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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배려윤리의 문제에 대한 유가윤리적 대응방안 연구

이 태 규

본 논문은 배려윤리와 유교윤리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논리구조를

띠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배려윤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유가

윤리에도 적용한다면 이에 대해 유가윤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탐

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배려윤리의 문제점에 대해 유가윤리가 어떻

게 대응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계점을 어떻

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배려윤리는 칸트, 콜버그를 중심으로 인지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정의윤리

가 남성적 성격의 도덕성에 치우쳐있다고 비판하며 출현했다. 이렇게 출현

한 배려윤리는 나딩스의 윤리학을 기준으로 할 때 본질적 측면에서 유가윤

리와 상당히 유사하다. 관계 중심의 윤리라는 점, 상황 중심의 윤리라는

점, 자연스러운 도덕감정의 발현을 도덕성의 근원으로 여기다는 점, 근친에

대한 자연적 도덕감정을 근본으로 하여 차등적으로 도덕적 감정을 확대하

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그러나 배려윤리는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도덕성의 근원

을 자연적 배려의 ‘감정’에 두고 있는 나딩스는 감정의 주관성이 갖는 한계

에 대해 심도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둘째, 도덕성을 남성중심적

정의윤리와 여성중심적 배려윤리로 나눔으로써 도덕성을 이원화하는 폐단

을 낳았다. 셋째, 나딩스의 배려윤리가 감정을 중시하는 경향은 도덕성을

정의적 측면에 편중시키고 인지적 기능을 제한한다. 넷째, 나딩스의 배려윤

리는 배려자를 피배려자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만 내몰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불평등한 관계는 피배려자의 자율성을 침해

하고 피배려자를 억압하기까지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배려윤리가 노출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유가윤리가 보여줄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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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의 주관성이 갖는 한계와 관련하여 이타

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惻隱之心은 인간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이타적 행

위가 자기 유전자의 생존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유전적으로 뇌에 담아놓

음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증가능하다. 또 親親윤리는 혈연적 유대관계

가 높을수록 자신의 유전자와 일치도가 높고, 유전자 일치도가 높은 이들

에 대한 이타적 행위는 자기 유전자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가까울수록 이타적 행위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입증가능

하다.

둘째, 도덕성의 이원화와 관련하여 유가윤리는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대한

남성적 성격과 여성적 성격의 이원화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며 주역을 통해

드러나는 남녀관은 음양의 구분을 전제로 양쪽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음양의 대대관계에 기초한 조화를 절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셋째, 정의적 측면 편중과 관련하여 유가윤리의 사단지심은 마음(心)에서

발현하기 때문에 정의적이지만 수오지심과 시비지심은 도덕적 판단에 해당

한다는 점에서 인지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恕는 禮를 통합하는 도덕

실천의 원리이자 도덕실천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작용으로도 작용한다. 이

런 점에서 사단지심과 서는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넷째, 배려자의 희생문제와 관련하여 선진시대 유가윤리는 쌍무적 관계성

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 배려를 중시하는 윤리이다. 가장 중요한 윤리

규범인 孝 역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상호간의 의무를 중시하는 호혜적

관계성을 추구한다.

다섯째, 피배려자의 자율성 침해와 억압문제와 관련하여 서가 긍정문과

부정문의 형태로 혼합되어 서술돼있는 것은 도덕실천에 있어 타인의 의사

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교만을 경계하고 윤리적 겸손의 자세를 추구

하려는 유가윤리의 태도를 보여준다.

주요어 : 배려윤리, 유가윤리, 길리간, 나딩스, 공자, 맹자, 선진유학, 주역,

사단, 측은지심, 친친, 恕

학 번 : 2009-2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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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와 연구 목적

동양의 주류적 전통윤리사상과 서양의 주류적 전통윤리사상이 갖는 상대

적 차이점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 논자들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동서양 주류 전통윤리사상의 차이점이라면 다

음과 같을 것이다. 먼저 동양의 경우, 동양 윤리사상 특히 동아시아 유가윤

리사상은 공동체주의적, 감성 중심적 전통에 뿌리내리고 있다. 유가윤리사

상은 인간을 원자적 개인이 아닌 관계적 존재로 보고 모든 도덕, 윤리가

관계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절대적으로 지

켜야 할 의무로서의 도덕법칙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

로를 위해 지켜나가야 할 관계윤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윤리적 경향은 응당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도덕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여기서 동

양윤리사상의 감성중심적 경향, 합정(合情)주의적 전통이 나타난다. 또한

감정의 즉각적인 발현은 가까운 관계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자연스러우

므로 근친 간의 관계윤리를 중심에 두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차등적으로

이타적 행위의 범위를 넓혀나가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칸트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계보의 서양 윤리사상을 살펴보

자면 동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이성 중심적 전통이 강하다. 이

러한 서양 윤리사상의 전통에서는 개인을 자율적 존재이자 원자적 개인으

로 본다. 자율적 존재인 인간은 이성적 사유가 가능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

성적 사유를 통해 합리적 존재가 될 수 있는 인간은 이성의 작용을 통해

절대적인 도덕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지켜나가려 한다. 이처럼

서양 자유주의 계보의 윤리사상은 이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

리고 이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자연히 감성을 즉흥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

로 경시하는 경향을 만들었고, 절대적 도덕법칙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배

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였다. 감성을 최대한 배제한 채 이성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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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도출된 도덕법칙이야말로 절대적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서양문화권에서 비교적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현대윤리사상들은 앞

서 살펴본 자유주의 계보의 서양 윤리사상과는 본질적으로 사상적 기반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다.1)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배려윤리이

다. 배려윤리의 창시자인 길리간은 콜버그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윤리가 남

성적 목소리의 도덕성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덕성에는 여성의

도덕적 목소리에 해당하는 배려윤리가 함께 존재함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한다. 나딩스는 길리간의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서구 자유주의

전통윤리학의 성격을 담고 있는 정의윤리가 남성적 성격 중심의 윤리였음

을 비판하고 여성적 성격 중심의 배려윤리가 좀 더 근본적인 윤리라고 역

설하며 배려윤리학을 심화시켰다. 여기서 길리간과 나딩스가 남성적 성격

중심이라고 본 정의윤리는 이성 중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 규칙․ 원리

등을 중시하며 여성적 성격 중심이라고 본 배려윤리는 감성 중심적이고,

맥락적인 사고, 상황․ 관계 등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는다.

배려윤리를 좀 더 근본적인 윤리로 본 나딩스의 배려윤리학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전통윤리인 유가윤리사상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많

이 담고 있다.2) 나딩스의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유사점을 살펴보자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관계 중심의 윤리이다. 둘째, 상황 중심의 윤리이다. 셋째,

자연스러운 도덕감정의 발현을 도덕성의 근원으로 여긴다. 넷째, 근친에 대

1) 서양의 현대윤리사상에는 이성중심적인 사조 못지않게 ‘반합리적’, ‘반이성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

내는 사조가 여럿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생철학을 보자면 그는 인간 생명의 근원적 

힘을 신뢰하고 이성과 합리성이 아닌 직관과 체험, 의지 등을 중시하였다. 키에르케고르 역시 반이

성적 경향을 기반으로 인간의 개체성과 주체성을 강조한다. 칸트 중심의 서양 근대윤리사상이 이성

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 했다면 키에르케고르는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개

인의 상황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실존주의의 대표자인 샤르트르 또한 이성적 사유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던 기존의 경향보다는 구체적 상황 속에 존재하는 실존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2) 배려윤리와 유가윤리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에는 

목영해,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공통점과 그 함의」,『道德敎育硏究』, vol.14 No.1, 한국도덕교

육학회, 2002. 한평수, 「배려(care)의 윤리와 인(仁)의 윤리」,『철학사상』, vol.23,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Li, Chenyang, “The Confucian Concept of Jen and the Feminist 

Ethics of Care: A Comparative Study", Hypatia, vol.9 no.1, 1994. Herr, Ranjoo Seodu, "Is 

Confucianism compatible with Care Ethics? A Critique", Philosophy East & West, vol. 53, 

no. 4, 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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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적 도덕감정을 근본으로 하여 차등적으로 도덕적 감정을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나딩스의 배려윤리와 유교윤리 사이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유사점이 담겨 있다.

그런데 유교윤리와 유사한 특징을 상당수 담아내고 있는 배려윤리는 서양

윤리사상의 장구한 흐름 안에서 볼 때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 역사가 짧은

만큼 사상적, 철학적으로 미숙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고, 다양한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 배려윤리가 직면해 있는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성(배려윤리)의 근원을 자연적 배려의 ‘감

정’에 두고 있는 나딩스는 감정의 주관성이 갖는 한계에 대해 심도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도덕성을 남성중심적 정의윤리

와 여성중심적 배려윤리로 나눔으로써 도덕성을 이원화하는 폐단을 낳았고

도덕성의 통합에 대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나딩스의 배

려윤리가 감정을 중시하는 경향은 도덕성을 정의적 측면에 편중시키고 인

지적 기능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넷째, 나딩스의 배려윤리는

배려자를 희생하는 존재로만 내몰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다. 다섯 번째로

나딩스의 배려윤리는 불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둠으로 인해 배려자가 피배

려자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배려자의 배려행위가 오히려

피배려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피배려자를 억압하기까지 할 수 있는 위험

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비판이다.

나딩스를 포함한 배려윤리학자들은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계점을 지적하는

논의들에 대해 나름의 합리적인 반론과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3) 그리고 이

반론과 비판이 좀 더 견고한 배려윤리의 사상적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

본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배려윤리는 여전히 직면한 한계점에 대해 완벽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계점이 유

가윤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가윤리사상이 이에 대해 어떤 식

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려

윤리와 유교윤리 간에 상당히 유사한 특징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려

윤리가 직면한 한계점이 유가윤리사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에 대해 오랜 지적 전통을 유지해온 유가윤

3) 배려윤리의 한계점에 대한 나름의 반박논리는 Ⅲ장 곳곳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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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상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다. 유가윤리사상 나름의 대응논리를 살펴봄으로써 배려윤리가 자신이

직면한 한계점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해법의 큰 방향을 잡아야 할지 실마리

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계점에 대한 유가윤리

의 대응논리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려고 한다. 선진유학을 중심

으로 맹자의 사단지심, 친친윤리, 공맹의 충서지도, 주역의 음양관 등을 심

층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가윤리사상이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

계점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는 동아시아 전통윤리사상인 유가윤리의 현대적 가치

를 조망해보는 기회 또한 제공할 것이다. 또한 근대 이후 세계사상사의 주

류였던 서구사상이 최근에 이르러 개인주의적이고 이성 중심 일변도의 사

상적 경향이 갖는 문제점을 성찰하고 만들어낸 사상이 동양 윤리사상의 본

질과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동

양전통윤리사상인 유가윤리사상이 현대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가를 재음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본 논문은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와의 유사성을 밝히고,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계점이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 나딩스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

다. 길리간이 도덕심리 발달 측면에서 도덕성에 성(性)과 관련한 두 가지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면 나딩스는 길리간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정의윤리가 남성적 성격 중심의 윤리에 치우쳐 있음을 강하

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여성적 성격 중심의 배려윤리가 좀 더 근본적인 윤

리임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보편윤리로서의 배려윤리 이론을 심화시키고자

하였다.4) 본 논문에서는 나딩스의 연구성과를 검토함으로써 배려윤리의 윤

4)  길리간과 나딩스는 공통적으로 배려윤리 이론가로 분류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길리간은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배려윤리를 기존 정의의 도덕성에 대비되는 여성적 도

덕성 발달론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나딩스는 배려를 하나의 도덕성에 국한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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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나딩스는 배려윤리 이론을 체계화시킨 장본

인이고 그만큼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계점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기 때

문이다.

더불어 본 논문은 유가윤리사상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선진유학사상을 중

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계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시

사해줄 유가윤리적 답변을 찾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선진

유학사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교윤리는 그 역사가 공자 이

래 2500년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간 다양한 형태로 심화 발전하였고, 또 다

양한 분파로 나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시유학의 뜻이 왜곡, 변질되

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였다. 이런 왜곡과 변질을 배제하고 공맹 사상을 고

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원시유학, 선진유학이야말로 배려윤리와 본질적인

부분에서 맞닿아 있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본 연구가 선진유학사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Ⅳ-2장에서는 주역의 음양관을 다

루었다. 한대 이후 주역의 음양관이 가부장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왜곡되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선진유학을 중

심으로 주역의 변질되지 않은 참다운 음양관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

다. 다음으로 Ⅳ-4장에서는 시경과 공맹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 쌍무적 관

계성에 대해 다루었다. 송대 성리학의 도덕 근본주의는 자식의 부모에 대

한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효 실천을 강조하는 등 상호 간에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쌍무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등 쌍무적

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원시유학의 쌍무적 관계성과는 분명한 차

이를 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선진유학사상을 중점적으로 다

룰 필요성을 느낀다. 이밖에도 배려윤리의 문제해결에 시사점을 줄 수 있

는 유가윤리의 하위내용은 맹자의 사단지심, 친친윤리, 공맹의 恕 등으로

이것들은 모두 선진유학사상에 포함되어 있다.

고 정의윤리보다 더 근본적인 윤리적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배려의 윤리적 특성과 정당성 등에 대

한 철학적 탐구를 통해 배려윤리학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배려의 교육적 측면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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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윤리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윤리사상인데 반해 유가윤리사상은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2500년에 걸친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사상이다.

그런데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심도 있는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

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유행했던 정체된 사상일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연구가 현대윤리인 배려윤리와 전통

윤리인 유교윤리를 비교분석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과거에 정체된

고루한 사상으로는 연구의 목적을 적절하게 성취할 수 없다. 과거에 정체

되어 있는 사상으로 현대윤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기란 어렵기 때문이

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유가윤리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밝히는 데

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다.

Ⅳ-1장에서는 나딩스가 주장한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발생 근거를 설명

하는 데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 맹자의 사단지심 특히 측은지심이 보편성

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측은지심이 현대 사회생물학적 측면에

서 어떻게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실증적 관점에서 증

명 가능한 측은지심의 존재는 배려윤리의 자연적 배려 역시 보편성의 근거

를 마련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적 배려에

서 윤리적 배려로 나아가는 배려윤리의 메커니즘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

는 것이 도덕의 근본이고 이 마음을 확대하여 먼 사람에게까지 도덕적 행

동의 범위를 확장해나간다는 맹자의 친친윤리와 비견될 수 있다는 점을 설

명하고 맹자의 친친윤리가 사회생물학 차원에서 어떻게 증명 가능한지 밝

힐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적 배려에서 윤리적 배려로 나아가는 배려윤리

의 메커니즘이 실증적 측면에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해법의 실마리

를 제공해줄 것이다.

Ⅳ-3장에서는 나딩스의 배려윤리가 정의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

에 대해 유가윤리사상은 어떤 식으로 정의적 측면에 편중되지 않고 통합적

성격을 가져왔는지 밝힐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지적, 정의

적, 행동적 영역의 구분방식을 활용해 현대적 의미에서 맹자의 사단지심과

공맹의 恕 개념을 분석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맹자의 사단지심과 공맹의

서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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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유가윤리사상의 현대적인 의미를 살피

기 위해서 현대적 연구성과의 틀로 동아시아 전통윤리인 유가윤리사상의

윤리적 개념들을 분석해보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더불어 본 논문의 전제

에 해당하는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유사성을 밝히기 위해 각 윤리사상의

본질적 성격들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개념분석과 동서비교분석의 과정 등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는 문헌을 중점적으로 연구해볼 것이다. 원전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정확하

게 이해하는 것이 개념분석과 비교분석 등의 방법을 포괄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대상문

헌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의미를 풀이함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료와 서적 등 2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려윤리와 관련한 원전의 경우 Gilligan, C.의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m(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를 바탕으로 허란주 역의 『다른 목소리로』, (서

울: 동녘, 1997)를 번역본으로 참고할 것이다. 그리고 Noddings, Nel의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 education(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를 바탕으로 한평수 역의 『배려 : 윤

리와 도덕교육에 대한 여성적 접근법』(서울: 天池, 2009)을 번역본으로 참

고할 것이다. 더불어 배려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담고 있는

박병춘 저의『배려윤리와 도덕교육』(서울: 울력, 2002)을 2차 서적으로 활

용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유가윤리사상과 관련한 원전의 경우 『論語』는 동양고전연구회 저의

『論語』(서울: 지식산업사, 2005)를 바탕으로 하고, 『孟子』는 성백효 저

의『孟子集註』(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6)와 양백준 저, 우재호 역의『孟

子譯注』(대구: 중문, 2005)를 바탕으로 하겠다. 그리고 『中庸』은 성백효

저의 『대학중용집주』(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0)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원전 번역본과 역주본의 경우 이들을 바탕으로 삼되 필요에 따라

본 연구자의 창의적인 번역과 해석을 담아 활용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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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배려윤리의 대두와 유교윤리와의 유사성

1. 배려윤리의 대두

플라톤에서부터 칸트를 거쳐 롤즈로 이어지는 서양의 자유주의 윤리학

은 서양 윤리학사에서 오랜 기간 중심을 지켜왔다. 오랜 기간 동안 서구사

회의 중심을 지켜온 자유주의 윤리학의 핵심적인 특징은 개인적이고 합리

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이에 대한 권리를 중시하고,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이성의 사유를 신뢰한다. 도덕성과 관련해서도 이

성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판단력을 도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자유주의 윤리학의 계보를 잇는 콜버그의 인지도덕발달론은 이성에 기반하

고 있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 도덕성의 핵심이라 보고 이를 발달시키기 위

해 도덕적 지식을 넓히고, 형식적․추상적 추론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도덕성을 발현하게 해주는 보편적인 원리가 정의

의 원리이고 이 정의의 원리 역시 이성적 능력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합리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윤리학

은 서구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 개인의 소외, 단절,

고립 등과 같은 비도덕적인 사회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도 못하였다고 비판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길리간은 배려윤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하였다. 길리

간은 인간의 도덕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자유주의 윤리학에서 중시하는 정

의윤리의 방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윤리의 방식과 동등한 자격을 갖

춘 배려윤리의 방식이 공존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덕성 자체가 정의의 도덕

성과 배려의 도덕성이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만 온전한 도덕성으로 실현된

다는 것이다.

그런데 길리간은 여기서 정의의 도덕성은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중시하고

합리적이고 일반적이며 공정한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등 남성적 성격 중

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배려의 도덕성은 인간관계 자체와 인간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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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책임을 중시하고 관계맺음 속에서 나타나는 애착, 동정심과 같

은 감성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등 여성적 성격 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했다. 길리간은 이런 구분에 기반을 두고 배려의 도덕성을 무시한

채 정의의 도덕성만을 중시하는 인지 도덕 발달론은 남성적 성격 중심에

치우친 채 감성적인 영역, 관계성 등 여성적 성격을 배제한 반쪽짜리 윤리

이론이었다고 비판한다. 콜버그를 중심으로 한 정의윤리가 도덕성의 온전

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고 인식한 채 서구윤리학의 주류를 차지하면서

자연히 배려윤리는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성이 남성적 성격 중

심의 정의의 도덕성만으로 인식되다 보니 자연히 여성은 도덕적으로 남성

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게 된 것이다. 이에 길리간은 정의윤리만

이 중심이 된 도덕인지발달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정의윤리와 배려윤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존해야만 온전한 도덕성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

한다.5)

길리간의 배려윤리에 대한 일련의 주장을 윤리학적으로 더욱 심화시킨 것

이 나딩스이다. 나딩스 역시 길리간이 제시한 배려윤리가 여성적 윤리라고

규정하고 콜버그 중심의 정의윤리는 남성중심적 성격에 치우친 반쪽짜리

윤리였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정의윤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

하고 추상적인 도덕원리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

은 경시하고 인간의 본질적 성격인 관계성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고 비판한다. 더불어 이렇게 이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정의윤리의 경향은 다분히 남성적 성격에

치우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구 전통윤리학의 중심을 차지했던 정의윤리는

남성적 성격에 치우친 채 여성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게 만들

5) 길리간은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 변화를 보여줬다. 초기 길리간은 

두 가지 도덕성이 대립적이지 않고 보완적이며 변증법적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기로 들어가

면서 초기의 입장과 달리 배려윤리가 정의윤리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인다. 감옥의 

죄수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많거나 자식을 양육하는 활동은 대부분 여성이 맡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든다. 그렇지만 다시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두 윤리가 대등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대등하지만 서

로 독립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두 가지 

도덕적 정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고 길리간은 이 점을 수용하여 두 윤

리 간의 관계를 음악적 은유로서 대위선율에 빗대어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박병춘,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서울: 울력,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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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나딩스는 길리간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감성을 중시하고 상황

중심, 관계 중심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 이런 여성적

성격 중심의 윤리가 바로 배려윤리라고 본다. 그런데 나딩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려윤리는 도덕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서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도덕성의 핵심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즉 배려윤리를 정의

윤리보다 근본적인 도덕성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편윤리로서 정립하고자 한

다. 나딩스가 정의윤리보다 배려윤리를 인간의 도덕성에 있어 좀 더 근원

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모든 도덕적 행위의 근본원인이

자연적 배려의 감정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유사성6)

6)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유사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 목영해(2002)는 배려윤리와 유교윤

리의 유사점에 대해 첫째, 상황중심의 윤리라는 점, 둘째, 관계중심의 윤리라는 점, 셋째, 차등적으

로 발현하는 자연적 심성중심의 윤리라는 점, 넷째, 자연적 심성의 인위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

다는 점, 다섯째, 자연적 심성의 확충, 본보기, 실천이 도덕교육의 중요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는 점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박찬구(2006)는 오늘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덕윤리가 배려윤

리, 유교윤리 등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인간관계에 근거를 둔 윤리라는 점, 둘째, 자연적 심성에 근거한 윤리라는 점, 셋

째, 친족에 대한 자연적인 사랑과 배려가 타인에게 점차 확산되어 간다고 본다는 점 등이다. 리츠

언양(1994)은 유교의 인(仁)과 배려윤리의 배려(care)는 철학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점을 담고 있다

고 주장한다. 먼저, 유교윤리와 배려윤리는 비계약적 사회를 이상으로 하면서 인과 배려를 그 자체

로 가치를 갖는 인간관계 속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여긴다. 둘째, 인의 윤리와 배려의 윤리는 모

두 일반적인 도덕 원리와 법칙을 추구하지 않는다. 셋째, 인과 배려는 모두 발현의 단계를 갖고 있

다. 그러나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유사점에 대한 일련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두 윤리 간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도 많이 제기된 상태이다. 두 윤리 간의 유사성을 부정하는 입

장의 대표적인 근거는 첫째, 유교윤리는 덕윤리적 경향이 강한데 반해 배려윤리는 덕윤리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교윤리는 형식화된 예를 중시하는데 반해 배려윤리는 의식, 절차 

등에 의해 형식화된 배려행위를 진정한 배려의 실천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유교윤리는 

남성중심적인 경향이 강한 윤리인데 반해 배려윤리는 여성중심적인 경향이 강한 윤리라는 것이다. 

유교윤리와 배려윤리의 유사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재반론 역시 가해지고 있다. 유교

윤리가 광의의 덕윤리로 설명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배려윤리와 마

찬가지로 일방적인 덕목의 실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유교윤리의 예는 결코 형식화된 의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仁)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 유교윤리의 남성중심적 

성격은 역사적 과정에서 음양관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서 나타난 것으로 순수 윤리사상적 측면에서 

유교윤리는 남녀 간, 음양 간의 절대적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 등이다. 목영해(200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영해,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공통점과 그 함의」,『道德敎育硏究』,  vol.14 No.1, 한

국도덕교육학회, 2002. 박찬구(2006)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찬구, 『우리들의 윤리학』,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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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딩스의 배려윤리와 유교윤리는 인간을 원자적 개인이 아닌 관계적 존재

로 보고 모든 도덕, 윤리가 관계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시 말

해서 개인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서의 도덕법칙보다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 지켜나가야 할 관계윤리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윤리적 경향은 응당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

운 감정의 발생을 중요한 도덕성의 원천으로 여기게 만든다. 또한 감정의

즉각적인 발현은 가까운 관계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므로 근친 간의 관계윤리를 중심에 두고 이를 근간으로 차등적으로 이타적

행위의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배려윤리와 유교

윤리의 유사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관계중심의 윤리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첫 번째 유사성은 관계중심적이라는 것이다.

나딩스에게 있어서 배려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였다. 인간은 존

재론적으로 관계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윤리적으로도 배려 관계는 가

장 근원적인 것이었다. 인간이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인 것도 결국 모

자녀관계에서 잘 나타나는 자연적 배려의 관계가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나딩스는 정의윤리가 독립적이고 단절된 자아관만을 주장한다

고 지적하며 상호 의존적이며 관계적인 자아관의 중요성을 주장한다.7) 나

딩스에게 있어서 배려는 개인적인 덕목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

지는 관계의 특정 상태였다. 즉 배려자와 피배려자 간에 맺어지는 바람직

한 관계의 상태인 것이다.

나딩스가 분석한 배려의 과정을 살펴보자면 배려자의 의식 속에서 전념

(engrossment)과 동기전환(motivational displacement)이 이루어지고 피배

서광사, 2006). 리츠언양(1994)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 Chenyang, “The Confucian Concept 

of Jen and the Feminist Ethics of Care: A Comparative Study", Hypatia, vol.9 no.1, 1994. 

유교윤리와 배려윤리의 유사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err, Ranjoo Seodu, "Is 

Confucianism compatible with Care Ethics? A Critique", Philosophy East & West, vol. 53, 

no. 4, 2003. 참조.

7) Nel. Noddings,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 edu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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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자가 이를 수용(reception), 인식(recognition), 반응(response)할 때라야

배려는 완성이 된다.8) 배려는 배려자가 일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닌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양방향적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배려윤리는 관계윤리이고 배려윤리에서의 인간은 관계적 존재론에 기

반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배려윤리는 유교윤리와 본질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유

교윤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필연적으로 관계성 속

에 존재하는 관계적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관계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존

재 근거이다.

유가윤리사상의 관계 중심성은 원시유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유가윤리사상

의 근원을 이루었다. 원시유학의 경전에서 유학의 관계 중심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먼저『中庸』의 五達道를 들 수 있다. 『中庸』의

五達道는 군신, 부자, 부부, 곤제(형제), 붕우 다섯 가지 인간관계를 내세우

고 이들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시한다.9) 이 윤리규범이야말로

인간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윤리규범이라 설명하는 것이

다. 유학사상의 중요 경전인 『中庸』이 윤리규범을 정초함에 있어서 인간

관계의 범주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맹자 역시 『孟子』에

서 인륜의 근본으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등

을 제시하면서10) 이것이 인간이 지키며 살아야 할 윤리규범의 핵심이라 주

장한다. 부자, 군신, 부부, 장유[어른과 아이], 붕우 등과 같은 특정 인간관

계의 범주 속에서 인간의 도덕성이 발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유가윤리사상에서 도덕성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덕목을 실천하느냐로 발

현되는 것이다. 물론 원시유학에서 공맹이 존재론적인 접근방식으로 인간

을 관계성에 근거한 존재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시

유학의 경전 속에서 그들이 인간을 관계성에 기초한 존재로 보고 있음을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다. 오달도, 오륜 등은 모두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형

8) 앞의 책, 59~78쪽.

9) 『中庸』第二十章 “君臣也，父子也，夫婦也，昆弟也，朋友之交也，五者天下之達道也.”

10) 『孟子』「滕文公上」 “人之有道也，飽食、煖衣、逸居而無教，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使契為司

徒，教以人倫：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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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틀을 구상하고 그 속에서 실현되는 禮가 인간의 도덕성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룩된 것이다.

『論語』를 보자면 인간이 관계성에 기초한 존재이고 모든 도덕윤리규범

이 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가 나타난다.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길, “우리 마을에 올곧은 자가 있으니 아버지가 양

을 훔치자 그는 아버지를 고발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자가 말하

길 “우리 마을에도 올곧은 자가 있으나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숨겨주니 올곧음은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11)

공자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인간 일반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리고 추상적으로 떠올린 인간 일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식적인 도덕법칙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인간 일반이 따르고 지켜야 할 추상적인 윤리법

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포함한 인간 일반을 대상

으로 그 누가 잘못을 하건 간에 이를 고발하는 것이 올곧음(直)이라고 주

장하는 섭공에 대해 공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올곧음(直)은 다르다고 한 것

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공자에게 도덕성의 발현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었다. 도덕성의

근거가 관계성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가장 가깝게 관계 맺고 있고

큰 은혜를 받은 아버지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서 아버지를 숨겨주고자 하

는 것은 인간 일반에게 적용되는 도덕법칙보다 우선시되는 것이고 공자에

게 올곧음(直)은 여기에 있었다. 이를 부정한 채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

용되는, 보편성에 입각한 윤리의식을 운운하는 것은 공자에게 있어서 관계

성에 근거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무시한 처사였다.

이처럼 유가윤리사상은 인간을 관계성에 기초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도덕

윤리 또한 이 관계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배려윤리가 중시하는 관계적 측

면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이다.

11) 『論語』「子路」 "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其父攘羊，而子證之。」孔子曰：「吾黨之直者異

於是。父為子隱，子為父隱，直在其中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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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중심의 윤리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두 번째 유사성은 배려윤리와 유교윤리 모두 상황

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나딩스의 배려윤리는 구체적인 상황을 중시하는 윤리이론이다. 정의윤리

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에 작용하는 도덕법칙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면 배려윤리는 배려자와 피배려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도덕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배려윤리는 유교윤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윤리적 상황은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상태, 성격, 필요 등에 따라 제각

각 나타나는 별개의 상황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배려윤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맺어진 배려관계를 살피는 것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상황 속

에서 인간 일반에 적용되는 도덕법칙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배려윤리와 마찬가지로 유가윤리사상 역시 상황을 중시한다. 유교윤리가

관계윤리로서의 특징이 강하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

들과의 ‘만남의 상황’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나

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도덕성이 발현된다는 논리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의 구체적인 만남의 상황 속에서만 도덕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논리와 동일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배려윤리는 유교윤리와 맞닿아 있다. 공맹에게도 도덕윤리법

칙 일반이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다. 상황은 의미 그대로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들일 뿐이다. 그리

고 도덕성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현될 수 있는 것이

다. 유가윤리사상의 상황중심성을 보여주는 일화가 『孟子』에 나타난다.

『孟子』「梁惠王」章句上에 보면 齊나라 宣王이 왕도정치를 펼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자 맹자 자신이 들은 선왕의 일화를 언급하며 왕도

정치를 할 만한 인물이라 평한다. 그 일화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제선왕이 정사를 보고 있는데 저 아래쪽에 소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묻기를, “소를 어디로 데려가느냐”하고 묻자 소를 끄는 사람이 대답

하기를 “새로 만든 鍾(종)의 틈새를 소피로 바르고자 죽이러 갑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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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였다. 이에 왕은 끌려가는 소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눈물을 흘리

며 소를 살려주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소를 끄는 자가 묻기를 “그러면 새

로 만든 종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폐하라는 것입니까?” 하니, 제선왕이

대답하기를, “소 대신 양으로 바꾸어 시행하라”하고 답하였다.12)

맹자는 이 일화를 들어 제나라 선왕이 이 정도의 마음씨를 가졌다면 왕도

를 펼칠 만한 인물이라 평한다. 자신이 만난 한낱 소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다면 전체 백성에게도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맹자가

생각하는 선한 인간은 결국 특수한 상황에서 도덕성을 발현할 수 있는 사

람이다. 특수한 상황에서 도덕성을 발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모든 사람에

게도 도덕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소 대신 양으로 바꾸어 시행하라는 대답 역시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소나 양이나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면 불쌍한 것은 마찬가지이겠으

나 본 소[見牛]에 대해서는 측은지심을 갖게 되고, 보지 못한 양[未見羊]에

대해서는 측은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 자신이 처한 구체적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지 결코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

황[見牛]에서 소에 대한 측은지심이 발현되었기에 제선왕은 어떤 구체적

상황이 와도 그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맹자가 생각

하는 도덕성의 본질인 것이다.

이처럼 유가윤리사상은 도덕성이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봤다. 이 점은 나딩스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맺어진 배려관계

를 중시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3) 도덕감정의 중시 경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려윤리와 유교윤리는 관계중심적이고 상황중심

적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배려

12) 『孟子』「梁惠王上」“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 牛何之？ 對曰將以釁鐘. 王曰  

舍之 吾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 對曰然則廢釁鐘與？曰何可廢也？ 以羊易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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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유교윤리가 관계중심적이고 상황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세 번째

유사성이다. 배려윤리와 유교윤리가 도덕성의 근원을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나딩스는 배려윤리의 근거를 자연적 배려의 감정에서 찾고 있다.13) 자연

적 배려의 감정은 인간의 타고난 심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다. 즉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관계에서 피배려자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

생하면 배려자에게 자연스럽게 배려의 감정이 발현되는 것이다. 나딩스는

이를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라 정의하고 자연적 배려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형태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와 모성애를 들었다.14) 배려자인 어머

니는 피배려자인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식을 도와야 한다는 의

무감에서 배려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마음에 따라

자식을 배려하는 모성애를 발휘한다. 나딩스는 이런 점에서 칸트를 중심으

로 하는 자유주의 윤리학이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감정을 무시한 채 이성

에 의해 정초된 도덕법칙과 여기서 나오는 도덕적 의무감에 기대서 도덕성

을 설명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선을 가졌다. 모성애에 대한 경험만으로도

인간의 도덕성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도덕성의 근원을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에 둔다는 점은 유가윤리사상에

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부터 선의 단서 즉 四端之心

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봤다. 그리고 幼子入井의 예를 통해 인간의 도덕성

이 발현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이 있기에 앞서 본성에 내재한

선한 마음(측은지심)이 먼저 발현되기 때문임을 증명해보이려 했다. 타인이

위험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어떤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인

간의 마음이 먼저 그를 도와야겠다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을 보

여준 것이다. 물론 맹자는 시비지심과 수오지심 등을 통해 인간의 마음 작

용 중 인지적인 영역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덧붙였다.15) 그러나

13) 나딩스가 주장한 자연적 배려의 감정과 윤리적 배려의 감정에 대한 논의는 Ⅲ-1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14) Nel. Noddings Women and Evil.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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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에게 있어서 도덕성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작용은 역시나 측은지심(惻

隱之心)이었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는 맹자의 강력한 믿음(性善說)은

도덕적 판단이 없이도 이타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현

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맹자의 이러한 생각은 후대 유가윤리사상에서

도덕성의 근원이 도덕적인 판단에 있기보다는 배려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서 즉각적으로 발현하는 인간의 선한 감정에 놓여 있다고 보도록 만들었

다.

이처럼 유가윤리사상은 도덕성의 근원을 도덕적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현

에 두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도덕적 행위의 근원을 자연적 배려의 감정에

두고 있는 배려윤리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

4) 도덕감정의 차등적 확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배려윤리와 유교윤리는 관계중심적이고 상황

중심적이며 도덕성의 근원을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에 두고 있다는 점에

서 유사성을 가진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사점들은 두 윤리사상이 자칫

도덕성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지극히 제한적인 영역에 머물도록 할 위

험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 다시 말해서 도덕성이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은 가까운 인간관계 내여야 하고, 이타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

는 구체적 상황에 직면하여야 하며, 그 상황에서 이타적 감정이 자연스럽

게 발현되는 경우라야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점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려윤리와 유교윤리는 도덕성의 발현이 가까운 관계, 구체적 상황,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이라는 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까운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도덕적 감정의

발현이 도덕성의 근원임은 분명하지만 이 감정을 확장해나가면 낯선 타인

에 대한 도덕 실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배려윤리와 유교윤리가 차등애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

여준다. 여기서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네 번째 유사성이 나타난다. 배려윤

15) 사단지심이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담아내고 있음에 대한 논의는 Ⅳ-1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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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유교윤리는 근친에 대한 자연스러운 도덕감정이 차등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배려윤리에서 나딩스는 배려의 감정은 차등적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어머

니와 자식의 관계와 같은 경우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배려의 감정 중심에

자리하여 자연스럽게 발현하게 된다. 그러나 낯선 타인의 경우 배려자에게

피배려자에 대한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

히 낮고, 피배려자를 상대로 한 배려자의 전념과 동기전환의 의식 역시 생

겨날 수 없다. 피배려자 또한 상대방의 배려에 대한 적절한 인식, 수용, 반

응 작용을 할 수 없을 것이다.16)

그러나 이것이 배려관계가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발현될 수 있는 근친관

계에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발현되지

않을 만큼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낯선 타인에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연적 배려의 감정을 윤리적으로 확장하여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고

나딩스는 설명한다. 낯선 타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동하지 않는 마음

을 당위적, 의무적으로 고양시켜 낯선 타인에게까지도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17) 이렇게 낯선 타인에 대한 윤리적 의무감에서 형성되는

배려가 바로 윤리적 배려(ethic care)의 감정이다.

그런데 윤리적 배려의 감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적 배려의 감정

을 당위적, 의무적으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즉 당위적인 속성을 포함하

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연적 배려를 근거로 생겨난 것이라는 점이다

. 그래서 나딩스는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윤리적 배려의 감정보다 우위에

있는 배려의 감정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윤리적 배려는 당위적이고 의무

적인 속성으로 인해 자연적 배려에 비해 실천이 어려운 것이다. 나딩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저마다

과거에 배려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 배려를 베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자기만의 윤리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 이 윤리적 자아를 윤

리적 이상으로 설정하여 이상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

16) 이런 의미에서 나딩스는 정의윤리가 강조하는 인간 일반에 대한 보편적 도덕성의 실천은 추상적

이고 무의미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한다.

17) Nel. Noddings(1984), 앞의 책.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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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이처럼 나딩스는 모자녀관계와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

는 배려의 감정(자연적 배려)이 윤리적 배려를 통해 먼 관계의 사람에게까

지 확장되어 나간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 이는 도덕감정이 차등적으로

확장해나간다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같은 나딩스의 논리는 유가윤

리사상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유가윤리사상 역시 도덕감정은 차등적으

로 발현한다고 본다. 공자와 맹자는 모두 도덕성의 발현은 가족애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였다. 공자가 “孝悌는 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다.”19)라고

한 것이나 맹자가 “仁의 실질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고, 義의 실질은 형

을 따르는 것이다.”20)라고 한 것은 모두 공맹이 가족애를 도덕성의 근원이

자 출발점으로 봤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가족애, 근친애가 도덕성

의 근원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은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한 감정의

발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맹은 생각하였다.

그리고 공맹은 배려윤리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도덕감정

의 발현을 차등적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다고 봤다. 맹자가 “친족을 친애하

고서 백성을 어질게 대하고, 백성을 어질게 대하고서 만물을 보살핀다.”21)

라고 한 부분은 친지를 친애하는 것이 먼저 있고 이를 근거로 백성과 만물

로까지 이타적 행위의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22)

즉 차등적으로 도덕성(愛)이 확장하며 발현된다는 것이다.23)

더불어 친지를 친애하는 마음이 만물을 보살피는 마음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유가윤리사상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공맹의 忠

恕, 대학의 絜矩之道 등이 그것이다.24) 이는 대략적으로 모두 자신의 입장

을 미루어 타인의 입장을 짐작해본다는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서 나의 마

18) Nel. Noddings, Philosophy of Education, (Boulder, Colorado : Westview, 1995). p. 187.

19) 『論語』「學而」“孝弟也者，其為仁之本與” 

20) 『孟子』「離婁上」“仁之實，事親是也. 義之實，從兄是也.”

21) 『孟子』「盡心上」“親親而仁民，仁民而愛物”

22) 차등애에 대한 맹자의 입장은 도덕성의 발현은 관계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으로 別愛라고 명명되기도 한다. 별애를 주장했던 맹자는 당시 모든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랑 

즉, 兼愛을 강조하였던 묵가로부터 천하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을 가졌다고 비판받

기도 하였다. 

23) 친친윤리에 대한 논의는 Ⅳ-1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4) 공맹의 충서개념에 대한 논의는 Ⅳ-5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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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속에 남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를 미루어 낯선 타인

역시 그런 대우를 받고자 할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하다면 응당 인간은

낯선 타인에게도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타인의 부모 역시 공경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 안에는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타인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은 마음일 수 없기 때문에 유가윤리사상도 배려윤

리와 마찬가지로 낯선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을 위해서는 근친에 대한

자연스러운 도덕감정을 인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담겨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교윤리는 배려윤리와 유사하게 가까운 이에게 자연스

럽게 발현되는 도덕감정을 일정한 매개를 통해 낯선 타인에게까지 차등적

으로 확장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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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배려윤리의 윤리학적 특징과 한계점

1. 자연적 배려의 보편성에 대한 의문

1) 자연적 배려의 감정과 윤리적 배려의 감정

나딩스는 배려윤리가 근본적으로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고, 배려윤리가

근거하고 있는 이 감정은 두 가지 종류의 감정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자연

적 배려의 감정과 윤리적 배려의 감정이 그것이다.25) 먼저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기반으로 배려

하는 경우를 이른다. 타인을 위해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닌 자연

스럽게 우러난 감정이 동기가 된 것이다.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야말로 모

든 도덕적 행동의 근거라고 봤다. 나딩스는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가 갓난

아이가 새벽에 깨어 우는 것을 듣고 일어나 아이를 달래고 보살피는 모성

적 배려 행위를 자연적 배려의 전형으로 제시한다.26) 모자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성애에는 배려윤리의 특징인 감성을 중시하고 상황․관계 중심

적인 면모가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 나딩스는 모자녀 관계를 자세히 관찰

해보면 정의윤리가 중시하는 의무적인 윤리성의 실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온전히 자연스러운 심성의 발현에 의해 상대방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감정적으

로 원하는 것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일치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루

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배려하기를 원하는 감정과 내가 욕망하는 감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 따라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배려행위보다는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하고 싶을 때도 있

25) 앞의 책. 79~80쪽.

26) Nel. Noddings(1989), 앞의 책.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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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경우에는 윤리적 배려의 감정이 요구된다. 윤리적 배려의 감정은

인간이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현되지 않는 낯선 타인에게까

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배려를 필요로 하지만 자연스

러운 심성의 발현이 미치지 않는 낯선 타인에 대해서는 자연적 배려의 감

정을 근거로 삼아 이타적인 행동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윤리적 배려는 상대방을 도와야겠다는 의무감에 대한 응답에서 비

롯된다. 자연적으로 배려하고자 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지만 배려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식적 깨달음이 있을 때 자연적 배려의 감정으로부터 이끌어

낸 윤리적 배려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다.27) 이런 점에서 나딩스는 두 가

지 배려의 감정 즉, 자연적 배려의 감정과 윤리적 배려의 감정 중 자연적

배려의 감정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배려의 감정이라 본다. 배려 윤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배려의 감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윤리적 배려는 의무

감에 호소하여 자연적 배려로부터 이끌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

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로부터 이끌어져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적 배

려에 예속된 것이고, 자연적 배려야말로 가장 우월한 배려의 감정이다.28)

더불어 나딩스는 윤리적 배려의 감정은 타인을 배려해 주고 타인에게 배

려를 받았던 최상의 기억들에 의해 촉발되는데 배려에 대한 이 최상의 기

억 역시 바로 어머니로부터 배려를 받고, 또 자신이 어머니를 배려하던 경

험이라고 본다.29)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 윤리적

자아이다. 윤리적 배려는 윤리적 자아의 발달에 의존하는데 욕망을 극복하

고 자연적 배려로부터 윤리적 배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윤리적

자아의 발달이 필요한 것이다. 윤리적 자아는 타인을 배려해 주거나 타인

으로부터 배려 받거나 하는 자아로서 현실 속 자아와 윤리적 이상 사이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관계의 양태이다. 그리고 여기서 윤리적 이상은 배려자

가 배려행위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

고의 자아상으로 우리는 이 윤리적 이상에 의해 타인과 도덕적인 관계를

27) Nel. Noddings(1984), 앞의 책. 81쪽.

28) Nel. Noddings, “An Ethics of Caring and Its Implication for Instructional Arrangements." 

Stone L.(ed), The Education Feminism Reader. (New York: Routledge, 1994). p.174.

29) Nel. Noddings(1989), 앞의 책. 185쪽.



- 23 -

맺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 즉 윤리적 자아는 이 윤리적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달하는 자아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은 윤리적 이상이 이상(ideal)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도달할 수 없는 궁극적

경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딩스가 생각한 윤리적 이상은

실제 세계, 실제적 관계 내에서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의 이상이어야만 윤리적 자아를 도와줄 수 있

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연적 배려의 감정은 윤리적 이상을 따르고자 하는 자아의 의무감에 의

해 윤리적 배려로 나아가게 된다. 자연적 배려가 윤리적 배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딩스가 생각한 배려윤리교육의 목표이자 인간이

윤리적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다. 어찌 되었건 나딩스는 자연적 배려

의 감정이 윤리적 배려로 확장되어 가는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배려윤

리가 가까운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낯선 타인에게까지 이타적인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배려윤리가 보편윤리로 인식될

수 있는 물꼬를 마련하였다.

2) 자연적 배려의 보편성에 대한 의문

자연적 배려의 감정을 배려윤리의 핵심근거로 둔다는 점에서 나딩스가 이

타성의 근원을 인간의 감정에 두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

에서 배려윤리가 콜버그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윤리의 입장과 상반되어 있

음도 확인할 수 있다. 배려윤리가 자연적 배려라고 하는 ‘감정’을 이타적

행위의 근원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칸트, 콜버그 등은 이타적 행위가 감

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이성의 작용을 통해 고안된 도덕적 원리와 도덕적

원리에서 도출된 의무감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타적 행위의 근거를 감정(자연적 배려)에 두는 것이 도덕적

보편성 획득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서구 자유주의 윤리학은 대대로 감정이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도덕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제로

서 이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도덕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감

정을 배제하고 이성의 사유에 의해 구축된 도덕법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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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주의 윤리학의 이런 주장을 감안하다면 나딩스는 감정에 근거를

둔 도덕성이 모든 인간에게서 일관성 있게 발현가능한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즉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배려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라고

할 때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공통된 감정이고 이 감

정을 모든 인간에게서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내야 할

것이다.

나딩스는 이 점에 있어 흄(David Hume)의 이론30)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나딩스의 다음 주장을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윤리는 공통된 욕구와 감정, 인식에 기초하고 있어 인간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주관적 핵심으로서 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바, 그것이 도

덕의 보편성과 안정성을 제공해준다고 본다.31)

데이비드 흄은 오래 전 도덕성이 이타적 행위로 발현되는 것에 대한 논

의에서 도덕성이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흄의 이러한

주장은 내적 인식이나 감정이 모든 개체들의 본성 속에서 보편적으로 나

타난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개체들의 본성 속에서 보

편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감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나는 이타적 행

위로서의 도덕성은 두 가지 종류의 감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 첫 번째 감정이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다.……32)

박병춘(2002)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나딩스는 도덕성이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흄의 입장에 기초해서 배려는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감

30) 흄은 자유주의 윤리학 진영이 선악과 같은 가치는 이성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고 도덕법칙 역시 

이성에 의해서만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해온 것에 맞서 정서적 도덕인식론을 주창한다. 정서적 도

덕인식론은 인간에게 이성과 대비되는 정서적 인식능력이 있어서 선악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 능력이야말로 이성보다 더 중요한 도덕성의 근원이라는 이론이다. 더불어 정서

적 인식능력은 인간의 본성 속에 공통된 감정이자 인식능력으로 내재해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담

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흄은 감정과 같은 정서적 측면이 도덕성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로 작용한

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 윤리학의 뿌리 깊은 이성중심주의에 대비되는 이론을 전개한다. 자세

한 내용은 전영갑, 「흄의 도덕인식론 : 이성과 감정의 도덕적 역할과 관계」, 『대동철학회지』

vol.24, 대동철학회, 2004. 참조.

31)  Nel. Noddings(1984), 앞의 책. 27쪽. 

32) 앞의 책.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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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곧 자연적 배려의 감정과 윤리적 배려의 감정으로 구성된다.”33)라고 보

았으며 강문석(2008) 역시 이에 근거하여 “나딩스는 도덕성이 감정에 뿌리

를 두고 있다는 흄의 자연주의에 기초하여 배려라고 하는 도덕감은 합리적

인 것으로부터 전적으로 도출되지 않으며 오히려 감정이나 정서에 기반하

고 있다.”34)라고 본다. 이들은 모두 나딩스가 흄의 입장에 기초하여 도덕성

이 보편적이고 공통된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다. 여기서 나딩스가 강조하는 이 공통된 감정, 인식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나 나딩스는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라는 인간의 공통된 감정이 기반을

두고 있는 심층적 의식구조가 무엇인지 혹은 그 감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딩스는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배려관계의 현상적 측면을 보편적으로 기술하는 데

중점을 뒀을 뿐이다.35) 즉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선에 대한 인식능

력만으로 충분히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선한 감정이고 인간에게 보편적으

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자연적 배려의 전형인 모성애가 보여주는 이타적 성향을 인류 공

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딩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연적 배

려가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딩스가 도덕성의 근원을 감정에 두었다는 점에는 여

전히 불안한 면이 있다. 나딩스가 흄의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만큼

흄에게 꾸준히 제기되어 온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흄이 직면했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영갑(2004)의

다음 주장은 나딩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3) 박병춘(2002), 앞의 책, 139쪽.

34) 강문석, 앞의 논문. 176쪽.

35) “이에 나딩스는 배려의 관계, 즉 배려하는 사람(carer)과 배려 받는 사람(cared-for) 사이의 조

력과 기여에 대해 서술하는 배려의 현상을 밝히는 작업에 착수한다. 여기서 나딩스는 후설식의 현

상학적 방법, 즉 배려의 본질이나 배려의 궁극적인 의식의 구조를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배려

의 만남에 대한 폭넓은 보편적 기술을 통해 개인이 관계하는 ‘만남(encountment)'을 중심으로 배

려의 현상학을 전개한다.” 강문석(2008), 앞의 논문.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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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의 도덕 인식론은 주관주의의 한 형태로 특징지울 수 있다. 흄은 도덕

성이 경험과 이성을 사용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

라 감정과 정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도덕적 구별과 판단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객관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스스로 안고

있다.36)

객관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흄의 정서적 도덕인식론이 도덕의 보편성

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윤리학의 본질적 의무 중 하나가 인간

의 도덕성이 보편적인 것이냐를 증명하는 것임을 상기할 때 감정의 주관적

성격으로 인해 도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흄의 접근방식은 치명적

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나딩스에게도 그대로 적용

된다. 도덕성을 자연적 배려의 ‘감정’에 기초함으로 인해 객관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공통된’ 감정이 존

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자연적 배려의 보편성을 확보하려 한 나딩스의

주장은 여전히 객관성, 보편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근거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유가윤리사상은 어떻게 도덕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

보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연스러운 도덕적 감정의 발현을

도덕성의 근원으로 본다는 점은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대표적 공통점임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유가윤리사상 역시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

계점인 감정의 객관성 확보가 갖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것이고 이에 대

해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 Ⅳ-1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도덕성의 이원화에 대한 비판

1) 남성 중심적 정의윤리와 여성 중심적 배려윤리

36) 전영갑(2004), 앞의 논문. 24쪽.



- 27 -

배려윤리는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성(性)과 관련하여 두 가지 상이한 성격

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칸트, 콜버그를 중심으로 윤리학의

주류를 이루어온 정의윤리가 추구한 남성적 특성 중심의 도덕성과 배려윤

리가 추구하는 여성적 특성 중심의 도덕성이 두 가지 상이한 도덕성에 해

당한다.

여기서 남성적 특성은 이성을 중심으로 추상적인 사고와 규칙․원리 등을

중시하는 경향에 해당하고, 여성적 특성은 감정을 중심으로 상황․관계 등

을 중시하는 경향에 해당한다. 길리간은 이와 같은 성별적 특성이 도덕성

과 관련되어 두 가지 상이한 도덕적 정향을 낳는다고 본 것이다.37) 그런데

길리간은 여기서 칸트, 콜버그를 중심으로 서구 근대윤리학의 주류를 차지

한 것이 정의윤리였고, 정의윤리는 자연히 남성적 특성 중심의 도덕성에

대한 연구에만 치중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여성적 특성 중심의 도덕성을

간과한 것으로 정의윤리는 여성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는 것이다. 도덕성에는 정의윤리와 대등한 도덕적 목소리인 배려윤리가 엄

연히 존재하고 이 둘은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길리간의 주장에 기반을 둔 나딩스는 이런 맥락에서 정의윤리의 철학적

기반을 구축한 칸트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다. 칸트가 구축한 윤리

학에는 남성적 특성을 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성적 편견이 담겨 있고,

이는 칸트가 가장 중시한 윤리학의 보편성을 스스로 깨버리는 모순을 저지

른 것이라고 비판한다.38) 이러한 비판은 칸트윤리학에 국한된 것이 아닌

칸트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윤리학 자체가 보편 윤리학이 아닌 남성 윤

리학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자유주의 윤리학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을

기반으로 하여 길리간과 나딩스는 남성 중심의 자유주의 윤리학의 한계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배려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7) 길리간은 성별과 도덕성의 관련성을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두 가지 상이한 도덕적 정향은 

성별에 의해서 나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녀는 자신이 성별이 아닌 주제들을 중심으로 상이한 도덕성을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대표적 저서인 ‘다른 목소리로(In a Difference Voice)’가 '목소리'로 명명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녀는 연구 전반에 걸쳐 성별 차에 따른 상이한 도덕적 정

향을 전제하고 논지를 펼치고 있다.

38) J. Grimshaw, philosophy and Feminist Thinking(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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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성적 특성이 반영된 배려윤리의 윤리학적 특징은 무엇일

까?39) 배려윤리의 윤리학적 특징은 정의윤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

서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려윤리는 자유주의윤리학이 개인을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자율적

인 존재로 여김으로써 현대 사회의 개인소외 및 사회분열 현상을 야기했다

고 비판한다. 배려윤리의 관점에서 개인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닌 관계

적 존재이며 상호 의존적인 특성을 갖는다. 즉 자유주의윤리학이 자아를

타자와 단절되고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데 대한 대안으로 비대립적이고 비

단절적인 관계적 존재론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배려윤리는 자유주의윤리학이 지나치게 보편성과 추상성만을 강조함

으로써 개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도덕적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

판한다. 실제 삶 속에서 인간이 처하게 되는 도덕적 상황은 다양한 규칙과

원리들이 충돌하고 감정 등과 같은 규칙과 원리 이외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원칙을 확정짓기 어

렵다. 도덕적 갈등 상황은 항상 수많은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일반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늘 예외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9) 박찬구(2006)는 전통윤리학(정의윤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늘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덕윤

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덕윤리가 배려윤리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덕윤리와 유사

성을 갖는 측면에서 배려윤리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이고 주체적이고 인

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근대윤리학과 달리 배려윤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근간으로 전개되는 

관계적 윤리이다. 둘째, 추상적 상황 속에서 보편적 윤리 현상을 강조하는 근대윤리학과 달리 배

려윤리는 개별적 윤리 현상을 강조하는 상황중심의 윤리이다. 셋째, 도덕법칙과 거기에서 비롯된 

의무감을 도덕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보는 근대윤리학과 달리 배려윤리는 타고난 심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배려의 감정을 중시하고 이 감정은 친소관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현된다

는 점을 인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구(2006), 앞의 책. 147~150쪽. 참조.

    박병춘(2002)은 배려윤리 이전의 전통윤리학(정의윤리)과 대비되는 배려윤리의 윤리학적 특징에 

대해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전통윤리학이 여성을 도덕적 행위자로서 인정(존중)하지 

않는 데 반해 배려윤리는 여성을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존중)한다. 둘째, 전통윤리학이 자아를 독

립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규정한 데 반해 배려윤리는 상호연관적, 의존적, 관계적 자아관이 필요

하다고 본다. 셋째, 전통윤리학이 지나치게 추상성과 보편성만을 강조한 데 반해 배려윤리는 도덕

판단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위자의 특수성을 중시한다. 넷째, 전통윤리학이 공평성만을 

강조하는 데 반해 배려윤리는 타인에 대한 대우에 있어 근접성이나 친밀성을 고려한다. 다섯째, 

전통윤리학이 여성적 가치를 무시하고 경시한 데 반해 배려윤리는 여성적 가치와 남성적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한다. 여섯째, 전통윤리학이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고 이성만을 중시한 데 반해 배려

윤리는 이성과 마찬가지로 감정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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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배려윤리는 자유주의윤리학이 이성만을 중시하고 감정을 무시해왔

다고 비판한다. 자유주의윤리학은 이성은 보편적이고 공평하지만 감정은

개별적이고 편파적이라고 하여 보편윤리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배제해야 할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배려윤리는 감정과 정서를 도덕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타적인 감정이 도덕 발달의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

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넷째, 배려윤리는 자유주의윤리학이 공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관

계의 친밀도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가족, 친지

등과 같이 좀 더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 대한 이타성은 먼 관계의 사람에

대한 이타성에 비해 분명 좀 더 자연스럽고 강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러므로 배려윤리는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관계적 친밀도를 고려하여 차별적

인 이타성을 인정하고 있다.

2) 도덕성의 이원화에 대한 비판

두 가지 도덕성에 대한 논의를 처음 시작한 길리간의 입장을 살펴보면 정

의윤리와 배려윤리가 상호 대립적인 관계라든지 한 쪽을 일방적으로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이한 두 가지

도덕성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40) 그러나 기존의 주

류 전통윤리학은 정의윤리에 일방적으로 치중함으로써 도덕성의 중요한 부

분을 간과하는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배려윤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즉

도덕적 판단,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도덕적 원리․법칙 등을 중시하는 정의

윤리가 도덕적 정서, 도덕적 관계 등이 갖는 도덕발달상의 중요성을 간과

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도덕성 발달을 이룰 수 없었다고 보고 배려윤리를

강조함으로써 두 도덕성의 균형 있는 발달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배려윤리의 이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성별적 특성에 기인한 두 가

지 도덕성에 대한 설정은 인간의 도덕성을 이원화하여 바라보게 만들었다.

40) 길리간은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관련성에 대해 다양한 입장변화를 보여 왔다. 이에 대해서는 주

5)를 참조할 것. 그러나 다양한 입장변화 속에서도 정의윤리와 배려윤리가 공존하고 상호 보완되

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은 공통적으로 나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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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도덕성의 이원화는 수많은 비판과 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중 주된 몇 가지 비판점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성을 성별 간 특성차에 의거해 구분하고, 배려윤리와 정의윤리

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의윤리 연구의 대표

자라 할 수 있는 콜버그는 길리간이 두 가지 도덕적 목소리를 구분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두 가지 도덕적 목소리는 이미 정의윤리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둘은 임의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덕판단 안에

정의의 발달과 배려의 발달을 이루는 경험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인지 도

덕발달론 6단계는 정의윤리와 배려윤리가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려윤

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1)

둘째, 배려윤리는 인간의 도덕성과 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제하여

도덕성을 이원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도덕성과 성의 관련성은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남성중에 정의윤리보다 배려윤리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성 중에 배려윤리보다 정의윤리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또 한 사람이 배려윤리와 정의윤리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모두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다. 도덕성이 특정

성별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특성이 성별에 따라서가 아니라 특정

한 환경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도덕성과 성별과의 관련

성에 더 큰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구사회에서는 정의 윤리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면 유교적 전통이 강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배

려윤리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또한 정착문화이자 협동작업을 위한 공

동체구성이 필수인 농경문화권에서는 정의윤리보다 배려윤리의 특성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난다.42) 이처럼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특성이 성별 이외의

요소들에 의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도덕성이 성과 관련하

여 이원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43)

41) L. Kohlberg, Charles Levine and Alexandra Hewer. "the Current Formulation of Theory"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New York : Harper & Row, 1984). 박병춘, 앞의 

책. 재인용.

42) 박병춘(2000), 앞의 책.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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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Morgan(1987)은 성별에 따라 도덕성을 공적인 도덕성(정의윤

리)과 사적인 도덕성(배려윤리)으로 이분화하는 것은 여성이 덕을 발휘하

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남성의 무능력화를 조장하고,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

지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여성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병폐를 낳는다고 비판

한다. Friedman(1987)은 도덕을 성별에 따라 이분화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성과 여성은 다른 도덕적 성향을 갖도록 사

회적으로 정의되었고 이 결과로 여성은 사적인 영역에서 배려의 도덕성을

보이고 남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의 도덕성을 보이도록 간주되었다는

것이다.4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려윤리는 성별에 따라 도덕성을 이원화시킨 것

에 대한 수많은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왔고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통합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와 관련연구를 불러일으켰다.45) 통합을 요구하는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정의윤리와 배려윤리는 상반되는 것이기보다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상보적 관계이고, 더 나아가 전일적인 관

점에서 통합되어야 할 관계라고 주장한다.46)

43) 이런 지적에 대한 길리간의 반박입장은 주37) 참조.

44) 고미숙, 「배려윤리와 배려교육」,『한국교육학연구』, vol.10, 안암교육학회, 2004. 39~42쪽. 

재인용.

45) 정의윤리와 배려윤리를 통합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M. Brabeck(1992)은 

규칙화된 원리에 대한 관심과 특수한 맥락에 대한 관심의 통합적 접근이 도덕적 행동 결정을 보

다 “옹호할 수 있도록(defensible)” 만들어 준다고 주장한다. J. Rest(1983)는 통합적 도덕이론인 

4구성요소모형에서 ‘도덕적 판단’이 콜버그의 이론과 맞닿고 ‘도덕적 민감성’과 ‘동기화’가 길리간

의 이론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G. Clement(1996)는 정의윤리를 간과하고 배려윤리만을 고

려할 경우 의도와 달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강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배려윤리를 간

과하고 정의윤리만을 고려할 경우 개인을 자족적 존재로 보는 인식이 강해 개인의 소극적 권리 

이외에는 모두 불간섭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윤리를 

배제한 채 자기 입장만 고수하기보다는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밖에도 

Flanagan & Adler(1983), M. Stocker(1987), V. Held(1995) 등이 두 도덕성 간의 상호 보완적

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 정창우,『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2006). 264~267쪽. 박병춘(2000), 앞의 책. 168~175쪽. 

46) 나딩스 역시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

하고 있다. 그녀는 정의윤리의 도덕적 추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의윤리적 추론만으

로는 도덕적 상황에서 깊고 폭넓은 사고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배려윤리의 

정향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정의윤리적 정향이 보완을 해주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Nel Noddings, Care, Justice, and Equity. In Michael S. Katz, 

Nel Noddings & Kenneth A. Strike(Eds), Justice and Caring.(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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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도덕성의 이원화에 대한 이 같은 비판과 통합에 대한 요구

에 대해 유가윤리사상은 어떤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을지, 또 유가윤리사

상 속에서는 어떻게 정의윤리적 요소와 배려윤리적 요소가 통합을 이루고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대해 Ⅳ-3장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

겠다.

3. 정의적(情意的) 측면 편중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려윤리는 관계윤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배려윤리가 추구하는 관계에 대해서 나딩스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정서

적으로 인식하면서 만나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7) 인간과 인

간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일정한 감정을 유발하고 그 감정의

교류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감정이 배제된 관계라는 것은 애

초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감정의 교류가 수반된 관계 속에서만이 관계윤

리로서의 배려윤리는 실현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배려윤리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교류야말로 도덕성의 가

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칸트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윤리학이 감정을 경시하고 독립적이고 원자화된 개인의 이성 작용을 통해

도출된 도덕법칙과 의무를 중시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칸트는 감정이 이성에 종속된 것으로 봤다. 그는 (이성에 의해) 추론된

(도덕)법칙에 맞게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사랑, 감정, 성향 등은 그에게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

다. 배려윤리는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꿔 놓았다. 자연적인 배려를 선호

하고 (의무에서 비롯된)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를 회복하기 위해 요청

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우선 순위의 역전은 칸트를 중심으로 한 윤리학과

배려윤리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이룬다.48)(()는 편집자에 의한 것임)

47) Nel. Noddings(1994), 앞의 책. 173쪽. 

48) Nel. Noddings, Educating Moral People,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2002).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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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딩스의 배려윤리는 도덕적 행위가 칸트의 주장처럼 이성을 통해 구축된

도덕법칙과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하

는 배려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나딩스가 도

덕성의 정의적(情意的) 측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나딩스가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의 관계에서 칸트와 달리 우

선순위를 자연적인 배려에 둔 것을 통해서도 배려윤리가 정의적 측면을 중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1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나딩스는 자연

적 배려의 감정과 윤리적 배려의 감정이 갖는 관계에 있어서 자연적 배려

의 감정을 도덕적 행위의 근본으로 보고 더 중요시한다. 윤리적 배려는 윤

리적 자아와의 관계 속에서 의무감에 호소하여 자연적 배려로부터 이끌어

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배려에 예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배려야말로 가장 우월한 배려의 감정이자 배려윤리의 중심이다.

윤리적 배려와의 차이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연적 배려의 감정은 도덕

법칙과 의무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배려

의) 감정에 의한 것이다. 배려윤리는 이처럼 인간의 도덕성과 도덕적 행위

를 유발하는 주요요인을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감정에서 찾고 있다.49)

물론 배려가 인지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배려가

올바른 도덕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영역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나딩스 역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배려윤리에 대한 연구자들은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지

만 이것이 배려가 비합리적이라거나 더 나아가 합리성을 완전히 배제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배려는 배려자가 적절한 (배려의) 상

49) 본 논문에서는 정의윤리의 인지적 측면 편중에 대비되는 배려윤리의 정의적 측면 편중을 중점적

으로 다루고자 정의적 측면 편중 현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에서 배려는 정의적

인 영역과 함께 행동적인 영역의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되어 왔다. 한 예로 Cancian & 

Oliker(2000)는 배려는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서 설명되는 것으로 본다. 도덕적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은 배려를 베푸는 것이고, 배려를 베푸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요인은 배려의 감정인 것

이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배려는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측면이 강하고 인지적인 영역이 결

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Cancian & Oliker(2000)의 예는 고미숙, 「배려윤리와 배려교육」,『한

국교육학연구』, vol.10, 안암교육학회, 20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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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적절한 합리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을 내재하고 있고, 배려자는 적절한 (배려의) 상황에서 탁

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합리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50)(()는 편집자

에 의한 것임)

배려자가 진정한 배려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수적

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배려가 이처럼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배려자가 피배려자를 배려하는 과정에

대해 나딩스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Ⅱ-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딩스에 따르면, 배려자는 전념

(engrossment)과 동기전환(motivational displacement)의 과정을 통해 피배

려자를 배려한다. 그런데 전념과 동기전환의 과정 속에는 이미 주변의 다

양한 사람들 중에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를 배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없이 모두를 배려하

는 것은 배려윤리에 있어서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일이다. 배려윤리가 상황

윤리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배려가 필요한 다양하고 특수한 상황들을 일일

이 판단하고 적절하게 피배려자의 필요를 판단하는 것이 또한 배려의 과정

에서 필수적이다. 더불어 배려자가 피배려자에게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배

려를 행하기 위해서는 피배려자의 입장에서 어떤 배려의 조치가 필요한지

를 판단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배려자의 입장에서 그가 처

한 상황을 상상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정한 배려행위를

위해서는 판단, 추론, 상상 등 인지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만약 배려행위에 있어서 적절한 판단 즉 인지적 요소가 결여될 경우 이는

피배려자를 위해 배려자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식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의 예가 그것이

다. 또한 피배려자를 배려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피배려자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자식을 통해

자신의 삐뚤어진 욕심을 채우려고 드는 부모의 예가 여기에 해당한다.51)

50) Nel. Noddings,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1992).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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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배려윤리는 내용적 하위요소를 살펴볼 때 인지적, 정의

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윤리가 도덕성을 관

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은 정의윤리가 강조한 인지

적 측면을 하위에 두고 있다고 보게 만든다. 도덕성을 정의적이고 행동적

인 측면에 편중하여 파악하다 보니 칸트의 인지 중심 윤리학이 중시했던

이성에 의해 구축된 도덕법칙과 여기서 나온 의무의식은 밀려나고 도덕성

에 기여하는 인지적인 기능은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되었다.52) 배려를 필요

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거나 피배려자에게 어떤 배려의 조치가 필

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배려자의 상황을 상상하고 인식하는 과정 등 인

지적 기능은 자연적 배려의 감정을 적절하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덕성을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현에 근거한다고 보는 유가

윤리사상 속에 도덕성과 관련하여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어떻게 내

재되어 있으며 이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섞여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

다. 유가윤리사상 역시도 배려윤리와 마찬가지로 정의적 성격에 편중되어

있는지 인지적인 기능을 보조적 역할에 국한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 Ⅳ-3장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4. 배려자의 희생 문제

1) 배려의 과정과 관계적 측면

배려윤리 속 배려는 다분히 관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배려행위 역시 필수적으로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51) Carse & Nelson, "Rehabilitating Care",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vol.6 no.1, 

p.19~35. 고미숙(2004), 앞의 논문, 재인용

52) 나딩스는 배려는 칸트의 방식처럼 도덕법칙에서 나오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욕

망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Noddings, Nel(1984), 앞의 책. 8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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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행위이다. 나딩스는 진정한 배려행위가 배려자가 피배려자에게 일

방적으로 이타적 행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상호관

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53) 즉 배려자의 행위가 있고, 이

에 대한 피배려자의 반응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배려가

완성되는 것이다. 나딩스는 진정한 배려행위가 일어나는 이러한 순차적 과

정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진정한 의미의 배려행위가 실천되는 과정에 대

한 연구를 통해 배려가 이루어지는 의식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나딩스는 배려가 이루어질 때의 의식 상태를 배려하는 자의 의식상태와

배려받는 자의 의식 상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배려자의 의식상

태를 살펴보자면 전념(engrossment)과 동기전환(motivational

displacement)이 있다. 전념(engrossment)은 타인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이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념을 통해 배려자는 자신을 떠나 온전히

피배려자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

배려자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정도

가 아니라 피배려자를 내 안으로 완전히 수용하여 온전하게 그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동기전환(motivational displacement)은 배려자

자신의 동기적 에너지가 피배려자나 피배려자의 계획을 향해 뿜어져 나가

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배려자가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목표 등을

거두고 온전히 피배려자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54)

다음으로 피배려자의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수용(reception), 인식

(recognition), 반응(response) 등이다. 피배려자는 배려자의 배려를 수용하

고 인지하며 배려를 수용․인지하였음을 배려자에게 반응(감응)해주어야

한다. 이때 배려자가 전념 속에서 피배려자의 이러한 일련의 반응을 인지

하고 동기적 전이를 일으키게 되면 온전한 배려가 실현되는 것이다.55)

진정한 의미의 배려는 배려자가 배려를 베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

53) 앞의 책. 70쪽.

54) 앞의 책. 32~33쪽.

55) 앞의 책. 59~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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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배려자가 배려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반응함으로써 배려하는 사람

의 동기적 전이를 불러일으킬 때 완성된다. 배려의 완성은 결국 관계적 측

면에 기반을 두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나딩스는 피배려자에게

서 배려의 과정이 완성될 수 없다면 배려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다고 주

장한다.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 가는 소년의 경우 배려가 그 소년에게서

완성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려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56)

나딩스에게 배려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배려자와 피배려자 간의 관계에 기

반을 둔 양방향적인 것이고 상호성이 중시되는 것이다. 배려는 독립적인

자아가 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관계적 자아가 (배려)관계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배려윤리는 강력한 관계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57)

2) 배려자의 희생 문제

그런데 관계적 속성에 기반을 둔 이러한 배려의 상호성 속에는 배려자가

피배려자를 위해 일방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내재해 있

다. 배려의 상호성은 어디까지나 피배려자가 배려자로부터 받은 배려에 대

해 응답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피배려자가 자신을 배려해준 배려

자에게 재배려를 한다는 의미를 갖는 상호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호그랜드(Hoagland, S. L.)는 나딩스의 배려윤리가 아가페적인 사랑

즉 일방적으로 배려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

다.58)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기독교적 사랑은 필연적으로 배려자 자신에 대

한 배려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배려가 이루어지는 의식상태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 호그랜

드의 주장이 타당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배려자의 의식상태인 전념과

동기전환은 피배려자의 고통을 해결하거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배려자의

56) Noddings, Nel(1992), 앞의 책. 114~115쪽.

57) 이런 측면에서 나딩스는 배려를 개인이 일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덕목’으로 보지 않고 ‘관계

의 질’이나 ‘관계의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58) Hoagland, S. L., "Some thought about caring" Claudia Card(ed.), Feminist Ethics(K.A.: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1).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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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행위이다. 피배려자의 반응으로서 수용, 인지, 감응 역시도 배려

자의 일방적인 이타적 행위를 수용하고 있음을 내비치는 반응일 뿐이다.

이 점에서 배려행위는 상호적, 쌍무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이타적 행위

이다.59)

그런데 여기서 파생되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배려윤리의 근거가 모성애

라는 점이다. 배려의 근원은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고, 자연적 배려의 전형

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런데 배려윤리가 배려자의 일방적인

자기희생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여성은 늘 자식과 가족을 위해 일방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헌

신해야 한다. 호그랜드의 비판처럼 배려윤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배려윤리의 주체인 여성은 늘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하

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역할까지 하게 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60)

배려윤리는 배려자와 피배려자 모두를 도덕적 주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

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배려윤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덕적 주체인 배려자가 정작 배려로부터 소외받는 모순이 발생한다. 호그

랜드의 주장대로 배려윤리 내에서 배려자가 정작 자신에 대한 배려로부터

는 멀어진 채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아가페적인 자기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분명 보이지 않는 억압의 구실을 제공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할 것

이다.

59) 나딩스는 호그랜드의 주장에 대해 배려윤리는 사랑을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적 사랑과 다

르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호그랜드는 기독교적 사랑의 본질은 타인 지향적인 것이고, 자신을 무조

건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인데 나딩스의 배려 역시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타인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둘은 유사하다고 재반박한다. 박병춘, 「나딩스의 배려윤리와 도덕교육」,『한국윤리과교

육연구』, vol.- no.9,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1998. p. 389. 재인용

60) 배려윤리를 평가하는 관점에 따라 여성윤리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하나의 흐름은 

배려윤리를 옹호하고 포함하는 입장으로서 여성적 윤리학(feminine ethics)이다. 여성적 윤리학은 

서구의 주류 전통윤리학인 자유주의 윤리학이 남성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중시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배려윤리를 받아들이고 여성적 특성을 윤리학적으로 체계화시켰다. 또 하나의 흐름

은 배려윤리에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는 여성주의 윤리학(feminist ethics)으로서 배려윤리의 윤리

적 체계는 여성의 종속과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를 정당화하는 데까지 이용당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여성의 종속과 억압을 타파하기 위해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호그랜드는 여성주의 윤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배려윤리가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희생과 종속 가능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병춘(2000), 앞의 

책. 27~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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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과연 유가윤리사상에는 도덕적 행위의 당사자들 사이에 일

방적인 희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유교윤리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일방적인 효 실천을 강조한다고 알려져 있

다. 그렇다면 유가윤리사상 역시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계점인 배려자의 일

방적인 희생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 유가윤리사상은 이에 대해 어떻

게 답변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 Ⅳ-4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5. 배려자의 억압과 피배려자의 자율성 침해

배려윤리는 불평등한 관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배려윤리가 불평등한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표본으로 부모와 자식, 교사와 학생 등

을 세웠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나딩스가 생각하는 배려관

계는 부모 상호 간, 친구 상호 간의 관계 등 수평적인 위치 관계에서 발생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 어른과 아이,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난)남자와 여자 사이와 같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고안된 것이라는 점이

다. 이러한 수직적 관계는 엄밀히 따지자면 배려를 베풀 능력을 갖춘 배려

자와 배려행위를 필요로 하는 피배려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이자 불평등 관

계에 해당한다. 즉 피배려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의 본질이 어쩔 수

없이 불평등한 만남을 불러일으킨다.61) 역으로 어린 자식과 학생의 경우

부모나 교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62) 상

호 배려의 가능성은 낮고 불평등한 관계가 고착된다.

그런데 이렇게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에서 배려관계가 성립하면 피치

못하게 배려자는 피배려자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호그랜드는 지적하고 있다.63)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배려하

61) Noddings, Nel(1984), 앞의 책. 64쪽.

62) 앞의 책. 70쪽.

63) Hoagland, S. L(1991), 앞의 논문.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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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

는 경우가 많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하기가 쉽고 공

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자신과 다른 위치의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아무리 자식에 대한 배려의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로부터 어떤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완

벽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즉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

요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호그랜드의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친구관계에서의 문제로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학업성취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는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

을 걱정하여 사교육을 추가한다. 자녀를 위하는 길은 자녀의 성적을 올려

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과외를 더 시켜주는 것이 자녀를 배

려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어떤 부모의 경우는 자식의 학업성취도 하락이

친구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녀가 친구문제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어른이 된 본인의 입장에서 친구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별일 아닌

것이고 자식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적 향상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만

도움을 준다. 이는 분명 배려자 본인의 입장에서 피배려자의 필요를 예측

하고 재단한 것이지 피배려자의 필요를 피배려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파악

한 것은 아니다. 나딩스가 제시한 배려의 과정에 의거하여 설명하자면 제

대로 된 전념(engrossment)과 동기전환(motivational displacement)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배려윤리의 문제점은 배려자의 행위가 피배려자의 자

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려자가 피배려자를 배려하는 행위가

오히려 피배려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피배려자는 배

려자로부터 어떤 배려를 받고 싶은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피

배려자가 필요로 하는 배려를 배려자가 행하는 것이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배려윤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념과 동기전환은

단순한 입장 바꿔 이해해보기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버리고 상대방이 되어

그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부모와 자식의 예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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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듯이 배려자는 피배려자가 원하는 바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피배려자가 필요로 하

는 것이 무엇인지 강제한다. 진정한 의미의 전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 호그랜드의 지적이 옳다면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배려행위

속에서 나딩스가 생각했던 진정한 의미의 전념과 동기전환은 불가능한 것

일지 모른다.

호그랜드는 더 나아가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피배려자가 배려자로부터 억

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피배려자의 입장을 제대

로 이해할 수 없는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피배려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배려자를 억압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다.64)

배려윤리가 불평등한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배려자가 피배려자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배려자가 배려를 베풀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피배려자가 배려자의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즉 피배려자는 배려자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힘

과 능력이 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지속된다면 불평

등 관계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고착화된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관계는 애초에 배려를 위해 성립했던 관계의 의미는 퇴색되고

배려자의 힘과 능력이 피배려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호그랜드는 이러한 관계의 변질에 해당하는 사례로 부모가 어린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나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려 드는 경우를 들고 있다.65) 부모

가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 속 울분을 어린 자

식을 때리거나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통해 해소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또한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세고 민첩한 남성들이 여성이 혼

자서 할 수 없는 일을 거들어주거나 도맡아 해주고는 여성이 자신보다 열

등한 존재이고 자신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는

64) 앞의 논문. 252쪽.

65) 앞의 논문.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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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불평등한 관계가

고착화되고 지속되면서 진정한 배려의 의미는 퇴색되고 배려자가 피배려

자를 억압하는 상황에 해당된다.

앞서 살펴본 이러한 배려윤리의 문제점은 과연 유가윤리사상에는 도덕성

의 실천 상황에서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억압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유교윤리 역시

배려윤리와 마찬가지로 관계윤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부모와 자식, 어른

과 아이 등 불평등하고 수직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특정관계 속에서 실천해

야 할 덕목(부자유친, 장유유서 등)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윤리

사상 역시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계점인 피배려자의 자율성 침해와 억압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함과 동시에 침해와 억압의 위험성을

어떤 사상적 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

해 본 논문 Ⅳ-5장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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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가윤리적 대응방안

1. 자연적 배려의 보편성 - 惻隱之心과 親親

일찍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인성론이 크게 발달하였다. 인성론은 인

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를 중심으로 인성은 변화하는 것인가 불변하는

것인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등을 문제의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과 본연성의 회복에 대한 탐구였다. 이후 동아시아의 사상가들은 인성

론을 토대로 인간 본성의 근거를 추급해 나아가는 본체론을 구축하였고,

인성의 발현과 관련된 실천방법론에 해당하는 수양론을 발전시켜나갔다.

인성론을 토대로 본체론, 수양론으로 나아가는 이 구도는 타 문화권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동아시아 문화권 특유의 인간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양철학이 인간이 진리를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

인간정신의 능력에 대한 탐구 등 인식론적 접근을 발전시킨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동아시아 사상은 다양한 인간정신 현상 중 도덕성에 관심

을 집중하여 가치론의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도덕성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는 인성론이 있었다. 성선설의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려 한 것이

든, 성악설의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을 인위적으로 교화하려는 것이든, 인간

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윤리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근거가 인간의

본성에 있다고 믿은 것이다.66)

이와 같은 동아시아 사상의 뿌리 깊은 인성론 탐구 경향은 그동안 심도

있는 성과를 나타내왔다. 그리고 이 성과야말로 배려윤리가 직면한 첫 번

째 한계점에 대해 유의미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배려윤리

의 근원인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인성론 연구에 유서가 깊은 유가윤리사상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

는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접근은 나딩스가 철학적 기

66) 동아시아 인성론의 특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김병환, 「중국 인성론의 특징과 유형」『인

문학연구』, vol.7,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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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삼고 있는 흄의 도덕인식론적 접근방식과는 또 다른 의미의 가능성

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사상에서 인성론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

만 여기서는 맹자의 惻隱之心과 공맹의 親親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

록 하겠다. 나딩스의 배려윤리에서 이타적 행위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자

연적 배려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맹자의 주장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단지심, 특히 ‘측은지심’에서 본성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자연

적 배려의 감정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애정, 특히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

는 애정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공맹의 ‘친친’윤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측은지심’과 ‘친친’윤리가 사회생물학 등 현

대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서 보편성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해석을 통

해 나딩스의 자연적 배려의 감정 역시 보편적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 맹자의 惻隱之心에 대한 현대적 해석

맹자는 仁義禮智의 단서인 四端이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다.67)

맹자는 사단 중에서도 그 근본을 측은지심으로 여겼고, 孺子入井 즉 우물

에 빠지려는 어린 아이의 예를 통해 측은지심을 포함한 사단이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하려 하였다.

지금 어린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다 우물 속으로 떨어지려는 것을 보

았을 때, 사람이라면 놀랍고 측은한 마음이 들 것이다. 이는 그 아이의 부

67) 『孟子』「告子上」“惻隱之心，人皆有之；羞惡之心，人皆有之；恭敬之心，人皆有之；是非之心，

人皆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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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사귀려고 하는 까닭이 아니고, 마을의 친구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함

도 아니며 그 소리가 싫어서도 아니다. 이것으로 볼 때 惻隱한 마음이 없

으면 인간이 아니다. 羞惡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辭讓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是非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측은한 마음은 仁의 단서이다. 수오하는 마음은 義의 단서이다. 사양하는

마음은 禮의 단서이다. 시비하는 마음은 智의 단서이다. 인간에게 이 사

단이 있음은 사지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68)

위험성을 모르고 우물로 기어가는 젖먹이 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려는

순간 인간이라면 누구나 놀랍고 측은한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분명 사후에 생길 이익을 고려한 행동도 아니고 아이를 도와야한다

는 도덕적 판단에서 나온 마음도 아니다. 그저 아이가 우물 속에 빠지려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다. 즉 놀랍

고 측은한 마음은 자연적 본성의 발현에 해당한다. 유자입정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도덕심은 젖먹이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순간 전면에 드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선을 갖고 있는 도덕적 존재임을 자각하게

해준다.

사단의 본유성에 대한 맹자의 이런 논증은 仁義禮智의 단서가 인간의 내

부에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이면 누구나 젖먹이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놀라고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닌 선천적으로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러한 도덕심이 외부로 표출

된 것이지 외부적인 규율을 따른 것이 아니다.69)

측은지심에 대한 맹자의 논의는 나딩스가 주장하는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나딩스는 배려라고 하는 도덕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68) 『孟子』「公孫丑上」“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非

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無惻隱之心，非人也；無羞惡之心，非人也；無

辭讓之心，非人也；無是非之心，非人也. 惻隱之心，仁之端也；羞惡之心，義之端也；辭讓之心，禮

之端也；是非之心，智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猶其有四體也.”

69) 『孟子』「離婁下」“由仁義行，非行仁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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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으로 자연적 배려의 감정을 들고 있다. 여기서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일어나는 근거를 유가 인성론에서는 인간에 선천적으로 내재한 사단지심

특히 측은지심에서 찾고 있다. 즉 인간의 본성 안에 이미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접했을 때 응당 도덕적 본성이 발현하여 상대

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맹자가 유자입정의 예를 통해 밝혀냈던 인간의 이타적 본성(사단)

은 단순해 보이지만 도덕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근거는 어디까지나 선험적 직관의 차원에서 구축된 것이기 때문

에 보편성의 차원에서 의구심을 낳게 만든다. 배려윤리 속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감정의 주관적 성격으로 인해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

냐는 한계를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가윤리사상 나름의 확실한 답변을 내

놓기 위해서는 맹자의 유자입정이 받고 있는 이러한 의구심을 좀 더 확실

하게 해소할 수 있는 논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최근 유가 인성론이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지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

다. 특히 유가 인성론의 주류라 할 수 있는 맹자사상의 사단지심이 어떻게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지지받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맹자가 측은지심의 강력한 예증으로 선보였던 유자입정의 예는 최근의 진

화론적 자연주의의 입장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김병환

(2004)은 당대 분자생물학의 발달에 힘입은 사회생물학의 연구 성과는 맹

자가 주장한 사단지심이 우리의 본성에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설

명한다.70) 그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 사회생물학의 창시자 에드워드 윌슨이

밝히고 있는 도덕의 유래를 이용하고 있다.

윌슨에 의하면 인간의 윤리적 정서는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선택을 거치면

서 프로그램화된 것이다. 그런데 윤리적 정서가 진화의 과정에서 프로그램

된 것이라면 윤리적 정서가 발현되는 근원이 우리의 뇌에 남아 있을 것이

70) 김병환, 「생명공학시대의 유가 인성론: 유가 인성론에 대한 사회생물학적 해석」,『中國學報』, 

vol.53, 한국중국학회, 2006. 289~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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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결국 윤리적 정서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하고 맹자가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四德)할 수 있는 근거(四端)가 인간에

게 본래적으로 갖추어져있다고 주장한 바와 유사하다.

더불어 윌슨은 도덕원리가 인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간 자신

에게서 유래한 것임을 증명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이 도덕적

선의 기원이 인간의 본성에 있음을 설명해내기 위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윤리적 규범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단의 생존과 조화를 도모하고 일

생에 걸쳐 우리의 유전자들이 거듭 복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상

적인 이기적인 욕구를 억제하도록 유도한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복종해야만 하는 객관적인 높은 규범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윤리가 단지 개인적인 욕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쉽게 무시될 것이다 …… 윤리란 객관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 법칙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비록 개인적으로는 불편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옳은 일이라

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일 인류의 진화에 대한 이런 생각

이 정확한 것이라면 도덕적 추론에 대한 새로운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

다. 윤리는 신성한 지침이나 순수한 정언적 명령이 아닌 공통적인 본성적

특질과 필수적인 상호호혜성이라는 기초를 갖게 된다. 그 열쇠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더 깊고 객관적인 연구에 있을 것이며 그런 이유로 윤리 철

학은 응용과학이 되어야 한다.71)

도덕 원리는 결국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생물학적으로 설

명하자면 뇌의 표면 피질 구조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

간의 도덕적 본성은 생물학적 토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구조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 역시

선을 지향하는 형태로 동일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맹자가 인간의 도

덕성을 인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한 사단의 발현

에서 찾고 있는 것과 유사한 논리이다.

71) M. Ruse and E. Wilson, 「The evolution of Ethics」, 『New Scientist』17. 1985. p. 

50-52. 김병환(2006), 앞의 논문, 29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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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윤리적 정서는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선택

을 거치면서 뇌에 프로그램화된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사

회생물학 측은 자연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72)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

덕적 판단들(적어도 우리가 진화한 환경 속에서 퍼져 나간 판단들)을 받

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도덕률은 유전자가 자기 이익을 두고 경쟁

하는 와중에서 비공식적으로 타협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고, 유전자는 도

덕률을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그 지렛대를 자기 쪽으로 돌려놓으려

고 한다.73)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선택은 개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유전자를 단

위로 이루어진다. 인간 진화의 방향은 인간의 성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연선택의 과정에서 유전자는 동일 유

전자를 최대한 많이 증식할 수 있는 선택만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이 해

당 유전자를 번식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개체수준

에서 해를 입을 만한 선택일지라도 유전자 수준에서 번식에 유리하다면 유

전자는 이를 선택하게 된다. 인간의 이타적 성질 또한 유전자의 이런 속성

에 의한 것이다. 유전자는 인간이 이타적 성질을 갖고 도덕률을 만드는 것

이 개체수준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유전자 단위에서는 증식에 유리하다

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므로 이타적 성질을 내면화한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윌슨의 논리와 일치한다. 즉 유전자를 단위로 하는 자연선택의 과

정은 인간의 본성에 윤리적 정서가 선천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

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준다.

김병환(2004)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맹자

의 주장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단지심, 특히 ‘측은지심’은 현대 사회생

물학적 해석을 통해 보편성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나딩스의 배려윤리에서 이타적 행위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자연적

72) 이러한 생각은 리처드 도킨스의 유전자 이론에 의거한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리처드 도킨스, 홍

영남 역,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을유문화사, 2009). 28-29쪽. 참조.

73) 로버트 라이트, 박영준 역, 『도덕적 동물』,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3),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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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의 감정 역시 인간의 본성 속에 선천적으로 내재하여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유전자를 단위로 한 자연선택의 과정에서 이타적 성질(자연적 배

려)이 뇌에 프로그램화되었다고, 측은지심에 대한 접근방식과 동일하게 해

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감정으로서의 주

관성을 벗고 보편성을 획득하도록 해주는 결정적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親親윤리에 대한 현대적 해석

유가사상에 있어서 親親은 이타성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하고,

근본적인 것이다. 孔子는 그의 사상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

히는 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인 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밝힌다.

孝悌는 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다.74)

가족애를 대표하는 실천규범인 孝와 悌가 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근본

이라고 밝힌 것을 통해 공자가 가족애야말로 이타성의 근본바탕이 되는 것

으로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자

매) 간의 사랑이 天倫에 해당할 정도로 가장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이타성

의 근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맹자 역시 공자와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맹자는 仁 개념이 가족애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仁의 실질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고, 義의 실질은 형을 따르는 것이

다.75)

仁의 실천에 있어 부모에 대한 사랑(孝)이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밝히는

74) 주19)

75) 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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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공맹뿐만 아니라 자사가 저술한 중용의 다음 구절 역시도 가족애

에 대한 동일한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仁은 사람다움이니, 친족을 친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義는 마땅함이

니, 현자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친족을 친애하는 정도의 차이와

현자를 존중하는 등급의 차이에서 예가 생겨난다.76)

仁함에 있어 친족을 친애하는 가족애가 중심에 있음을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애 중에서도 우선하는 것이 있다. 앞서 살펴본 『孟子』

의 구절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仁으로, 형(손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義로

보고 있다. 유가윤리사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타성에 해당하는 개념이 仁

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부모에 대한 사랑이 이타성의 근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仁이라는 이타성은 부모-자식 간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유가윤리사상은 이처럼 이타성의 실천에 있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시작점

으로 하여 점점 더 사랑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으로 본다. 즉 친친을 시

작으로 한 차등애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차등애를 전제로 한 사랑의 실

천에 대해 언급한 『孟子』의 구절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친족을 친애하고서 백성을 어질게 대하고, 백성을 어질게 대하고서 만물

을 보살핀다.77)

사랑의 과정에는 우선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고, 우선하는 사랑을 바탕으

로 그 후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친족을 친

애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바탕으로 백성을 어질게 대할 수 있으며 백성

을 어질게 대함을 바탕으로 만물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을 베푸는 순서는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이는 仁함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요순에게도 예외가 없는 법이다.

76) 『中庸』第二十章 “仁者人也，親親為大；義者宜也，尊賢為大。親親之殺，尊賢之等，禮所生也.”

77) 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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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순의 仁됨으로도 모든 사람을 두루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한이

와 어진이를 사랑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다.78)

모든 사랑을 공평하게 두루 사랑하는 것은 요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

로 요순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응당 사랑을 베푸는 순서에 따라 사랑을 실

천할 수 있다. 이는 물이 웅덩이를 하나하나 채우며 흘러간 후에야 바다에

이를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과 같다.

원천이 있는 샘물은 흐르고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으니 웅덩이를 채

우고 흘러가서 바다에까지 이른다. 근원이 있는 것은 이와 같으니, 이런

점을 취하신 것이다.79)

샘물이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웅덩이를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한

다. 즉 인민, 애물의 바다에 이르기 위해서는 웅덩이를 채우는 것에 해당하

는 친친의 원리가 먼저 실천되어야 한다. 친친의 웅덩이가 채워져야만 인

민, 애물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만인에 대한 공평

한 사랑의 실천도 결국에는 친족을 친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유가윤리사상의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Ⅱ장에서 살펴본 나딩스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함을 확

인할 수 있다. 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친친이 우선되어야 하고 친친이 있

어야 인민과 애물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맹자의 주장은 나딩스가 자

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적 배려의 감정(모성애)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상당히 일치한다. 또한 낯

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능케 하는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의 감정에

근거를 두고서 차등적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점 등에서도 역시

일치한다. 친친의 대표적 실천행위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고, 자연적 배려의

전형이 모성애라는 점을 상기할 때 결국 부모-자식 간의 사랑이 배려윤리

78) 『孟子』「盡心上」“堯舜之仁不遍愛人, 急親賢也.”

79) 『孟子』「離婁下」“原泉混混，不舍晝夜. 盈科而後進，放乎四海，有本者如是，是之取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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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교윤리 모두에게서 이타성의 근본바탕으로 여겨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유교윤리의 친친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배려윤리의 자연적 배

려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모성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80) 이 점에 대해 한평수

(2006)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평수(2006)는 유교윤리가 강조하는

효는 약자의 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81) 즉 약자인 무력한

아동과 강자인 성인부모 사이에서의 효가 강조점이 아닌 것이다. 이 둘 사

이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강자인

부모가 약자인 자식을 돌보게 된다. 그러므로 유교윤리에서는 이 점에 대

해 특별히 윤리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82) 그러나 반대의 경

우, 즉 약자인 연로한 부모와 강자인 장성한 자식 사이에서는 윤리적인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돌보는 것이 의무감이 아닌 자

연스러운 마음의 발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데 비해 연로한 부모를 장성한

자식이 돌보는 것은 훨씬 더 의무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경

험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교윤리에서 강조하는 효가 연로한 부모에 대한 장성한 자식의 마음을

염두에 둔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論語』「이인」편에 나오는 공

자의 말을 살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할

수 없이 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간다고 한 곳에 있으라. …… 부모의

나이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83)

80) 유교윤리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孝를 강조하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고, 배려윤리는 어

린아이(자식)와 같이 연약한 피배려자를 돌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Herr, Ranjoo Seodu, 

"Is Confucianism compatible with Care Ethics? A Critique", Philosophy East & West, vol. 

53, no. 4. 참조

81) 한평수, 「배려(care)의 윤리와 인(仁)의 윤리」,『철학사상』, vol.23,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

소, 2006. 251~252쪽.

82) 나딩스가 모성애로 대표되는 자연적 배려의 감정에 대해 설명한 것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유교윤리에서는 인식론적 차원보다는 

윤리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성애라는 자연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자식이 연로한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의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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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출입이 잦은 자식이 연로하여 집에 계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

지 않기 위해서는 늘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

딜 가는지, 언제 오는지를 밝혀 부모가 근심치 않게 해드려야 한다는 의미

이다. 공자가 연로한 부모를 염두에 두고서 한 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효

를 실천해야 할 자식은 바깥출입이 잦은 장성한 자이고, 집에 계신 부모는

연로하여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약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행위는 보편적이지만 이에 비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미약한 경우가 있다. 부모의 3년상을

축소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제자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변에서 이러한 인

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나) 부모의 품에서 삼년간은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는가?84) (()는 편집자에 의한 것임)

자식이면 누구나 태어나 최소 삼년을 부모의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란

다. 부모의 사랑은 그만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것이다. 그런데 자식은 이

런저런 이유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삼년상을 치르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삼년상을 축소하자는 제자의 제안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그만

큼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 비해 덜 자연스

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공자는 의도적으로 부모에 대

한 자식의 사랑(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유교윤리는 장성한 자

식이 연로한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앞서 맹자의 측은지심과 같은 인간의 선천적 도덕성이 현대

사회생물학적 측면에서 해석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점을 살펴봤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유가의 친친윤리 역시 사회생

물학적인 측면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려 한다. 배려윤리에서

83) 『論語』「里仁」“父母在，不遠遊。遊必有方. …… 父母之年，不可不知也.”

84) 『論語』「陽貨」“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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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행위가 자연적 배려의 감정(모성애)에 근원을 두고 이것이 차등적

으로 확장되어 나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미 유사한 논리구조가 유가윤

리사상의 친친윤리에 존재해왔음을 확인하였다. 친친윤리가 사회생물학적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논리구조를 갖

고 있는 자연적 배려의 감정 역시도 주관성을 벗고 보편적 발생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유가윤리사상의 친친윤리는 맹자의 사단지심과 마찬가지

로 최근 사회생물학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김

병환(2009)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생물학의 차원에서 친친윤리에 대한 해석

을 시도하고 있다.85) 그는 사회생물학의 창시자 에드워드 윌슨 그리고 도

킨스 등의 주장을 토대로 이를 증명해내고 있다. 윌슨은 다윈주의적 관점

에서 친족에 대한 이타적 행위가 자연선택적 진화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

고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맹목성 이타적 행위(hard-core altruistic

behavior)’라고 칭하였다.86) 윌슨에 의하면 맹목성 이타적 행위는 같은 유

전자를 더 많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 간에 혈연적 유대감이 올라가면서 서

로에 대한 이타적 행위를 증가시킨 결과로 발생하는 행위이다. 맹목성 이

타적 행위는 결국 자신의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들의 번영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유전자 공유와 관련하여 도킨스는 다음과

85) 김병환,「유가의 친친윤리와 묵가의 겸애윤리에 대한 다윈주의적 독해」, 『범한철학』, vol.54, 

범한철학회, 2009. 48~51쪽.

86) 윌슨은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맹목성 이타적 행위(hard-core altruistic behavior)’와 ‘목적성 

이타적 행위(soft-core altruistic behavior)’ 두 가지로 구분한다. ‘맹목성 이타적 행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이타적 행위로서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을 띠며 친족집

단에서 흔히 발생한다. 이에 반해 ‘목적성 이타적 행위’는 일정한 보답을 기대하고 행하는 이타적 

행위로서 합리적이고 상호호혜적인 성격을 띤다. 윌슨은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엄밀한 의

미의) 이타적인 행동 즉, 맹목성 이타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진화한 이유를 ‘혈연선택’으로 본다. 

그런데 최근 윌슨의 새로운 저서를 보자면 혈연선택설의 가정들이 근거로 삼은 포괄 적합도 일반 

이론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혈연선택'을 버리고 ‘집단선택’으로 입장을 선회한다. 그러나 

이러한 윌슨의 입장은 기존의 입장에 비해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

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여전히 윌슨의 기존 입장인 ‘혈연선택’설을 지지하는 바이

다. 맹목성 이타적 행위에 대한 내용은 에드워드 윌슨, 이한음 역, 『인간본성에 대하여』,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1). 217~219쪽. 김병환(2009), 앞의 논문. 48~49쪽. 재인용. 최근의 입장변화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드워드 윌슨, 이한음 역, 『지구의 정복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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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신이 유전자 H의 사본을 1개 가지고 있다면 당신 아이들은 어느 아이

라도 그것을 가질 확률이 50%이다.…A와 B의 공통 조상이 발견되면 다

음과 같이 세대 간격을 세어보자. 우선 A로부터 공통 조상에 이르기까지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 거기서 다시 B까지 내려간다. 가령 A가 B의 숙

부라면 세대간격은 3이다.…공통 조상을 경유한 AB간의 세대 간격을 알

았으면 다음에 그 조상에 관계하는 AB간의 근친도를 계산하자.…거기에

는 세대 간격의 각 단계마다 1/2을 곱하여 간다. 세대 간격이 3이라면

1/2×1/2×1/2, 즉(1/2)의 3제곱이 된다. 특정 조상을 경유한 세대 간격이 g

라면 근친도 부분은 (1/2)의 g제곱이다. 가령 사촌에게는 공통조상이 2인

있고, 그 각각을 경유하는 세대 간격은 4이다. 따라서 그들의 근친도는

2×{(1/2)의 3제곱}=1/8이다. 유전적으로 말하면 사촌은 증손과 같다. 이와

같이 당신은 조부(근친도 2×{(1/2)의 3제곱}=1/4)와 같은 정도로 숙부

(2×(1/2)=1/4)와 ‘닮았다.’87)

도킨스의 계산방식에 의할 때 근친도가 높으면 같은 유전자의 공유가 그

만큼 많은 것이다. 그리고 같은 유전자를 더 많이 공유한 집단은 이타적

협동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유전

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 이것은 곧 혈연적 유대관계의 증가를 의

미한다. 그래서 혈연적 유대관계가 높은 친족 간에는 개체 간의 보답이 없

을지라도 이타적인 행위가 가능해진다. 결국 윌슨이 말한 맹목성 이타적

행위는 친족 간에 흔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유

전자를 좀 더 많이 공유하고 있는 친족집단 내에서 더 용이하게 자리를 잡

을 수 있었던 것이다.88)

김병환(2009)은 앞서 살펴본 윌슨과 도킨스 등 사회생물학자들의 연구성

87)  리차드 도킨스,  홍영남 역,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을유, 2001). 143쪽~145쪽.

88)  윌슨이 개념화한 ‘맹목성 이타주의((hard-core altruism)’는 여러 연구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나

타나고 있다. 피터 싱어의 ‘혈연 이타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덕 감정의 기원을 설명

하기 위해 윌리엄 해밀턴이 처음 주장한 ‘친족 선택설’도 맹목성 이타주의와 관련한 유사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피터 싱어, 김성한 역, 『사회생물학과 윤리』, (서울: 인간사랑, 

1999). 32~37쪽. 로버트 라이트, 박영준 역, 『도덕적 동물』,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3). 

241~2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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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통해 유가 친친윤리의 생물학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타인을 어질게

대하고[仁民], 만물을 보살피기[愛物] 이전에 친족을 먼저 친애하는 행위,

즉 가족, 친족을 먼저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

하는 것[親親]은 결국 자신의 유전자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친족 간

의 협력의 결과라고 설명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가윤리사상에서

친친을 필두로 한 차등애를 강조하는 것은 혈연이타성과 같은 생물학적 본

성론에 근거를 둔 이론인 것이다.

이처럼 친친윤리는 생물학적 본성론에 근거를 둔 설명이라는 점에서 상당

한 지지기반과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친친윤리의 이러한 접근방

식은 친친윤리뿐만 아니라 배려윤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친족에 대한 배

려의 감정(자연적 배려)이 이타적 행위(배려)의 근원으로서 낯선 타인에 대

한 배려(윤리적 배려)에 비해 더 먼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선천적

이고 보편적인 현상임을 지지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딩스가 자연

적 배려의 감정(모성애)을 윤리적 배려에 우선하는 근본적인 감정으로 보

는 것이 생물학적 본성론으로 설명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자

연적 배려의 전형인 모성애는 맹목성 이타적 행위 등과 같은 사회생물학적

관점에서 같은 유전자를 더 많이 공유하고 있는 자식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아끼고 사랑하려는 본능이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는 식으로 설명 가능

하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통해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이타적 행위의 근원

으로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 도덕성의 이원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가윤리의 음양관

Ⅲ-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길리간과 나딩스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구분하고 두 성별 간의 격차가 두 가지 상이한 도덕성을 낳았다고

전제한다. 이 두 가지 도덕성 중 하나가 남성적 특성이 중심이 된 정의윤

리를 낳았고, 다른 하나가 여성적 특성이 중심이 된 배려윤리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길리간과 나딩스는 기존의 전통윤리학이 남성적 특성 중심

의 정의윤리에만 치중하였고 여성적 특성 중심의 배려윤리를 열등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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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하여 무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윤리학의 영역에서도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었음을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길리간과 나딩스

의 이러한 주장은 일면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도덕성을 성별에 따

른 두 가지 상이한 특성으로 구분하여 도덕성의 이원화를 조장했다는 논란

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본 논문은 Ⅱ장에서 유가윤리사상이 배려윤리와 본질적으로 상당

히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유가윤리사상

역시 배려윤리와 유사하게 도덕성을 이원화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즉 길리간과 나딩스의 주장대로 도덕성을

남성적 특성 중심의 도덕성, 여성적 특성 중심의 도덕성으로 구분하는 관

점에서 유가윤리사상이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배려윤리가 직면한 비판

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위험성에 처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유가윤리사상에도 여성윤리적 성격 혹은 남성윤리적 성격

이 구분되어 내포돼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유가윤리사상

안에서 남성적 성격과 여성적 성격이 구분되어 있다면 유가윤리사상도 도

덕성을 이원화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유가윤리사상은 성별적 특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과 태도

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이쯤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유가윤리사상의 음양관이다. 유가

윤리사상은 천지만물의 창생과 변화를 음양의 조화를 통해 설명해왔다. 그

리고 음은 여성적 특성을, 양은 남성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봤

다. 이런 점에서 유가윤리사상이야말로 남성적 성격과 여성적 성격을 극명

하게 구분하고 있는 사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교윤리는

음양관에 기반을 두고 남성중심적 윤리로서의 성격을 드러내왔다. 男尊女

卑 등과 같은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이 유교사회에서 엄연히 존재해왔음이

사실이다. 이처럼 유교윤리는 배려윤리와 유사한 맥락에서 성별차에 입각

한 사상을 전개해왔고 배려윤리가 여성적 성격 중심의 특징을 보인 것처럼

유교윤리는 남성중심적 성격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유가윤리사상의 성별차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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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유가윤리사상의 음양관은 성별적 차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유교윤리가 남성중심적 윤리라는 주장은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검

토해보겠다. 이것이 해명되지 않는다면 유가윤리사상은 배려윤리와 마찬가

지로 도덕성을 이원화하고 이를 넘어서서 천지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음

양에 의해 이원화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배려

윤리가 여성적 성격에 편중되었다는 비판을 받듯이 유가윤리사상 역시 남

성적 성격에 편중되어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필자는 본 장을 통해 유가윤리사상이 남성중심적이라는 주

장은 유학경전인 주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것이

고, 주역은 음양의 구분을 전제하고 있지만 이는 양쪽을 구분하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음양의 대대관계에 기초한 조화를 절대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또한 이렇게 대대관계에 기초한 조화야말로 유가윤리

사상이 성별적 차이를 바라보는 궁극적인 관점임을 밝히도록 하겠다.89)

유교윤리가 남성중심적이라는 주장은 어디서 유래한 것이고, 이것은 과연

유가윤리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의 틀에서 비롯된 것일까? 먼저 유교

윤리가 남성중심적이라는 주장은 유교문화권에서 널리 퍼져있는 男尊女卑

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유교문화권에서 남성을 존귀하게, 여성을 비천하

게 보는 인식은 널리 퍼져 있는데, 근본원인은 주역의 사고에 기초한 음양

의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주역의 음양관을 사상적 토대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지위와 역할을 철저히 구별한 데서 남존여비의 사고가

시작된 것이다. 남존여비적 사고는 가족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위치를

결정짓는 것(부계 가부장제)을 비롯하여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철저히 구별하는 데 이르렀다. 물론 이런 현상은 중국, 한국 등을

89) 어떤 사상이 추구하는 사상적 지향점과 그 사상에 기반을 둔 사회가 보여준 역사적 발자취는 동

일하지 않을 수 있다. 유가윤리사상의 음양관이 그러하다. 유가윤리사상의 음양관이 사상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대대적 관계에 기초한 조화, 다시 말해서 남녀 간의 절대적 조화를 중시한다. 그러

나 실제로 유교문화권 국가가 보여준 역사적 발자취는 남존여비 등과 같은 남성중심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왔다. 더불어 사상적으로도 남성중심적 사회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음양관을 왜곡하

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 점은 유가윤리사상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정․극복해나

가야 할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양관의 왜곡되지 않은 사상적 지향점을 살피고 

유교윤리의 남성중심성을 배태한 왜곡된 음양관이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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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범유교권 국가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대

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애석하게도 남존여비적 사고

방식과 생활방식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조선의 중기 이후 사

회이다. 조선의 유교(성리학)는 조선 중기 이후에 급격히 남존여비의 불합

리한 의식을 확장해나갔다.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 윤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장려되었던 주자가례나 윤리규범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던 三從

之道, 七去之惡, 법적 규범으로 금지되었던 여성의 재가 등이다. 더불어 여

성은 성욕을 품는 것이 죄악시되어 남성의 일부다처가 관습적으로 당연시

되었던 것과 달리 여성은 정절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졌다.

어떤 경우에도 한 남자에 대한 일편단심을 꺾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런 현상은 조선의 유교(성리학)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지위로 보지 않고

여성을 가부장적 체계에서 남성에 종속된 도구적 존재로 여겼음을 보여준

다.

그렇다면 남존여비적 사고의 사상적 토대가 된 주역의 음양관은 진정 남

성과 여성의 차별을 배태할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周易에 음양의 원

리가 나타나는 것은 의심 없는 사실이다.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이 도다.90)

주역적 세계관에서 음양의 원리는 궁극적 도의 원리이자 세계 내 모든 사

물의 존재원리이다. 음양의 상호감응을 통해 우주의 모든 생성변화가 이루

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음양은 유교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男女, 乾坤 등의 상징으로 표

현된다. 易傳의 한 구절을 보자면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서 건과 곤이 정해진다. 낮은 것과 높은 것이 배

열되어 귀함과 천함이 자리를 잡는다.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에 상도가

있어 강유가 나뉜다. …… 건도는 남성을 이루고 곤도는 여성을 이룬다.

건은 위대한 만물 창생을 맡고 곤은 만물을 만들어 완성시킨다.91)

90) 『周易』「繫辭上」 “一陰一陽之謂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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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은 하늘(乾), 높음(高), 귀함(貴), 움직이는 것(動), 강건함(剛), 건도(乾

道), 남성(男性), 만물창생(大始) 등으로 나타나고, 陰은 땅(坤), 낮음(卑),

천함(賤), 고요한 것(靜), 유함(柔), 곤도(坤道), 여성(女性), 만물완성(成物)

등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역전에는 양적인 것과 음적인 것이 뚜렷이 대비

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전의 대비적 음양관은 곧 주역의 남녀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래서 주역의 남녀관에 따라 유교문화권에

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었고, 여성은 주역의 남녀

관에 근거한 존재론적 기반 하에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병환(1999)에 의하면 이는 애초에 유학 경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비극이다.92) 즉, 역전의 대비적 음양관을 주역

의 남녀관으로 해석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易傳과 周易 經 本文은 시기적

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텍스트이다. 그러나 역전의 대

비적 음양관을 주역의 남녀관으로 해석한 것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오

류를 범한 것이다.

‘周易’은 역경 본문과 역경에 대한 해설에 해당하는 역전으로 구성되어 있

다. 즉 역전은 역경 본문 내용에 대해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본문 해

석의 틀을 제공하는 해설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역전은 역경 본문보다

상당히 후대에 와서 완성된 것이다. 고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역경의

본문과는 달리 역전이 형성된 시기는 전국시대 말엽이나 秦漢代 초로 여겨

진다. 그런데 이 시기는 부부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와 중앙집권적 통일

제국이 완성된 사회적 배경을 갖는다. 그러므로 역전에서 역경 본문을 해

설하는 데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陰陽이란 표현은 역경 본문에는 ‘陰’만이 한 번 보일 뿐이고,93) 역

전에만 자주 등장하여 궁극적 도의 원리이자 세계 내 모든 사물의 존재원

리로 나타난다.

91) 『易傳』「繫辭上」 “章天尊地卑，乾坤定矣. 卑高以陳，貴賤位矣. 動靜有常，剛柔斷矣 …… 乾道

成男，坤道成女. 乾知大始，坤作成物.”

92) 김병환, 「유학의 여성관」『孔子學』, vol.5 No.1, 한국공자학회, 1999. 10~11쪽.

93) 『易經』中孚卦 九二爻 “鳴鶴在陰，其子和之，我有好爵，吾與爾靡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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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男女, 乾坤, 貴賤 등으로 상징되는 대비적 음양

관 역시 역전에서 등장한다. 즉 흔히 알려진 주역의 대비적 음양관은 역경

이 아닌 후대에 쓰인 역전에 담긴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역경 본문

을 해석하기 위해 역전의 음양관을 가져다 쓴 것이지 역경 본문 자체가 음

양관을 내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가부장적 사회가 확립된 진

한시대를 배경으로 쓰인 역전의 음양관으로는 춘추시대 이전을 배경으로

하는 역경 본문의 순수한 의미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주역에 드러나는 참된 음양관은 무엇일까?

김병환(1999)은 주역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바로 우주만물이 탄생하고 변

화하는 원리에 대한 것이라 설명한다.94) 우주만물이 탄생하여 변화하는 원

리를 乾坤과 陰陽 상호 간의 교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주역에서 乾은 우

주만물을 탄생시키는 힘이고, 坤은 이 우주만물을 키워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주만물을 탄생시키거나 키워서 변화시키는

모든 작용이 건이든 곤이든 그 자체만의 독립적 힘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는 사실이다. 반드시 건과 곤의 상호 교감과 감응이 있어야만 우주만물의

탄생과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천지가 감응하니 만물이 변화, 생성한다.95)

천지가 서로 교통하지 않으니 만물이 생겨나지 않는다.96)

天地(乾坤)가 감응할 때만 만물이 탄생, 변화하는 것이고, 천지가 교통하

지 않으면, 즉 감응하지 않으면 만물은 애초에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이

처럼 건곤의 감응은 우주만물의 창생과 지속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은 陽을 상징하고, 곤은 陰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주역의 음양관

에서는 모든 우주만물이 음양의 교감과 감응 그리고 합일에 의해서만 탄생

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음양의 존비귀천은 주역의 내용이 아닌

94) 김병환(1999), 앞의 논문. 11~13쪽.

95) 『易經』「彖傳」 咸卦 “天地感而萬物化生”

96) 『易經』「彖傳」 歸妹卦 “天地不交，而萬物不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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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음과 양은 결코 어느 한 쪽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

는 것이다.

이에 김병환(1999)은 오히려 주역에서의 핵심 음양관은 음과 양이 상호

待對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待對관계란 대

립하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것, 상대가 존재하므로 비로소 자기 존재의 참

된 존재의의를 갖는 것이다.97) 주역에서 음과 양은 분명히 서로 이분되어

있고 서로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능력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작용을 만들어낼 수 없다. 즉 음양이 상호

교감할 때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역의 음양

관은 음과 양을 서로 대립, 갈등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대대관계 즉 서로

의존하고 상대로 인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관계로 본다. 양은 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음 또한 양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음양의 대대관계야말로 음양의 상호 평등주의이자 참다운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병환(1999)은 이런 점에서 유교문화권에 퍼져 있는 남존여비적 사고방

식을 주역의 음양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98) 음양

을 구분하는 것과 繫辭傳에서 볼수 있듯이 양을 强으로, 음을 柔로 나타내

는 것이 쉽게 양존음비, 남존여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해석은 주역의 핵심적 음양관인 대대관계에 기초한 조화를 간과한 채 지엽

적인 부분으로 전체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양개념이 양존음비, 남존여비로 연결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 김병환(1999)은 이에 대해 복잡한 역사

적, 시대적, 사상적 배경을 따져 물어야 하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배경은 역

전을 단서로 하여 한나라의 사상가인 동중서가 음양오행사상을 확립하면서

부터라고 본다.99) 동중서는 하늘(天)은 궁극적인 존재로서 하늘의 운행에

의해 인간의 행위도 정당성을 부여받는다고 봤다.(천인감응설) 그런데 하늘

의 궁극적인 운행 원리가 바로 음양관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음양의 도에 따

97) 김병환(1999), 앞의 논문. 15쪽.

98) 앞의 논문. 10~11쪽.

99) 앞의 논문.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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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간의 윤리적 질서(군신, 부자, 부부 간의 윤리)도 정해지는 것이다. 동

중서는 여기서 이미 하늘은 존귀(尊)하고, 땅은 비천(賤)한 것임을 전제하

고 있다. 즉 하늘-양-남자-존귀함, 땅-음-여자-비천함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병환(1999)에 의하면 동중서의 이런 생각은 한 대에 이미

만연해 있던 가부장적 질서에 기초한 정치이데올로기를 음양론에 의거하여

설명한 것으로 주역의 음양관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주역의 음양관 속

에 음과 양의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월

한 것과 열등한 것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주역을 필두로 한

유학사상의 음양관은 음양의 우열을 논하는 것이 아닌 상호 조화와 상생을

중요시한다. 이는 자연히 양과 음으로 상징되는 남성과 여성 간의 조화와

상생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유학사상은 정치 이데올로기화에 의한 남성주의적 성격을 벗겨낸

다면 순수하게 남녀간의 평등, 조화, 상생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역적 세계관을 통해 해석한다면 남성과 여성은 대대관계로서 상호

의존적이면서 상대방에 의해 자신의 참된 존재의의를 갖게 되는 관계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월함과 열등함의 구분, 우월함에 대한 열등함의 복종

과 같은 비극은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역의 음양관은 분명 음과 양을 구분하고 있다.

음과 양을 구분하는 태도는 길리간과 나딩스가 도덕성을 여성윤리적 성격

과 남성윤리적 성격으로 구분하는 태도와 유사하다.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

인 것의 구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

가윤리사상에서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

떠한가? 동양의 남녀관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주역의 음양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과 양이 상호 待對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음과 양은 분명히 서로 이분되어 있고 이 둘은 결

코 서로를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능력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작용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음양이 상호 교

감할 때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주역의 음양관은 음과 양을 서로 대

립, 갈등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대대관계 즉 서로 의존하고 상대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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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의미를 찾는 조화로운 관계로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Ⅲ-2장에서 길리간과 나딩스가 도덕성을 남성중심적 성격과

여성중심적 성격으로 구분함으로써 도덕성의 이원화라는 폐단을 낳았다는

비판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주역을 필두

로 한 유가윤리사상의 음양관이야말로 적절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

다. 배려윤리가 도덕성을 이원화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원화의 목적은 도덕성을 남성적 성격과 여성적 성격으로 구분 짓고 대립

하는 것으로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배려윤리 역시 주역의 음양관과

마찬가지로 도덕성의 남성적 성격과 여성적 성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해야 하고 상대가 있어야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

는 조화로운 관계로 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배려윤리의 여성

윤리적 성격은 결코 그 자체의 힘만으로는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다. 반

대로 남성윤리적 성격이 강한 정의윤리 역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무런 힘

을 발휘할 수 없다.

정의의 윤리가 과도하면 삭막[이기적이거나 무감각한 합리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 : 필자주]하고, 배려의 윤리가 과도하면 그 배려의 대상이

축소되거나 인정에 치우치기 쉽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두 윤리적 관점 중

어느 한쪽에 편중됨이 없이 균형을 이루어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을 통

합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100)

한 쪽에 편중된 윤리는 결코 올바른 지향점이 아니다. 배려윤리가 과도하

면 관계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피배려자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인정에 치

우쳐 형평성을 잃고 가까운 자에게만 도덕적 행위를 하기 쉽다. 마찬가지

로 정의윤리가 과도하면 공평하고 합리적인 판단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

신에게 유리한 판단이 합리적일 경우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마음에

서 우러나지 않는, 그저 머릿속 판단에 의한 도덕적 행위가 나타날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진정한 도덕성의 발현이라 할 수 없다. 배려윤리와

정의윤리는 각자의 힘만으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상호 교감하여 서

100) 정창우(2006), 앞의 책. 330~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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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상대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줄 때 진정한 도덕이

실현된다. 즉 배려윤리와 정의윤리 역시 주역의 음양관과 마찬가지로 대대

관계에 기초한 조화 속에서라야만 제대로 된 도덕성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역의 음양관이야말로 이처럼 배려윤리가 도덕성을 이원화

하여 나타난 폐단을 해결해줄 수 있는 지향점을 제공해준다.

3. 유가윤리의 통합적 성격

본 논문은 Ⅲ-3장에서 배려윤리가 도덕성의 인지적인 측면을 보조적인

역할에 제한한 채 정의적인 측면에 편중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물론 ‘도

덕적’ 배려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논리적 추론과 판단을 요구하는 측면

(인지적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배려윤리는 자연적 배려의 감정을 도덕성

의 근원으로 봄으로써 정의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렇다면 유가윤리 내에서는 도덕성의 인지

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을까? 앞서 Ⅱ-1장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려윤리와 유교윤리가 상당한 유사성을 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유가윤리사상 역시 정의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연 유가윤리사상 속에서 인지적, 정의적 영역은 어

떤 식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유가윤리 내의 핵심적 사상들이 영역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

다는 점을 들어 유가윤리사상이 통합적 성격의 사상임을 보이려 한다. 이

를 위해 四端과 恕를 분석해볼 것이다. 사단은 맹자가 인간의 도덕적 본성

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유학사상의 핵심개념으로서 惻隱之心(측은지심),

羞惡之心(수오지심), 辭讓之心(사양지심), 是非之心(시비지심) 등을 포함한

다. 그리고 사단지심은 용어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마음(心)

의 작용을 중심에 둔 것으로 정의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사단 중 수오

지심은 자신의 부도덕함을 부끄러워하거나 타인의 부도덕함을 미워하는 마

음으로서 부도덕함을 인식하고 그 행위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것을 요구

한다. 또 시비지심은 무엇이 인과 의의 기준에 맞는 옳은 것인지 판단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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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대적 의미의 도덕적 추론과 판단에 해당한다. 수오지심과 시비지심은

모두 인지적 영역이 강하게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의적인 영

역과 인지적인 영역이 사단 안에 고루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더불어 서는 유학사상이 갖는 도덕실천의 근본원리이자 태도에 해당한다.

흔히 ‘내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推己及人]’,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

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己所不欲勿施於人].’는 의미로 해석되는 서는 ‘마

음을 미루어’ 본다거나 ‘자신이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다

는 의미에서 마음의 작용을 중심으로 하고 정의적인 측면에 치중한다. 그

러나 타인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인지

적 요소 역시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즉 서는 인지적 성격과 정의적 성격

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도덕실천 원리이자 태도인 것이다.

이처럼 유가윤리사상은 통합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인간을 도덕

적이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요소, 즉 도덕적 본성으로서의 사단과 도덕실

천의 원리이자 마음의 작용으로서의 서, 이 양쪽 개념은 유가윤리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이 모두 통합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유가윤리사상이 인간의 이타성을 통합적인 관점

에서 다루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四端의 통합적 성격

Ⅲ-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맹자는 仁義禮智의 단서인 四端이 모든 인

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다.101)

사단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유가윤리사상의 핵심개념이다. 맹자는 모든 인간이 惻隱之心(측은지심), 羞

惡之心(수오지심), 辭讓之心(사양지심), 是非之心(시비지심)을 가지고 있기

101) 주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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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맹자가 도덕성의 기

초가 바로 인간의 마음(감정)에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단의 네 요소, 즉 측은한 마음, 수오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 등은 공통적으로 마음(心)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다. 맹자는 인간

의 도덕적 본성이 선천적으로 모두 마음의 작용, 즉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보는 것이다.

맹자가 유자입정의 예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한 것 역시 인간의 자발적인

이타적 행위가 선천적으로 내재된 ‘마음’의 작용(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

실이다.

지금 어린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다 우물 속으로 떨어지려는 것을 보

았을 때, 사람이라면 놀랍고 측은한 마음이 들 것이다. 이는 그 아이의 부

모와 사귀려고 하는 까닭이 아니고, 마을의 친구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함

도 아니며 그 소리가 싫어서도 아니다.102)

맹자는 이타성의 기반을 아이의 부모와 사귀거나 칭찬을 듣거나 하기 위

한 이지적 이성의 작용이 아닌 직관적이고 비계산적인 감정에서 찾은 것이

다. 이타적 행위는 이해관계를 따진다거나 도덕적 추론, 도덕적 판단에 의

존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이고 즉각적인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맹자는 이성이 아닌 감정에 기반을 둔 도덕성을 구축하였다.103)

맹자는 도덕성이 감정의 영역에 기초한 것이며 이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도

덕적 판단작용은 도덕적인 감정의 작용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보조적 작용

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맹자가 이룩해 놓은 마음의 작용(감정)에 기

반을 둔 도덕적 본성 이론은 유학사상이 전통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이성

보다는 감성 중심으로 인식하는 틀을 제공하였다.

102) 주 68) 부분 재인용

103) 황필호(2000)는 칸트와 맹자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칸트가 도덕성의 근간을 이성의 작용에서 찾

고 감정을 반윤리적 실체로 파악하는 데 반해 맹자는 도덕성의 근간을 마음의 작용에서 찾고 감

정의 중요성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황필호, 「맹자와 칸트의 

비교」,『哲學論叢』, Vol.20 , 새한철학회,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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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단지심에 근거를 둔 유가윤리사상의 도덕성은 정의적(情意的)

요소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일까? 사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羞惡之心을 살펴보자. 수오지심은 부도덕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이른다. 그런데 수오지심이 나타내는 도

덕적 부끄러움이나 도덕적 미워함은 그 안에 인지적인 요소를 다분히 내포

하고 있다. 주희는 수오지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부끄러움(羞)이 자신의 잘못에 관한 것이라면, 미워함(惡)은 남의 잘못에

관한 것이다104)

그런데 여기서 도덕적 부끄러움은 자기 자신이 도덕적 잘못을 범한 행위

주체임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전제하고105), 도덕적 미워함은 타인이

도덕적 잘못을 범한 행위자임을 역시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수오지심에는 도덕적 잘못을 범한 행위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도덕적 잘

못을 범하였는지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식적 인지과정은 이처럼 사단의 인지적 측면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是非之心을 살펴보자. 먼저 맹자는 시비지심 즉 옳고 그름을 판

단하는 일이 마음의 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이는 시비지심이 현대

적인 의미의 판단력처럼 경험에 의거한 판단이 아니라 선천적인 도덕적 감

정에 의해 시비를 분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맹자에

게 있어서 옳고 그름은 사실 시비지심의 판단 이전에 이미 인과 불인, 의

와 불의에 의해 가려져 있는 것이었다. 즉 인과 의로서도 이미 도덕적 옳

고 그름은 결판이 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비지심의 역할은 무엇일까?

맹자의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104) 『孟子集注』「公孫丑章句上」 “羞，恥己之不善也. 惡，憎人之不善也.”

105) 정용환(2011)은 도덕적 부끄러움과 관련하여 유학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 측면에서 늘 인

지하여 검토하였다고 본다. 또한 도덕적 자기 인지를 통해 부끄러움에 이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발전하여 성리학적 공부법으로서 경(敬)과 성(誠)이 되었음을 주장한다. 정용환, 「맹자의 

도덕감정론에서 부끄러움의 의미」,『哲學論叢』, Vol.66 , 새한철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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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하늘이 부여한 고매한 벼슬이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편안한 집이

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하지 못하다면 智를 행

한다고 볼 수 없다.106)

시비지심이 발현된 덕성으로서의 지(智)는 사람이 인과 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판단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즉 무엇이 인한 것이고, 무엇이 의

로운 것인지의 기준에 맞춰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다.

그런데 이렇게 보자면 시비지심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판단력을 의

미한다. 비록 시비지심의 도덕적 판단력이 정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옳고 그름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옳음을 선택하는

능력에 해당하므로 시비지심의 판단과 선택작용은 인지적인 작용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사단의 인지적 측면을 보여준다

고 하겠다.

2) 恕의 통합적 성격

恕는 공맹이 한 목소리로 중요성을 강조한 도덕실천의 원리이자 태도이

다. 서를 강조한 공자의 입장은 다음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子貢이 묻기를, “행동함에 있어서 일생동안 따라야 할 한 가지 말이 있

다면 무엇이겠습니까?” 孔子가 답하기를, “그것은 恕일 것이다. 자신이 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107)

이 구절을 통해 공자가 도덕실천에 있어 가져야 할 제1원리이자 태도로

꼽는 것이 서(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 구절에는 공자가 생각한

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언급되어 있다. 공자는 서의 의미

에 대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己所不欲，勿施

106) 『孟子』「公孫丑上」 “夫仁，天之尊爵也，人之安宅也. 莫之禦而不仁，是不智也.”

107) 『論語』「衛靈公」 “子貢問曰：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子曰：其恕乎! 己所不欲，勿施於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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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人].”라고 설명한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행위는 상

대방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맹자 역시 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恕를 힘써 실천하는 것보다 仁을 구하는 데 더 가까운 방법은 없다.108)

四德(仁義禮智)을 통섭하는, 공맹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일컬어

지는 仁을 실천하기 위한 원리이자 태도가 바로 恕임을 맹자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공맹이 함께 도덕실천의 방법으로서 서의 중요성을 강조함을 볼

때 유가윤리사상에서 恕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도덕실천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恕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유가윤리사상이 영역통합적

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恕의 인지적 측면을 살펴보자. 공자는 仁에 대해 묻는 제

자의 질문에 “사리사욕을 이겨내고 禮로 돌아가는 것이 仁의 방법이다.[克

己復禮爲仁]”라고 답하였다. 仁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사리사욕을 조절하

고 禮를 지키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論語』에 일상 속

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다양한 禮에 대해 일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禮의 규칙들이 원칙 없이 그저 나열되어 있고 배워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공자가 묻기를 “사(賜)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느냐?”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아니옵니까?” (공자가 다시) 말하길

“아니다. 하나의 원리(一)를 가지고 전체를 관철(貫)하고 있느니라.”109)

(()는 편집자에 의한 것임)

공자는 자신이 설파하는 다양한 예의 규칙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열된 것들

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에 입각하여 관철되고 정당성을 띠고 있음을 주장

하고 있다. 다양한 禮의 규칙에 정당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단일한 상위

108) 『孟子』「盡心上」“強恕而行，求仁莫近焉.”

109) 『論語』「衛靈公」“子曰：賜也，女以予為多學而識之者與? 對曰：然，非與? 曰：非也，予一以

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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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단일한 상위원리로 가장 설득력 있게 꼽

히는 것이 바로 恕이다. 恕는 개별적인 규칙들에 해당하는 禮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상위의 도덕실천원리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단일한 상위원리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서 통과된 예의 규칙들은 정당성

을 갖게 된다.110)

사리사욕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仁을 실천하는 방법임을 상기해

볼 때 예의 규칙들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유교윤리 제일의 덕목인 仁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판

단기준이 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恕를 통해 어떤 행동(禮)이 도덕적

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이 행동들이 仁을 이룩해준다.111) 恕는 이처럼

도덕실천의 원리로서 역할을 하며 이는 서에 인지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恕는 도덕실천의 원리로서 작용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도덕실천을 가능

케 하는 마음의 작용으로서도 작용한다. 이선열(2012)은 “자신이 원하지 않

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恕의 의미 속에는 단순히 쌍방 간에 서

로가 원하지 않는 적대행위를 금지해야한다는 계약적 원리만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112) 恕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원리임과 동

시에 진정한 도덕실천을 위해 필요한,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과 배려

의 정서를 담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타인이 고통을 느끼거나 도움

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작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작용 속에는 자신과 무관한 타인을, 자신과 동일하게 존엄한 존재

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공감의 기제가 담겨있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자신과 똑같이 느끼고 호흡하는 존재라는 것을 공감하

110) 문병도, 「儒家와 칸트의 도덕판단 방법론 비교연구 -恕와 정언명법을 중심으로-」,『哲學』, 

vol.77, 한국철학회, 2003. 327~331쪽.

111) 문병도(2003)는 恕의 원리가 ‘형식적 원리(formal principle)’라는 점을 강조한다. 서의 원리는 

도덕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제시할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규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런 점에서 서는 관습적 도덕률이 아닌, 이들을 넘어서서 이들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

는 형식적 조건을 의미하게 된다. 앞의 논문. 참조.

112) 이선열, 「타자 대우의 두 원칙: 관용과 서(恕)」,『율곡사상연구』, vol.24, 율곡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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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우리는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다. 恕는 우리가 이렇게 자신과

무관한 타인을 공감의 장 속으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느끼게 해주는 역할

을 한다. 서는 이처럼 도덕실천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작용으로서도 작용

을 하며 이는 서에 정의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유가윤리사상에서 인간의 이타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맹자의 사단지심과 공맹의 서는 통합적 성

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인간을 도덕적이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요소, 즉

도덕적 본성으로서의 사단지심과 도덕실천의 원리이자 마음의 작용으로서

의 서가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통합하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

에서 유가윤리사상이 인간의 이타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왔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배려윤리가 정의적 영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꾸준히 비판받

아왔다는 점을 상기할 때 유가윤리사상이 지닌 이러한 영역통합적 성격은

배려윤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상호 배려의 의무 : 쌍무적 관계로서의 유가윤리

공맹으로 대표되는 원시유학에서 효사상은 기본적으로 쌍무적인 관계성에

기초한 윤리였다. 모든 관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존

재하는 윤리가 쌍무적 관계성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던 것이다. 부

모는 자식을 낳고 키워주고, 자식은 그 보답으로 부모에게 효를 실천한

다.113) 또한 형제간에는 서로 의리를 잃지 않기 위해 상호 간에 노력한다.

부모-자식이건, 형제지간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만

그 관계는 윤리적인 관계가 된다.114) 이를 배려윤리의 차원에서 표현하자

113) “부자간의 관계도 매우 현실적이고 쌍방향적인 관계였다. 전통적인 효사상에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봉양 의무만이 아니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강하게 담겨 있었던 것이다.” 국민호, 

『동아시아 발전과 유교문화』, (전남: 전남대출판부, 2007). 86~87쪽.

114) 유교윤리의 효사상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일방적인 복종이라는 의미로 해석된 것은 송대 성리

학의 영향이 크다. 성리학이 표방한 도덕근본주의는 상호호혜성에 기반을 둔 윤리 실천을 거부하

고 윤리규범의 무조건적인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송대 성리학 이후 유교윤리의 

효사상은 쌍무적인 관계성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자식이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이타적 행위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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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방적인 배려가 아닌 상호 배려의 의무를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시유학이 쌍무적인 관계성에 기초한 윤리였음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 먼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쌍무적인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자.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실천해야 하는 의무는 유교윤리가 가장 강조하는 핵

심적인 도덕규범이다. 그러므로 효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을 여러 유교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 잘 알려진 『詩經』의 구절을 살펴보자.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애달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고 수고하셨구나. 그 은혜 갚고자 하니 드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네.115)

이 구절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은 끝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부

모에게 효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자식이 효

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에게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함’이다. 부모가

자신을 낳고 기르느라 애쓰고 수고하여 주셨으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식은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효는 단순히 자식이 부모를 일

방적으로 섬기거나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닌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詩經』의 위 구절은 부모와 자식 간에 존재하는 윤리가 쌍

무적 관계성에 기초한 것이자 상호 배려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

고 있다고 하겠다.

원시유학을 확립한 공자는 직접적으로 쌍무적 관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

지는 않으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쌍무적 관계이자 상호 배려의 관계

에 기초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먼저 공자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

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천해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15) 『詩經』“父兮生我 母兮鞠我 哀哀父母 生我劬勞 欲報深恩 昊天罔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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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의 실질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고, 義의 실질은 형을 따르는 것이

다.116)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며, 어른을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윗사람에게

반역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윗사람에게 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

으면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발생한다. 孝와 弟는 仁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117)

공자사상의 핵심이 仁임은 재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仁을

행하는 근본적인 도덕규범으로서 공자는 孝의 실천을 들고 있다. 여기서

孝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배려행위로서 공자는 부모를 배려하는 孝의 실천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타적 행위로 본 것이다. 그러나 공자가 효를 강조

하였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일방적으로 섬기거나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

다고 여긴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효에 대해 묻는 맹무백의 물음

에 대한 공자의 대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맹무백이 효에 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

을 근심하느니라.” 하셨다.118)

효에 대해 묻는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오히려 부모의 입장을 역설하고

있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만을 걱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라는 존재가 부성애와 모성애라는 자연적인 감정을 통해 어떤 순간에

도 흔들림 없이 늘 자식을 배려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부모의

이런 마음을 자식이 깨달아야 하고 그 보답으로서 효를 실천해야 함을 강

력하게 피력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자가 부모와 자식 간에 존재하는 윤리가 쌍무적 관계성에 기

초한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자식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116) 주 20)

117)『詩經』「學而」“有子曰：其為人也孝弟，而好犯上者，鮮矣；不好犯上，而好作亂者，未之有也. 

君子務本，本立而道生. 孝弟也者，其為仁之本與.”

118)『論語』｢爲政｣“孟武伯問孝. 子曰: 父母 有其疾之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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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배려를 받고 있다면 자식 역시 응당 그러한 부모

의 마음을 헤아려 효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부모든 자식이든 무조

건적이고 일방적인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배려를 실천해야 한

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공자에게 있어서 효는 결코 자식이 부모에

게 복종해야 한다는 식의 복종 윤리가 아니라 쌍무적 관계 윤리였다.11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시유학은 부모와 자식 간에 존재하는 윤리가 결

코 자식이 부모를 일방적으로 봉양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본다. 부모

의 자식에 대한 배려를 전제하고 나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서 자식의 봉양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윤리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

만을 강조하는 일종의 복종윤리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끊임없이 받아 왔

다. 물론 유교윤리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의 실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일방적인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한평수(2006)는 효를 강조하는 유교윤리가 일종의 복종윤리라는 비판에

대해 유교윤리가 강조하는 효는 장성한 자식들과 힘이 없는 연로한 부모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윤리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한다.120) 배려받아야 할

약한 존재인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진정한 유교윤리의 효라는 것이

다. 더불어 유교윤리적 관점에서 부성애와 모성애는 자연적인 감정이지 윤

리적인 당위성에 의해 실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유교윤리는 부모

가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적 설명은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는 자

연히 자식이 연로한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의 측면에 상대

적으로 중점을 두도록 만들었다.

원시유학이 추구한 쌍무적 관계성은 배려윤리가 배려자를 일방적으로 희

119) “나의 강연 내용은 ‘충효 사상’의 원형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복종 윤리가 아니라, 원

시 유가, 즉 孔孟의 경우 이는 횡적 윤리요 쌍무적 관계였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김충렬,『유

가윤리강의』, (서울: 예문서원, 1994). 15쪽.

120)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한평수(2006)의 자세한 논의사항은 ‘Ⅳ-1-2) 친친윤리와 현대적 해석’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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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을 시사해준다. 배려윤리에서 배려자

가 정작 자신에 대한 배려로부터는 멀어진 채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자기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분명 또 하나의 억압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려윤리 또한 원시유학이 추구한 바

와 같이 쌍무적 관계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즉 배려자와 피배려자 모두

가 배려자인 동시에 피배려자로서 상호간의 의무를 다하는 관계로 거듭나

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도덕주체로서 배려자와 피배려자 양쪽 모두

가 배려라는 이름하에 희생과 억압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5. 윤리개념으로서 恕의 자율성

유가윤리사상의 핵심 덕목인 仁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맹자는 ‘忠恕’를 언급하고 있다. 『孟子』의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면

맹자가 말하길,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자신을 돌이켜보

아 성실하면, 즐거움이 이보다 클 수 없다. 힘써서 恕를 행하면, 仁을 구

함이 이보다 가까울 수 없다.”라고 하였다.121)

이 구절에는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렇

다면 仁의 실천방안으로서 恕는 어떤 의미일까? 『論語』에서 공자가 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구절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子貢이 묻기를, “행동함에 있어서 일생동안 따라야 할 한 가지 말이 있

다면 무엇이겠습니까?” 孔子가 답하기를, “그것은 恕일 것이다. 자신이 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122)

공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말로 직접적으로

121) 『孟子』「盡心上」“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樂莫大焉. 強恕而行，求仁莫近焉.”

122) 주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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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자의 손자인 子思에 의해 집필된 『中庸』에

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다. 『中庸』에서 충

서에 대해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이 도를

실천하려고 하되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도가 될 수 없다. …… 충서는

도에서 어긋남이 멀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마라.”123)

앞서 공자가 『論語』에서 恕에 대해 언급한 내용 중 ‘자기가 원하지 않

는 바[己所不欲]’라는 내용이『中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施諸己而不願]’의 형태로 풀이되어 있는 것이다.

어찌 됐건 『論語』와 『中庸』에서 공자는 연거푸 서에 대한 의미를 설명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공자가 서의 의미를 언급함에 있어서 부정

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김용옥(2011)은 공자가 恕

에 대한 의미를 긍정문의 형태, 즉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

풀어라.[己所欲 施於人]”라고 정의하지 않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다. 모든 사람이 모두 똑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긍정문 형태의 윤리명제는 나는

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에게 베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124)

김용옥은 이 점에 착안하여 윤리명제가 보편성을 띠기 위해서는 긍정문이

아닌 부정문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랑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베풂”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타인에 대한

모든 적극적 행위에는 “형이상학적 폭력”이 게재되기 쉽다. 그러한 폭력

123) 『中庸』 “道不遠人. 人之為道而遠人，不可以為道. …… 忠恕違道不遠，施諸己而不愿，亦勿施於

人.”

124) 김용옥, 『중용 인간의 맛』, (서울: 통나무, 2011). p.19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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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극히 제한적인 부정태의 보편성만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어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지어다.”라는 부정형의 명제만이 인간세에 보

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베풀지 않으면 해악은 최소화된다. 그러

나 마구 베풀면 해악은 마구 극대화된다.125)

만약 윤리명제가 긍정문의 형태를 띠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

게 베풀어라.[己所欲 施於人]”의 형태가 된다면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인도 원한다는 전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

기가 원하는 바를 타인에게 강요하고 타인의 자율성을 빼앗는 결과를 낳을

지 모른다.126)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친 학자로 로버트 E. 앨리슨(Robert E. Allison)이

있다. 앨리슨(1992)은 공자가 恕의 의미를 부정문의 형태로 설명한 것은 다

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앨리슨은 공자가 서의 의미를 긍정문

이 아닌 부정문의 형태로 설명한 이유에 대해 (김용옥의 주장과 유사하게)

긍정문 형태의 윤리명제의 경우 타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

시하지만 이에 반해 부정문의 윤리명제는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127) 이해를 돕기 위해 그는 매조키스트와 사디스트의 예를 들고 있

는데, 긍정문 형태의 윤리명제의 경우 학대받는 것을 좋아하는 매조키스트

가 자신이 학대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도 학대받는 것을 좋아할 것

이라고 생각하여 남을 학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매조키스트가 학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디스트로 바뀌어버리는 결과를 낳

125) 앞의 책. 198~199쪽.

126) 김용옥은 이 점에 착안하여 서구사회의 황금률,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장 12절, 누가복음 6장 31절)라는 긍정문 형태의 윤리명제가 위험성

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 위험성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제국주의라는 설

명이다. 황금률에 드러나는 긍정문 형태의 윤리명제가 낳을 수 있는 문제점 즉 자신이 원하는 바

를 강요하고 타인의 자율성을 빼앗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극대화되어 제국주의로 발전했다는 것

이다. 즉 제국주의는 무력으로서 자기 국가가 원하는 바를 다른 국가에게 강요하는 정치 체제로서 

설명된다.

127) Robert E. Allison, "The Golden Rules as the core value in confucianism & christianity : 

Ethic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vol. 2, no.2, 1992. 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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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앨리슨(1992)은 공자가 서의 의미를 부정문의 형태로 풀이한

것은 부정문 형태의 윤리명제가 무엇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접근 즉 선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에 있어서 겸양의 자세를 나타내주기 때문이라고 본

다.128) 실제로 공자 자신은 확고한 형이상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절대적

선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공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행위

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윤리명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부정문의 형태를 취하

려 했다. 왜냐하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선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

에서 긍정문 형태의 윤리명제를 제시하게 되면 타인에게 자기만의 선행위

를 강요하는 꼴이 될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己所欲 施於人]”라는 긍정

문 형태의 윤리명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를 타인에게

행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나에게는 선한 행위일수 있지만 다

른 사람에게는 선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도록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용옥(2011)과 앨리슨(1992)은 공통적으로 恕의

의미가 부정문의 형태로 서술되어 있는 것에 대해 윤리명제가 긍정문의 형

태가 될 경우 자기가 원하는 바를 타인에게 강요하고 타인의 자율성을 빼

앗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편성을 확보한 윤리명제가 되도록 하기 위

해서는 부정문 형태의 윤리명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은 恕의 의미를 부정문의 형태로 서술하

는 것과 긍정문의 형태로 서술하는 것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병도(2005)는 이 점에 대해서 자세

히 파헤치고 있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먼저 서의 원칙이 부정문 형

태로 서술되었을 때 긍정문 형태일 경우에 못하지 않게 불합리한 결과를

128) 앞의 논문.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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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29) 앞서 살펴본 앨리슨의 주장에서 부정문 형

태의 황금률이 매조키스트가 새디스트가 되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

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는데 부정적 황금률도 얼마든지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채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손님으로 찾

아온 스님에게 채소를 대접하지 않으려 하는 행동 역시 불합리한 행위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부작용의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도둑을 감옥에 보내

도록 판결을 내리려는 재판관의 경우 자신이 도둑이라면 감옥에 가기를 원

치 않는다는 생각에서 도둑에게도 감옥에 가지 않도록 재판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恕가 긍정적 형태의 윤리명제로 설정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못지않은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또한 문병도

(2005)는 앨리슨이 부정적 황금률의 사용이 공자가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를 인식하는데 겸양의 태도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또

한 禮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공자의 태도를 보자면

결코 이것이 겸양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130) 이렇

게 보자면 부정적 황금률이 긍정적 황금률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는 것

이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문병도(2005)는 공자가 恕의 원칙을

세움에 있어서 ‘원함’의 의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다.131) 그는 ‘원함’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의 ‘원함(want)’, 즉 도덕적 의미

의 ‘원함’과 도덕과 무관한 의미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서의 원칙이 재판관의 경우처럼 불합리한 결과를

산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원함’의 의미를 도덕과 무관한 의미의 ‘원함’

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스님의 경우와 재판관의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우리는 도덕과 무관한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하지 않기를 (도덕과 무관한 의미

에서) 바랄 때가 있다. 이런 불일치한 현상은 ‘원함’을 도덕적 욕구로 한정

129) 문병도, 「孟子의 恕의 도덕판단 방법론에 관한 小考 - 義務論과 公利主義의 종합」,『동양철

학』 vol.8, 한국동양철학회, 2005. 175~179쪽.

130) 앞의 논문. 178~179쪽.

131) 앞의 논문. 179~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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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라야 해결될 수 있다. ‘원함’을 도덕적 욕구로 해석할 때 공자가 제시

한 恕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된다.

만약 네가 남의 입장에 섰을 때, 남이 자신에게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이

유에서 해주기를 바랄 수 없는 행위를 남에게 하지 말라.132)

이러한 문병도의 재해석은 도덕적 의미의 ‘원함’과 관련된 재판관의 예에

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게 해준다. 재판관이 이러한 서의 원칙

을 따른다면 자신이 도둑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이 도덕적으로 마땅하다는 이유에서, 재판관이 자신을 감옥에 보내주기

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부정적 형태의 서의 원칙은 긍정적 형태의 서

의 원칙과 내용상에 있어서 사실상 일치하게 된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이는 의미상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주

기를 바라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와 반

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병도(2005)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로서 공자가 『中庸』에서 서의 원칙은 부정형으로 설정[施諸

己而不愿 亦勿施於人]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예에 있어서는 긍정문의 형태

로 설명[所求乎子 以事父 未能也. 所求乎臣 以事君 未能也. 所求乎弟 以事

兄 未能也.]하였음을 덧붙이고 있다.133)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문병도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 즉 공자가 서의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서 부정문의 형태를 띠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긍정

문 형태의 설명과 내용상 의미 차이가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볼 때 부정문

의 형태로 설명되는 서의 원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공자가 恕의 원칙을 부정문의 형태로 제시한 것은 도덕실천

132) 앞의 논문. 181쪽. 재인용.

133) 앞의 논문. 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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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134) 부정문

의 형태로 서술되는 서의 원칙이 긍정문의 형태로 서술되는 서의 원칙과

내용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정문의 형

태로 서술되는 서의 원칙은 긍정문의 형태로 서술되는 서의 원칙과는 분명

히 나타내고자 하는 ‘태도’에 있어서 차별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의 원칙이 긍정문의 형태로만

서술되어 있는 것135)과 『論語』,『中庸』처럼 긍정문과 부정문의 형태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136)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내

용상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서술방식이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의 차이일

것이다.

긍정문의 형태에 부정문의 형태를 혼용하여 서의 원칙을 서술함으로써 드

러내고자 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겸손의 태도이다. 타인을 배려하고자 할 때 자신의 입장이 절대적

으로 옳다고 여기게 되면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자신의 입장이 절대적이라고 여기게 되면 타인도 자신과 늘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는 타인이 원치 않는 바를 강요하고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될 수 있다. 공자가 恕를 부정문

의 형태로 서술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자신의 입

장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는 겸손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Ⅲ-5장에서 살펴본 배려윤리가 직면한 문제점, 즉

134) 니비슨은 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면서 恕가 도덕행위를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

어야 할 일종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니비슨의 이런 주장은 서의 원칙이 부정문의 

형태로 서술된 것이 내용상의 차이보다는 태도상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높

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비드 S. 니비슨, 김민철 역, 『유학의 갈림길』,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참조.

135) 동양의 恕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성경의 황금률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

다. 성격의 황금률은 긍정문의 형태로만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

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약전서 마태복음 7장 12절

(개역개정판).

136) 서의 의미를 풀이할 때는 부정문의 형태로 서술되어 있지만 그 예는 긍정문의 형태로 되어있다

는 점과 서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 중 긍정문의 형태로 된 부분이 있다는 점[施

諸己而不愿 亦勿施於人] 등에서 긍정문의 형태와 부정문의 형태가 혼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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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배려자의 자율성 침해와 억압의 문제에 대

해 어떤 대응방식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시사해준다. 전념

(engrossment)과 동기전환(motivational displacement)은 기본적으로 배려

자가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완벽하게 전환되

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결국 피배려자의

입장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 恕는 배려윤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

킨다. 서의 태도는 배려에 있어서 배려자가 피배려자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결코 자신의 입장은

절대적일 수 없고 배려자는 피배려자의 입장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배려행위에 있어서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은 피배려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배려자의 입장을 강요하는 위험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태도변화

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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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배려윤리와 유교윤리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논리구조를

띠고 있다면 배려윤리가 직면해 있는 한계점이 유가윤리사상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유가윤리사상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를 탐

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서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배려윤리는 다양

한 비판과 함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배려

윤리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

들은 남아 있다. 이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시사점을 유가윤리사상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즉 유가윤리사상에서 배려윤리의 한계점 극복을 위한 시

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Ⅱ장에서 배려윤리가 대두하게 된 배경을

살피고, 나딩스를 중심으로 한 배려윤리와 유가윤리의 유사성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배려윤리와 유교윤리가 유사성을 띠고 있음을 적절하게 증명하

지 못한다면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계점에 대한 유가윤리적 답변을 찾고자

하는 본 논문의 목적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심도 있

게 배려윤리와 유교윤리의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이 파악한 배려윤

리와 유가윤리의 유사점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관계중심

적 경향이 강하다. 배려윤리와 유교윤리는 모두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보

고, 도덕성 역시 관계에 기반을 둘 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둘

째, 상황중심적 경향이 강하다. 배려윤리와 유교윤리 모두 도덕성은 일반적

이고 추상적인 상황이 아닌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실현되는 것이라

고 본다. 셋째, 자연스러운 도덕감정의 발현을 도덕성의 근원으로 여긴다.

배려윤리가 도덕성의 근원을 자연적 배려의 감정에서 찾고 있고, 유가윤리

사상 역시 도덕성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한 선한 마음(측은지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넷째, 차등애를 전제하고 있다. 배려윤리와 유교윤리는

모두 근친에 대한 자연스러운 도덕감정이 차등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메

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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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Ⅲ장에서는 나딩스를 중심으로 한 배려윤리의 윤리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여기에 따른 한계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본문에

서 살펴본 배려윤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나딩스는 도덕성의 근본이라고

여기는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 수 있다. 나딩스는 흄의 정서적 도덕인식론에 기

반을 두고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성애야말로 인간의 도덕

성의 근원이 되고 이것이 자연적 배려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흄은 칸트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윤리학자들로부터 감정에 의거한

도덕성이 보편화 가능하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나딩스에게도 해당되는

비판으로서 나딩스는 여기에 대해 제대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둘째, 도덕성의 이원화에 대한 비판이다. 길리간과 나딩스는 모두 정의윤

리를 남성윤리로, 배려윤리를 여성윤리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공통된 전제

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도덕성을 이원화하여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단절

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셋째, 도덕성의 근원을 자연적 배려의 감정에 둠으로써 정의적인 측면에

편중되었다는 비판이다. 배려윤리는 정의적 측면에 편중한 결과 도덕추론,

도덕판단 등과 같은 도덕성의 인지적인 측면을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하였

다.

넷째, 배려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배려행위는 피배

려자를 위한 배려자의 일방적 희생을 유발하고, 배려자가 역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피배려자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다. 불평등한 배려

관계가 유발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나딩스가 설정한 배려행위가 피배려

자의 성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배려자 자신의 성향대로 행해지는

것으로 오히려 피배려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피배려자를 억압할 가능성까

지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Ⅳ장에서는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계점들에 대한 유가윤리의 대

응논리를 살펴보았다. 먼저 Ⅳ-1장에서는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발생에 대

한 보편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유가윤리사상의 四端之心, 親親 등 윤리적 개념과 그에 대한 사회생

물학적 해석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밝혔다. 맹자의 사단지심, 특히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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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심’은 이미 유자입정의 예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

여 현대 사회생물학은 인간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이타적 행위가 자기 유

전자의 생존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유전적으로 뇌에 담아놓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측은지심과 같은 인간의 이타적 본성이 과학적으로 증명가

능해진 것이다.

더불어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 모성애를 통해 확인가능하다는 설명에 대해

유가의 ‘친친’윤리에서 발생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찾았다. 친친윤리

는 윌슨의 맹목성 이타적 행위 등을 통해 현대적 설명이 가능하다. 혈연적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자신의 유전자와 일치도가 높고, 유전자 일치도가 높

은 이들에 대한 이타적 행위는 자기 유전자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가까울수록 이타적 행위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생물학적 증명은 친친윤리와 더불어 모성애의 발생 근거까지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Ⅳ-2장에서는 배려윤리가 도덕성을 이원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유가

윤리사상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대한 남성적 성격과 여성적 성격의 이원

화가 전제되어 있지 않음을 들어 대응하고 있다. 유가윤리사상의 남녀관은

주역에 잘 나타나는데 주역에서는 음양의 구분을 전제로 양쪽의 우열을 가

리는 것이 아닌 음양의 대대관계에 기초한 조화를 절대적으로 중시하고 있

다. 대대관계에 기초한 이러한 조화야말로 배려윤리의 여성적 성격과 정의

윤리의 남성적 성격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시사

해주고 있다. 이에 덧붙여 유교윤리가 남성중심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

는 유학경전인 주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역경에 대한

해설서로서 가부장적 체제가 완성된 한대에 와서 완성된 역전의 남녀관으

로 역경 본문을 해석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다.

Ⅳ-3장에서는 배려윤리가 정의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해

유가윤리사상의 핵심 사상들이 영역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어 대응하였다. 먼저 사단지심은 용어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마음(心)의 작용을 중심에 둔 것으로 정의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사단

중 수오지심은 자신의 부도덕함을 부끄러워하거나 타인의 부도덕함을 미워

하는 마음으로서 부도덕함을 인식하고 그 행위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것

으로 요구한다. 또 시비지심은 무엇이 인과 의의 기준에 맞는 옳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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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해주는, 현대적 의미의 도덕적 추론과 판단에 해당한다. 즉 수오지심과

시비지심은 모두 인지적 영역이 강하게 내재해 있는 것이다. 더불어 恕는

유가윤리사상이 갖는 도덕실천의 근본원리이자 태도로서 ‘자기 마음을 미

루어’ ‘자신이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도 하지 않는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마음의 작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정의적인

측면 중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해

봐야 하는 도덕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요소 역시 강하

게 내포하고 있다.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고루 갖춘 것이다.

Ⅳ-4장에서는 배려윤리가 배려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

에 대해 선진유학의 윤리가 쌍무적 관계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상호

배려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선진시대 유가윤리사상이 가장 중시하는 윤

리규범인 孝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식의 일방적

희생을 강조하는 듯하다. 그러나 효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주고 키워준 것

에 대한 보답임을 전제하고 있다. 즉 부모나 자식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조

하는 것이 아닌 상호간의 의무를 중시한 것으로서 쌍무적이고 호혜적인 관

계성을 추구한다.

Ⅳ-5장에서는 배려윤리의 배려관계에 피배려자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피

배려자가 억압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에 대해 배려받는 자의 자율

성을 중시하는 윤리개념으로서의 恕를 대응논리로 제시하였다. 서가 부정

문의 형태로 서술되어 있는 것은 도덕실천에 있어 타인의 의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교만을 경계하고 윤리적 겸손의 자세를 추구하려는 유가

윤리사상의 태도를 보여준다. 역으로 말하면 피배려자의 자율성을 중시하

고자 하는 태도가 담긴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내용전개를 통해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계점에 대한

유가윤리적 답변을 찾고자 하였다. 유가윤리적 답변을 찾는 과정에서 유가

윤리사상이 튼튼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본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다. 동양의 오래된 전통사상인 유가윤리사상이 서구

사회에서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그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배려윤리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려윤리가 직면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까지 담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유가윤

리사상의 심도 있는 사상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유가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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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현대적 의미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유가윤리사상이 현대

적 의미를 상실한, 과거에 정체된 사상이라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해 현대윤리인 배려윤리와 전통윤리인 유교윤리의 유사성이 밝혀지고 배

려윤리의 한계점을 교정해줄 수 있는 논리를 유교윤리에서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교윤리가 현대적으로도 충분히 사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여, 본 논문 속에서 유교윤리의 역사가 만들어낸 부조리한 면모를 살

피는 것이 배려윤리가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 속에서 유교윤리가 순수 사상적으

로 추구했던 지향점과 달리 역사적으로 변질된 형태로 실현된 부분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역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통해 남존여비의 성차별

적 의식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공동체 중심주의를 왜곡하여 자기가족만을

위하고자 하는 이기적 가족중심주의, 혈연․지연 등에 얽매이는 패거리문

화를 조장하는 등 유교사회는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부조리한 면모를

보여 왔다. 이런 내용을 되짚어보는 것이 유교윤리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배려윤리가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 본다. 배려윤리를 강조하는 사회가 배려윤리 속에 담긴 여성적․관계중

심적 성격 등으로 인해 여성중심사회, 이기적 가족중심주의가 팽배한 사회

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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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Confucian Ethics Countermeasure on

the Problems of Ethics of Care

Lee, TaeGyu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at ethics of care and

Confucian ethics have a similar logical structure in terms of essential

aspect, and to study how Confucian ethics can counteract if problems of

ethics of care are applied to Confucian ethics. In the process of finding

how Confucian ethics can counteract the problems of ethics of care, it

is expecte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how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at ethics of care faces.

Ethics of care emerged, criticizing that ethics of justice, which

emphasizes cognitive abilities focusing on Kant and Kohlberg, is based

toward masculine morality. When ethics of care bases on Noddings’

ethics, it is very similar to Confucian ethics in terms of the essence. It

is similar in the sense that it is relationship-oriented ethics,

situation-oriented ethics, it considers the appearance of natural ethical

emotions as the root of morality, and has a mechanism that bases

natural ethical emotions about near relatives and differentially expands

moral emotions.

However, ethics of care exposes various problems. First, Noddings,

who bases the root of morality in the ‘emotion’ of natural consideration,

does not provide in-depth explanation on the limitation of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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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ity. Second, by dividing morality into male-centered ethics of

justice and female-centered ethics of care, it brought evils of dualizing

morality. Third, the tendency of Noddings’ ethics of care emphasizing

emotion places too much stress on the affective-side of morality and

limits the cognitive functions. Fourth, Noddings’ ethics of care has a

possibility of forcing out the the one-caring to be a scapegoat of the

cared-for. Fifth, the unequal relationship of the one-caring and the

cared-for poses a danger of violating the autonomy of the cared-for

and suppressing them.

The countermeasures that Confucian ethics can take against the

problems exposed by ethics of care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limitations that the subjectivity of emotion has, 'The feeling of

commiseration', which provides a basis for altruistic actions, can be

proven because it is possible to genetically keep in the brain through

evolutionary processes that altruistic action increases the survivability

of one’s genes. Also, ‘affection towards near relatives’ can be proven

in the sense that, since the higher the blood ties, the higher the

conformity with one’s genes and the altruistic actions toward the one’s

with higher genetic conformity increase the survivability of one’s genes,

the more closely blood-related, the stronger the altruistic actions

become.

Second, regarding the dualization of morality, Confucian ethics does

not presuppose the dualization of the masculine and feminine nature of

morality, and the viewpoints on men and women revealed in ‘Book of

Changs’ does not discriminate the yin and yang, but emphasizes the

balance based on the relationship which yin and yang form their

meaning of existence due to each other.

Third, regarding the inclination towards the affective side, the ‘four

principles’ of Confucian ethics is affective because it basically originates

from the heart, but ‘the feeling of shame and dislike’ and ‘the feeling of

approving and disapproving’ has a strong cognitive side because it must



- 100 -

contain ethical judgment. Also, the ‘Reciprocity,’ which states not to do

to others as you would not wish done to yourself, acts as the

principles of practicing morality which integrates ‘The Rites,’ and an

action of the heart that enables the practice of morality. In that sense,

the ‘four principles’ and ‘Reciprocity’ have the integrated natu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domains.

Fourth, regarding the sacrifice of the one-caring, the Confucian ethics

of ethics of pre-Qin emphasizes the mutual consideration in the sense

that it pursues reciprocal relationships. Even filial piet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ethical standard, pursues a reciprocal relationship that

focuses on the mutual obligations of the parents and children.

Fifth,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autonomy of the cared-for,

‘reciprocity’ blended and described in the forms of positive and negative

statements shows the Confucian ethics’ attitude, which avoids the

arrogance that one can fully understand other’s intentions, and seeks

ethical modesty in terms of practicing morality.

Keyword : Ethics of care, Confucian ethics, Gilligan, Noddings,

Confucius, Mencius, Pre-Qin Confucianism, Book of Changs, Four

Principles, The feeling of commiseration, affection towards near

relatives,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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