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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아퀴나스는 정치를 아담의 타락으로 빚어진 원죄(原罪)의 부산물
로 이해한 어거스틴과 달리, 정치란 태초부터 원죄와 무관하게 인간 사회
에 존재해 평화적 사회 질서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각 개인 삶의 궁극적
목표 성취에 일조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게 정치는 어거스틴의 주장처럼
인간의 악이 낳았으되 인간의 악을 통제하기 위해 부득이 등장한 인간 악
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차별적 재능이 낳은 것으로서 개
별적 인간 삶의 목표 성취를 위한 하나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
다. 이것은 현대적 관점에서는 비민주적일 수 있으나 중세 당시의 견지에
서는 새롭게 비추어질 수 있는 민주적 정치사상의 근거가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신(神)과 사람 앞에 평등하나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의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사회적 직분에 있어서 계층적 차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 오직 사람의 관점에서만 계층적일 뿐 신의 견지에
서는 계층적이기 보다는 유기체적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예를 들어 왕과
백성이나 남편과 아내가 외면적 구조상 주종 관계를 이루지만 내면적 활
동상 자발적 존중과 섬김의 협력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평등이란 모든 일에 대해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저마다의
재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퀴나스는 누구나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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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개방적 평등의 민주주의가 아닌 모두가 각기의
재능과 본분에 알맞은 역할을 기꺼이 평화롭게 수행하는 유기체적 민주주
의를 주장했다. 이것은 그가 개별적 나무보다는 숲의 안녕을 우선시하고
나아가 각 나무의 안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공익 우선주의를 중시하고 인
간이라는 개별체 나무보다 신이 창조하고 섭리하는 세상 공동체 숲을 더
중시하는 신앙적 정치 이해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Ⅰ. 서론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1224 / 5－1274)는 오로지 정치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책이나 글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정치가 인
간 삶의 궁극적 목표인 완전한 행복1)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았기에
정치적 권력(potestas)이 어떻게 획득, 조직, 작용되어야하는지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정치에 관해 전혀 관
심을 갖지 않았음을 뜻하지 않는다. 그에게 정치는 인간의 사회적 삶
을 구성, 통제, 인도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적 질서 유지와 발전을
1)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거스틴과 동일하게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서의 완전한 행복을 현실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인간의 자연적 덕
성(自然的 德性;natural virtue) 함양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와 정
의 같은 도덕적 선(道德的 善)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신의 초
자연적 은총을 통해 신앙적 덕성(信仰的 德性;theological virtue)이
구현되어 신과의 합일(the union with God)에 도달하는 영생(永生)
을 의미한다. See Thomas Aquinas, Disputed Questions on the
Virtues, eds. E. M. Atkins and Thomas Williams, trans. E. M.
Atki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On the
Virtues in General, Art. 9, and also see Annabel S. Brett,
“Political Philosoph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Medieval
Philosophy, ed. A. S. McGrad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2003),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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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인 완전한 행
복을 가져다주지 못하므로 사회 공동체의 평화적 질서 유지와 발전
을 넘어선 초자연적 신의 은총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치는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정치는 현세적 인간 삶의 사회적 평화와 질서 유지 및
발전을 추구하되 신(神)과의 합일이라는 완전한 행복의 목표를 향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정치는 어떻게 우
리가 평화적 질서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
루지만, 우리가 현세적 삶을 넘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완전한 행복
과 관련해 극히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그가 정치에 관해
초점을 맞춘 글을 쓰기보다는 여러 신학적 또는 철학적 논의의 다양
한 맥락 속에서 산발적으로 정치에 관해 언급한 이유이다.2) 또한 이
것이 그가 정치의 본질과 기능 및 권력 구조와 역할보다는 정치적
권위 근거로서의 법(法)과 그것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여겼
던 덕성(德性)의 함양을 더 중시한 이유이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정
치 이해는 정치에 관한 조직 체계와 행태 구조보다는 그것들의 기초
가 되는 법과 미덕에 관한 이해를 더 요구한다.3) 이것은 특히 어거
스틴(Augustine;354－430)이 원죄론(原罪論)에 근거해 주장했던 정치
이해와 존 롤스(John Rawls)와 같은 현대 사상가들이 정치적 평등권
에 기초해 제기한 정치 이해에 대해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아퀴나스
는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원죄로 인한 현실 정치의 한계를 수긍함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 정치의 가치를 긍정할 뿐 아니라 롤스가 제기
하는 정치적 평등 개념을 거부하면서도 정치의 민주성을 용인하는
2)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는 On the Government of Princes: An Advice to
the Ruler of Cyprus (De Regimine Principum; 1265－67)와 같은 책을
남겼으나 이것 역시 전체적으로 오로지 정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
는 않다.
3) See Marc D. Guerra, “Beyond Natural Law Talk: Politics and
Prudence in St. Thomas Aquinas’s On Kingship,” in Perspectives
on Political Science, Vol. 31 / 1 (Winter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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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적 정치 이해를 갖는다. 그에게 정치는 어거스틴의 주장처럼 현
실 사회를 죄악으로부터 최소한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공동
체 선을 도모해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궁극적 목표인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분적이나마 일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롤
스의 주장처럼 모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향해 누구나 동일한 출발
선에 설 수 있는 정치적 평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각기의 다
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주어진 역할을 겸허히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처럼 아퀴나스가 어거스틴
과 롤스의 정치 이해와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 실례들은 5세기 이후
기독교 신학의 한 뿌리를 이룬 어거스틴의 원죄(原罪) 교리와 아퀴나
스 당시 중세의 사회적 신분 체제에 관한 그의 견해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과 덕성의 개념에 기초해 현세
적 공동선과 내세적 개인 구원, 민주적 평등과 계층적 질서 사이의
조화를 중시한 아퀴나스의 정치사상을 어거스틴의 원죄론에 근거한
정치 이해 및 롤스의 평등에 기초한 정치 이해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에게 정치는 일종의 질서와 평등의 변증법적 구조를 띠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 이해:
질서와 평등의 변증법
아퀴나스는 정치를 논함에 있어 근본적으로 각 개인 권리의 평등보
다는 공동체 사회의 질서를 우선시한다. 정치는 무엇보다 저마다 다
양한 능력과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공동체적 선을 도모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질서 유지
에 최우선의 목적을 둔다. 이처럼 아퀴나스는 어거스틴과 동일하게
정치의 근본 목적을 사회적 악과 혼돈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 유지에
있음을 말한다.4) 그러나 그는 어거스틴과 달리 정치란 사회적 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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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방지를 통한 최소한의 공동체 유지뿐 아니라 각 개인의 궁극
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체적 선을 지향하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정치가 사회의 질서 유지를 도모한다는
것은 단지 원죄로 인해 빚어진 인간의 타락상을 제어해 최소한의 사
회적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궁극적
으로 신과 연합하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불완전하게나마
일조하는 발전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사회적
질서와 조화 중시는 인간의 근본적 평등권을 무조건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치적 행태에 있어서 저마
다 모두가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각기의 사회적 본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저마다의
사회적 본분과 역할 수행이 계층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생존과 행복
추구에 관한 모든 인간 고유의 독자적 권리를 상쇄시키는 것은 아니

4) 어거스틴은 원죄(原罪)로 인해 인간이 타락함으로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현세적 공동체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정치가 등장했음을 주장한다. 아퀴나스 역시 인간의
사회적 삶의 유지를 위해 정치가 요구됨을 보편적 통치 권위(the
universal authority of governing)의 개념으로 수용한다. “[T]he
earthly city, whose life is not based on faith, aims at an earthly
peace, and it limits the harmonious agreement of citizens
concerning the giving and obeying of orders to the establishment
of a kind of compromise between human wills about the
things relevant to mortal life.” St. Augustine, The City of God,
trans. Henry Bettenson (New York: Penguin Books, 1984), Ⅺ
X. 17 and see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ew York: Benziger
Bros., 1948), Ia. q. 103. art. 2. 본 논문은 주요 독자를 철학 및
신학을 공부하는 (대학원) 학생들로 설정하였기에 그들이 완전
해독의 확신을 기하기 어려운 라틴어 원전과 너무 용이하게 접
할 수 있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대조 확인해 볼 수 있는 신뢰
가능 영문 번역판을 인용문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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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을 유지하고 자손을 출산 양육하며 행복을 추
구하는 일에 불가침의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상이한 사회적 신분과
역할을 통해 나타나는 계층적 차이는 결코 인간 본유의 평등권을 축
소 폐지시킬 수 없다. 만인은 삶의 주체로서 동등하다. 다만 사회적
구성체로서 차별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사회적 권익을 향해
똑같이 출발하는 무지의 장막(the veil of ignorance) 앞에 서야한다는
롤스의 평등으로서의 정의 개념은5) 저마다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드러
내는 관계적 조화를 정의로 간주하는 아퀴나스의 견해에6) 상충된다.
이처럼 아퀴나스의 정치사상은 질서와 평등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어거스틴과 존 롤스의 정치 이해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유사성과 상이
성을 함축하는 일종의 질서와 평등의 변증법적 특징을 드러낸다. 그
러면 아퀴나스와 어거스틴, 그리고 존 롤스의 정치에 관한 이해의 공
통점과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분석함으로써 규명할 수 있는
아퀴나스 정치사상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5) “The principles of justice are chosen behind a veil of ignorance.
This ensures that no one is advantaged or disadvantaged in the
choice of principles by the outcome of natural chance or the
contingency of social circumstances. Since all are similarly situated
and no one is able to design principles to favor his particular
condition, the principles of justice are the result of a fair agreement
or bargain.”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12.
6)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비롯된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
개념으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는 이것이 인간의 사회적 삶을 유지
보존시키는 관계적 조화 또는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한
다. See St. Augustine, The City of God, ⅪX. 13, and Thomas
Aquinas, Commentary on Aristotle’s Nicomachaean Ethics, trans. C. J.
Litzinger, O. P. (Notre Dame, IN: Dumb Ox Books, 1993), V. 5. §
927－37, and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IaeIIae. q. 58.
art. 2, and q. 61. 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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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정치의 한계와 가능성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는 모두 인간이 정치적 존재이기 이전에 먼저
사회적 존재임을 주장한다.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정치는 원죄로 인해
죄성에 물들은, 또는 완전한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7)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간의 사회적 행태
구조이다. 그들은 “누군가 스스로 자족함으로 인해 사회 안에서 남들
과 더불어 살 수 없거나 또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면 그것은 그가
짐승이거나 아니면 신(神)임에 틀림없다”는8)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간은 본원적으로 정치적이기보다는 사회
적이다. 본래 인간 사회는 어떤 공통의 강제적 권력 구조와 실행을 필
요로 하지 않았다. 인간 모두가 자연적으로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강제
적 명령과 복종의 주종 관계가 아닌 전체적 조화의 상호 협력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타락(the Fall of
7) 아퀴나스는 아담이 지은 인간 최초의 죄(primal sin)로 인해 이후
모든 인간이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온전한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어거스틴의 원죄론을 거부한다. 그는 태초에
신이 아담(Adam)을 창조할 때에 인간에게 주었던 본성(nature)
외에 신을 알고 욕정을 통제하며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본
원적 정의의 초자연적 은총을 주었는데 아담의 최초 범죄로 인
해 인간의 본성에 더해 주어졌던 본원적 정의 능력(the power of
original justice)이 사라진 것을 원죄의 상태라 주장했다. 즉 어거
스틴에게 원죄는 모든 인간이 죄악의 사슬에 신음하는 보편적
선행 불가의 상태이지만 아퀴나스에게 원죄는 인간의 본성적 능
력을 넘어 오직 선행만을 할 수 있었던 초자연적 은총을 상실한
상태를 뜻한다. See St. Augustine, The City of God, ⅩⅢ. 14,
and Enchiridion on Faith, Hope, and Love, trans. J. B. Shaw
(Washington D. C.: Regenery Publishing Inc., 1996), § 30, and
see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aIIae. q. 87. art. 7.
8) “He who is unable to live in society or has no need because
he is sufficient to himself, is either a beast or god.” Aristotle,
Politics, trans. Sinclair, T. A (New York: Penguin Books,
1992), 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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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으로 인해 악행에 매이거나 또는 선행이 불가능한 원죄의 존재
가 됨으로써 행여 언젠가 파괴될지도 모를 공동체 사회를 보존하기 위
해 정치적 권력 관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죄악의 범람
으로 인해 파괴될 수도 있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통의 사
회적 강제 권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등장
한 정치적 권력을 신국론 (De Civitate Dei;413－427)에서 원죄에서
비롯된 인간의 사회적 타락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규정함
으로써 정치의 가치를 폄하한 반면,9) 아퀴나스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자 정치적 존재이며 정치가 단지 사회적 타락 또는 몰락을 방
지할 뿐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삶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에 필
요함을 주장함으로써 어거스틴과는 달리 정치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아퀴나스는 인간은 정치적 존재(zoon politikon),
즉 정치적 공동체 지향의 동물 (a polis－oriented animal)이라는 아리
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수용함과 동시에 인간의 근원적 사회성을 강조한
다.10) 인간은 무엇보다 이성적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 인간이 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과 더불어 조화
롭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회성을 구성한다. 따라서 아퀴나스가 인간
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수용했다 할지라도 인
간의 정치성을 사회성보다 우선시한 것은 아니다. 그에게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회적 존재이지만 각 개인 삶의 목표들이
조화롭게 성취되기 위해 먼저 사회 전체의 공동선(共同善)이 실현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정치적 행태가 사회적 인
간 삶의 근본 요소로 고려된다11). 이처럼 아퀴나스는 오로지 인간의
9) See St. Augustine, The City of God, Ⅳ. 5.
10) “Man is by nature a political and social animal.” Thomas Aquinas,
On the Government of Princes: An Advice to the Ruler of Cyprus (De
Regimine Principum), Ch. I. 1. Quoted in Annabel S. Brett, “Political
Philosophy,” 282.
11) 아퀴나스가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사회성을 더 강조한 것은 그와 아리스토텔

토마스 아퀴나스 정치사상의 분석적 이해

39

사회적 본성만을 긍정했던 어거스틴과 달리 정치적 차원 역시 인간 삶
의 본원적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퀴나스가 어거스틴과 달리 정치의 한계를 인정하
지 않았음을 뜻하지 않는다. 그도 어거스틴과 다를 바 없이 정치의
한계를 긍정한다. 인간의 어떤 정치적 공동체도 완전한 정의를 실현
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정치적 참여도 완전한 도덕적 사회
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다만 인간의 정치 구조와 행위는 비록 현세적
공동체의 삶 속에서 완전한 도덕적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창조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의 성취를 위한 긍정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이것
은 신국론 에서 신을 향한 참된 예배(禮拜)에 기초한 선(善)과 세상
명예와 권력을 향한 폭력과 책략에 기초한 악(惡)을 구분함으로써 도
덕과 정치를 뚜렷이 분리시켰던 어거스틴과 달리,12) 아퀴나스는 도덕
과 정치를 의미상으로는 구분하되 결코 가치상으로는 단절된 관계로
이해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 점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정치 이
해에 나타나는 근본적 차이로서 원죄(原罪)에 관한 그들의 상이한 해
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레스가 처한 역사적 상황이 달랐던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 공동체 polis의 정치적 특성을 중시한
반면, 아퀴나스는 고대 그리스 공동체보다는 훨씬 다원화된 중세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조화로운 사회적 질서 유지에 관심을 가
짐으로써 인간 삶의 사회성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See Marc D.
Guerra, “Beyond Natural Law Talk: Politics and Prudence in
St. Thomas Aquinas’s On Kingship,” 12.
12) 어거스틴은 그의 신국론 에서 도덕적 선과 구원의 진리는 기독
교인들의 신을 향한 평화적이고 참된 예배(the Christian true
and peaceable worship to God)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로마인들
의 용맹과 같은 미덕에 근거한 폭력적 인간 정복(the Roman
violent conquest over peoples)을 통한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로
마 제국의 멸망은 기독교의 겸손 온유와 같은 신앙적 덕성의 가
르침 때문이 아니라 신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로마인들
의 피묻은 칼에 있음을 주장한다. See St. Augustine, The City of
God, Ⅱ. 21, Ⅴ. 12, and Ⅺ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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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죄에 관한 해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어거스틴과 아퀴
나스는 죄란 인간의 주체적 자아 외부의 어떤 실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 자아, 즉 의지(意志)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주
장한다. 죄는 어떤 악마나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인 의
지로부터 우러난다. 죄는 오직 악한 마음을 품고 의지를 오용한 인간
의 작품이다.13) 그러나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는 이처럼 죄와 악에 관
해 동일한 생각을 보이지만 원죄(原罪)에 관해서는 매우 다른 차이를
드러낸다. 어거스틴은 아담의 최초 범죄(the primal sin of Adam)로
인해 온 인류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원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되
었음을 주장한다. 아담의 최초 범죄로 인해 인간의 육신은 영혼에 저
항하는 욕정의 깃발을 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반역을 통해 모든 인간
이 태어났고 죽음의 길로 예정되었으며 육신과의 싸움을 감당하고
분투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14) 이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를 낳는 죄(sin begetting sins)의 영원한 형벌을 초

13) 어거스틴은 죄를 의지의 오용 (the misuse of the will), 구체적으
로 신을 향한 도상에서 발생한 의지의 이탈(the dislocation of
the will)로 간주하며 이 의지의 이탈이 “신적인 것들로부터 일시
적이고 불확실한 것들로 등을 돌린” 아담의 죄에 의해 최초로 나
타났다고 주장한다. 이점에 관해 아퀴나스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See St. Augustine, On Free Choice of the Will, trans.
Thomas William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3), I. 16., and The City of God, Ⅺ. 17, and Thomas Aquinas,
On Evil, trans. J. Osterle (Notre Dame, IN: Notre Dame
University Press, 1995), q. 3, art. 3 (115). 아퀴나스는 어거스틴
의 “악(惡)은 존재 또는 선의 결여”라는 견해에도 동의한다. See
St. Augustine, The City of God, Ⅺ. 9, and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a. q. 48. art. 1, and IaIIae. q. 5. arts. 1－3.
또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는 아담(Adam) 이전에 선행 의지 오용
의 죄를 범한 악마(devil)가 인간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인정한
다. See St. Augustine, The City of God, Ⅺ. 17, and Thomas
Aquinas, On Evil, q. 3. art. 3.
14) See St. Augustine, The City of God, ⅩⅢ.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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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적 유전(transcendental inheritance)의 형태로 물려받게 되었음을 뜻
한다. 이제 원죄는 출산과 관련되는 한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유전된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보편적 죄의 조건하에서 태어났다.
신의 은총 없이는 죄의 속박을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모두 죄
의 사슬에 얽매여 온갖 욕정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들의 존립 기
반인 사회를 혼란에 몰아넣고 파멸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
한 인간 삶의 사회적 존립 파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이 인간에
게 허용한 것이 정치이다. 결국 어거스틴에게 정치는 원죄로 인해 죄
성에 깊이 물든 사회적 인간 삶의 왜곡된 형태이다. 정치는 신이 아
닌 인간이 창조했으되 다만 신이 허용한 것이다. 원죄로 인해 죄성에
물든 인간이 원하는 바대로 선택하고 행한다면 세상은 온통 범죄로
물들 것이기 때문에 신은 인간 사회의 쟁탈과 투쟁에 따른 혼돈을
막기 위해 부득이 정치를 허용했다. 정치는 원죄에 사슬에 매인 인간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신이 허락한 필요악이다.15)
그러나 아퀴나스는 어거스틴의 원죄론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다. 물론 그는 아담이 범한 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완전한 선행
능력을 상실했으며 그것이 온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이어진다는 어거
스틴의 주장을 수용한다. 모든 인간은 탄생의 자연적 과정을 통해 원
죄를 이어받았기에 어떤 의식적인 자유 선택의 행위 이전에 기본적
으로 죄인의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거스틴의 주장처럼
인간이 태어나면서 처벌받아 마땅한 실제적 범죄(actual sin)의 주체
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퀴나스에게 원죄란 태초에 신이 창조
했던 인간의 본성이 파괴된 상태가 아니다. 원죄는 신이 창조한 최초
의 인간 본성을 파괴하지 않았다. 원죄가 인간에게 빼앗은 것은 신이
창조한 인간의 본원적 속성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 주었던 본원적 정
의의 초자연적 은총(the supernatural gift of original justice)이다. 원
죄는 인간에게 신이 창조 후 더해준 완전한 선행 능력, 즉 본원적 정
의의 은총을 빼앗고 신이 창조한 처음의 본원적 상태로 돌려놓았다.
15) See Ibid., Ⅻ. 28 and XⅫ.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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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원죄로 인해 덤으로 받았던 신의 은총을 잃었을 뿐, 본래의
어떤 선한 것을 잃거나 어거스틴이 말하는 욕정(concupiscence)과 같
이 본래 있지 않았던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악이 더해진 것이
아니다.16) 인간은 모두 원죄를 안고 태어나지만 징벌이 따르는 범죄
의 짐을 메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본원적 정의라는 신의
초자연적 선물을 상실한 아담으로부터 본성적으로 내재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습성(habit)을 이어받은 것이지 구체적 징벌을 마땅히 감
당해야 할 범죄의 속성(the character of guilty)을 이어받은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아퀴나스에게 정치는 어거스틴의 주장처럼 신이 인간
사회의 혼돈과 타락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허용한 원죄의 산물은
아니다. 결코 정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모여 이전투구
(泥田鬪狗)하는 사회적 삶의 왜곡이 아니다. 정치는 어거스틴의 말처
럼 신이 단지 허용(許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여(附與)한 것이
다.17) 그러므로 정치 행태는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인정법(人定
法;human law)에 기초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정치권력은 신이 내리
고 세워준 권위에 의한 것이다.18)
16) “[T]he punishment of original sin is that human nature is left
to itself, and deprived of original justice, and consequently all
the penalties which result from this defect in human nature.”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aIIae. q. 87. art. 7.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퀴나스가 원죄(original sin)와 실제 범죄(actual
sin)를 구분하면서 원죄는 본원적 정의의 결여이되 실제 범죄는
본원적 정의의 결여로 야기될 수 있는 영혼의 혼돈(the disorder
of soul) 또는 욕정(concupiscence)의 발현임을 주장한다. 결국
이것은 원죄는 본질적으로 본원적 정의의 결여이고 실제적으로
는 욕정의 발현이되, 욕정 자체는 죄가 아니라 아담의 최초 범죄
로 인해 온 인류가 댓가를 치루는 징벌의 표현일 뿐이다. See
Ibid., q. 82. arts. 1－3.
17) See Dino Bigongiari, “Introduction,” in The Political Ideas of St.
Thomas Aquinas (New York: The Free Press, 1997), Ⅺii.
18) See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a. q. 103. art. 6. 아퀴
나스는 정치권력이 신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복종의 개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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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정치 이해는 그들의 원죄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어거스틴은 정치는 본질상 강제적일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한다. 인간은 모두 원죄로 인한 저마다의 욕정에 따라 행동하
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에 그것을 통제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한 정치는 강제적 구속력(coercive power)을 가져야만 한다.
정치는 욕정의 죄성에 물들은 인간의 타락이 빚어낼 수 있는 공동체
사회의 혼돈을 막기 위해 신이 인간에게 허용한 것으로 강제적 구속
력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어거스틴에게 정치의 존재와
그것의 본질적 요소인 강제적 구속력은 아담의 타락(the Fall of
Adam)에서 비롯된 원죄에 근거한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어거스틴처
럼 정치를 오직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는다. 정치는 단지 원죄
로 인한 사회적 혼돈을 막을 뿐 아니라 사회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
다. 따라서 정치가 언제나 강제적 구속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은 아
니다 그것은 강제적(coercive)일뿐 아니라 인도적(directive) 또는 설득
적(persuasive)인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9) 이점은 어거스틴과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Just as the actions of natural things
proceed from natural powers, so do human actions proceed
from the human will. On natural things it behooved the higher
to move the lower to their actions by the excellence of the
natural power bestowed on them by God: and so in human
affairs also the higher must move the lower by their will in
virtue of a divinely established authority. [underline mine]
Now to move by reason and will is to command. Wherefore
just as in virtue of the divinely established natural order the
lower natural things need to be subject to the movement of
the higher, so too in human affairs, in virtue of the order of
natural and divine law, inferiors are bound to obey their
superiors.” Ibid., IIaeIIae. q. 104. art. 1.
19) See Paul J. Weithman, “Augustine and Aquinas on Original
Sin and the Function of Political Authority,”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Vol. 3 (1992 July): 354, and Otto Gierke,
Political Theories of the Middle Age (New York: Cambridge

44

논문

달리 아퀴나스가 아담의 타락 이전 정치의 존재 가능을 인정했음을
뜻한다. 어거스틴은 만일 원죄를 야기한 아담의 타락이 없었다면 정
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는 여러 죄악과 그것으
로 인한 사회적 혼돈을 막기 위해 출현한 것으로 죄악이 없던 원죄
이전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20) 그러나 아퀴나스
는 아담의 타락 이전에도 정치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주장한다. 아담
의 타락과 정치의 존재 여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정치는 태초부터
인간에게 사회성과 더불어 주어진 인간 삶의 주요 본질이다. 정치는
인간의 사회적 삶을 더욱 미덕적 공동선(美德的 共同善)의 삶으로 발
전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은 정치가 사회의 유지와 발
전을 위하여 그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선을 지향하는 정의와
평화의 덕성을 함양하고 구현하도록 돕기 때문이다.21) 그러나 어거스
틴은 결코 현세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공동선의 추구가 참된
정의와 평화의 덕성을 실현할 수 있음을 부정한다.22) 다만 정치는
University Press, 1987), 145.
20) See Paul J. Weithman, “Augustine and Aquinas on Original
Sin and the Function of Political Authority,” 354, and Herbert
Deane, The Political and Social Ideas of St. Augustin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39.
21)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인간은 개인적 권고를 통해 남을 발전적으
로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적 권력 또는 권위 구현체로
서의 법은 각 개인 및 사회 전체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A private person cannot lead another to virtue efficaciously: for
he can only advise, and if his advice be not taken, it has no
coercive power, such as the law should have, in order to
prove an efficacious inducement to virtue… But this coercive
power is vested in the whole people or in some public
personage, to whom it belongs to inflict penalties.”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aIIae. q. 92. art. 2, and see q. 90.
art. 3.
22) See Paul J. Weithman, “Augustine and Aquinas on Original
Sin and the Function of Political Authority,” 355. 다시 말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모두 아담의 타락(the Fall of Adam) 이전

토마스 아퀴나스 정치사상의 분석적 이해

45

강제적 구속력을 발휘함으로써 현세 공동체 사회의 보존을 위해 여
러 죄악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아퀴나스에게 정치는 근본적으로 통치 질서(the order to governing)
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다. 그리하여 각 개인이 나아가 평화롭고 조화
로운 정의의 사회 속에서 궁극적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비록 불
완전하나마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는 정치를 크게 통치 권력
(regimen ad ordinatus)과 지배 권력(regimen ad dominandum)으로
이해한다.23) 통치권력은 군주가 다스리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
하는 섬김의 권력이고, 지배 권력은 그가 관할하는 공동체 전체가 아
닌 군주 자신만의 이익을 도모하는 폭압의 권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아퀴나스는 지배 권력을 어거스틴의 주장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 원
죄(原罪)의 소산으로 간주하지만, 통치 권력은 원죄 이전의 인간 사
회에도 존재할 수 있었다는 여지를 인정한다.24) 이것은 원죄 이전의
인간 사회에 결코 정치적 요소가 존재할 수 없었음을 주장한 어거스
틴과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아퀴나스에게 정치는 아담의 최초 범죄
가 빚어낸 원죄의 소산이 아니다. 정치는 원죄 여부와 무관하게 태초
의 인간 사회에 존재했다. 이점을 아퀴나스는 통치 권력의 개념을 통
해 설명한다. 첫째, 통치 권력은 피통치자들에 대한 통치자의 인도
(direction) 또는 안내(guidance)의 계도적(啓道的) 기능을 갖는다. 이
것은 통치자가 수하(手下)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아야하고 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올바른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통치자는

인간이 사회적 삶을 누렸으나 어거스틴은 아퀴나스와 달리 아담
의 타락 이전에는 결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
권위 또는 통치 권력이 가능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23) Regimen ad ordinatus와 regimen ad dominandum의 정확한 문자적 옮
김은 ‘질서 지향적 정권’과 ‘지배 지향적 정권’이지만 아퀴나스가
제기하는 논점과 맥락을 고려해 ‘통치 권력’과 ‘지배 권력’이라 표
현한다.
24) See Paul J. Weithman, “Augustine and Aquinas on Original
Sin and the Function of Political Authority,” 3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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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이자 지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
동체 사회 속에서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러한 계도적 기능의 통치자
는 원죄로 죄성에 물들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제어하기 위해
부득이 등장한 존재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에 따른 원죄의 여부와 관
계없이 공동체 사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자연적으로 출현할 수밖
에 없는 존재이다. 이 점이 아퀴나스가 어거스틴과 달리 아담의 타락
이전에도 정치가 존재 가능했음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가 정치란
단순히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
서에 기초한 다양한 인간 삶 사이의 관계적 조화를 이룸으로써 저마
다의 궁극적 목표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라 말한 중요한 근거이다. 둘
째, 통치 권력은 군주가 피통치자들에게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을 보
완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은 피통치자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치자가 나서서 도움을 제공함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통치 권력은 군주가 피통치자들이 범한 죄악들을 징벌
을 통해 도덕적으로 교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은 강제적 권력
(coercive power)의 집행을 위해 인간의 사회적 삶을 바로 세우고 조
정하는 구체적 시행 규칙으로서의 인정법(human law)을 요구한다.
여기서 아퀴나스는 피통치자들에게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는 두 번째
의 통치 권력 기능과 피통치자들의 도덕적 잘못을 강제적으로 교정
하는 세 번째의 통치 권력 기능이 원죄(原罪)로 인해 등장한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통치 권력에 대응하는 지배 권력(regimen
ad dominandum)과 상이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들은 사회
적 질서 유지를 위해 행사되는 강제적 권위를 필요로 하지만, 오로지
지배와 통제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지배 권력과 달리 기능적 보
완과 도덕적 교정을 주요 역할로 삼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원죄로 인
해 사악해진 때문이기보다는 본원적 정의의 은총이 벗겨져 완전 선
행이 불가능한 존재가 된 때문이다. 원죄로 말미암아 본래 선하게 창
조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변한 때문이 아니라, 원죄로 인해 선과
악에 관해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했던 창조 당시의 본원적 인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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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돌아가 선행 능력을 항상 유지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25)
그러나 통치 권력의 첫째 기능인 군주의 계도적 통치(directive
rule)는 원죄(原罪)와 무관한 아담의 타락 이전부터 존재한 본원적 정
치 요소이다. 그러면 아퀴나스에게 원죄 이전부터 존재한 계도적 통
치 기능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가? 강제적 권력의 행사가 결여된
사회적 힘을 과연 정치적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해 마커
스(R. A. Markus)는 아퀴나스가 원죄 이전의 인간 사회에도 강제적
권력 사용이 가능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아퀴나스
는 원죄 이전의 사회에서도 강제적 권력 행사가 가능했기에 정치적
권위가 설 수 있었음을 주장했다. 물론 원죄 이전의 사회 속에서 완

25) “[M]an and the angels were created with the gift of grace, we
must needs say that there was in them a certain beginning of
hoped－for happiness, by reason of grace received but not yet
consummated… Consequently we must hold that the angels
had faith before they were confirmed, and man, before he
sinned…… There was no darkness of sin or punishment in
the original state of man and the angels, but there was a
certain natural obscurity in the human and angelic intellect, in
so far as every creature is darkness in comparison with the
immensity of the Divine light.” [underline mine]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IaeIIae. q. 5. art. 1. 이점은 아퀴나스가 태초
에 신이 인간을 완전한 선행 가능의 존재로 창조한 것은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아퀴나스에게 원죄(原罪) 전의 사람은 태초에 신
이 창조한 당시 최초의 인간 본성을 띠고 있던 존재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선하게 완전 변화될 수 있는 존재
도 아니었으며, 신이 초자연적 은총을 부여함으로써 늘 선행이
가능했던 존재였으나 이제 인간은 원죄로 인해 선을 행할 수 있
는 완전한 정의의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 내면의 감각적
충동들(appetites)을 이성(reason)에 복종시키는 본원적 정의(the
gift of original justice)를 상실함으로 행위 기능의 결함과 도덕
적 방향의 오류를 범하게 되어 신이 심어준 자연법(natural law)
을 구현하는 인정법(human law)의 실행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See Ibid., IaIIae. q. 95. 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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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자유가 가능했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위한 경우라면 개인의 자
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구속력(拘束力)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가 있었기에 정치의 존재가 가능했다26). 그러
나 이처럼 원죄 이전의 사회에서도 강제적 권력에 기초한 정치가 존
재했으며 공동선을 우선시한 사람들의 자발적 자유 제한을 통해 그
것이 가능했다는 해석은 아퀴나스가 의도하는 정치적 권위의 의미를
오도(誤導)하는 것이다. 아퀴나스에게 원죄 이전의 정치는 본질적으
로 강제적(coercive)이 아닌 계도적(directive) 힘을 요구한다. 그에게
아무런 죄의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원죄 이전의 사회에서 통치
자가 피통치자들을 움직이는 정치가 존재했던 것은 피통치자들이 자
발적으로 저마다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적 구속을 부분적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신이 창조한 인간 사회에는 가장 지혜
로운 자와 그보다 못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함께 살아
가는 공동체를 위해 가장 지혜로운 자가 그보다 못한 자들을 계몽시
키고 지도하는 계도적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퀴나스가
정권 또는 권력의 의미로 사용했던 regimen은 본래 어의(語意)가 강
제적 구속력에 기초한 정치적 권위의 힘을 뜻하지 않는다. 그는 감각
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을 regimen rationis로, 아내를 다스리는 남편
의 힘을 regimen mulieris로 묘사함으로써 regimen은 명령과 복종의
주종관계에 기초한 지배적 권력이라기보다는 사랑과 보호의 인도적
관계에 기초한 주도적 섬김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그
가 원죄(原罪)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 간주하는 regimen ad ordinatus
의 regimen이 함축한 주도적 권위는 통치자가 피통치자들에게 복종
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실천을 계도함으로써 공동체의 조
화로운 질서 유지와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섬김의 정치적 기능
을 갖는다.27) 이것은 정치적 구조 또는 역학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26) See R. A. Markus, Saeculum: History and Society in the Theology of St
Augustin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197－230.
27) See Paul J. Weithman, “Augustine and Aquinas on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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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 본 어거스틴과 달리 아퀴나스는 협력과 섬김의 논리로 이해
했기에 원죄 이전의 사회에서도 정치가 존재했음을 인정한 중요한
이유이다. 아퀴나스에게 정치는 근본적으로 사회의 질서 유지와 발전
을 위한 것이지 사회적 혼돈과 타락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태초에 신이 창조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한 인위적으로 막
아야할 사회적 혼돈과 타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 원죄 이
전의 사회부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선의 증진을 통한 인류의
공영(共榮)이었다.28) 다만 아담의 타락에 따른 원죄로 인해 정치는
단지 사회적 질서 유지뿐 아니라 사회적 죄악의 통제 역할 기능을
수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아퀴나스에게 정치는 어거스틴과 다를 바
없이 무엇보다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죄의 여부와 관계없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다. 그러면 아
퀴나스에게 구체적으로 사회적 공동선은 무엇인가? 명령과 복종의
강제적 권력 관계가 아닌 사랑과 섬김의 인도적 협력 관계를 통한
사회 속에서 정치적 평등은 어떤 의미에서 가능한가? 이점과 관련해
Sin and the Function of Political Authority,” 362, and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a. q. 81. art. 3; IaIIae. q. 17. art. 7.
28) 이것을 위해 아퀴나스는 현명하게 정치적 권위를 사용할 수 있
는 통치적 분별(regnative prudence)의 덕성을 가진 자가 통치자
가 되어야함을 주장한다. “[I]t belongs to prudence to govern
and command, so that wherever in human acts we find a
special kind of governance and command, there must be a
special kind of prudence. Now it is evident that there is a
special and perfect kind of governance in one who has to
govern not only himself but also the perfect community of a
city or kingdom… All matters connected with moral virtue
belong to prudence as their guide, wherefore right reason in
accord with prudence is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moral
virtue… For this reason also the execution of justice in so far
as it is directed to the common good, which is part of the
kingly office, needs the guidance of prudence.”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IaeIIae. q. 50. 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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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와 존 롤스의 정치적 평등(政治的 平等) 이해를 비교 분석하
고자 한다.

2. 아퀴나스와 존 롤스: 공익과 사익의 우선성
아퀴나스에게 정치는 사회 전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되 각 개인의
행복 추구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저마
다 주어진 계층적 본분과 역할에 충실해야한다면 인간 행복의 주요
본질이라 말할 수 있는 평등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향유될
수 있는가? 아퀴나스가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저마다의 계층적 신
분과 역할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불가침의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점은 아퀴나스가 중세 당시
의 사회적 신분 관계에 비추어 어떻게 평등의 의미를 이해했는가를
통해 규명될 수 있다. 또한 그가 정의(正義)의 기초로 간주한 평등의
개념을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 이해와 비교함으로써 더욱 명확
히 드러낼 수 있다. 아퀴나스는 사회적 조화의 선(善)을 정의의 본질
로 여긴 반면 존 롤스와 같은 대다수 현대 정치 사상가들은 개인적
자유의 선을 정의의 근간으로 생각한다. 물론 아퀴나스뿐 아니라 롤
스와 같은 현대 사상가들 모두 정의는 저마다가 의미와 가치 창조의
주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적극적 자세를 갖추는 것에서 비롯
됨을 주장한다.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졌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와 중
요성을 인정하는데서 정의의 싹이 돋아남을 인정한다. 정의는 각자에
게 저마다의 사회적 위치를 부여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
존재 저마다의 본분과 역할은 자신의 주권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
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함으로 생기는 관계적 조화를
통해 성립된다. 따라서 정의를 위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은 주도적 위
치를 점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의 입장이지, 내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내세우거나 또는 낮추고자하는 자기 긍정이나 자기 부정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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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29) 그러나 아퀴나스는 나의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를 먼저 사
회적 질서와 조화를 지향하는 정의의 안목에서 이해하지만30) 롤스와
같은 현대 사상가들은 그것을 제각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체적으
29) 여기서 우리는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정의에 관한 흥미로
운 주장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니체에게 정의는 남의 위치
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위치를 긍정하는 것에서 시
작한다. 내 자신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정의의 발
로가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활력을 헛되이 무시하
고 낭비하는 “강요된 사치”의 결과이다. 물론 니체도 타자의 의
미와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나 니체가 인정하는 타자의 의미와
가치는 본질적 존재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내가 공격하고 승리함
으로 나의 독립적 존재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상대자로서의
의미와 가치이다. 의미 창조자로서 나는 다른 의미 창조자로서의
타자를 요구한다. 나는 타자와의 투쟁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표
방하는 의미와 가치를 드러냄으로 “권력에의 의지”라는 삶의 원
리를 실현한다. “[The noble person] desires his enemy for
himself, [an enemy worthy of being attacked].” “One’s best
enemy is one’s best friend… [He] seek[s] companionship in
fellow creators, not corpses, not herds and believers.” See
Friedrich Nietzsche, On the Genealogy of Morals,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Books, 1989), 475. 니체에게 이
처럼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자아의 실현은 어느 특정한 개인으로
서의 초인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존재가 자
신의 삶을 긍정하고 육체적 활력을 발휘함으로써 저마다 각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양하는 권력에의 의지를 완성함을 말한다. 따라
서 정의는 누구 어떤 초인(超人)의 등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의 초인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30) 이점과 관련해 아퀴나스와 어거스틴은 동일한 입장을 보인다. 어
거스틴은 정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다양한 존재들 가운
데 나타나는 선한 관계적 질서(good relational order)라고 규정하
며, 다원적 세계의 관계적 조화로서의 정의가 아담의 원죄 이후
뿌리내린 인간 죄성의 발현으로 인해 깨졌음을 개탄한다: “세상
만물의 타락과 불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는 인간이 하나님
의 형상을 따라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다양성 속에서 조화의 통일성을 이루어야함을 가
르치고 있다.” St. Augustine, The City of God, ⅪI.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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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창조하는 본연의 권리 차원에서 해석한다.
사실 정의와 평등에 관한 롤스의 이론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보편적 타당성에 기초한 정의 사상을 반영하되 아퀴나스의
정의와 평등 이해에 상반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롤스와 아퀴나
스 모두 정의의 핵심인 관계적 조화를 전제한 상대적(relative) 또는
상관적(relational) 속성을 중시한다. 무엇보다 먼저 롤스는 정의 이론
을 전개함에 있어 이성적 선택을 위한 하나의 중립적 과정(a neutral
procedure)을 제기하면서 사람들 저마다 갖고 있는 소망과 가치들과는
무관한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뒤편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해야 하는 본래의 입장(original position)을 주장한다.31)
롤스에 의하면, 무지의 장막 뒤에 서 있는 이성적 인간은 실제적 삶
의 사회를 구성하는 두 가지의 일반 원리를 취한다. 첫째는 모든 사
람이 제각기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동등한 권리의 외연을 갖는
다는 동등 자유의 원리(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이다. 그리고 둘
째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정치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
를 갖되 가장 어려운 처지의 사람이 가장 많은 사회 경제적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차이의 원리(the principle of difference)이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의 수
준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향상시켜야 하며, 그들의 열악한
상황이 그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상승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사회 경제적으로 앞선 사람
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반면 오히려 뒤처진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아
무 도움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롤스는
31) “[T]he original position is the appropriate initial status quo
which insures that the fundamental agreements reached in it
are fair. This facts yields the name justice as fairness… one
conception of justice is more reasonable than another or
justifiable with respect to it, if rational persons in the initial
situation would choose its principles over those of the other
for the role of justice.”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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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느 시골 마을에 화학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는 주변 마을 농부들과 그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어 사회 경제적 혜
택과 수입을 얻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를
본래의 입장(original position) 개념을 통해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한
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인근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거액을 투자한 카지노 운영
자 및 종사 관계자들에게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강원도 태백 카지노
의 경우도 롤스가 주장하는 차이의 원리(the principle of difference)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또한 2007년 7월 비정규직 법안의 발효로 인해
촉발된 이랜드 산하 할인 매장 비정규직 직원들의 소요 사태 역시 동
등 자유의 원리와 차이의 원리가 구성하는 정의 및 평등 이론이 해결
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롤스에 따르면 우리는 본래의 입장(original position)속에서 합리적
이고 공정한 선택 조건을 확립할 수 있다. 그것은 무지의 장막(the
veil of ignorance)이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바람과 목적들로부터
초연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평등과 공정에 관한 우리들 본연의 도덕
적 직관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롤스로 하여금 정
의의 실천적 이해를 위해 본래의 입장과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을
제기하도록 했는가? 그것은 그가 형상(form)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플
라톤의 주장을 재해석하는데서 시작되었다. 롤스는 본래의 입장을 통
해 플라톤이 강조한 본질적 형상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이해를 반대
로 뒤집어 놓았다. 본질적 형상으로서의 정의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초현상적인 어떤 것(something noumenal)이기에 플라톤이 주장한 것
과는 달리 인간의 이성적 지식은 정의의 실현에 아무런 역할도 담당
하지 못한다. 오히려 정의의 실현에 필수적인 개인적 소망의 극복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 즉 지식이 아니라 무지에 의해서 가능
하다. 정의 실현의 적대자는 플라톤의 주장처럼 무지가 아니라 오히
려 지식이다. 지식이 아닌 무지에 의해 자유 의지의 이성적 선택이
바르게 설 수 있다. 이성적 선택은 지식이 아니라 무지에 의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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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얻는다. 이처럼 롤스는 한편으로는 플라톤의 지식 강조를 부정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이 욕망을 극복하는 변증법적 존재론
(dialectical ontology)을 수용한다.32) 롤스는 플라톤이 이성과 감정의
대립을 전제하며 제기한 변증법적 존재론을 수용함으로써 모든 사람
이 본래의 똑같은 입장에 처해 동의할 수 있는 정의에 관한 공통적
합의(an overlapping consensus)를 창출한다. 여기서 정의에 관한 공
통적 합의는 공평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와 정의의 원리,
즉 앞서 말한 동등 자유의 원리(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와 차
이의 원리(the principle of difference)를 이해 적용시켜 실천할 수 있
으며, 나아가 무엇이 선인가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구성 갱신하는 능
력을 소유한 도덕적 인간들로 구성된 잘 질서 잡힌 사회(a well－
ordered society)를 건설한다.33) 이처럼 롤스에게 정의는 공통된 정의
의 기초로서 도덕적 인간들의 전체적 합의를 지향하는 중립적 선택
의 과정 속에서 창출되어 온전히 질서 잡힌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
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 신앙이나 도덕률과 관습들, 또는 철학적
사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를 구성하고 대표하는 정
치 사회적 문화 전체에 의존한다. 사실 정의는 사람들이 서로의 정치

32) 이성이 영혼의 악한 동기들을 통제하도록 돕는 정의의 형상에 의해
행위가 유도된다는 플라톤의 주장은 육체적 욕망(bodily appetites)
과 이성(reason)과 영적 영예감(the spirited sense of honor)이 영
혼의 한 가운데서 투쟁할 때 결국은 이성이 육체적 욕망을 억제한
다는 변증법적 적대주의(dialectical antagonism)로 대표되며, 이것
을 묘사한 플라톤의 The Republic와 Phaedrus에 관한 이해는 크게
이성 중심의 전통적 해석과 감정의 역할을 부각시킨 새로운 해석
으로 나뉘어져 있다. See Plato, Phaedrus, trans. Walter Hamilton
(New York: Penguin Books, 1973), 102, 275, and Plato, The Republic,
trans. Francis M. Corn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5), 439 and See Catherine Pickstock, After Writing: On the
Liturgical Consummation of Philosoph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8), 14.
33) See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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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공통된 규범을 상징하기 때
문에 형이상학적인 이론이나 종교적 교리, 또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원리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정의는 그러한 모든 교리와 원
리 그리고 관습들을 포함하는 이론의 구체적인 정치와 사회 문화 전
체의 영향을 받는다.34) 이런 의미에서 롤스의 정의 이해는 신(神)과
영혼 불멸과 자유 의지를 함축한 선험적 초월성(a priori transcendence)
을 통해 인간의 이성적 인식 능력의 한계를 지적한 칸트의 옳은 것
에 관한 보편적 선택(the universal choice of right)의 원리와, 하나의
공통된 정치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역사 정신
의 저변에 내재된 감정 억제의 이성 능력을 중시함으로써 정의 실현
의 가능성을 말한 헤겔의 사상을 접목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롤스의 정의 또는 정치적 평등 이해에 아퀴나스는
아마도 매우 상반된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통된 합의(overlapping consensus)에 근거해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저마다의 개인적
소망과 목표를 초월해 누구나에게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는 본래의
입장(original position)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35)
인간은 원죄(原罪)로 인해 신(神)으로부터 받았던 완전 선행(善行)의
은총을 잃었기에 개인적 소망과 목표에 초연한 선택의 처지를 받아
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죄는 인간이 악의 사슬에 매이든 완전
한 선행 능력을 상실했든 어떤 지위를 향한 동일한 선택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만인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보
편적 의미의 평등과 정의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퀴나스
가 원죄 이전의 인간 사회 속에서조차 가장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34) See 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Philosophical and Public Affairs 14 (Summer 1985): 227－9.
35) See Albrecht Wellmer, “Models on Freedom in the Modern
World,” in Hermeneutics and Critical Theory in Ethics and Politics,
ed. Michael Kelly (Cambridge, MA: MIT Press, 1990),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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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자들의 구분이 있었음을 주장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인간은 본
성적으로 완전 선행 능력을 결여한 원죄의 존재라는 점과 사회적으
로 분별과 판단 능력의 계층적 차별을 갖는 존재라는 점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의와 평등의 공익(共益) 구현을 위한 합
의 창출은 불가능하다.36) 이처럼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모
든 사회 경제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조건을 갖도록 한다는
롤스의 정치 사회적 평등 이론은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본질
적으로 정의와 평등의 문제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
기 때문이다. 정의와 평등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구체적인 인간 삶
속에서 한 공동체 사회의 발전과 그 사회 구성원들 개인의 행복 추
구와 실현을 위해 실제로 구현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
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개인의 절대적 고유 권리 이전에 먼저 사
회의 공동체적 유익 앞에 내려놓은 아퀴나스의 입장이다.
36) 이점은 비단 아퀴나스뿐 아니라 마이클 왤쩌(Michael Walzer)와
같은 현대 사상가들에 의해서도 유사하게 제기된다. 마이클 왤쩌
는 롤스가 하나의 문화권 안에 있는 상이한 사회적 영역들
(social spheres)이 다양한 정의의 의미들을 창조하고 있음을 무
시한다고 비판한다. 여러 다양한 문화 속에서 저마다 상이한 정
의 개념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의 어느 특정 문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정의 이해들이 등장할 수 있다. 정의의 의미는 제각기
독특한 정의의 원리를 함축한 영역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모
든 문화가 저마다 오직 하나의 공통된 정의 이해를 낳는다는 것
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한 문화 내에서 여러 삶의 영역들이 창출
하는 정의 이해를 말하는 왤쩌의 이론은 아퀴나스의 정의 이해
에 대한 일맥상통의 가능성을 보인다. 그것은 왤쩌가 말하는 여
러 가지 문화적 영역들 속의 정의가 아퀴나스 역시 강조하는 인
간 삶의 관계적 차이(relational difference) 존중을 통한 적절한
사회적 분배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본
질적으로 인간 삶의 영역들이 죄와 탐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
로 인정하지 않기에 아마도 왤쩌가 말하는 다양한 삶의 영역들
이 개별적으로 창출하는 정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See Michael Walzer,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198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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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퀴나스의 정치적 평등 개념은 비민주적인가? 과연 그에
게 정치적 평등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통치
체제와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그의 견해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아퀴나스의 정치적 평등 이해는 롤스와
같은 현대 정치 사상가들의 견지에서 볼 때 분명히 비민주적, 즉 각
개인 고유의 정치 사회적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
다. 그러나 각 개인이 모여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는 것
을 그가 무조건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를 오늘날의 안목에
서 무조건 비민주적이라 말할 수는 없다.37) 다시 말해, 아퀴나스는
저마다가 사회의 각계 각 분야에서 주어진 본분에 충실히 임하는 일
종의 계층적 사회구조를 역설함으로써 개인의 정치 사회적 평등 가
능성, 즉 어떤 정치 사회적 지위의 모든 사람에 대한 개방성을 부정
하지만, 동시에 정치 사회적 지위가 특정의 사람들만이 무조건 늘 독
식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 인간은 신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지위 앞에서 차별을 갖는 것은 인간으
로서의 동등성이 결여되어서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를 위해 신에 의
해 주어진 능력과 소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38) 신에 의해 권력
37) 이점과 관련해 아퀴나스는 어떤 공동체 또는 나라는 한 사람의
군주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가장 적절함을 말하면서 동시에
최고 통치자인 군주의 권력이 그가 다스리는 보통의 다수 사람
들로부터 나온 것임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통치 권력의 민주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혼합 정권 통치(a mixed regime)의 유용성을
용인한다. “Accordingly, the best form of government is in a
state or kingdom, where one is given the power to preside
over all; while under him are others having governing powers:
and yet a government of this kind is shared by all, both
because all are eligible to govern, and because the rules are
chosen by all.”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aIIae. q.
105. art. 1.
38) 여기서 능력과 소명의 차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원죄(原罪) 이전
의 사회에서조차 정치가 가능했던 이유, 즉 신이 각 사람에게 부
여한 분별(prudence)과 같은 이성적 능력 또는 덕성의 차이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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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받은 군주(君主)는 그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발휘해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실행한
다. 그는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 삶의 정황을 헤아리고 그
들의 소망을 반영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함으로써 피통치자 중심의
통치를 행사한다. 여기서 그가 행사하는 통치 권력의 구현체인 법은
실천 이성의 명령(a dictate of practical reason) 또는 사회 공익을 위
한 합리적 명제로서 그 나라 또는 사회의 평화적 질서 유지와 발전
을 위한 신(神)의 의도를 지혜롭게 받들어 실현하는 것이다. 비록 군
주가 인정법(human law)을 제정 집행할지라도 그것의 뿌리는 신의
영원법(eternal law)이며 지향점은 그가 다스리는 자들의 행복을 도모
하는 그 나라의 번영이다.39) 따라서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군주도
법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통치자들과 동일하게 법아래 있다. 그가
제정한 법도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한 신의 의도와 명령에 기초한 것
이므로 만일 그가 법을 어기며 폭정을 자행할 경우 피통치자들은 합

한다. 특히 군주는 피통치자들을 능가하는 이성적 또는 미덕적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기에 통치 형태는 기본적으로 군주
제(monarchy)가 가장 적절함을 아퀴나스는 주장한다. “Since,
however, every man, for as much as he is rational, has a
share in ruling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reason, he is
proportionately competent to have prudence. Therefore it is
manifest that prudence is in the ruler after the manner of a
mastercraft, but in the subjects, after the manner of a
handicraft.” Ibid., IIaeIIae. q. 47. art. 12.
39) 아퀴나스의 법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인간이 보편적으로
부여받은 자연법(natural law)은 본질상 우주 역사를 향한 신의
기본 원리인 영원법(eternal law)으로부터 유래하되 그것의 구체
화 과정을 통해 영원법에 참여하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와 같은
통치 권력체의 근거가 되며 구체적 인간 삶의 행태를 규정하는
인정법(人定法;human law)은 자연법에 근거함으로써 그것의 법
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자연법과 인간의 법은 신법(神
法;divine law)에 의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See Ibid., Q. 91.
arts. 2－4 and Q. 95. 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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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수단을 통해 항거할 수 있다.40) 이러한 아퀴나스의 통치 체제
이해는 정치 사회적 지위의 개방성은 거부하되 그것의 절대적 독점
성 또한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관한 피통치자들의 견제적 참여를 인
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성(民主性)을 띠고 있다.
아퀴나스는 선천적인 인간의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은 능
력과 소명에 있어 원죄(原罪) 이전의 사회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
다. 누구나 똑같은 이성적이자 도덕적 능력을 부여받고 그리하여 동
일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41) 신에게 받은 선천적
능력과 소명의 차이는 어떤 정치 사회적 지위를 향한 동일한 출발점
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아퀴나스에게 피통치자들의 사회
발전을 위한 참여와 통치자의 권력 행사에 관한 맹목적 복종을 강요
하는 것은 아니다. 능력과 소명의 차이는 사회 구성원 저마다에게 결
여된 것을 보완해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조화를 이룬다. 민주주
의란 어떤 정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참여 가능성의 여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 공헌하는가의 여부이다. 그는 롤스가 주
장하는 것과 같은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갖는 정치적 평등을 부정한
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 본분을 존중하고 충실히 수행해 사회 발전에
참여한다는 의미로서의 민주적 평등을 인정한다. 이것은 각 개인이
사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주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결코 평등
하거나 민주적이지 않다. 그러나 사회의 질서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
고 기여한다는 참여의 측면에서는 민주적 평등의 요소를 찾을 수 있
다.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저마다 부분적으로 그 움직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역할을 담당한다
40) 이것은 아퀴나스가 군주의 법 제정과 실행을 통한 통치 근거가
기본적으로 피통치자들에게 있음을 말한 것을 통해서도 입증된
다. “[T]he authority of the sovereign… has not the power to
frame laws, except as representing the people. Therefore
although each individual cannot make laws, yet the whole
people can.” Ibid., IaIIae. q. 97. art. 3.
41) See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IaeIIae. q. 5. 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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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그들은 공동체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42) 이처럼 서
로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제각기 다양한 정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동선(共同善)을 이루고 사회를 발전시
키며 나아가 그 안에서 각 개인 삶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이 아퀴
나스의 민주적 정치 이해이다.43)
이것은 한 가지 실례로 아퀴나스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해를 통
해 잘 나타난다. 우선 그는 여성을 이성적 능력의 결함이 있기에 남
성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존재로 규정한다.44) 그러나 남성 또한 후
손의 출산과 관련해 여성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남녀 사이의 상보성
이 절대적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남녀가 단지 후손을 잇고자 연합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님을 말한다. 비단 후손을 낳고 키우는 문제뿐
아니라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의 해
결은 남편과 아내 서로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나 본
성적으로 상이한 능력을 가진 남편과 여성이 제각기 다른 역할에 충
실을 기하는 상보적 역할 수행을 통해 남편과 아내 각자와 그 가정
42) 국가와 같은 공동체는 이성적 능력을 소유한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그 안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
용되는 질서나 평화와 같은 공동선을 도모하는 일차적 목표를
갖는다는 점에서 각 개인의 사적 권리를 공익적 가치에 종속시
키지만 이러한 사익에 앞선 공익 우선의 원리는 국가와 같은 공
동체 발전 자체보다는 그것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궁극
적 목표를 근본적으로 중시하는 것, 즉 개인보다 먼저 사회를 앞
세우지만 그 이유는 결국 각 개인의 구원, 또는 완전한 행복 실
현을 위하는 것이 아퀴나스의 본래 의도이다. See Frederick
Copleston, S. J., A History of Philosophy, Vo. 2: Medieval
Philosophy, Part II: Albert the Great to Duns Scotus (Westminster,
MD: Newman Press, 1962), 137－8.
43) See Paul J. Weithman, “Complementarity and Equality in the
Political Thought of Thomas Aquinas,” in Theological Studies,
Vol. 29 / 2 (1998 June): 281－2.
44) “[W]oman is defective and misbegotten.”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a. q. 92. 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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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45) 비록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할지
라도 그것은 가정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지도력의 문제일 뿐 가정의
모든 관심사와 일에 대해 무조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뜻
하지 않는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은 근본적으로 강제적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이며, 아내를 향한 남편의 명령도 이미 아내의 처
지를 고려한 것이기에 협력적 명령이지 지시적 명령이 아니다. 따라
서 아퀴나스에게 가정의 지도자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명령과 복종은 현대적 의미의 강제적 권위나 권력의 개념으
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46) 이처럼 명령이 섬김의 의미로 나
타나고 복종이 존중의 자세로 행해지는 주종관계는 결코 공익을 위
해 개인의 권리를 압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의 표현이 아니다. 이것
은 분명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정치 사회적 구조와 체제를 지향
하지만 궁극적으로 개인 유익이 증진되는 공익을 통한 사익 실현의
역설적 의미를 내포한다. 선천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떤 일에든 동일
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롤스가 주장하는 무지의 장막(the veil of
ignorance) 앞에서 공정한 선택 기회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45) See Ibid., Ia. q. 92. art. 2, and also see Paul J. Weithman,
“Complementarity and Equality in the Political Thought of
Thomas Aquinas,” 284－285. 물론 여러 측면에서 가정이 정치
사회와 분명히 다르지만, 공동선을 추구하는 관계적 정의와 평등
의 문제에 비추어 볼 때 강제적 주종관계가 아닌 상보적 협력관
계의 본질적 공통성을 보인다는 점은 확실하다.
46) 아퀴나스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노예의 절
대적 복종을 말하지 않는다. 노예는 신이 창조한 자연적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법에 의해 나타난 죄의 산물로서 공익을 위해 부
득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인이 노예의 영혼마저 소유할 수는 없
으며, 특히 결혼과 출산의 문제와 관련해 노예는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갖는다. “[S]ervants are not bound to obey
their masters, nor children their parents, in the question of
contracting marriage or of remaining in the state of virginity
or the like.”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IaeIIae. q.
104. ar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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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재능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기의 재능
에 맞는 본분에 충실함으로써 공동선을 추구하는 유기체적 사회 구
성원이 되어야 한다.47) 그리하여 저마다 동등하게 궁극적 삶의 목표
인 완전한 행복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공익안의 사익, 질서속의 평
등이라는 변증법적 정치 행태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이것은 본 논문
과는 별도로 다루어야할 신앙적 덕성의 함양을 통한 신법(divine
law)과 영원법(eternal law)에 의해 기초 촉발된 자연법(natural law)
과 인정법(human law)의 온전한 실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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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tical understanding of Thomas Aquinas’ political
thought centered on the conception of order and equality
Lew, Ji-Whang
48)

Thomas Aquinas and Augustine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politics for the peaceful order of human society. But Augustine
thought that politics is a human product of original sin, caused by
Adam’s Fall, and that it is not given by God and so not helpful to
the ultimate fulfillment of human life, i.e., the union of humans
with God. On the contrary, Thomas Aquinas argued that politics
existed in human society even before Adam’s Fall, and that it
could be fruitful, if imperfectly,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ultimate human goal in a way of promoting the peaceful social
order. This contrast indicates that Augustine regarded politics as an
inevitable means to control human evil while Aquinas thought of it
as being created by the social nature differently given to humans
and as a kind of ladder to achieving the ultimate aim of human
life. Especially Aquinas’ idea of politics brought about a stepping－
stone toward a new form of democratic political thought in the
later middle age, even if it is still seen to be undemocratic in
today’s viewpoint: All human beings are equal before God. Yet
they have socially hierarchical difference on account of their
particular talent and capacity, naturally given to them. Bu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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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difference is viewed as hierarchical in the human eyes. It is
a complicate form of organism such as human body in God’ eyes.
For instance, the relationship of a king and his servants outwardly
represents a master－slave relation. However it inwardly forms the
relationship of voluntary service and cooperation. Hence political
equality is not the right, as John Rawls suggests, that everyone
joins all things in the same voice and fair situation, but just work
for the whole benefit of community by taking use of his or her
talent in a given situation. In this way, Aquinas held an organic
form of democracy in which everyone is faithful to his natural
ability

and

social

position

rather

than

the

modern

idea

of

democracy of which political leadership is available to all people.
This made him prioritize the prosperity of forest over that of a
tree, and stressed the priority of social good by which each
member can effectively grows and gets the meaning of life.
Conclusively, Aquinas argued a theological idea of politics, which
focuses on the whole forest, i.e., the world, for which God cares,
rather than on the individual tree, i.e., a human being.
Keywords: politics, equality, Thomas Aquinas, John Raw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