 그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
보다는 관용을 강조함으로써 합당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보다는 다양한
삶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한다.
Macedo(2000, p. 11)는 자유주의의 핵심을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
하는 자기 비판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실질적
인 가치(심지어 입헌적인 기본 가치를 포함하여)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
비판, 재해석, 재개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다(Macedo, 2000, p.
1112). 그는 다른 정치 공동체와 구별하여 자유주의 정치 공동체의
특징을 “이유

제시자들의 공동체(a liberal community of reason

givers)”라고 규정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며 공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성향(the dispositions to question, criticize and offer
publics reasons)”을 자유주의적 시민의 가장 구별되는 덕성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Macedo, 2000, p. 12). 여기서 강조되는 시민적 덕성은
“공적 합당성”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사는 정치 공동체에서 정치적인
정당성은 모든 시민들의 합당한 판단에 호소하여 정당화가 가능한 정치
적 도덕의 기본 원칙을 분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
26) Galston(1991, p. 253)이 말하는 관용은 “자신의 삶과 매우 다른 삶의 방식(성찰
되지 않는 삶의 방식을 포함)과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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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edo, 2000, p. 174). 공적 합당성은 자유주의의 기본 가치와 공적
도덕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민의 덕성이
다.
Galston이 시민적 관용을 자율성 증진보다 우위에 두는 입장이라면
Macedo는 자율성 증진을 위한 시민적 존중을 시민적 관용보다 우위에
두는 입장이다. 한편 Rawls는 자유주의 진영에서 중간적인 입장이다.
Rawls는 다양성과 자율성의 긴장관계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는 공적 합
당성에 기초하여 정치적 자율성을 우위에 두는 방식으로 다양성으로 인
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반면에 사적 영역에서는 다양성에
우위를 두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다양성에 우위를 두는 방식이란
차이에 대해서 관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인생관, 가치
관, 취향, 종교 등에 대해서 관용함으로써 다양성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비록 자율성을 강조하여 차이에 대한 관용의 한계를 정하는 방식과 관
용에 중점을 두어 자율성의 한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권리 존중관에서도 권리 침해 금지를 넘어서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민적 존중과 관용을 제시하고 있다.

4. 의의와 한계
가. 의의
1) 동등한 존중의 의미와 근거의 명확한 제시
권리 존중관의 의의는 존중의 대상, 근거, 의미와 방식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권리 존중관은 지위나 업적에 상관없이 인간 그 자체로
존중한다는 점에서 존중의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장한다. 권리 존중관
에서는 우수한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중의 대상이 된다. 모
든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존중의 대상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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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권리 존중관에서는 인간의 공통점, 즉 자율성을 존중의 근거
로 제시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바라보게 한
다. 물론 사람들을 자율적인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을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동등한 존중의 근거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은 실제 발휘된 능력이 아니라 잠재된 능
력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권리 존중관에서는 동등한 존중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
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권리 존중관에서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한
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권리를 동등하게 보
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이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것이 어
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Feinberg(1975, p. 252)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권리를 소유함으로써 우리는‘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존재’하게 되고 다
른 사람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느낄 수 있다. 자신을 권리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인의 사랑과 존
중을 받을 만한 가치를 갖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자기 존중을 갖는 것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이다. 실
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일 수 있
기 때문에 권리 존중 없이 인간 존중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존
엄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간단히 말해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인정 가능
한(recognizable) 인간의 능력일 수 있다. 인간을 존중하거나 또는 인간을
존엄성의 소유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해 그를 잠재적인 요구의 주
장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Feinberg의 설명처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누구나 동등하게 존엄한 존
재로 존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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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등한 존중의 제도화와 자존감의 기반 제공
권리 존중관은 동등한 권리를 제도화함으로써 비록 형식적이지만 사
회․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서로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
동체의 시민이라는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민주주의의 평등 실현에 기
여한다. 아울러 기본권 보장을 법과 제도로 명문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사
회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방식을 제공한다. 특히 기본권 침해를
명백한 불의로 규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제도적 차별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사람들은 도덕
적 인격체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권리를 보장받음
으로써 도덕적 인격체로서 국가나 사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
는 존재가 되는 동시에 자기 스스로 공동체에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다. 이와 관련하여 Honneth(2011, p. 233)는 권리 보장이 갖는 중요한
의의가 자기 존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주체는 권리 인정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공동체 구성원
과 함께 담론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인격체
로 간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능동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는‘자기 존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권리 보장이 자아 존중, 또는 자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
은 Rawls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Rawls(2005, p. 440)는‘자아 존
중(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선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Rawls의 자아 존중감의 토대에 대해서 Armitage(2006, p. 12)는
“Rawls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이 이상적인 질서 정연한 사회에
서 시민들의 자아 존중감(sense of selfrespect)의 토대가 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 존중관은 사람들에
게 동등한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보장하는 명확하고 기본적인 존중의 방
식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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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권리 존중관은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동등한
존중이라는 규범적 요구를 동등한 권리 보장의 제도화를 통해 구현함으
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한다.

나. 한계
권리 존중관에서는 말하는 인간 존중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롭게 평등한 시민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자율성과 같은 공통된 인간성(common humanity)에 근거하여 동
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등한 권리란 어디까지나 각
개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제도적인 차원에서 인종, 종
교, 성(gender), 민족성(ethnicity)과 같은 특수성과 무관하게 누구에게
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권리 존
중관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존중이라는 민주 사회의 이상 실현에 적합한 존중관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존중관은 존중의 대상과 방식에 있어서 다원
민주 사회의 존중관으로 기능하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1)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무관심
먼저 권리 존중관에서는 각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특수한 정체성
을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권리 존중관에서 존중의 대상은 인간
의 다양한 개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는 공통성이다. 인간의 공통성에
서 각 개인이나 집단이 갖는 다양한 개성과 문화적 정체성은 제거된다.
권리 존중관의 이와 같은 특성을 Kukathas(1998, p. 691)가 기술한
“무관심의 정치학(a politics of indifference)”이라고 규정할 수 있
다.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 무관심한 권리 존중관에서
다양한 정체성은 존중의 고려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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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공통된 속성에 기초한 권리의 담지자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개성과 공통성이 다양한 환경과 역사 속에서
씨줄과 날줄로 엮여 그 자체로 독특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Noggle(1999, p. 454)은 다음과 같이 사람들의 특수성
도 존중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성을 존중의 대상
으로 고려하지 않는 존중은 반쪽짜리 존중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사람(person)은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gency)의 단순한 예 이상이다.
그녀는

특수한

삶과

특수한

심리학,

그리고

일련의

특수한

애착

(attachment), 목표, 헌신 등을 가진 존재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지
합리적 행위자의 한 예가 된다는 것뿐 아니라 모종의 특수한 개인이 된다
는 것을 뜻한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제에 진정으로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합리적 행위자의 한 예로서 뿐 아니라 있는 그
대로의 특수한 개인으로서도 존중해야 한다.

현대 칸트주의자인 Hill(2000, p. 79)도 인간 존중과 관련해서 공통된
인간성뿐 아니라 독특한 개인의 정체성도 중요한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모종의 (가능한) 근본적인 기획을 깊이 동일시하는 존재로 인간을 존중
한다는 것은 공통의 인간성을 가진 동료 구성원으로서뿐 아니라 있는 그대
로의 특수한 개인으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즉, 다른 사람과 공유한 일
반적인 능력과 권리들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주목과
반응 역시 요구된다. 따라서 인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추상적 인간에 대한
적절한 태도 이상을 요구한다. 특수한 기획, 개인적인 애착, 그리고 전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른바) ‘정체성’을 가진 특수한 개인으로서
인간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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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에 대한 불충분한 존중방식
권리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권리 보장의 제도화만으로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차이에 대한 존중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충분하
다. 권리 존중관에서 인간 존중은 개인의 권리를 제도화하고 권리를 침
해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그친다. 물론 권리의 제도적 보장이 중요하
고 필요하다. 그러나 권리의 제도화가 인간 존중의 전부이고 끝인 것은
아니다. Galeotti(2010, p. 444)도 권리 보장이 존중의 대표적인 방식
일 수 있지만 권리 보장이 곧 존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특히, 그녀는 다음과 같이 존중을 권리와 구분하면서 권리와 존중 간에
간극이 있다고 지적한다(Galeotti, 2010, pp. 444445).
동등한 권리의 획득이 항상 그리고 자동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함
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몇 가지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권리가 동
등한 동반자로서 인정을 의미하는 존중의 태도 없이 실용적인 차원, 즉 사
회적 평화 또는 정치적 계산을 목적으로 부여되었다. 그리고 존중과 분리된
권리는 대개 적합한 의미에서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 대개 실패하였
다. 예를 들어, 남북전쟁 이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시민권이 부여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
였고 이러한 오인정(misrecognition)은 분리주의 체제로 이어졌다. … [중
략] … 결과적으로 권리는 과거의 배제를 보상하지 않고 동등한 고려와 대
우를 함의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사회적 차별의 실제와 함께 공존해왔다.

존중과 권리에 관한 Galeotti의 통찰과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을
존중하는 방식에 있어서 권리의 제도적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권
리를 보장해주어도 노골적인 폭력과 모욕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제도적
차원과 일상의 차원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진 개인이나 소수 집단들을 억
압하고 차별하며, 경멸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권리를 침
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경멸하고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권리 존중관에서도 권리의 제도적 보장을 넘어 서로 다른 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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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서 시민적 존중과 차이에 대한
관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적 존중과 관용 역시 다양성과 차이
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1) 시민적 존중 방식의 한계
먼저 시민적 존중은 공적인 문제를 숙의를 통해 해결할 때 요구되는
존중으로 어디까지나 공적인 문제에 관한 논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
라서 공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시민적 존중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시민적 존중은 주로 토론의 절차에서 수반되는 태도를 강
조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토론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숙의라는 절차에서 사람들은 어디
까지나 합리적으로 자신의 논변을 잘 펼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평가받
고 이에 따라 논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목소리만 경청의 대상이 되
기 쉽다는 점이다(Sanders, 1997, p. 349). 따라서 비합리적이라고 간
주되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시민적
존중의 대상에서 배제되기 쉽다(정원규, 2005, p. 297). 설령 배제되지
않고 토론에 참여하더라도 이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기 쉽다.
(2) 관용의 한계
차이에 대해서 관용으로 접근하는 존중 방식 역시 문제점이 있다. 관
용은 반대, 용인, 그리고 권력조건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Carter, 2013, p. 1). 반대는 관용의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의
미하고, 용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며, 권력 조건은 관용의 주체와 관용의 대상 사이에 비대칭
적인 권력관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용의 개념적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관용은 세 가지 점에서 차이 존중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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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반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차이의 경우에도 관용을 적용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반대하거나 싫어할 만한 차이가 아님에도 불
구하고 관용으로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차이를 가진 상대방에 대한 경멸
과 무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Jones(2010, p. 47)도 이러한 관용
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관용은 관용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행위 또는 상황으로 확장될
때 잘못 적용될 수 있다. 단순한 예가 인종의 경우이다. 가령 한 지역의 거
주민이 인종 때문에 다른 거주민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존재를 관용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괴롭히는 행위와 지역에서 그녀를 몰아내기 위해 기획된 활동을 하지 않기
로 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관용을 거부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는 관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관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용을 요구해서
는 안 되는 것에 대해 관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관용은 관용하는 주체와 관용을 받는 대상 사이에 비대칭적인
관계를 지속시킨다. 관용은 관용하는 자와 관용을 받는 자 사이의 비대
칭적인 관계를 전제한다. 그런데 관용은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시키고 확립한다. 그 결과 관용
의 대상이 되는 차이를 가진 소수자들은 항상 관용을 구걸해야 하는 위
치에 놓이게 된다.27) Essed(1996, p. 28)도 관용은 그 자체로 상호 수
용이 아니라 타자를 주변화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즉 관용은
늘 차이를 가진 소수자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간섭하지는 않지만 그렇
다고 해서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관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인간을 동등하게 대하는 방식으로는 부적
합하다.
셋째, 관용은 차이를 넘어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할 가능성 자체를 차
단한다. 관용은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가 아니라 차이에 대해서 무시함

27) Schirmer, Weidenstedt & Reich(2012, pp. 1051-1053)도 이와 비슷한 논리로
관용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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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러한 평
화로운 공존이란 어디까지나 서로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타인의 삶에 관
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공존이다. 극단적으로 화해
불가능하거나 소통하기 어려운 집단에서 관용이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평화는 관용하는 사람들이 관용되는 사람들을 무
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이다. 그런 점에서 관용은 복합적인
이질성이 조우하는 사회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차이를 넘어 동등한 인간
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존중의 방식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권리 존중관은 차이를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
지 않고 권리 침해와 차이에 대한 관용이라는 소극적이고 제한된 존중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 존중관의 문제점은 차이를 무시한다
는 점, 그리고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평가 존중관이 적
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권리 존중관 아
래서 사람들은 공적인 장에서 누구나 동등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
는다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언제든지 차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배제와 차별, 경멸과 무시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적으
로 보장된 권리를 명시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타인에 대
한 배제와 차별, 경멸과 무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용은 그 자
체가 차이에 대한 평가적 관점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존중의 방식이다.
관용은 차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무시하는 태도이
다. 이와 같이 권리 존중관은 차이에 대해서 평가 절하함으로써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에 대해서는 일종의 평가 존중관의 방식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존중관은 복합적인 이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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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문화 사회의 규범적 존중관으로서 차이 인정 존중관
Gutman(1992, p. 8)은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식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동등한 시민으로서 완전한 공적 인정에는 두 가지 형식의 존중이 요구될
수 있다.: (1) 성별, 인종 혹은 종족과는 상관없이 각 개인으로 갖는 고유
한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2) 여성과 아시아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디언계 미국인 그리고 다수의 다른 미국 내 집단들을 포함하여 불이익을
받는 집단들의 구성원들이 특별히 가치 있다고 여기거나 그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활동, 관행 그리고 세계관에 대한 존중이다.

Gutman이 말하는 첫 번째 형식의 존중이 인간존엄이라는 공통성에 근
거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 존중관에서 말하는 존중이라면, 두
번째 형식의 존중은 인간의 다양한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
다. 두 번째 형식의 존중은 인간의 다양한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동일성에 기초하여 동등하게 존중하는 첫 번째 형식의 존중과 달리 인간
의 다양한 차이를 존중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이를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 인정 존중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차이 인정 존중관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차이 인정 존
중관에서 말하는 차이 인정의 의미와 근거, 방식에서 대해서 분석한 다
음 차이 인정 존중관의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차이 인정 존중관의 등장 배경
가. 신사회 운동과 차이의 정치학의 등장
차이 인정 존중관의 기원은 1960년대 말 등장한“신사회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사회 운동 중에서 여성 해방 운동, 흑인 민권 운동,

- 78 -

성적 소수자들과 장애인의 인권 투쟁은 그동안 성, 인종, 섹슈얼리티 등
에 기초하여 억압받고 차별받았던 소수자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평등
과 정의”를 요구하였다(Smit, 2000, p. 1).
이러한 투쟁은 특히 특정한 사회 집단에 가해진 억압에 문제를 제기하
였다. 억압은 지배 권력의 의도적인 횡포가 아니라 잘 고안된 자유주의
사회의 일상적인 관행에 의해 소수 집단이 겪는 불이익과 불의를 의미하
며 주요 경제, 정치, 문화적 제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
다(Young, 1988, p. 271). 특정한 집단이 “주변화, 착취, 문화 제국주
의, 무력함, 그리고 집단을 표적으로 한 폭력”과 같은 조건에 처하게
될 때 억압이 발생한다.
(1) 상호이익 없이 다른 집단에 특정한 집단의 작업과 에너지의 이익이
돌아갈 때(착취), (2) 직장과 같은 주요 사회 활동에 참여로부터 배제될
때(주변화), (3) 타인의 권위 밑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
에 대해서 작업의 자율성과 권위를 가지지 못할 때 (무력감), (4) 집단으
로서 정형화되어 그들의 경험이나 상황이 일반 사회에서 거의 보이지 않으
며 사회적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나 관점을 표현하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때(문화적 제국주의), (5) 집단의 구성원이 집단에 대한
증오나 공포로 촉발된 무차별적인 폭력과 학대로부터 고통 받을 때(Young,
1988, pp. 276287; Young, 1989, p. 261).

흑인, 여성, 성적 소수자, 유색인종, 원주민, 그리고 장애인처럼 특정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위와 같은 억압의 형태에 취약하
게 된다고 한다(Moore, 2009, p. 326). 지배적인 사회 집단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며 왜곡되었던 정체성을 가진 집단
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억압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자신들도 동등한 구성
원으로 인정해달라는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정치적 투쟁은 자유주의적 질서와 자유주의 중심의 정치 철학
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대한 비판으
로부터“정체성의 정치, 인정의 정치, 다문화주의”라는 다양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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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제기되는“다
양성과 차이”의 도전에 대해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적절한 이론적 이
해와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mit, 2000,
pp. 24; Moore, 2009, pp. 32526). 특히 자유주의의 이론이 전제
한 과도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추상적인 자아관 때문에 자유주의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집단에 기초한 정체성
으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비판한
다(Moore, 2009, p. 326).
정체성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현실과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페
미니즘, 다문화주의, 정체성의 정치학, 차이의 정치학, 인정의 정치학으
로 불리는 일련의 입장들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동등한 권리
보장을 넘어 각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의‘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Tully(2008, p. 166)와 Habermas(2000, p. 246)가 차이에
대한 인정 투쟁을‘정체성의 정치학’또는 ‘인정의 정치학’개념으로
지칭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 투쟁의 요구와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분
석하고 있는 것처럼, 차이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입장
들을 단일한 명칭으로 명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입장은 여성을 비롯
하여 소수 종족이나 민족이 사회의 억압과 주변화 및 무시에 저항하면서
다수 집단의 문화 속에서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다는 점에
서 공통점이 있다(Habermas, 2000, p. 246). 따라서 소수자 집단의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 차이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요구하는 입장을 “인
정의 정치학” 또는 “차이의 정치학(politics of difference)”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Taylor, 1992, p. 38; 송재룡, 2009,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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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체성 인정과 차이 인정 존중관의 등장
차이의 정치학에서는 인간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
자유주의 정치 철학과 달리, 인간 존중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
였다. 즉, 정체성의 측면에서 인간존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이의 정치학에서 강조하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Taylor는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992, pp. 3334).
그것(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
리의 취향, 욕망, 의견, 그리고 야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배경과 같
은 것이다.

Taylor가 제시한 정체성의 의미를 Castells(2010, p. 10)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정체성은“사람이 가지는 의미와 경험의 원천”이다. 즉 정
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의 근원이다.
차이의 정치학에서는 자기 자신의 의미의 근원으로서 정체성이 ‘독
백’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대화”의 방식으로 구
성된다고 한다(송재룡, 2009, p. 89).28) 즉 각 사람의 정체성이 상호주
관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때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타
인의 반응에 의존한다(Emcke, 2000, p. 484). 타인이 그 사람의 정체
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의 의미가 달
라진다는 것이다. 정체성을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자
존감은 물론 자아실현의 원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반면에, 정체성을 인
정받지 못한 사람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의미의 원천을 상실할 수 있다.
이처럼 차이의 정치학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구체적 개인이나
집단으로서 자존감을 유지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
요하다고 본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인간으
28) Taylor(1992, p. 34)는 “나 자신의 정체성은 결정적으로 타인과 나의 대화적 관
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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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여성, 흑인, 유색인
종, 원주민, 장애인, 성적 소수자들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인(misrecognition)으로 왜곡된 사람들은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사회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성
취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마저 박탈당했다(Taylor, 1992; Honneth,
2011). 즉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불인정(nonrecognition)이나 오인은
단순히 무례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잠재적 가능성
을 억압하며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 낙인을
찍도록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의(injustice)이자 비존중(disrespect)에
해당한다(Taylor, 1992, p. 25; Fraser, 2000, p. 109).

따라서 차이의 정치학에서는“인정”이야말로 인간 존중의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라고 주장한다(Taylor, 1992, pp. 2526).
우리의 정체성은 부분적으로 타인의 인정 또는 불인정(Nonrecognition),
종종 오인(Misrecognition)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만약 어떤 개인이
나 일정한 집단을 둘러싼 사람들이나 사회가 그들에 대해 그들 자신을 구
속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며 경멸하는 자아상으로 비춰준다면, 개인이나 집단
의 사람들은 실질적인 손상, 왜곡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불인정 또는
오인은 누군가를 거짓되고 왜곡되며 축소된 존재의 양식 안에 가둠으로써
해를 입힐 수 있으며 억압의 형태가 될 수 있다. [… 중략 …] 정당한 인정
(Due Recognition)은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인간적 필요(Vital Human Need)이다.

이와

같이

정체성에

대한

불인정(nonrecognition)과

오인

(misrecognition)으로 왜곡된 정체성 때문에 겪는 억압의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차이 인정이 매우 중요하다.
차이의 정치학에서 말하는 존중은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각
개인이나 집단의 “독특한 정체성”을 “인정(recognition)”하는 것이
다.29) 보편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추상적인 인간성이 갖는 인간 존
29)“차이의 정치학”을 “정체성의 정치학”이라고도 한다.

- 82 -

엄에 기초한 권리 존중관을 넘어서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
정해야 한다는 차이의 정치학으로부터 인간 존중의 새로운 관점, 차이
인정 존중관을 상정할 수 있다.

2.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로서 인정
가. 차이 인정의 의미와 대상
1) 긍정적 가치 부여로서 인정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의 차이(다름)를
인정하는 것이다. 차이를 인정한다고 할 때 인정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
인가?
먼저 인정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Margalit(2001, p. 128)은 인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인정’은 확인(identification)의 의미로:

대상이나 사건을 확인

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인정’은 “실수”를 인정하거나 발견하는 의미
로: 특히 자기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는 것(admitting). 끝으로,‘인정’은
타인의 지위를 승인(acknowledging)하거나 영예롭게 기리는 의미로

Margalit이 구분한 인정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 의미는 대상을 지각하거
나 인식하는 의미를 뜻하고, 두 번째 의미는 잘못에 대한 시인을 뜻하
며, 세 번째 의미는 법적인 승인 또는 긍정적 평가를 뜻한다. 일반적으
로 인정은 맥락에 따라 위 세 가지 의미 중 한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말하는 인정의 의미도 이런 통상적인 의미와 연
관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 의미인 인식과 관련해서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말하는 인식은
대상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대상의 특징에 대한 재인식을 의미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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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숨겨지거나

잊힌

것에

대한

“재인식

(recognition)”을 말한다(Markell, 1999, p. 16). 영어 Recognition
의 어원인 고대 그리스어의 anagnorisis도 원래 알고 있는 것(gnosis)
의 재발견 또는 반복(ana)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인정의 개념 속에는
대상에 대한 재인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Markell, 1999, p. 16).
인정은 재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 의미, 대상에 대한 법
적 승인 또는 긍정성 부여와 연관되어 있다. Hegel의 인정개념을 바탕
으로 ‘인정’을 이론화한 Honneth(2001, p 115)는 인식과 인정을 다
음과 같이 구분한다.
인격체로 인식한다는 것(cognizing)은 우리가 그를 점점 더 개선 가능한
존재로 확인(identification)한다는 것을 뜻하는 반면에, 인정한다는 것
(recognizing)은

표현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러한

인식에

확언

(affirmation)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인정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대상에 대한 긍정적 표현 부과를 의
미한다.

즉

인정의

행위는

대상에

대한

인식적인

확인(cognitive

identification)과 표현(expression)의 두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먼저 어떤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속성이 있는 개인으로 인식된
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인식에 공적인 표현이 주어진다. 즉
사람들의 눈앞에서 인지된 사람의 존재가 행위, 몸짓 또는 표정을 통해 긍
정된다(Honneth, 2001, p. 116).

Honneth가 설명한 인정이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
상의

특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즉

인정은

상대에

대한

재인식

(recognition)과 이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를 뜻한다(Markell,
2003, pp. 3940).
이러한

인정의

Taylor(1992)가

의미는“인정의
제시한

인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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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이라는
속에서도

제목

명확히

하에

드러난다.

Taylor(1992, pp. 2526)는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등 각종 인정 투쟁
운동이 지금까지 잊혀지고, 무시되었으며, 왜곡되었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공적인 재인식과 이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Taylor는 긍정적 가치부여보다 왜곡된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
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Markell, 2003, p. 40). 반면 Honneth는 차이
에 대한 긍정적 가치부여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인정이 “인식”과
“긍정성 부여”라는 양극 사이에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미묘
한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인정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대상
의 특성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긍정적 반응을 전달하는 것이
다. Jones(2006, p. 28)도 인정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인정의 핵심 요소
로“긍정적 확언(Positive affirmation)”을 강조하고 있다.
2) 인정의 대상으로서 문화적 정체성과 개인의 특수성
그렇다면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말하는 인정의 대상은 무엇인가? 정체
성과 차이(다름)로 개념화할 수 있는 각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성이다.
특히, Taylor가“차이의 정치학”이란 이름으로 강조하는 인정의 대상
은 그동안 무시되고 경시되어 지배적인 다수 집단의 정체성에 동화되었
던 개인 또는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 독특성이다.
동등한 존엄의 정치학의 등장으로 확립된 것은 보편적으로 동일한 권리
와 면책들의 묶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차이의 정치학의 등장과 함께 인정해
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것은 각 개인 또는 집단의 독특한 정체성(unique
identity), 즉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성(distinctness)이다. 정
확히 말하면 이 독특성은 지금까지 무시되고 간과되어 왔으며 지배적 또는
다수의 정체성에 동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동화는 진정성이라는 이상
(the ideal of authenticity)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큰 죄(cardinal sin)
를 범하는 것이다(Taylor, 1992,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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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는 이러한 개인 또는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화라고 본다. 그는 문화에는 인간 존재에게 중요한 뭔가
가 있다고 주장한다(Taylor, 1992, p. 66). 따라서 Taylor에게 있어서
인정의

대상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된다.

Taylor

이외에

Kymlicka(1995), Galeotti(2002)도 인정의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Honneth는 인정의 대상이 문화적 정체성이 아니라 개인의 특
수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근대적 형태의 권리 인정과 달리 사회적 가치 부
여를 통해 인정되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 차이를 특징짓는 특수한 속성들이
다(Honneth, 2011, p. 235).

Honneth는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문화적 특성보다는
개인의 특징과 능력을 인정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Jones, 2006, p.
37).
비록 인정의 대상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Taylor, Kymlicka,
Galeottie, 그리고 Honneth 모두 긍정적 가치 부여의 대상은 그 대상이
개인의 속성이든, 집단의 정체성이든 간에‘인간의 다양한 차이’로 보
고 있으며 다양한 차이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를 인정의 의미로 규정
하고 있다. 인정은 차이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라는 점에서 대상을 무
시하면서도 이루어지는 관용과 다르다(Markell, 2003, p. 40). 즉 관용
은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반면에 인정은 바로
그 특징 때문에 긍정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Markell, 2003, p. 40).

나. 차이 인정의 근거
왜 정체성의 차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가? 차이 인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차이 인정 존중관
을 표명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 대답을 두 가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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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차이 존중
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 Kymlicka의 입장으로, 개인의 동등한 자율성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한다(Leeuwen, 2007, p. 185). 두 번째 입장은 헤겔
의 인정이론을 바탕으로 차이에 대한 긍정적 가치부여를 주장하는
Taylor와 Honneth의 입장으로, 이들은 차이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
가 각 집단의 진정성 실현 또는 자기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1) 자율성 실현의 도구로서 차이 인정
먼저,

Kymlicka가

제시하는

차이

인정의

근거를

살펴보자.

Kymlicka(1995, p. 83)는 “의미 있는 선택들의 가능성은 사회적 문화
에 대한 접근성과 그 문화의 역사와 언어에 대한 이해력에 달려 있다.”
고 하면서 문화를 선택의 배경 조건이자 맥락으로 보고 있다. 자유란 간
단히 말해서 선택을 의미하며 각 개인이 자율성이 함의하는 자유로운 선
택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한 선택의 맥락
인 문화이다. 따라서 Kymlicka(1995)는 다수 집단의 구성원들과 마찬
가지로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이 선택의 자유가 의미하는 자율성을 동등하
게 행사하기 위해서 소수집단의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의미 있는 선택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 정보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에 대한 접근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문화에 대한 접
근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이를 가진 집단의 문화를 인정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Kymlicka는 개인의 자율성이
라는 원칙으로부터 차이에 대한 인정의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차이에 대한 존중을 자율성에 대한 존중으로 환원하고 있다(설한,
2010, pp. 7073).
이러한 Kymlicka의 정당화 논리는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말하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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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차이가 도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정당화될 때, 즉 의미 있는 선택의 조건으로 차이 존중을 정당화
할 경우 차이 자체에 대한 존중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문화를 자율성을
위한 도구로 환원시킬 때 소수집단의 진정한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
(Leeuwen, 2007, p. 186). 소수집단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
정해달라고 투쟁하는 것은 명확한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익숙한 매체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전통이나 특수한 문화적 집단
으로부터 의미와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이다(Leeuwen, 2007, p. 186).
다양한 차이에 대한 존중이 자율성의 조건으로 환원될 때, 다양한 차이
가 그 자체로 그 소속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
고 이는 결국 소수집단들이 지배적인 문화로 동화되도록 정치․사회적 압
력을 가하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집단의 문화는 자율성을 실현
하기 위한 여러 자기 도구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수집단
의 문화가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또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
능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 이는 언제든지 지배적인 문화에 동화하는 압력
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진정성 또는 자기실현의 필수적 조건으로 차이 인정
다음으로 차이 자체에 대한 인정을 진정성의 실현 또는 자기실현의 필
수적인 과정으로 보고 이를 정당화하는 입장을 살펴보자.
Taylor는 “진정성”이라는 윤리적 이상을 근거로 차이 인정을 주장
하고 있다. 권리 존중관이 보편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추상적인 인
간성이 갖는 인간 존엄에 기초하고 있다면, 차이 인정 존중관은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정체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성(authenticity)”에
기초하고 있다(Taylor, 1992, p. 28). Taylor가 말하는 진정성은 “자

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특수한 존재 방식에 참된 것”을 의미한다

(1992, p. 28).30) 그리고 그는“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된 것은 나 자
30) 진정성이라는 이상은 Herder가 제시한 아이디어“우리는 각자 인간이 되는 독창적
인 방식(an original way of being human)이 있다.”가 발전된 이상이다(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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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독창성(originality), 즉 오직 나만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에 충실한 것(being true to)을 의미한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Taylor, 1992, p. 31). 이러한 진정성의 추구는 개인적인 차원 뿐
아니라 집단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집단 차원에서 추구되는 진정
성이 바로 그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이 된다(Taylor, 1992, p. 31). 한
개인은 물론 한 집단 역시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구분되는 진정성을 실
현하기 위해서 독특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추구한다. 각 개인이 남들과
다른 차이를 가진 자신의 진정성을 추구하듯이, 각 집단들 역시 각자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진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처
럼 Taylor는 남 또는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진정성이라는 이상으로부터
각 개인과 집단의 차이 인정 요구가 나왔다고 본다.
이러한 Taylor의 입장에 따르면 차이 그 자체로서 문화적 정체성이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받는 것은 진정성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른 한편, Honneth(2011, pp 313327)는 인간의 자기실현이라는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인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Honneth는 각 주체
들이 자기 자신의 긍정적 자아실현을 위해 타자의 다차원적인 인정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김원식, 2009, p. 112). Honneth(2011, p. 249)는
다차원적인 인정방식으로 개인의 욕구와 정서 본능에 대한 정서적 배려,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가진 인격체에 대한 권리 존중, 개인의 능력과 속성
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를 제시하고 있다. Honneth(2011, pp.
31718)는 이러한 인정에 의해 각 개인은 긍정적 자기 관계, 즉 자기
믿음, 권리로 보장된 자율성, 자기 능력의 가치에 대한 확실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Honneth,

2011,

pp.

318319).31)
1992, p. 30).
31)“호네트(Honneth)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실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긍정적 자기 관계는 타인의 긍정적 평가나 반응에 의존한다.
따라서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긍정적 평가나 반응을 기대하며, 이것이 좌절
될 경우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 관계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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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기 믿음, 권리로 보장된 자율성, 자신의 능력의 가치에 대한 확실성
을 어느 정도 가정하지 않는다면 자기실현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한 인생 목표가 어떤 강제 없이 실현되는 과정이 바로 자기실현의 과
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제되지 않음’ 또는 ‘자
유’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 강제나 영향의 부재상태만이 아니라 내
적 장애, 심리적 부자유와 공포 따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두 번째 형
식의 자유, 즉 적극적인 자유는 개인들에게 욕구의 충족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사용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내적 신뢰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장, 즉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과 교류하는 방식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은 무엇보다 이것이 인정에 대한 경험의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긍정적
자기관계의 차원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자기실현의 자유는 주
체가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체는 이 전제
들을 단지 자신의 상호작용 상대의 도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Honneth는 자아실현의 이상에서 인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자아실현의 필연적 조건으로서 긍정적 자기 관계
형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긍정적 자기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인정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Taylor와 Honneth 모두 차이 인정의 근거를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Taylor는 진정성의 실현이라는 목
적으로, Honneth는 자아실현이라는 목적으로 차이 인정의 필요성과 정
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각 개인의 독특성
또는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은 각 개인이나 집단의 의미 있
는 삶을 실현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다. 이 때 필수적이라는 것은 진정성
또는 자기실현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내재적인 조건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Taylor와 Honneth의 이러한 논의는 앞서 차이 인정을 자율성
의 실현을 위한 외적인 도구로 본 Kymlikca의 정당화 논리와 구분된다.

할 수 없고, 결국 적극적 자아실현이 불가능해진다(문성훈, 2011, p. 412).”

- 90 -

Kymlikca의 정당화 논리에서 차이 인정은 자율성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거부될 수 있는 반면에 Taylor와 Honneth의 정당화 논리에서
차이 인정은 그 자체로 진정성 또는 자기실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런 점에서 Taylor와 Honneth의 정당화 입장이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말하는 다양한 차이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데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존중방식
차이 인정 존중관은 각 개인의 독특한 개성이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과 같은 차이에 대해서 관용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말하는 인정의 방식은 차이에 대해서
관용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즉 차이에 대해서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Honneth(2011, p. 241)는 인정의 방식으로 권리 보장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 부여”를 제시한다.
근대의 기본권 목록을 통해 모든 인간의 사회적 위신은 법적으로 동등하
게 보호된다. 그러나 권리관계가 모든 차원의 사회적 가치부여를 자신 속에
수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부여는 그 기능상 사회 구성원들을
서로 구분해주는 속성과 능력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만의 독특한 능
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이다.

Honneth가

제시하는

인정의

방식인

“사회적

가치

부여(social

esteem)”는 각 개인의 특수성에 긍정적인 가치 평가를 부여함으로써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실천관계,

즉

“자부심

(selfesteem)”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 부
여의 전제조건으로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가치 지평”을 제시하고 있
다(Honneth, 2011, p. 234).
Taylor(1991, p. 51)도 인정의 방식으로 각 개인 또는 집단의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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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체성에 대한 동등한 가치 부여를 제시한다.
앞에서 제시된 논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실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수반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존재 방식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인정의 정치학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동등한 가치의 승인(acknowledgement)이다.

Taylor는 다른 문화의 동등한 가치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은 각 문화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간 요구를 담고 있
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른 문화들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더 나아간 요구이다; 즉 우리는 다른 문화의 생존을 보장
할 뿐 아니라 각 문화의 가치(worth)도 인정해야 한다(Taylor, 1992, p.
64).32)

각 문화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에 있는 가치에
대한 발견이 요구된다. 그리고 각 문화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는 각 문화에 대한 모종의 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 각 문화에 있는 가치
가 동등해야 각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각 문화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Taylor(1991, p. 52)는 차이 자
체가 동등한 가치의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동등한 가
치 인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차이를 동등한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문화
의 가치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지평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Taylor, 1992, p. 67).
이와 같이 Taylor 역시 문화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문화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평가에 앞서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32) 이 부분은“원문”의 이탤릭체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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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제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전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은 모든 인간
의 문화들은 전 인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종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
장한다(Taylor, 1992, p. 66).

이처럼 Taylor는 모든 문화가 모종의 가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가치를 발견하고 평가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차이 인정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 평가의 기준이 특정
한 문화권에서 벗어나 지평의 융합으로 확장되거나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
Honneth, Taylor가 말하는 인정의 방식은 차이를 그 자체로 수용하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 기준에 따라 각 개인의 독특성
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Jones(2006, pp. 3439)는 Honneth와 Taylor의 인정 방식을 “업적
인정(Merit Recognition)”이라고 규정한다. 즉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
치 기준에 따라 차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정이 주어진다는 것
이다. 이러한 평가적 인정의 방식은 Honneth(2011, pp. 235236)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근대적 형태의 권리 인정과 달리 사회적 가치 부
여를 통해 인정되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 차이를 특징짓는 특수한 속성들이
다. 즉 근대의 권리가 인간 주체의 보편적 속성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한 인정매체인 데 반해, 사회적 가치부여는 인간 주체의 속성 차이를 보편
적 방식, 즉 상호주관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
적 매체를 요구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러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러나 항상 개방적이고, 침투 가능한 방향
틀로서 이는 한 사회의 문화적 자기이해를 총체적으로 규정짓는 윤리적 가
치와 목표를 형성한다. 이러한 방향틀이 특정한 개성을 평가하는 준거 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개성의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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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는 차이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존
중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존중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
도화할 수 있을까? 차이 인정 존중관의 존중방식을 제도적 차원과 일상
의 차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 제도적 차원: 소수집단을 위한 집단권의 제도화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소수집단을 위한 집단권 보장을 인정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개인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 보호를 넘어서 다양한 종족과 문화적
소수집단이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관습들을 유지하고 표현할 수 있도
록 모종의 공적인 인정과 지지를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진다(Banting & Kymlicka, 2006, p. 1). 예를 들어 정체성이 갖는 긍
정적 가치에 대한 공적 진술 표명,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
고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 일반적인 의무에 대한 소수집단의 면
제, 그리고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문화권, 자치
권 등 다양한 집단권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Balint, 2006, p. 47).
차이 인정의 방식으로 집단권 보장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Kimlicka, Young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Kymlicka는 다양한 종족 및
문화적 소수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집단권의 목록을 유형화하
여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anting & Kymlicka, 2006, pp. 54
62).33)

33) Kymlicka와 Banting이 열거한 정책목록을 필자가 표로 정리함.

- 94 -

[표2] 소수자 집단 유형별 정책 목록
구분

이민자 집단
준 국가국민집단
원주민집단
(1) 중앙․지역․지방의 수준 (1) 연방 또는 유사연방 (1) 토지권․등기권 인정
에서 다문화주의를 헌법, 영토 자율권

(2) 자치권 인정

입법으로, 또는 의회에서 (2) 지역이든 국가적으로 (3) 역사적 협정을 지지,
긍정

든 공식 언어의 지위

그리고 새로운 협정에 서

(2) 학교교육과정에서 다 (3) 중앙정부나 헌법기관 명
문화주의 채택

에 대표 보장

(4) 문화적 권리(언어, 수

(3) 공적 미디어의 의무 (4) 소수자 언어 대학․학 렵) 인정
조항에 소수민족의 표상․감 교․미디어에 공적 자금 지 (5) 관습법 인정
수성을 포함

정책
목록

원

(6) 중앙정부에서 대표성․

(4) dress code로부터 면 (5) 다문화주의에 대한 헌 협조 보장
제, 일요일 휴무법(성문법 법상의 또는 의회의 수용

(7) 원주민의 독특한 지위

이든, 불문법이든)

(6) 국제적인 인격체 부여 를 헌법 또는 입법 차원에

(5) 이중 시민권 허용

(준 국가 지역이 국제기구 서 인정

(6)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에서

활동하거나

조약을 (8)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

위해 소수 민족 집단에 재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을
정 지원

독자적인

올림픽대표팀을 지원․비준

(7) 이중 언어 교육 또는 구성할 수 있는 권한 등)

(9)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

모국어 학습에 자금 지원
(8)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민자 집단에 대한 적극
적 차별 시정 조치

Kymlicka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차이 인정의 방식으로서 집단권의 특
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민자집단처럼 자발적으로 이주해온 집단과
달리 원래부터 존속해 왔던 민족 집단이나 원주민집단의 경우 자율권과
자치권 등 더 강력한 집단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Kymlicka가 자유주의의 논리로 자율권과 자치권과 같은 강력한 집단권
보장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집단권 부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 인정 존중관의 존중방식
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Young 역시 소수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권 보장을 차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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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Young(1989, pp. 261262)은 특히 그
동안 억압받아왔던 집단들을 위해 집단 대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다음
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는 다음의 원칙을 주장한다. 민주적 공중은 억압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들이 내는 독특한 목소리와 관점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대표할 수 있
는 기제(mechanism)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 집단을 대표한다는 것은 세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제와 공적 자원을 의미한다.: (1) 집단 구
성원들이 집합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고 사회의 맥락에서 집단적인 경
험과 이익에 대한 반성적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집단 구성원들의 자립적인
조직; (2) 사회 정책 제안들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단의 분석
을 표명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집단의 관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제도적인 맥락에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활동; (3) 집단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것, 예를
들면 여성을 위한 모성 권리 정책이나 인디언 보호구역을 위한 토지 이용
정책에 대해.

Young(1989, p. 263)은 이러한 권리 보장이 민주 정치 과정에서 더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Young은
소수집단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집단들이 자신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집단대표
권의 보장을 강조한다.
Kymlicka는 소수 집단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집단권을
주장한 반면, Young은 억압받는 소수집단들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잘
관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
대표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단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양한 집단들의 차이를 고려한 집단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차이 인정의 방식으로 집단권 보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 인정 존
중관은 권리 존중관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권리 존중관에서는 집단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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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정한 집단에게 그 집단을 위한 권리
를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 일상의 차원: 차이에 대한 평가에 따른 사회적 존경
일상의 차원, 즉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 차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
를 부여하는 방식은 무관심을 넘어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다(Baliant, 2006, p. 50).
이러한 유형(시민과 시민들 사이의)의 차이 존중은 무관심 이상의 것을
수반하고 전형적으로 시민들이 각자의 차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차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공유하며 중시할 것을 장려한다.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는 시민들이 무관심을 수반하는 관용을 넘어서 차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차이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할 것을 요
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는 일상의 차원에서 시민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되는 내용이
없다. 다만 Taylor와 Honneth가 말하는 인정의 방식으로부터 일상의
차원에서 차이 인정 방식을 추론해 볼 수 있다. Taylor와 Honneth 모
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상호 주관적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차이
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차이 인정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차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통해서 차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더 나
아가 이 차이 중에서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차이에 대해서 존경
을 표현하는 것이 차이 인정의 방식이 될 것이다. Honneth 역시 독특성
에 대한 인정방식을 권리 존중(respect)과 구분하여 사회적 존경(social
esteem)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즉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말하는 차이
인정의 적극적 방식은 차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사회 구성원들
이 차이에 대해서 사회적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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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의와 한계

가. 의의
첫째, 차이 인정 존중관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재화의 재분배만으로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불의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한다. 사람들은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겪는 고통 못지않
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무시와 불인정 등으로 인해서도 고통을 겪는
다. 인종주의, 성차별, 식민지화, 문화 제국주의 등과 같은 문화적 관행
은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가해지는 정체성에 대한 모욕과 무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 차이 인정 존중관은 바로 이러한 문
화적 지배(억압), 불인정, 경멸 등으로 인한 불의를 잘 포착하고 있다.
또 비대칭적인 문화적 권력 관계 속에서 차이에 대한 오인과 불인정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도 예리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존중과 같은 사회적 태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심리적 중요성과 필요성
을 매우 잘 설명하고 있다.
둘째, 차이 인정 존중관은 인간 존중의 대상과 폭을 더욱 확대하였다.
권리 존중관이나 평가 존중관에서 존중의 대상은 인간의 공통성에 근거
한 기본적 권리 또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었다. 즉 개인과 집단
의 다양한 개성과 정체성은 존중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차
이 인정 존중관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개성과 정체성을 존중의 대
상으로 삼음으로써 인간 존중의 대상과 폭을 더욱 확대하였다.
셋째, 차이 인정 존중관은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의 다양한 차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긍정
적인 가치를 부여하자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가치
부여가 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차이 인정 존중관은 인간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자 하
는 인간 존중관을 제시하고 있다.34) 권리 존중관에서는 소수집단의 정
34)“인정이란 바로 타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반응을 총칭하며, 따라서 인정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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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이 다수의 입장에서 싫지만 참아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차이에 대한 관용이라는 소극적인 존중방식 제시에 머무르고 만다. 이와
대조적으로 차이 인정 존중관은 차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 부여를 주
장함으로써 인간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나. 한계
차이 인정 존중관은 권리 존중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다양
한 특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긍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존
중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존중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
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검토함으로써 차이 인정 존중관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존중의 대상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Baliant는 정체
성을 존중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한다.
첫 번째는 실천적 차원의 문제로 정체성이 모호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
며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방식
으로 존중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Baliant, 2006, p.
49). 이 점과 관련해서 Bird 역시 차이 인정 존중관의 대상이 되는 정
체성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존중의 요구 또한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2004, p. 218). 이러한 비판은 차
이 존중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식
에 대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 즉 차이 인정 존중관은 정체성 인정 방
식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두 번째는 이론적 차원의 문제로 차이 존중 자체가 차이에 대한 불평
등한 존중 또는 심지어 어떤 차이에 대해서 비존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Baliant, 2006, p 49). 가령, 히잡(Hijab)을 공공장소에
서 착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히잡을 공공장소에서 쓰고 싶지 않
개인의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
다. 이런 점에서 인정은 개인의 적극적 자아실현의 가능 조건이며 [… 중략 …](문성
훈, 2011, p.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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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들의 권리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Baliant는 이처럼
특정한 집단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그와 같은 특수성을 거부하는 그 집
단 내의 소수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Fraser(2000, p. 24) 역시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 대상으로 강조하는
것은 집단 내 개별 구성원에게 도덕적 압력을 행사하여 집단의 문화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집단 내부에서 집단의 정체성에 반하는 다양한
개성이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Fraser는 특히 집단의 특수한 정체
성을 고유하고 진정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자는 요구는 너무나 쉽게 억압
적인 형태의 공동체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Bird(2004, p. 219)는 특정한 정체성에 대한 존중 요구가
민주주의의 원칙인 평등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더
높은 사회적 대우를 수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집단과 개인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차이 존중이 오히려 민주 사회와 양립하기 어려운 불평등
한 존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Bird, 2004, pp. 223225).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
수 있다. 정체성의 특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실천적 문제에 대해서는 현
재 사회에 특정한 정체성에 대한 오인이나 불인정으로 무시당하는 경우
가 확인 가능하다면, 정체성에 대한 인정은 제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실
행가능하다. 정체성이 항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느
냐에 따라 모순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현재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사회적 오인과 불인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같은 오인과 불인
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집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도적 차원에서
도 충분히 정체성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차이에 대한 인정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 다른 불
평등이나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을 근거로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 요
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이 인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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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
를 침해하거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Kymlicka처럼 차이 존
중의 전제조건으로 권리의 동등한 보장을 제시하거나 Honneth처럼 사
회적 연대에 기초한 상호주관적 방식으로 가치를 부여하면, 차이 인정
자체가 또 다른 차별과 권리 침해의 문제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
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집단 내에서
그 정체성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여전
히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차이 인정 존중관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체성이 갖는 가치에 대한 비판이 있다. Habermas는 Wolf
의 주장을 인용하며 정체성을 인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은 권리 요구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 평
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Taylor의 인정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2000, p. 258).
인정의 실패가 지속적으로 초래한 심각한 피해들 중에서 어떤 것도 인정
을 거부당한 사람 또는 문화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무엇
인가가 있는가 하는 물음과는 별 상관이 없다. 이 피해를 없애야 할 필요성
은 어느 특정 문화가 그 문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
니고 있다는 전제(presumption) 또는 그 전제의 확증(confirmation)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Wolf, 1992, p. 79).

이와 같은 비판은 정체성 인정의 근거를 특정한 문화의 가치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차이의 가치에 관한 이러한 비판은 차이 인정의 근거에 관한 문제제기
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집단의 특수한 정체성 그 자체가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기보다는 Taylor나 Honneth가 제시한
진정성 실현 또는 자기실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체성이 그 정체
성을 공유한 집단에게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와 같은 집단의 진정성 실현 또는 자기실현에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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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반론을 펼 수 있다. 인정의 대상이 되는 정체성이 그러한 정체성
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각 개인이나 집단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정이라는 도덕적 명령(imperative)은 정체성이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
는 사람들에게 갖는 가치가 아니라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게 갖
는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Jones, 2006, p. 29).

그러나 이러한 근거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각 집단
에 중요한 정체성의 인정이 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진정성 실현이나
자아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 추가되어야 한다.
내가 왜 너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명백한 답변은 너의

(your)35)문화적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정체성이 너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한, 그것은 나에게도 중요하다(Jones, 2006, p. 30)

따라서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는 정체성이 갖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정체성이 정체성을 공유한 집단에 갖는 중요성과 그 인정의 필요성을 강
조함으로써 정체성 인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비판
이 있다. Fraser는 각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할 경우 사회의 분열과 갈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2000, p. 108)
오늘날 인정 투쟁은 이민이 가속화되어가고 지구적 차원의 미디어가 문
화의 형식들을 혼합하고 다원화하고 있는 시점, 즉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
호작용과 의사소통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투쟁은 종종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서로 존중하
는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집단의 정체성들
을 철저하게 단순화하고 물화(reification)함으로써 분리주의, 불관용과 남
성 우월주의,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증진하는 경향이 있다.

35) 이 부분은 “원문”의 이탤릭체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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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ser에 따르면,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비관용을 함의하
는 근본주의와 같은 배타적인 타당성을 주장하는 입장까지 옹호할 수 있
으며, 그 결과 다양성 인정이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과장되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정치적인 통합과 시민들 간의 공통된 유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면 차이 인정이 정치적 분열과 사회 해체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한다(Banting & Kymlicka, 2006, p. 39).
또 논리적으로도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정책과 방향이 반드시 사
회해체와 정치적 분열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Galeotti(2002,
p. 136)는 차이 인정이 오히려 소수집단을 온전하게 통합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인정함으로써
소수집단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수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다수
집단의 정치제도와 원칙에 더 충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의 인정이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협동적인 태도의 전제조건이
라고 한다. 이처럼 차이 인정이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분열과 해체를 촉
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차이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다
양한 집단들 사이의 유대를 형성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차이 인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
만, 그 중에서도 집단의 정체성 인정이 집단 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반론을 제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차이 인정은 소수 집단 내의 소수자에 대한
비존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차이 인정 존중관에 내재
하고 있다. 그것은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인정의 방식이다. 차
이 인정 존중관은 개인의 특정한 속성이나 능력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
여를 의미한다. 그리고 긍정적 가치부여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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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를 의미한다. 긍정적 의미의 평가적 잣대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인간을 평가적 잣대에 세우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인간 존
재는 사라지고 어디까지나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한 능력이나 탁월성,
사회적 공헌이나 기여와 같은 인간의 특수한 속성이나 업적만이 인정의
대상으로 남는다. 결국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도 인간으로 온전히 존중받
기 위해서는 사회가 인정할 만한 모종의 능력이나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는 셈이다.
이러한 존중관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능력이나 속성
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이를 발휘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지 못한 사람들
은 사회적 인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차별받았던 집
단이나 개인이 그들의 왜곡되었던 정체성을 벗어나 진정한 정체성을 사
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집단이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차이를 인정할 경우 차이 인정 존중관 역시 평가 존중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할 특성을 보여주지 못한 집단들은 존중하기 어렵
다.
다음으로 차이 인정 존중관은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한 소수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함
께 살아가는 방식 또는 태도에 관해서 어떠한 안내 방식도 제시하지 않
고 있다. 다만 차이에 대한 인정으로 집단권의 제도적 보장만을 강조하
고 있을 뿐이다. 다양한 집단권의 보장으로 소수집단을 특별히 보호하거
나 혜택을 준다고 해서 저절로 상호 존중을 이끌어 낼 수 없다. 특히,
집단권 부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이에 대한 오해, 고정 관념 등에 기
초해 뿌리 깊은 분열이 만연해질 수 있다. 이러한 오해와 고정 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단권의 무조건적인 보장보다 집단권의 보장 이전에
서로 다른 집단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
가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는 데 무관심하다. 따라서 차이 인정 존중관은
여전히 차이에 대한 존중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 104 -

VI. 다원 민주 사회의 새로운 존중관으로서 존재 긍정 존중관
1. 필요성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존중관은 모두 복합적인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동등한 존중이라는 민주 사회의 이상을 구현하기에는 문
제점이 있다.
먼저, 현실의 지배적 존중관으로서 평가 존중관의 문제점은 첫째, 동등
한 존중이라는 민주 사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능력이나 업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 동등하게 존중을 받고자 한다. 그러
나 평가 존중관은 업적에 근거하여 인간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존중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동등한 존중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차별적인 존중을 정당화한다. 둘째, 평가 존중관은 업적에 기초하여
자부심(selfesteem)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평등과 차이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균열을 넘어서 서로 존중하는 방식을 제시하지 못한
다. 그 결과 평가 존중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기 어렵다.
다음으로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규범적인 존중관으로서 권리 존중관은
모든 사람들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민
주 사회에서 요구되는 동등한 인간 존중이라는 이상에 부합한다. 그러나
권리 존중관은 인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복합적 다원
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와 불평등을 넘어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물론
권리 존중관에서도 차이와 다양성에 대해서 관용이라는 존중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용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극
적이며, 소수자에 대한 다수의 무시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이질성을 가진 사람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방식으로 부적합하다.

마지막으로 권리 존중관의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존중관으로 등장한 차이 인정 존중관이 있다. 차이 인정 존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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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권리 존중관에서 무시된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 부여
를 요구함으로써 차이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존중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 인정 존중관 역시 존중의 방식으로 차이에 대
한 사회적 평가에 근거한 가치 부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존
중관의 방식을 함축하고 있다. 차이 인정 존중관이 제시하는 차이를 존
중하는 방식은 차이가 갖는 가치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높
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체성은 인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사
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정체성은 인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
를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 인정 존중관의 논리는 동등한 존중이라
는 민주적 이상에 적합하지 않다. 또, 차이 인정 존중관은 집단의 문화
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집단 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
에 대해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차이 인정
존중관은 그동안 억압받고 차별받았던 소수집단을 위한 집단권 보장만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집단과 다수의 집단이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
가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데에도 무관심하다.
각각의 존중관의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존중관
과 차이 인정 존중관은 모두 제도적 차원이든, 일상의 차원이든 존중 방
식으로 대상이 가진 특성에 대한 평가를 정당화하며, 권리 존중관은 특
성, 특히 차이에 대한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각 존중관은 각
사람의 능력이든,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이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존중
의 방식으로 함의하고 있거나 열어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고 존중하는 한, 존중이 차등적
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존중관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존재로 남겨진 사람들은 존중
의 대상에서 배제되기 쉽다. 즉 이러한 평가적 방식은 존중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둘째, 권리 존중관과 차이 인정 존중관은 개인권의 제도화, 집단권의
보장 등 주로 제도적 차원의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일상의 차원

- 106 -

에서 요구되는 존중의 방식을 제시하는 데 미흡하다. 물론 차이를 존중
하는 방식으로 차이에 대한 관용 또는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존중의 방식만으로는 복합적인 이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불
평등과 차이를 넘어 동등한 인간으로 상호 존중하도록 안내하기에 한계
가 있다.
셋째, 권리 존중관과 차이 인정 존중관의 사각지대가 있다. 제도가 사
람들을 대우하는 장이 존재한다. 두 존중관 모두 이 장에서 개인권이나
집단권의 제도적 보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이러한 권리 보장과 적
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직자들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
는 소수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곳
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 존중관에 따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권리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
정에서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소수집단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권리를 얻
기 위해 굴욕이나 무시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복합적 이질성을 갖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원주의라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동등한 존중이라는 민주 사회의 이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존중관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존재에 대한 긍정과 이해로서 존중
새로운 존중관은 ‘각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에서 새롭게 출
발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존중관에서는 각 사람들을 능력, 자율성, 정체성
등의 특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그 특성에 존엄성 또는 진정성이라는 가치
를 부여하며 그 특성을 고양하고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존중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존중관에서는 인간의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주목한다.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절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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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과 이해로서 존중
1) 존재 그 자체로서 인간
새로운 존중관에서는 각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
다.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각 사람들은 자율성이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 즉 그들을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
다. 둘째, 각 사람들을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존재
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
사람은 공통된 인간성(common humanity)을 가진 인격체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정체
성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제거할 정도로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도 아니
며,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으로만 규정지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공통
된 인간성의 토대가 되는 자율성과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형성되는 사
회적 정체성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서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살
아간다.
이처럼 각 사람들을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을 거부한다. 첫째, 문화적·인종적·성적 정체성은 억압적이
고 제한적이며 공통된 인간으로서 진정한 정체성을 가리는 표면적인 정
체성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마치 자율성만을 합당한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거부한다. Alcoff는 인종(race), 민족(ethnicity), 그리
고 젠더(gender)”와 같은 정체성을 특징짓는 요소들이 세계에서 존재
하고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의 자아를 구조화하며 자아의 독특한 관심과
관점을 형성한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 정체성을 부수적이고 표면적인 것
으로 바라보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이러한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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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판한다(Christman, 2009, p. 205). 사람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
적 정체성과 그러한 정체성이 각 존재에게 갖는 중요한 의미를 무시해서
는 안 된다.
둘째, 사회적 정체성을 중요시 한다고 해서 특정한 집단의 정체성만이
본질이며 우선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한다. 사람들은 하나의
고정되고 본질적인 사회적 정체성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이다. 레바
논에서 태어나 20년 넘게 살다가 그 후 프랑스에서 20년을 넘게 산
Maalouf라는 소설가는 “내 모국어는 아랍어다. 아랍어 번역판으로 뒤
마와 디킨스 작품을 읽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난 프랑스의 물과
포도주를 마시고, 프랑스어로 책을 쓴다. 나에게 프랑스는 제2의 조국과
같다.”고도 한다(Van Hecke, 2007, p. 200). 그는 자신에게 레바논
성향이 강한지, 프랑스 성향이 강한지를 집요하게 묻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성향을 똑같이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Van Hecke, 2007, p.
200). Maalouf의 말처럼 사람들은 복합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
는데, 특정한 하나의 정체성만이 더 본질적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사람들
을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류이
면서, 남성이나 여성, 종교나 민족 집단의 구성원, 언어와 문화 집단의
구성원, 한 국가의 구성원 등 여러 개의 정체성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되
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존재 자체로 인간을 바
라본다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를 자율성이나 특정한 하나의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을
뜻한다.
(2) 독특한 자기 삶의 이야기를 가진 존재
사람들이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는 각자 그 나름의 고
유한 사연이 있다. 각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재구성해나가는 데 바탕이 되는 각자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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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러한 사연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낸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까닭으로 현재 그와 같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독특한 자기 삶의 이야기를 가진
존재이다.
어린 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자와 같은 성적 정체성이 다
른 사람들, 정신·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탈북자와 이주 노동자와
같은 소수집단들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각자 저마다 다양한 사회적 조
건 속에서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이야기 때문에 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역사성을 가진 인격체가 된다.36)
각 사람들을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본다는 것은 각 사람들의 사연들이
축적되고 엮여져 구성된 자기 삶의 이야기를 가진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삶의 이야기를 직조
해나가는 자기 삶의 저자라고 할 수 있다.
2) 존재 긍정과 이해로서 존중
사람들을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 고유한 자기 삶의 이야기를
가진 저자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존중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존재 그 자체로 긍정하고 존재의 삶 속에 담긴 독특한
자기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1) 존재 긍정으로서 존중
존재 자체로 긍정한다는 것은 존재의 특성이나 속성에 대해 평가를 중지
하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Hicks(2011,
p.25)가 제시하는 “정체성의 받아들임(Acceptance of Identity)”으로
36) “인격체로 인간은 자기 경험의 서사적 구조 때문에 단지 의식적이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개체들과 구별이 가능하다(Christman, 2009,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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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있다.
사람들을 너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접근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그들의 진정한 자
아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인종, 종교, 민족성, 성
(gender), 계급, 성적 취향, 나이, 그리고 신체장애 등이 사람들의 정체성
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상호작용하라. 다른 사람들이 온전성(integrity)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라.

존재 자체를 긍정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를 편견 없이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를 한편으로는 각 사
람들의 복합적인 정체성 속에서 공통된 인간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구체적인 개인으
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서 존중한다는
것은 잠재적인 자율성을 가진 보편적 권리의 주체인 동시에 환원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구체적인 개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다.
따라서 존재 긍정은 서로 다른 정체성에 괄호를 치고 자율적인 인격체
로만 존중하는 권리 존중도, 그렇다고 서로 다른 정체성에 본래적인 가
치를 부여하고 사회적 존경을 보내는 차이 인정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
을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Galeotti(2010, p. 445)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정체성에도 불구하고도
정체성 덕분에도 아닌, 정체성이 주어진(neither despite, nor in virtue
of, but given their identity)” 온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2) 이해로서 존중
한 사람을 독특한 자기 이야기를 가진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은 각 사
람을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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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함의한다. 따
라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존재 속에 담겨 있는 독특한 삶
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존중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은 Williams(1962, p. 117)가 제시한 존
중의 의미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인간적인 관점을 채택한다는 것은 인간을 그가 가진 직함(titles)이나 그의
직책이나 역할에 대한 공적인 평가를 넘어 그 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의 관점으
로 세상을 보는 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을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존재로서 간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는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
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Williams(1962, p. 118)는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the
human point of view)을 채택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관점을 드
러내는 의식을 억압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인간을 Williams가 말하는 고유한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
는 의식적인 존재로 간주할 때 존중은 그와 같은 존재가 가진 관심과 의
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존재의 관점과 의식을 소중
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을 누구나 자기 이야기의 저자로 인식하고 그 사
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나 무시는 그와 같은 정
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체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
해서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않거나 자신의 편견에 따라 정체성을 판단하
는 오해로부터 나온다. 복합적인 이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방법은 각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서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경멸이나 모욕, 억압과 무시와 같은 비존중
의 행태를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삶의 저자로 긍정하고 그 삶의 이야기를 그 사
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존중관을 존재 긍정 존중관이라고 부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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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의 의미는 하이데거 식으로
표현하면 각 존재자들이 갖는 고유한 존재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일깨우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7) 각 사람의 존재 속에서 잠재적인 자율성을
가진 보편적인 인격체로서 모습도 감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화
적 조건에서 형성된 복합적인 정체성의 모습도 읽어내며, 자율성과 정체
성이 씨줄과 날줄로 엮어지면서 형성된 삶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의식과 관점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차이를 이해하려는 태도
가 존중이다.
따라서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는 기존 존중관과 달리 존중의 의미를 대
상의 특징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여기
고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불평등한 관
계 속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한다
는 것은 각 사람의 능력이나 특징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
니라 각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서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나. 존중의 근거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각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존중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왜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입
장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해야 할까? 즉 존재 긍정 존중관
에서 말하는 인간 존중의 근거는 무엇일까? 존재 자체의 요구와 특성이
라는 개인적 차원과 민주 사회의 규범과 사회적 효용성이라는 사회적 차
원에서 그 대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37)“하이데거가 목표하는 것은 이성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형이상학과
현대의 과학 기술에 의해서 망각된 이성의 근원적인 의미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다.
하이데거에게 이성이란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존재자들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각각의 존재자들이 갖는 고유한 존재에 대한 섬세한 감각이다(박찬국,
2002,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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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차원
(1) 심리적 요구: 모욕이나 무시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인간이하로 무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데서 인간존중은
출발한다. 인간존중은 서로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욕구에서 더 나아가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
한 욕구가 거부당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고
통은 물리적 고통을 수반하는 육체적 상처보다 훨씬 더 치유하기 어렵고
견디기 힘들다. 이 고통이 너무 참기 힘들어 때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
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때로는 모욕과 무시에 대한 격렬한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져 무시하는 존재에 대해서 폭력38)을 휘두르기도 한다.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 모욕이나
무시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능력과 관계없이 사람이라
면 누구나 모욕이나 무시로부터 고통당하지 않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
다. 비록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더듬는 사람이 그 자신의 언어장애를 인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자신의 모습을 흉내 낼 때 고통 받는
다. 특별히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모욕이나 무시
를 당할 때 고통을 느낀다. 모욕이나 무시는 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욕과 무시를 당하지 않
으려고 하는 것은 인격체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요구이자 반응이
다. 이와 같이 모욕이나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

38) 교도소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폭력적인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폭력
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사한 Gilligan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만난 교도소 수감자들은 “왜 다른 사람을 공격했는가?”라고 질문하면 언제나 “나
를 무시했기 때문”이거나 “내가 찾아가는 것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시
(disrespect)”라는 단어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어휘, 도덕적 가치 체계,
정신 역학에 있어서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들은 이를 속어로 “그가 날 쪽
줬어(he dis’ed me)”라고 줄여서 표현한다(Gilligan, 1996,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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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재 자체의 특성: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진 존재
사람을 모욕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바
라본다는 것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간
으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즉 이해하지 않고 보기만 한다.”
는 의미이다(Margalit, 2008, p. 116). 사람들을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
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 때 인간으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인간성의 측면을 고
려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성이란 Kant가 주장하는 도덕적 자율성과 같이 다른 존재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규정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인간성이란 앞서 논의한 것처럼 사람들이 저마다 고유
한 관점39)을 가지고 자신과 세계를 의식하며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진 존재로서 가지는 특성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인간성을 갖는다는
것은 의식적인 존재로서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며 독특한 이야기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들을 자신의 관점, 복합적인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
를 가진 존재 자체로 관심을 기울이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관점, 정체성, 삶의 이야기를 의미 없는
것으로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존재와 존재에 관
한 이야기를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존중의 두 번째 근거는 사람들 각자가 의식적인 존재로서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정체성과 자기 삶의 이야기를 형성해나가는 존재

39) Peters(1966, p. 59)도 인간을“독특한 의식의 구심점(a distinctive centre of
consciousness)”으로 간주할 때 인간 존중의 느낌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Peters가
말하는 ‘의식적 구심점’에 대해서 Stojanov(2009, pp. 16667)는 “모든 인간이
자기 나름의 의도, 평가와 판단으로 세상에 관한 독특한 관점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그의 실천 이성의 발휘 능력의 정도와 무관하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
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보면 Peters도 인간 존중의 근거를 독특한 관점을 가진
존재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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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형성해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이야
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에 대해 이해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이야기가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될
때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
2) 사회적 차원
(1) 민주주의의 규범적 요구로서 인간의 동등성
또한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인간의 동등성과 그 규범적 요구에서 존재
긍정 존중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인간의 동등성
에 대한 강한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 Dahl(1999, p. 212)은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으로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과 개인적 자율의 추정을 제시하
고 있다. 즉 Dahl(1999, pp. 172180, p. 201)은 사람들 중 어느 누
구도 본질적으로 타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각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이나 이익에 대한 최
선의 판단자로 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Dahl, 1999, p. 202). 그가
이렇게 강하게 가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본질적 평등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공헌
과는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특권적인 존재로 간주되거나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내가 알기로
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어려운 과업이다(Dahl, 1999, p. 176).

이 추정(개인적 자율성)이 개인적, 집합적 결정을 위한 추정이 될 수 없
다고 하려면 1) 적지 않은 성인들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익을 이해할
수 없거나, 이익을 추구할 동기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믿을 뿐만 아
니라, 2) 후견적인 권위를 갖는 계급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이익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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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類)의 주장은 두 가지 심각한
결점을 갖는다. 첫째, 자신의 선과 이익을 이해함에 있어 타인은 불리한 경
향이 있다. 둘째, 인간의 경험은 두 번째 명제를 거부할 뚜렷한 이유들을
제공한다(Dahl, 1999, p. 204).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Dahl(1999, pp. 211212)은 민주주의는 모
든 사람들을 정치 공동체의 집합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등한 시민으
로 간주하고 어떤 구성원도 그들의 삶에 구속력 있는 집합적 결정에 대
한 권한을 위임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간주하지 않아야 하며 더 구체적으
로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법, 규칙, 정책에 대한 어떤
시민의 주장도 다른 시민의 주장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Dahl은 각 사람들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함으
로써 민주주의를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인간에 대한
동등한 존중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할 만한 타당하고 설득
력이 있는 반론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제시될 수 없다고 그는 주
장한다.
Ottonelli(2012, p. 201) 역시 민주주의가 독재나 과두제가 결여하고
있는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정치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동등한 존중을
구현하는 과정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동등한 존중이라는 원칙 자체가 민주적인 지배의 근거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동등한 존중은 주권이 집합적 실체로서 궁극적으로 국민(the people)에
게 속한다는 것뿐 아니라 모든 성인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는 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
장한다. 이것(동등한 존중)은 민주주의를 동등한 존재들의 정부로서 보는
우리의 관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정치적 권리의 동등한 분배의 배후에
있는 원칙이다(Ottonelli, 2012,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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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렇게 동등한 존중을 민주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기본원칙으로
주장하면서, 동등한 존중은 “유능함에 대한 진지한 반응의 요구 조건이
아니라 존중하는 대우(respectful treatment)의 요구 조건”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Ottonelli, 2012, p. 211).
즉 동등한 존중은 사람들의 동등한 능력에 대한 사실상 인정의 반영이
아니라 동등한 투표권과 평등한 정치적 자유의 포괄적인 체계 보장을 통해
집합적인 의사결정 형성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의 능력
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와 무관하게 마치 동등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
들을 대우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는 시민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자체가 민주 사회의 이상을 실행
하는 일종의 수행적 기능(performative function)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민주 사회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사회로 이
해할 때 사람들을 그들의 실제적인 능력과 무관하게 동등한 존재로 대우
하는 것 자체가 민주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는
것이다(Ottonelli, 2012, p. 211212).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서로 동등한 존재로 존중해야 하
는 근거는 민주 사회의 전제 조건으로서 인간의 동등성과 이에 근거한
동등한 존중의 실현이라는 규범적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2) 사회적 효용성: 비존중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법
존중을 다른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 긍정 존
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의 의미로 이해할 때 현실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
양한 비존중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사회․경제
적 불평등과 다양한 차이로 인한 비존중의 현상을 더 잘 극복할 수 있
다.
특히, 다문화 사회가 되어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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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 사이에 오해, 정형화, 낙인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쉽다. 이러한 오해, 정형화, 낙인은 차이에 대한 편견
을 심화시키고 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무시를 유발할 수 있
다.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비존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
해서 우리는 서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비롯하여 각자의 삶을 이해하
는 존중이 필요하다.
존중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편
견에서 벗어나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볼 가능성이 열린다. 지
금까지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을 낳은“인종주의, 남성우월주의, 이성애
주의, 백인우월주의, 이성애주의”등등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소수인 집
단에 대한 강한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들은 자기중심적 관
점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입장이나 관점, 삶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차별하고 모욕하며 무시하고 이를 정당화하였
다. 각 사람들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를 가
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동등한 인간
으로 대우할 수 있다. 누군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이나 생각,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자신과 대등한 관계
로 만들어 준다. 요컨대 복합적인 이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
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을 편견 없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존중방식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은 존재 긍정과 존재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이다. 존재 긍정은 사람들을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존재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이질
성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삶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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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존재의 수용과 존재의 이야기의 이해라는 존재 긍정 존중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제도적 차원과 일상의 차원으로 나누어 존중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제도적 차원: 집단 대표권과 민주적 협상 절차 보장
권리 존중관과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에 관한 의미와 방
식을 수용하면 제도적 차원에서 존재를 긍정하는 방식은 적어도 두 가지
전제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다수결이나 다수의 힘으로 소수 집단
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Habermas, 2000, p. 175). 둘째, 개인 특유의
개성이나 집단 특유의 차이에 담겨 있는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민감하게 고려하면서 포용해야 한다(Habermas,
2000, p. 177).
존재 긍정의 제도화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한 차이를 가진 집단을 위한
권리, 정책, 면제, 보상과 같은 인정의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 정책,
면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제도의 관심과 태도이다
(Galeottie, 2010, p. 446). 제도의 관심과 태도란 다양한 차이를 가진
존재들이 서로 대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
록 제도를 움직이는 정책 결정자들과 그 제도를 지탱하는 동료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말한다. “항상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경청하기(audi

alteram partem)”와 같이 차이 인정 요구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가
제도적 절차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Tully, 2008, p. 163).
이러한 제도적 관심과 태도가 제도를 움직이는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서 실천될 때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언제
라도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사연과 요구 조건을 말할 수 있으며 설령 그
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존중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인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요구
를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존재 수용이란 제도적 차원에서 차이를 가진 존재를 언제든지 자신들

- 120 -

의 요구를 두려움 없이 제기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존재를 수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특정한 정체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존경을 표시한다는 것이 아니다. 존재 수용은 그들이 자유
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이 정체성에 대한 모종의 사회적 조치
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존재 수용은 Galeotti가 말하는 약한 인정(weak recognition)에 가깝
다. 그녀는 강한 인정은 “차이 또는 정체성의 본래적 가치를 승인
(acknowledgement)”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약한 인정은 “정상
적인 선택과 대안의 범위 내에서 차이를 수용(admission)”하는 것이라
고 구분하였다(Galeottie, 2010, p. 433). 존재 수용은 각 정체성의 가
치를 본래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
체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관점과 요구조건
을 드러낼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다
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존재 수용
은 차이에 대한 선택적인 수용에 해당하는 약한 인정에 가깝다.
구체적으로는 Young(1989, p. 266)이 주장한 것처럼 사회에서 억압
받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
와 관점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집단
대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집단 대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는 비례대표의 확대 방안과 함께 소수자들을 별도의 선거구로 묶는 방
안도 필요하다. 또, 다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소수자들
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집단권의 보장과 더불어 언제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고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민주적 협상 절차의 상설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집단 대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도 자신의 정체성
의 보호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민주적 협상 절차를 통해서 특히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 121 -

위한 문화권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문화권으로 무조건 보호하기 보다는 민주적 협상 절차를 통해
서 문화권 인정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문화권 보장과 개인의 자유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적 협상에 따라 소수자 집단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집단의 정체성 인정과 개인의 자유 보장이
라는 차이 인정 존중관과 권리 존중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단 집단 내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침
해되지 않는 한에서, 집단 간 비지배(nondomination) 관계를 증진시키
는 한에서 문화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Kymlicka, 2002,
p. 342).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문화권 보장
의 전제 조건은 Kymlicka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개인의
자율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문화만을 인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은 권리 존중관과 마찬가지로 차이를 무시하거나 억
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자율성은 차이존중의 전제조건으로는
너무나 강한 조건이다. 존재 긍정 존중관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로 그 조
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본적 자유란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과 같은 존재의 근본적 안전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신체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문화적 관행이나 관습은 존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Bader 역시 차이의 정치학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덕과 법률적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Leeuwen, 2007, p. 193). 그는“명예살인, 여성할례”와 같이 인
간의 기본적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을 훼손할 수 있는 관행을 집단의 자
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Leeuwen, 2007,
p. 194).
근본적 자유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무엇을 근본적 자유로 볼 것인
가, 어느 정도까지 그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
란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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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인 절차에 따라 숙의에 의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 때 차이를 가진
소수자나 소수집단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속해 있다는 존재론적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자유의 목록과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집단의 존재 자
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숙의하는 것이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정체성을 존중하는 실천적 방식을 이
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일상의 차원: 이해 방식으로서 경청과 공감을 통한 배려
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 이해는 우리 자신의 관점이 아닌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역사성 속에서 형성된 그 사람의 요구에 귀 기울임으로써 출발한
다. 이와 같은 존재 이해의 방식을 Spelman(1978, p. 151)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선호를 반영하여 그들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보이고
자 하는 방식에 반응하고자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의
인격체로 대한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대로 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과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존재
이해이다.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관점으로 자기 삶의 이야
기를 만들어나가는 저자로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러티브 의학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사람의 관점이나 이야기가 환자의 이해
와 치료에 커다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내러티브 의학 프로그램>은 환자의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이, 환자가 자
신의 병에 대해 말한 것, 그들이 극복해야 하는 것, 무언가 무시되고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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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각되고 있다고 하는 환자의 느낌을 무시한 의사들에게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각성이 확산되는 것에 부응해서 마련되
었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놓쳤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의사
들은 심전도나 혈압, 체온, 그리고 특별한 검사결과 등, 환자의 차트를 성
의껏 지켜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한 내과의사의 말
을 빌면, 의사들은 환자가 그들에게 말한 내용이나 환자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의 관점으로는, 자신들은‘사실에 충실
한’의사였던 것이다.
그 결과 몇몇 환자는 희망을 버렸고, 살겠다고 하는 의욕을 포기하고 말
았다. [… 중략 …] 환자의 이야기는 종종, 자신에 대한 치료가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과 의사에게 경고했었을 암시를 담고 있다
(Bruner, 2010, p. 150).

내러티브 의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중 한 사람은“삶은 차트상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말한다(Bruner, 2010, p. 150). 삶은 저자가 있
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저자의 고유한 관점, 감정 등이 들어가 누구나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러티브 의학이란“환자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한다(Bruner, 2010, p. 151).
내러티브 의학은 존재 이해의 방식에 대해서 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
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40)
1) 경청(傾聽)
한 사람을 고유한 관점을 지닌 구체적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
나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언어로 자기 삶과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이
며, 자신의 이야기에 누군가 귀 기울여 주길 원하는 존재이다. 즉 다른
40)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의 저자인 동시에 우리 삶의 공동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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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소통을 원하는 존재이다. 상대방을 이런 존재로 인정하고, 상대
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며, 상대방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자 하는지 이해하고자 하며 듣는 태도가 경청(傾聽)이다.
경청은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수동적인 기술처럼 보이지만 존중의 측면
에서 보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이다. 경청은 상대방의 관
점, 의도, 의사 등을 파악하는 방식이기 전에 상대방을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관점과 이야기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경
청은 단순히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함의한
다. 즉 경청은 상대방을 의사소통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상대방
을 의사소통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발언할 권리와 기회
부여를 넘어 그 사람의 목소리에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더라도 건성으
로 듣는 태도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의 모든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불가능
하고 불필요하며 더 나아가 오히려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존중의 방식으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의 관점이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건성으로 듣는 것은
우리가 바쁘거나 우리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
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며 상대방의 관점이나 이야기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들을 만한 이야기, 관점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경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청은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긍정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경청(敬聽)이라고
할 수 있다. 경청은 또 다른 의미에서 개성이나 집단적 정체성과 같은
존재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경청은 상대방이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요구를 자유롭게 드러내도록 해주는 방식이
다. 경청한다는 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고 자기 나
름의 언어나 행동으로 자유롭게 표현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누구나 자
신에게 주목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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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내며 자신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경청은
각 사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경청이 상대방의 개성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으면서 들어야 한다. 경청은 나의 관
점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평가하면서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
다. 또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까 궁리하면서 듣
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여자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주
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진 채 오로지 말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한다. 그녀
에게는 상대방의 말 이외에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았다. 이처럼 귀 기울여
듣는 방법은 나바호 인디언들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인디언들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면서 말이 끝난 후에도 뭔가 덧붙여
토를 달며 수정할 시간을 넉넉히 준다. 하지만 나바호 인디언들조차도 인내
심이 다해서 초조해지는 때가 있다. 정말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대
답을 궁리하면서 듣는 경우가 그렇다(Van Hecke, 2007, p. 168 재인용).

상대방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궁리하면서 듣는 행
위는 비록 상대방의 말을 주목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
해하지 못하게끔 방해한다. 나 자신의 관점에 따른 평가와 궁리를 중지
할 때 오히려 상대방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며 이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2) 공감(共感)
경청만으로는 상대방의 존재를 긍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한 사
람을 구체적 개성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긍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느껴보아야 한다.
이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느끼는 것을 공감(Empathy)이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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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감은 인지적인 관점을 강조하느냐, 정서적인 반응을 강조하
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방식이 구분된다. Batson와 Ahmad(2009, p.
144)은 집단관계 관련 문헌에서 “공감”이라는 용어가 적용되는 네 가
지 심리적 상태를 인지적 관점과 정서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표3]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
[표3] 집단 관계 문헌에서 공감이라고 불리는 4가지 심리적 상태
심리적 상태

상태가 수반하는 행위(What the State Involves)

인지/지각적 상태
1. 자신의 관점에서 상상

자신이 타인의 상황 또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Imagineself

느낄 것인지를 상상하는 것(Imagining how one would

perspective)

think and feel in another’s situation or“shoes.”)

2. 타인의 관점에서 상상

타인이 그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 것인

(Imagineother

지를 상상하는 것(Imagining how another person

perspective)

thinks or feels given his/her situation)

감정/정서적 상태
것처럼

1. 정서 일치하기

타인이

(emotion matching)

person feels)

2. 공감적 관심

곤경에

(empathetic concern)

another person who is in need)

느끼는

처한

타인에

느끼기(Feeling

대해서

as

another

느끼기(Feeling

for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공감은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의 상황을 상상,
타인의 관점을 상상,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정서 일치, 타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적 관심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상태 중에서‘자신의 관점에서 상상하는 것’으로서
공감은 존재긍정의 방식으로 부적합하다. 이와 같은 상상은 상상하기 이
전에 비해 타인에 대한 이해는 높여주고 타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은 타인의 존재를 긍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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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다.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더 무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우리 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상황이라면
저 애처럼 침묵하고 있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은 따돌림 당하는 입장
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이러한 공감은 타인의 상황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공격 내지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존재긍정의 방식으로 결함이 있다.
‘타인의 관점에서 상상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은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이
해하고 반응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관점에서 상상
하는 것만으로는 타인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타인의 관점을 잘 상상한다고 해서 타인이 느끼는 고통을 자기
자신도 그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관점으로 잘 전환
하는 사고 능력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자신도 그와 같이 느끼는 감정
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타인을 괴롭히는 데 악용될 수 있다. 타
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타인이 느끼는 감정에 그대로 공명하는 정서일치와 타인의
곤경에 대해서 도와주려는 반응을 수반하는 공감적 관심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존중의 방식이다.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경청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쉽게 공감어린 반응을 할 수 있다
(Nussbaum, 2011, p. 77). Hoffman(2000, pp. 3031)도 공감을 다
른 사람의 내적 상태에 대한 인지적 공감과 타인의 느낌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공감으로 구분하고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공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존재 긍정 존중 방식으로서 공감은 인지적 공감을 넘어서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공감이 더 적합하다.
정서적 반응으로서 공감 중에서 공감적 관심은 정서일치에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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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이타적인 동기를 산출한다고 한다
(Batson와 Ahmad, 2009, p. 148). 그런 점에서 공감적 관심으로서 공
감은 동정(Sympathy)과 같다. Wispe(1986, p. 318)는 공감의 목적이
상대방을‘이해’하는 것이라면 동정의 목적은 상대방의 ‘복지’라고
하면서 공감과 동정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동정은 타자가 겪는 고통을
감소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분명히 감지하는 것을 뜻하고 공감은 다른
자아의 긍정적․부정적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자기인식적 노
력으로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구분에 따르면 공감적 관심
은 동정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동정으로서 공감적 관심은 존재를 긍정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간섭주의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
다. 타인에 대한 충분한 정서적 공감 없이 연민의 감정에서 상대방을 불
쌍한 존재로만 여기고 타인을 도우려고 할 때 동정은 상대방의 진정한
요구를 묵살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존재를 긍정하는
방식으로서 공감은 무엇보다 타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오로
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느끼며 그 사람과 온전히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존중의 방식으로서 공감은 그 사람
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
람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상황에 조언이나 처
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즉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온전히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Rosenberg, 2004, p. 142).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감적 관심이 상대
방을 불쌍한 존재로만 여기는 값싼 연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 즉 타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이전에 상처받은 존재로 충분
히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을 적극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개인으로서 느끼는 상처
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여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아픈 상처에
대한 공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감이란 연민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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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을 공유하는 것이다. 아픔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동등한 존재
가 된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처럼 느껴봄으로써 우리는 그 사
람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공감은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인 인간관
계를 평등하고 대칭적인 인간관계로 만들어 주는 사회적 태도이다. 공감
은 상처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치심을 제거하며 소외된 사람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
물론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거나 타인의 관점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비슷한 생리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타인이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는 없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의하
면 ‘거울뉴런(mirror neurons)’에 의해서 타인의 감정이 나에게 전
이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아직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Batson
& Ahmad, 2009, p. 145).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뉴런’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준다. 사실 많은 연극배우나 연기자들로부터 우리는 공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자신의 입장을 벗어나 극이나 드라마에서 맡은
성격을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내는 배우의 모습은 공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감은 어떤 사람의 입장과 관점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감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느끼
고 원하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되어보도록 노력하는 것
이다. 그 결과 100% 공감적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타인이 자신
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가 느끼는 고통, 상처, 욕구 등을 공유함으로써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데 공감의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 이해의 방식으로서 공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즉 타인
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느껴보면서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공유하려는
태도이자 행위를 의미한다. 공감은 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서 그 사람
의 느낌과 욕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온전한 인격
체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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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려(配慮)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청하고 공감함으로써 한 사람을 소통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왜 그렇게 느끼
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고유한 개성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존재 이해의 전부는 아니다. 적극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보
다 그 사람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입장, 상황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에 적
절히 반응하는 것이다. 앞서 Taylor가 제시한 소수집단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나 Honneth가 말한 개인의 속성이나 능력에 대한 연
대성에 기초한 사회적 가치 부여 모두 인간의 차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정을 의미한다. 존재 이해에서 말하는 반응은 소수집단의 문화, 개인
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 부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성
과 정체성 등의 차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차이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치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배려이다.
배려는 타인이 자신의 개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충분히 실
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면 그 사람
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합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배려는 한 사람의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권리
라는 보호 캡슐을 씌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캡슐을 쓴 구
체적인 인격체가 이를 바탕으로 추구하는 삶의 실현에 주목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배려이다. 이런 측면에서 배려는 소극적 존중
에서 끝나는 권리 존중과 달리 인간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이다.
배려는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요구에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섭주의적인 동정과 다르다. 배려는
타인을 개성이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그의 역사성에 대해 경청하며 서로
공감적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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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려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배려는 각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능
력과 가능성을 잃지 않도록 북돋워주고 격려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의 방식은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존재의 차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Taylor나 Honneth처럼 독특한 개성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사회적 존경을 보냄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
니라 경청과 공감으로 각자의 삶의 요구에 적절히 배려하는 수행적
(performative) 태도를 갖는 것이다.

4. 특징과 의의
이 절에서는 존재 긍정 존중관과 기존 존중관을 비교함으로써 존재 긍
정 존중관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존재 긍정 존중관은 존재를 평가하지 않고 그 자체로 받아들인
다는 점에 평가 존중관과 구별된다. 존재 긍정 존중관은 인간에 대한 평
가를 거부한다. 또한 인간의 특정한 능력이나 속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
으로 존중을 획득해야 할 가치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한다. 존중은 존재
의 특성이나 속성에 대한 평가 중지를 의미하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이며 이해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둘째, 존재 긍정 존중관은 차이를 존중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인
간의 공통성을 강조함으로써 차이를 존중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권
리 존중관과 구분된다.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는 자율성과 같은 인간의
공통된 특성만을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도
존중의 대상으로 고려한다.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 말하는 인간 존중은
인간으로부터 추출된 공통된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
한 삶의 이야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타인을 우
리의 공통된 속성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존재, 즉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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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데서 존중은 출발한다. 그리고 차이에서
빚어지는 존재의 고유한 이야기에 주목함으로써 차이를 가진 존재를 나
와 대등한 대화의 상대자로 간주한다.
존재 긍정 존중관과 권리 존중관의 차이는 집단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권리 존중관은 인간의 공통점을 강조함으
로써 다양한 집단적 정체성을 무시하는 반면에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는
다양한 집단적 정체성 역시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물론 특정한 집
단적 정체성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역사적으로
비극적 결과가 초래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
든 집단적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 개인과 집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
합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집단의 정체성과의 관련 속에서 각자 자신의 정체성
을 구성하고 있는데, 집단적 정체성을 무시하면서 각 개인을 존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단적 정체성이 각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
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집단적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 자
체가 현실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요구했던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역시 존중받지
못한다. 따라서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는 집단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개인과 집단을 온전한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존재 긍정 존중관은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 인정
존중관과 같은 입장이지만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 인정 존
중관과 구분된다.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는 차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
를 통해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데 앞서 권리 존중관에서 비판
했듯이 이처럼 특정한 집단적 정체성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할 경우 그
집단 내에서 집단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기 어렵고 집단
간 차별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는 차이
를 존중하지만 특정한 집단적 정체성을 강조하거나 절대시하지 않는 방
식으로 집단적 정체성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즉 집단적 정체성을 가
진 사람들을 부정적, 긍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복합적인 측면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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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정체성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요컨대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 말하는 차이 인정이란 개인의 독특한 개
성이나 집단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러
한 개성과 집단적 정체성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가치를 부여
하는 대신 다양한 정체성이 갖는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른 정체성
을 가진 집단들이 반목과 갈등을 넘어 서로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
차이에 대한 이해 없이 차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은 어떠한 지지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구성원들은 특정한
정체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기존 집단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적대
시할 수 있다.
넷째,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는 차이를 가진 존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존중을 표현할 것을 강조한다.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는 차이를 가진 존
재가 호소하는 사회적 고통과 그 고통에 담겨 있는 인정의 요구가 무엇
인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일상의 차원에서 권리 존중관과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의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존중의 방식으로 경
청과 공감을 통한 배려를 제시한다. 경청과 공감을 통한 배려는 불평등
과 차이라는 경계를 헤쳐 나가면서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각자
의 필요와 욕구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적합하게 반응해나가는 존중의 방
식이다.
다섯째, 존재 긍정 존중관은 개인권과 집단권의 제도적 보장을 넘어서
제도적 절차 속에서 공직자와 사회 구성원들이 차이 인정을 요구하는 다
양한 소수집단의 목소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주목하고 경청할 것을 요구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주장과 요구가 수용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기관이나 절차 속에서 그들의 주장과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고려와 응
답을 듣지 못해서라고 한다. 따라서 존재 긍정 존중관은 권리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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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서 차이 인정 요구를 숙고할 수 있는 민주적 협상 절차 보장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존재 긍정 존중관은 다른 존중관보다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차이가 빚어내는 존중의 불평등과 존중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나
은 존중의 의미와 근거, 존중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존재 긍
정 존중관은 복합 다원주의 사회에서 불평등과 차이를 넘어 사람들 사이
에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내며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도록 적절히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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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1. 요약
민주 사회란 누구나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말한다. 그
러나 제거할 수 없는 불평등과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 사회에서 누구나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기도, 받기도 쉽지 않다. 불평등과 차이가 빚
어내는 경계를 넘어서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방식은 저절로 이
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과 차이로 인한 복합적인 이질성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은 민주시민교육
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지배하는 평가 존중관은 불평등과 차이를 넘어선
존중의 적극적 표현을 가로막고 있다. 사람이 보여주는 능력이나 업적,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근거로 사람의 가치를 서
열화하는 평가 존중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존중은 차등적으로 주어지며
존중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업적을 보여주거나 높
은 지위에 올라서야만 한다. 이러한 존중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존중은
늘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만 획득할 수 있는 가치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존중관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기 어렵다. 오히려
평가 존중관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이
나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업적이나 사회·경
제적 지위에 따라 평가하는 평가 존중관은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을 서열화하고 차별하는 존중관으로 동등한 존중을 규범
적으로 요구하는 민주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한편 평가 존중관과 달리 규범적으로 동등한 존중을 강조하는 권리 존
중관 역시 우리 사회의 존중관으로 강조되고 있다. 권리 존중관에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 지위, 관점이나 태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각 사람들은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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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누구나 동등한 인간으
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
써 인간에 대한 동등한 존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권리 존중관은 사회에
적합한 존중관으로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존중관은 민주 사회의 존중관으로 부족한 측
면이 있다. 권리 존중관은 타인을 권리의 담지자로만 간주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다. 노골적인 모욕과 권리 침해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
로 취급하고 대우함으로써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권리 존중관은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
용이라는 소극적인 방식만을 제시한다. 엄밀히 말해서 관용은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발휘되는 덕목이다. 관용은 어디까지나 관용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베푸는 것이
다. 따라서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다.
물론 관용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용은 복합적인 이질성으로 긴장된 현실 사회에서 서로 각자 동
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너무나 소극적이며 때로는 오히려 위
계적인 질서를 전제하고 있어 반민주적이기도 하다. 또 관용은 모든 차
이를 관용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차이 중에서 관용을 넘어서 적극적 인
정을 요구하는 차이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관용하는 존중의
방식은 다양한 개성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하
는 방식으로 부적합하다.
이처럼 소극적인 권리 존중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차이의 정
치학에서는 적극적 존중관으로 차이 인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차이
인정 존중관은 차이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권리 존중관의 관용보다 더 적
극적인 존중관이지만 차이 인정의 의미와 방식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낸
다.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말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은 차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가치 부여하는 것이다. 즉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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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긍정적 평가가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말하는 존중의 방식이다. 그
러나 이러한 존중의 방식은 평가 존중관의 존중 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
결국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차이만이 존중의 대상이 될 것
이다.
이러한 존중관은 평가 존중관에 비해 평가의 기준이 더 다양해졌을 뿐
여전히 차등적이고 조건적이며 존중을 획득하고 성취해야 할 가치로 본
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서로 이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존중의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는 점도 문제이다.
이러한 차이 인정 존중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존재
긍정 존중관을 제시하였다.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
은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
을 자기 삶의 저자로 긍정하며 그 삶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존중은 사람들을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
재로 수용하고 이들의 독특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를 수용하고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도적 차
원에서는 차이를 가진 존재들의 집단 대표권과 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협상 절차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일상의 차원에서는 복합
적 정체성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진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경청과 공감적 배려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합적인 이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 존재의 입장에서 각 존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사
람의 입장에 공감함으로써 다양한 차이를 이해하고 각자의 요구를 적절
히 배려하며 서로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 말하는 존중은 상호적이다. 존중은 가치 평가를
통해서 사람 존재를 서열화하고 서열화에 따라 차별적으로 존경의 표시
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또 존중은 불평등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처
지에 대해 분노하고 이들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끝나는 것도 아니다.
존중은 다양한 차이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평가를 내림으로써 좋은 사회
적 평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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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경청과 공감의 방식으로 대화하면서 이해해나가는 방식이어야 한
다. 존중은 차이가 만들어 내는 긴장을 끌어안는 방식이다. 존중은 차이
를 부정하거나 평가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제거하거나 서열화하는 일방적
인 방식이 아니다. 존중은 차이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 긴장을 서로
끌어안는 방식이다. 존중은 불평등과 차이가 빚어내는 비대칭적인 인간
관계의 심연을 다시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존중은 사
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도,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가치의 차이를
가로지르면서 서로 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섬세한 삶의 항해술이다. 우리는 서로 존중함으로써 불평등과 차이의 경
계를 넘어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존중은 권리와 물질
적인 재화의 평등한 배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의 평등성을 만들어 내
는 삶의 방식이다.

2. 시민 교육적 함의
다원 민주 사회에서 불평등과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존
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민주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존재 긍정 존중관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에 어떤 함의를 제시하는지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서 인간 존중 보완
다원 민주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
다. 즉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의 함양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정치적으로 유능한 시민을 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공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 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는 것과 공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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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목표였다. 그리고 이러
한 의사결정력과 공적 참여는 민주시민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
사회과 교육의 핵심목표로 설정되어 왔다.
민주시민교육과 사회과 교육에 관한 많은 저서와 논의를 살펴보면 정
치제도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고취, 공공문제에 관한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 함양, 정치 참여 활성화 등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목
표이자 방향으로 제시되고 강조되어 왔다(Oliver & Shaver, 1966;
Engle, S. H. & Ochoa. A. S., 1988; Diamond, 1997, pp. 244–251;
Parker, 1996, pp, 104125). Westheimer & Kahne(2004, pp.
239240)이 제시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서 강조하는 좋은 시민
의 관념, 즉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시민(personally responsible
citizen), 참여하는 시민(participatory citizen), 정의를 지향하는 시민
(justiceoriented citzen)”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법과 납세의 책
임을 비롯한 정치 공동체에 대한 개인적 책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 등 주로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 속에서 정치
적으로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시민 교육의 목표
와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다.
시민성(Citizenship)을 둘러싼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숙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의 논쟁41)에서 강조되는 민주적 시민성도 주로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민의 능력과 태도
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현대

시민성에

관한

논의를

종합한

Kymlicka(2002, p. 293)가 제시하는 민주적 시민의 상(像)도 이를 매
우 잘 나타낸다.
민주적 시민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권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
41)Macedo, S. (1991), Carr, W. (1991), Walker, J. L.(1996), Sandel, M.
J.(1996), Callan, E. (1997; 2004), Hursh, D. W. & Ross, E. W. (2000),
Bean, C. (2001), Kymlicka, W. (2002), Lockyer, A., Crick, B. R., Annette,
J. eds. (2003), Ross, W. (2004), Crouch, C. (2004), William, B. S. (2005),
Haste, H. & Hogan, A. (200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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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추어야 하고 독단적이지 않아야 하며, 협상 또는 협박을 통해서 사적
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숙의(deliberation)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추
구하는 데 헌신해야만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민주 시민 교육의 목표로 강조되어 온 민
주적 시민이란“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결
정 능력을 갖추고 공공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
을 말한다. 요컨대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위한
도구적 시민관에 기초하여 정치적으로 유능한 시민을 길러내는 데 초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정치적 제도와 절차로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필요
한 시민의 능력과 태도 함양에 관한 것이다. 과거 정치적 제도로서 민주
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목표가 중요한 목표였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민주
적인 절차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여전히 중요한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유능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
민주시민교육은 동등한 존중이라는 민주 사회의 이상을 달성하는데 한계
가 있다. 첫째, 민주주의를 정치적인 제도로만 바라봄으로써 사람들 사
이의 관계에 관한 삶의 방식으로 보지 못한다. 둘째, 불평등과 차이가
생성해내는 관계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나갈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셋째, 그 결과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관계 파괴와 같은 문
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처하거나 관계의 질을 향상시
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계발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정치적으로 유능한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시민 교육의 목표와
방향만으로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계를 형
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능력을 계발하고 함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가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유보했던 시기에 우리는
비판과 참여를 통해서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획득하였다. 이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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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회는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시민으
로서 살아갈 수 있는 품위 있는 민주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과제의 변화와 함께 시민교육의 목
표도 정치적으로 유능한 시민의 능력 함양에서 더 나아가 서로 존엄한
시민으로 대우할 수 있는 태도 함양 또한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
요가 있다.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는 정치적으로 유능한 시민 양성뿐만 아니라 복
합적인 이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동등한 존재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대우하는 태도와 방식의 함양도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목표로 추가할 것
을 요구한다.
권리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서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간
주하는 태도는 정치적 능력으로서 의사결정능력과 참여를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더 나아가서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서로
차이를 가진 존재로 수용하고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없다면
소수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유발될 수 있다. 반대로 서로 차이를 이해한
다면 공적인 문제에 관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나와 다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
하는 태도와 방식은 공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기본적 권리 존중과 함께 서로 차이를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존재 긍정과
이해로서 존중 태도 함양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나. 관용을 넘어서 차이 긍정과 이해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덕목으로 관용을 넘어서 차이 존중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치이론은 물론 시민교육에서도 다문화
또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덕목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관
용’이 제시되었다(Castiglione & Mckinnon, 2001; 조영제, 1998).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관용’은 차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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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 아니다. 관용은 차이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여 차이를 무시
하는 방식이다. 차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참는다는 식의 관
용만으로는 점점 더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적합하지 않을 때도 있다.
무엇보다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관용이 아니
라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을 요구한다. 존중에 관해서 연구하는 한 연구
팀이 독일에 이민 온 사람들의 아들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내가 요
구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에요. 바로 존중이에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Quaquebeke, Henrich & Eckloff, 2007, p. 185). 스웨덴에 이민
온 집단과 인터뷰를 한 내용도 소수자 집단들이 요구하는 것은 관용을
넘어선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Schirmer, Weidenstedt, & Reich, 2012, p. 105455).
Lina: 글쎄, 관용한다는 것은 ‘그래, 내가 너에 대해서 참아주지’로 해석
되어요.
Malin: 맞아요.
Erik: 정확히.
Lina: [경멸적인 모습을 흉내 내며] 응, 그럼요.
Moderator: 그러면 관용은 좋은 것이 아닌가보죠?
Samira: 존중은 더 긍정적인 느낌이 충만한 반면에 관용은 더 부정적인 느
낌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선한 의지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관용한다는

것은...
Lina: 음.. 내가 참는 것...
Samira: 정확히 그래요. 저도 존중이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 충분한 것
같다고 믿어요.

인터뷰에 참여한 이민자들은 관용 자체가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
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다원 민주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이질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관용보다 존재 긍정으로서 존중이 더 필
요하고 요구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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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원 민주 사회에 적합한 덕목으로 관용을 넘어서 존재 긍정으
로서 존중의 태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이를 무시하는 태도
보다 차이를 이해하려는 태도 함양도 필요하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청과 공감 능력도 기를 필요가 있다.

다. 존중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과 내용 구성
누구나 존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복합 다원주의 사회에서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기
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존중 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함의한
다(Batelaan, 2001, p. 238).
∙ 타인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 우리 “타인(other)”을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방식
∙ 그들의 육체적 특징 또는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특징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 각자가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은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과
태도를 배워야 한다(Batelaan, 2001, p. 240).
∙ 차이를 인간 존재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
∙ 차이가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과 서로 다른 특징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결정하는 윤리적 규범에 대해서 반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다른 사람들을 대우하는 방식에 대해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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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이 평화로운 사회와 공동체의 기초라는
인식을 계발해야 한다.

Nussbaum(2011, p. 89) 역시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타인의 관점, 특히 사회가 ‘그저 사물’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이
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기
둘째, 나약함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며,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남자
답지 못한 것이 아님을 일러주는, 인간의 허약성과 나약함에 대한
태도 교육, 즉 아이들에게 자신의 필요, 자신의 불완전성에 수치스
러워하지 않도록 협동과 상호 호혜를 위한 기회로서 이러한 것들
을 인식하도록 가르치기
셋째,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타자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능
력을 계발하기
넷째,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 집단을 ‘저열하고’, ‘세상을 오염시키는’
이들로 보거나 혐오감 속에서 그들을 피하려는 성향을 약화시키기.

다섯째, 다른 집단들(인종적, 종교적, 성적 소수자, 장애인)에 관한 참된
실상을 가르쳐 그들과 연결되는 상투적 사고 이미지와 혐오감 없
애기
여섯째, 아이 하나하나를 책임 있는 행위자로 대하기, 그럼으로써 책임감
진작시키기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민주 시민 교육에서 존중의 의미와 중요성,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존재를 편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능력 등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교
육과정을 계발하여 기존 교육과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존중의 이해과 실천에 관한 내용이 선언적인 수준
을 넘어서 초중고에서 학습할 수 있는 충실한 교육 내용으로 만들기 위
해 사회과 교육 이론가와 사회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과 노력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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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 현장에서 존중 교육의 방법
존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교사가 어떤 관점과 태도
로 학생들을 대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학생들을 실제로
대우하는 관점과 태도로부터 학생들은 존중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존
중하는 방식을 배우기에 앞서 이미 마음과 몸으로 느끼고 있다.
존중을 가르치기에 앞서 학생들이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고 믿을 수 있
도록 교사들이 먼저 학생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 스
스로 자신들의 존중관을 성찰하고 훈육하는 태도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
가 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끊임없이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평가란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격, 행동, 인격
등에 대한 평가가 다반사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평가적 태
도를 취하고 평가적인 발언을 하는 것42)은 평가 존중관에 따라 학생들
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교사들 스스로 평가 존중관의 관점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학생들을 그들의 행위, 인격, 가능
성을 평가적인 잣대로 바라보고 그에 따라 차별적으로 학생들을 대우하
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존재 긍정 존중관으로 학
생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대우하는 방식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현
장에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라고 하지만 정작 학생들을 인격적으
42) 가령,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는 것을 잊은 학생에게 “넌 참 무책임하구나. 왜 도서
관에 책을 반납하지 않는 거야?”라는 식으로, 또 수업 시작종이 울려도 자리에 앉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너희들이 성난 망아지들과 뭐
가 다르니?”라는 식으로 발언하기 쉽다(Ginott, 2003, pp. 8689). 이러한 발언들
속에는 ‘너희들이 보여준 성품과 인격을 평가해 볼 때 나의 이러한 발언을 들어도
마땅하다’는 평가적 존중관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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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평가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인격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행위나
감정을 주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경청과 공감을 통해 배려하는 방
식으로 학생들의 세계에 들어가 그들의 개인적 진실을 끝까지 들어주려
는 노력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훈육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존재 긍정 존
중관의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하거
나 훈육할 때도 학생의 인격을 공격하여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식에서 벗
어나야 한다. 가령, 잘못한 학생에 대해서 “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가 있니? 넌 너밖에 모르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와 같이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식은 학생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훈육 방
식으로는 더 이상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교사와의 관계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존재 긍정 존중관에 따라 학생들을 저마다 자기 사연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이러한 사연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훈육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생들을 변화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긍정하
고 변화의 방향과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훈육도 접근해야
한다. 특히, 훈육할 때 “아이의 성격과 인격”에 대해서 평가적인 발언
을 지양하고 “아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훈육할 필요가 있다(Ginott, 2003, pp. 8687). 예를 들어 청소

를 하지 않고 간 학생에게 “넌 참 무책임하구나. 매번 청소당번도 잊어
버리고 말이야. 왜 청소를 하지 않고 도망갔니?”처럼 인격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제 청소를 안 하고 갔더라. 오늘은 청소하는 것 잊지
말고.”와 같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훈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도 스스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중지하고 다음과
같이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존중의 태도를 길러야 한다.
∙ 아이의 주장이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 아이의 지각을 부정하지 않는다.
∙ 아이의 감정을 반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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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소망을 부인하지 않는다.
∙ 아이의 취향을 조롱하지 않는다.
∙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 아이의 개성을 경멸하지 않는다.
∙ 아이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다.
∙ 아이의 경험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다(Ginott, 2003, p. 104).

또한 학생들의 태도나 행위에 대해 평가적인 발언보다는 학생들의 관
점, 태도, 행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관찰을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osenberg, 2004, p. 56). 왜냐하면 평가적인
발언을 하면 교사의 말에 수긍하기 보다는 저항이나 반감을 불러일으키
기 쉽기 때문이다(Rosenberg, 2004, p. 56).
서아프리카에서 소년과 소녀의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는“Tolani”말이
있다(LawrenceLightfoot, 2000, p. 4). 이 말의 의미는“존중을 주
고 동시에 존중을 받는 자”라고 한다(LawrenceLightfoot, 2000, p.
4). “존중을 주고받는 자”, 민주주의에서 시민교육이란 바로 존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습관은 이질성이
초래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 무시와 모욕의 함정을 피하면서 서로 동등
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일종의 항해술이다. 이 항해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민주시민교육의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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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Respect for Person Appropriate
in the Plural Democratic Society
 The Recognition of Existence
beyond Appraisal 
Lee Sa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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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r: Jeong WonGyu, Ph. D.
This dissertation research is to propose a new conception of
respect alternative to the three dominant conceptions of respect,
such

as

appraisal

respect,

respect

for

equal

rights,

and

difference-recognition, in the plural democratic society.
Firstly,

being

a

classical

notion

of

respect

rooted

in

the

hierarchical estate society, respect as merit-based appraisal is
based on one’s social status or merits. In this perspective, the
more merits individuals achieve, the more respect they obtain.
However, justifying an unequal treatment between high and low
achievers, this conception of respect legitimizes the reinforcement

- 161 -

of pre-exiting social inequality. It thus fails to provide any
theoretical

grounds,

on

which

individuals

in

different

social,

cultural, and economical status demand equal respect to one other.

Secondly, the conception of respect for equal rights––that
emerged in the liberal tradition––views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equal

basic

rights,

regardless

of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and difference. This conception better serves the ideal
of pluralism than the first one does, because it treats everyone
as an equal and autonomous being on the basis of universal
human dignity.
This rights-based respect, nonetheless, does not consider the
differences of identity––or, cultural differences––as an object of
respect. This conception suggests tolerance for difference as a
way

of

respect;

however,

strictly

speaking,

the

notion

of

tolerance does not respect differences, but rather disregard
them. Tolerance inherently assumes a power imbalance between
“the tolerator” and “the tolerated,” in which the former is
considered to superior to the latter. Put differently, tolerance for
differences allows implicit disrespect for differences, as it fails
to regard an object of toleration as an equal being.
Thirdly, the conception of respect as difference-recognition is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the conception of respect as
respect

for

rights.

Based

on

various

disciplines

spanning

multiculturalism, politics of identity, and politics of difference,
and more, this conception of respect suggests that differences be
recognized assertively, beyond toleration.
The conception of respect as difference-recognition recognizes
differences by an evaluation of the value of differences abide by
social standards. In this regard, this conception follows the logic
of

the

conception

of

respect

as

appraisal,

which

allows

disrespect for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one’s achievement.

- 162 -

Moreover, this conception of respect does not offer a practical
way of mutual respect across different groups from diverse
backgrounds, beyond simple endowment of the collective rights
of cultural protection for minority groups.
In sum, the three conceptions of respect discussed above failed
to provide a legitimate way of respecting diversity tied with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and difference, in a pluralistic
society.
Therefore, I suggest the conception of respect as recognition
of existence as a new conception of respect that best suits the
ideal of pluralistic democracy. While this conception of respect
perceives a person as a being of complex identity and one’s
own narrative, respect means to accept them as they are. The
extent

of

respect

one

deserves

is

not

determined

by

an

evaluation of the value of differences. This conception offers a
significant principle for an

institutional change that realizes

democratic ideal in a pluralistic society: the guarantee of rights
for minority groups not only to express publicly demand for
recognition of difference without any fear, but to participate in
the

democratic

negotiation

procedure

to

accommodate

and

recognize their demand.
Lastly I propose attentive listening to others’ voices and
narratives with empathy for practical method of respect as
recognition of existence in ordinary lives. These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s can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mutual
respect beyond inequality and difference in a pluralistic society.
Keywords:

appraisal

respect,

respect

for

equal

rights,

difference-recognition, recognition of existence, attentive listening,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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