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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대 공화주의의 도덕 교육 적용에 관한 연구

박 성 근

공화주의 사상은 도덕과에서 그동안 학습 요소로 다루어지지 않은 만큼 생소한 내용 

요소이다. 그래서 공화주의 사상을 교과 학습 요소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공화주의 사상을 수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전통을 개괄하고, 현대 공화주의의 규범적 요소를 선

정하여, 이를 학습 내용적 차원에서 도덕 교육에 적용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둔다. 비롤

리(M. Viroli)를 비롯한 현대 공화주의자들이 꼽는 공화주의의 주된 규범적 요소는 공

화적 자유, 시민적 덕성, 법에 대한 승복, 정치적 우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4가지 규

범적 요소를 토대로 현대 공화주의자인 페팃과 샌델의 정치 철학을 분석하고, 이들의 

입장이 서로 수렴되는 요소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공화주의를 도

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에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그간 도덕 교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학습 요소를 통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했다. 개인선의 추구를 강조

하는 사상으로 ‘자유주의’를, 공동선의 추구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공동체주의’를 각각 

제시하고, 이 두 사상의 당위적 조화를 제안함으로써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모색

한 것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에서는 ‘공동체주의’를 대신해 

‘공화주의’를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공화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공동체주

의’가 개인선보다 공동선의 우선성을 강조하는데 그치는 반면, ‘공화주의’는 그 자체로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시도하려는 열망이 내재되어 있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두 사상을 변증법적으로 조화시

키려 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윤리와 사상』에서는 변증법적 조화의 과정 없이,

‘자유주의 요소’와 ‘공동체주의 요소’가 조화되어 있는 ‘공화주의’ 사상을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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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를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개인선을 ‘공화(res publica)’에 투영시켜 이를 시

민들 스스로 법으로 실현하여 따르고자 하는 사상이다. 규범적으로는 헌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민적 덕성’을 요구하며, 제도적으로는 ‘극단적 자유주의’나 

‘극단적 공동체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혼합정’을 추구한다. 공화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현대 공화주의는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와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

로 나누어진다. 페팃(P. Pettit)으로 대표되는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자’는 ‘법과 제도의 

구축’에만 집중을 하는 반면, 샌델(M. Sandel)로 대표되는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자’

는 ‘적극적 정치 참여’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페팃은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

자들이 특유의 적극적 참여 정신으로 인해 민중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샌델은 “로마 전통 공화주의자들이 시민의 책임에 무관심하다.”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두 이론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두 이론 

모두 공화주의의 규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판단이다. 본 연구는 

페팃과 샌델의 현대 공화주의가 앞서 제시한 4가지 규범적 요소 안에서 충분히 수렴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가 탐구한 수렴적 요소는 (1) 공화의 추구를 통한 자

유의 성취, (2) 정치 참여를 통한 시민적 덕성의 형성, (3) 규범과 교양을 통한 준법정

신의 고취, (4) 공동의 연대감을 통한 시민적 우정의 발휘이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4가지 수렴적 요소를 도덕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주요어 : 공화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페팃(Pettit), 샌델(Sandel), 자유, 시민적 덕

성, 정치적 우정, 준법정신

학  번 : 2007-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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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현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경쟁의 심화

로 인해 개인주의는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도덕적 가치'는 점점 상실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선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면서도, 반대로는

보다 더 나은 공동체 형성에 대한 열망 또한 커지고 있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는 자기 자신의 안위와 이익 추구를 위해 불법을 자행했던 정치 인사들에 대

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으며, 사회 전반적으로는 보다 더 인간다운 사회, 보다

더 투명한 사회, 보다 더 배려와 소통이 넘치는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

다. 일반 대중의 공공 정책이나 사회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으며, 자

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한다.1)

청소년들 또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의식하고는 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표한 '2013년 청소년 정직 지

수'에서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항목에 초등학생

19%, 중학생 27%, 고등학생 36% 등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2년 후 조사인

'2015년 청소년 정직 지수'에서 같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초등학생 19%,

중학생 30%, 고등학생 4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 조사에 따

르면,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타인 혹은 약자에 대한 배려 의식의 필요성에

1) 특히, 청소년의 투표율이 증가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청소년 통계'를 

보면, 19세 이상 청소년의 선거 투표율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19세의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54.2%였으며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74.0%로 높아졌다. 2002년 지방선거 때 첫 투표권을 행사한 20대 후반 역시 2002·2007·2012

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각각 55.2%, 42.9%, 65.7%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2017, 04. 18일자 기사 ‘[2017 청소년] 어릴수록 투표율 높아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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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본 연구가 주의 깊게 바라보는 바는 해가 갈수

록 그러한 공동선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년이 높아질

수록 이웃에 대한 배려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공동체 전체의 상생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공동

체의 도덕적 가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보다는

자신의 이익 추구와 안녕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의 내포는 개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안녕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이익 추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기심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우

리 사회는 '공공선에 대한 도덕적 가치'에 대해 보다 더 의식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을 통해 공동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의 도덕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다 나은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

전히 극심한 세대 갈등, 성 갈등에 노출되어 있다. 배려와 같은 공동체 가치가

잘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차치하더라도, 남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공격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간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공동

체라고 하는 동일 정체성마저도 부정하며 상대방을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왜곡

된 문화를 생산해내고 있다. 더욱이 보다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에 무분별

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남혐(남성 혐오의 약자)', '여혐(여

성 혐오의 약자)', '한남충(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벌레로 비하하여 부르는

말)', '김치녀(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비하하여 부르는 말)', '급식충(급식을 먹

는 초, 중, 고 학생들을 비하하여 이르는 말)' 등의 왜곡된 신조어를 아무런

제약과 반성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셜미디어와 일상 생활에서의 무

분별한 신조어들의 사용은 근거 없는 세대 간, 성별 간 증오와 경멸을 극대화

시키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사회의 공공성을 해체시키고, 구성원간의 따뜻

한 배려와 우정과 같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소중한 가치를 훼손시킨다.



- 3 -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 간 갈등

및 성 갈등과 같은 반성 없는 분열 행동과 상대에 대한 무책임한 공격의 원인

은 무엇이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도덕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

까. 또한, 우리 사회가 빠져있는 '극단적 개인화와 맹목적 배타성'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타인과의 갈등' 대신 '타인과의 협력'

을 모색하고 '개인선'에만 치중하지 않고, '공동선'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자

세를 갖추도록 안내해 줄 방법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해법을 공화주

의에서 찾고자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혼자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샌델(M. Sandel)이 말한 대로, 사회

적 논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만을 고수하는 자유주의는 결과적으로 논쟁의 해

결을 회피함으로써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현대의 절차적 자유주의는 배려의 가치나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같은 공동체 가치를 중립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

한 채,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역설적 상황을 연출한다.2) 물론,

현대 자유주의가 지니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류는 1차 세계 대전 이

후로 전체주의를 경험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정치사상을 구상

하였고, ‘불간섭’을 강조하는 소극적 자유주의를 발전시켰다. 특히, 현대에 들

어와 자유주의는 절차를 강조하면서 ‘공정성’이라는 강점까지 얻게 되었다. 하

지만 자유주의가 ‘불간섭’과 ‘공정성’을 강조할수록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와

‘공동선’이 소외되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 가치

의 회복과 진정한 자유의 향유를 보장하는 대안적인 정치 체제를 향한 요구는

2) 샌델(M. Sandel)의 주장의 빌면, 현대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더 이상 공동체를 유

지하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상실한 채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힘

과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샌델에 따르면,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는 절대로 시장의 논리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도덕적 가치를 자유주의에 맡겨 둔다면, 우리는 돈

을 받고 ‘사과(apology)’를 대신해주는 ‘사과 대행 회사’가 설립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할 것

이다. ‘사과’는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핵심적인 도덕 가치임에도, 만일 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토대로

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4 -

더욱 더 늘어나게 되었다.

현대의 정치철학자들은 ‘공화주의(republicanism)’가 무력한 자유주의의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공화(共和,

res publica)’의 개념이 현대 사회의 ‘소극적 자유’ 개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본다. ‘공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공공의 것’을 추구

하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공화’라는 규범적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공화주의에서는 자유, 덕성, 준법, 우정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제

시한다.3) 공화주의 시민은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자유’의 덕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선(common good)

을 이루어내기 위해 열정적인 자세로 정치에 참여하는 ‘덕성’도 갖추어야 한

다. 또한, 공화주의 시민은 그들 자신이 합의한 ‘동일한 법과 규칙 아래서’ 권

리와 의무를 함께 나누는 ‘준법’의 덕목을 실천하며, 슬픔과 어려움에 빠진 동

료에게 배려의 정신을 발휘하는 ‘우정’의 요소도 갖추어야만 한다.

이러한 공화주의 덕목들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 덕목을 현실에

적용해보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최상

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 자살률, 노동시간, 저출산율, 이혼율 등은 최

고 수준에 올라 있다. 이 중에서 높은 자살률 문제를 생각해보자.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자살을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자살은 ‘사회 차원’의

현상으로서, 개인보다는 ‘공공의 협력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밝혀

졌다. ‘사회적 타살’로도 불리는 자살 문제는 여러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

만, 대부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압박감’과 ‘경제적 빈곤의 심화’, 그리고 이

러한 어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자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화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공화주의 시민이라면 높은 자살률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공화주의 시민

3) 물론, 이러한 4가지 가치를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핵심적 가치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본 연구는 비롤리(M. Viroli)를 비롯한 공화주의자들이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자

유’, ‘덕성’, ‘준법’, ‘우정’이라는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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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높은 자살률이 공동체 전체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장기적으로는 본

인의 자유 역시 침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로 간의 열정적인 토론과

숙의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높은 자살률 문제의 대안을 법제화하려고 할 것이

며, 법의 제정 과정에서 ‘모두가 합의한’ 해당 법률과 제도를 신성한 마음가짐

으로 준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의 동기

는 동료 시민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따뜻한 동료

애에서 비롯된다.

만일, 높은 자살률 문제를 공화주의적 해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면, 공화주의 사상을 도덕 교육에 적용해야 할 이유는 명확해진 셈이다. 공화

주의 관점의 자유, 덕성, 준법, 우정의 가치들은 그 자체로 규범적인 성격을

지녔으므로, 학생들에게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는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화주의 교육의 필요성에 발맞추어 최근 윤리교육 학계에서는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과목에서, 자유주의와 함께 공화주의를

사회사상 단원의 학습 요소로 선정하였다. 공화주의를 학습 요소로 채택한

단원은 Ⅳ. 사회사상 단원 중 3번째 단원으로서, 그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

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4)

해당 단원의 성취기준의 목표는 그동안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비’를

통해 설명해왔던 자유, 권리, 의무의 개념을 공화주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학

생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공공 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있다. 또한,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 역시 모색하도록 함으

로써, 개인의 권리 주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도록

4) 교육과학기술부(2015),『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교육과학기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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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성취기준을 목표한 대로 잘 실현할 수 있다면, 앞에서 언

급한 자살률이나 막연한 혐오 문화를 비롯한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

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공화주의를 도덕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번 교육과정이

최초이기 때문에, 공화주의를 도덕 교육의 학습 요소로 구현하는 일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데 있다. 학교 현장의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

사 입장에서도 공화주의라는 사상의 생경함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공화주의 사

상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혼란함과 난처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철

학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라면,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구분도 어려울 수

있으며,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이론적 분절점에 대한 이해(理解) 역시 어

려울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공화주의를 처음 학교 교육에 적용하려는 교

과서 개발자 및 교육과정 운영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공화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공화주의의 전통을 개괄하고, 현대 공화주의의 흐름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괄

과 소개를 넘어,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현대 공화주의의 수렴적 요소를 탐

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덕 교육에 공화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과

서 집필 기준의 예시, 교수․학습 방안의 예시 등의 형태로 제언할 예정이다.

본 연구가 관심을 두는 현대 공화주의자는 페팃(P. Pettit)과 샌델(M.

Sandel)이다. 우선, 페팃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페팃은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를 체계화한 학자로서, 스키너(Q. Skinner)와 포콕(J. Pocock)과 같은

역사적 관점의 공화주의와 달리, 실천적인 관점에서 공화주의를 정립한 학자

이다. 그는 비지배 자유, 시민적 견제력, 시민적 교양 등의 개념을 강조함으로

써 공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기반과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의 자유론은 자유의 두 개념인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 3의 자유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도덕

교육에서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던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로의 경

도 가능성” 이라는 이론적 한계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페팃의 비지배 자

유는 (적극적 자유를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의 특유의 집단주의 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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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간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도덕 교육에서 공동체주의가 누려오던 자유

주의 대안의 역할을 공화주의가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이다.5)

다음으로, 샌델을 선정한 이유는 페팃의 공화주의가 비지배 자유를 보장받

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테네 전

통의 공화주의자들 중에서 시민의 덕성 함양에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현대 공화주의자를 탐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테네 전통의 공화

주의자는 아렌트도 있지만, 본 연구가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를 학습 요소에

선정한 이유는 그의 공화주의가 현대의 자유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절차

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어 ‘사례 중심의 효율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는 점에 있다. 샌델은 1970년 캘리포니아의 ‘무책주의 이혼법’을 사례로 들면

서, 전통적인 이혼법이 고려해왔던 도덕적 요소들에 절차적 자유주의가 중립

을 취함으로써, 당시 미국에서 ‘이혼할 권리’가 더욱 증가하였음을 설명한다.

샌델은 무책주의 이혼법이 지닌, 여성의 권리 신장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 퇴색’이라는 부정적 측면에 많은 의미를 둠으로써 절차

적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비판한다. 이러한 통찰력 있는 사례 중심

의 비판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공화주의의 도덕 교육 적용 탐구에 매우 적합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샌델의 공화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의 공

화주의가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기존의 절

차적 자유주의의 비판적 대안 역할을 하던 맥킨타이어(A. McIntyre)의 경우,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강한 유대감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주의를 표방하기 때문

에, 집단주의로의 경도가능성이라는 이론적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5) 물론, 페팃의 비지배 자유론이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소극적 자유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

에, 페팃의 공화주의를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으로 크레이머(M. Kramer)와 카터(I. Carter)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소극적 자유

론이 ‘간섭’뿐만 아니라 ‘지배’에 대해서도 이미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비지배 자유가 그리 

새로운 주장은 아니라고 주장한다(Laborde and Maynor, 2008: 5). 이에 대해 페팃은 행위자

의 외부에 통제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소극적 자유론자들은 간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비지배 자유론자들은 외부의 통제 요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논변을 펼침으로써, 소극적 자유에 대한 비

지배 자유의 이론적 우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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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델은 본인 스스로가 공동체주의자가 아님을 여러 저서에서 밝히고 있을 뿐

더러, 순수 공동체주의보다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가까운 시민적 공화주

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공화주의 정신의 실현에 보다 적합한 학자로 평가할

수 있다.6)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페팃과 샌델이라는 두 학자의 공화주의 사상에 드러

난 도덕 교육적 함의를 찾아내 도덕 교육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의

공화주의를 도덕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두

학자 각각 다른 전통의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팃은 ‘로마 전

통의 공화주의’를, 샌델은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를 각각 따르고 있다.7). 그

런데 두 전통의 공화주의가 표면적으로 볼 때, 공유된 입장보다는 상반된 입

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는 ‘자유’를 ‘자치(self-rule)’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

들은 ‘적극적 정치 참여’를 자신의 자유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한

다. 이들은 시민에게 ‘참여의 덕성’을 요구함으로써 ‘전정치적인(pre-political)

방식’을 벗어나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political) 방식’

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공화국의 시민들이 공동체의 좋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이에 비해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는

자유를 ‘비지배(non-domination)’로 해석한다. 이들에 따르면, 비지배는 ‘지배

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주인이

비록 겉으로는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노예를 감시하거나 통

제할 수 있으므로, 노예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

6) 샌델이 자신의 공화주의의 귀결점으로 생각하는 ‘토론하는 공동체’의 이상이 우리 시대가 요

구하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점 역시 도덕 교육의 학습 요소로 선정되기에 충분한 이유

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임신중절 허용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동성(同性)간의 결혼 합법화 문제 등을 공론화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루소의 공화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너무 과

도한 정치참여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렌트의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보다

는 전체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공화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자유주의 대안으로 선

정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7) 공화주의 유형에 대해서는 조일수(2011), 조승래(2010), 곽준혁(2005)의 논의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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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를 자유의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를 보장받기

위한 ‘법과 같은 제도적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은 ‘시민의 직접적인 정

치 참여’보다는, 법과 정책과 같은 ‘법치(rule of law)’에 더 초점을 둔다.

‘덕성’에 대해서도 두 전통은 다른 입장을 갖는다. 아테네 전통은 정치 현

안에 대한 ‘적극적 토의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정치 참여 능력’을

‘공화주의 시민의 덕성’으로 보는 입장인 반면, 로마 전통은 적극적 토의와 심

의는 자칫 집단을 선동하는 ‘민중주의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단지

‘비지배를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치 참여 능력, 즉 ‘국가에 대한 견제력

수준의 덕성’을 요구한다. 로마 전통은 ‘민중주의’를 ‘동료 시민의 선동’에 의해

‘나의 자유가 지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제한

적으로’ 수용한다.

‘준법’에 관해서도 두 전통은 입장을 달리한다. 로마 전통에서 법은 ‘신성함

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비

지배를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아테네 전통에서 준법은 신성함의 영역이

라기보다는, 여러 번의 반복된 행위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기는 습관의 영

역이다. ‘우정’과 관해서도 두 입장은 다른 관점을 갖는다. 민중주의를 우려하

여 소극적 형태의 비지배 자유를 지향하는 로마 전통 입장에서 과연 우정은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로마 전통은 시시각각

비지배가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감시하는 시민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페팃은 이러한 시민들 사이의 비지배에 대한 공동의 노력은 ‘공통적

지식(common knowledge)’이라는 상호주관적 인식 공유를 통해 나타난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 공유가 바로 로마 전통 공화주의의 ‘우정’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아테네 전통에서 우정은 유익함을 전제로 한 우정보다는 강

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우정을 강조한다.

두 전통 사이의 이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페팃과 샌델의

현대 공화주의가 자유, 덕성, 준법, 우정이라는 공화주의의 도덕적 가치를 기

준으로 공통분모 혹은 수렴적 요소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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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공화주의라는 전통 아래에서 두 공화주의 모두 ‘정치(政治)의 특성’을 강

조하기 때문이다. 비록 두 공화주의가 자유, 덕성, 준법, 우정이라는 가치에 대

해 입장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두 공화주의 전통의 근저에는 자유에 대

한 열망, 공동선의 성취의 의지, 평등한 삶의 갈구와 같은 ‘공화주의 정신’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위의 4가지 가치에

대한 공통적 요소를 공유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통적 요소

를 현대 공화주의의 도덕 교육 적용에 필요한 요소로 판단하여, 논문의 후반

부에서 두 전통의 수렴적 요소를 밝히고 이를 도덕 교육에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배려의

식의 저하와 공동체 가치의 상실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공화주의를 제안한다.

둘째, 공화주의를 도덕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현대 공화주의자인 페팃과 샌델

의 사상을 공화주의의 핵심적 도덕적 가치인 자유, 덕성, 준법, 우정을 기준으

로 고찰한다. 셋째, 이러한 고찰을 통해 얻어진 공화주의의 도덕 교육적 함의

를 도덕 교육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언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표인 ‘현대 공화주의의 도덕 교육 적용’을 위해서는 공화주의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화주의를 ‘아테

네 전통’과 ‘로마 전통’으로 분류하여 고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주지

하다시피, 공화주의 사상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한 사상이다. 플라톤, 아리

스토텔레스를 출발점으로 하여, 로마 시대의 키케로에 의해 활성화 되었고, 르

네상스 시대에 더욱 발전하면서 이후 근대를 거쳐 현대의 공화주의 사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출발점이 아테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가 가장 발

전하기 시작한 시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르네상스 이후로 공화주의는 ‘로

마 전통의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루소의 직접 민주주의 사

상을 계기로 현대의 아렌트와 맥킨타이어, 샌델 등이 등장하면서, ‘로마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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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화주의’가 지닌 한계점인 ‘중립적 정치관’과 ‘정치 참여의 소극성’을 보완

하기 위해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가 부활하였다.

아테네 전통과 로마 전통으로 구분하여 공화주의를 바라보는 방식은 페팃,

스키너, 호노한(I. Honohan) 등의 현대 정치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다.8) 페팃과 스키너는 자신의 공화주의가 로마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

며, 샌델의 공화주의가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 집단주

의나 민중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호노한은 공화주의의 뿌리

가 그리스와 로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테네 전통과 로마 전통으로 공화주

의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근대 공화주의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화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아테네와 로마의 제도들에서 영감을 얻는

다는 것과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와 같은 고대 정치 사상가들의 이론에서

이론적 토대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충한, 2013:

217).9)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와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는 각각 자신들이 공화주

의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공화주의 학자들

을 분류한다.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자인 맥킨타이어는 자신의 공화주의 전

8) 우리나라에서는 곽준혁, 조승래, 조일수 등이 공화주의를 아테네와 로마 전통으로 구분한다.

종종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는 ‘시민적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라는 표현으로 사용되

기도 한다. 그 이유는,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자들은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가 공화주의 

사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9) 현대 정치철학 학계에서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와 ‘로마 전통 공화주의’ 분류법 말고도 여러 

종류의 분류법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포콕(J. Pocock)은 ‘시민적 인본주의(civic

humanism)’라는 개념으로 공화주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콕은 아리스토텔레스, 마

키아벨리, 해링턴을 시민적 인본주의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마키아벨리와 해링턴이 주로 

덕성보다는 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자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시민적 인본주의’라는 개념 아래, 아테네 전통의 대표적인 공화주의자인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분류 아래 놓고 공화주의의 핵심을 이해한다. 포콕은 시민적 인본주의자들이 강조한 정

치 참여, 시민적 덕성, 평등이 공화주의 시민을 형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Terchek, 1997: 15-37). 또한, 포콕은 시민적 인문주의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면서

도 서로를 지배하지 않으려는 평등의 이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봄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 역

시 로마 전통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비지배의 이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포콕의 

이러한 해석에 따르자면,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와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의 분류 방식은 

오히려 공화주의를 해석하는 데 오해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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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목록에서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자인 마키아벨리를 제외하며,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덕목의 기준으로 ‘탁월함의 기준’을 구체화시키면서 ‘전통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Terchek, 1997: 16). 주지하다시피,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를 표방하면서, 근대 자유주의가 지닌 ‘무연고적 자아

(embedded self)’ 개념을 비판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만을 강조하는 중립적 자유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맥킨

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를 부활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 논제를 차용하면서, 맥킨타이어는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가 공유하는 가치와 덕목을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키아벨

리는 로마인들처럼 풍요롭고 강한 정체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시민의 정치 참

여를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시민이 향유하는 자유로운 삶과 시민들의 정치

참여로 빚어지는 갈등은 결코 해롭지 않다고 주장한다(곽준혁, 2009: 207). 공

동체의 연대를 강조하는 맥킨타이어의 입장에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자유

를 강조하는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대표적인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자인 스키너는 맥킨타이어와 달리, 아리스토

텔레스의 공화주의를 자신의 공화주의 전통의 목록에서 제외한다. 스키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동적(fluid)이어야만 하는 공화주의의 본성에 고정성

(fixity)이 가미된 ‘목적(telos)’이라는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화주

의의 융통성을 희석시킨다고 주장한다(Terchek, 1997: 16). 다시 말해, 스키너

는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단일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공화국의 시민들을 억

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스키너는 비지배 자유의 이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실현해

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을 지닌 아리스토텔레스의 공

화주의를 포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를 공화주

의 목록에서 삭제한 것과는 달리, 스키너는 마키아벨리와 해링턴(J.

Harrington)을 자신의 공화주의 전통의 목록에 넣는다. 그 이유는 아리스토텔

레스와는 달리, 마키아벨리와 해링턴은 공동체의 억압을 경계하고 비지배 자

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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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두 전통의 공

화주의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각 전통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

이다. 로마 전통 공화주의가 지닌 장점은 이론적 체계성에 있다. 실제로 페팃

의 공화주의는 2000년 스페인에서 자파테로 총리에 의해 국가 정치이념으로

채택되었을 만큼, 현실 적용가능성에서 이미 높은 점수를 받은 사상이다

(Pettit, 2012: 12). 비지배 자유의 개념, 법치의 조건, 시민적 견제력의 개념 등

은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개념들이다. 그

러나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는 비지배 자유의 보장을 위해 개인의 덕성보다는

법과 제도를 강조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가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

말고도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를 양립하여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

에 있다. 도덕 교육의 관점에서 현대 공화주의의 함의를 탐구해야 하는 본 연

구의 취지 상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의 장점인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도덕 교육의 관점에서 공화주의 연

구가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로마 전통 공화주의와 아테네 전통 공

화주의의 조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두 전통의 공화주의를 아우를 수 있는 도덕 교육적 함의를 찾아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우선, ‘Ⅱ. 현대 공화주의에 관한 예

비적 논의’에서 아테네, 로마, 르네상스, 현대로 이어지는 공화주의 학자들의

주장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공화주의가 왜 ‘아테네 전통’과 ‘로마 전통’

으로 양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M.

Cicero), 마키아벨리, 해링턴, 니담(M. Nedham)의 공화주의를 시대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그들이 현대공화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다.10)

이러한 현대 공화주의 이전의 예비적 논의를 마치게 된다면, 이제 현대 공

10) 물론 이러한 현대 공화주의 이전의 공화주의 학자 선정에 연구자의 ‘임의성(arbitrariness)’

이 개입하기는 하지만, 현대 공화주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공화주의 이론을 정당화하는데 있

어 가장 많이 언급하는 학자들을 선정하였다. 근대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브루니(L. Bruni)와 

같은 시민적 인문주의들, 영국의 트렌차드(J. Trenchrad)와 같은 수많은 공화주의자들이 존재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대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는 수많은 공화주의자들을 섭렵하여 

일일이 분석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핵심이 되는 학자들을 선정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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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의 양대 흐름인 아테네 전통과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를 살펴보아야 한

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모든 로마 공화주의를 다루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스키너, 포콕, 비롤리(M. Viroli)와 같은 역사학자의 입장

의 공화주의 학자들은 ‘Ⅱ. 현대 공화주의에 관한 예비적 논의’에서 간단히 탐

색하고, ‘Ⅲ. 도덕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페팃의 공화주의’에서 이들의 연구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페팃의 공화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자인 루소, 아렌트 등은 ‘Ⅱ. 현대 공화주의

에 관한 예비적 논의’에서 간단히 고찰하고, 이들의 공화주의 사상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발전시킨 ‘샌델의 공화주의’를 ‘Ⅳ. 도덕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샌델의 공화주의’에서 살펴볼 것이다. Ⅲ장과 Ⅳ장을 통해 페팃과 샌델의 공화

주의 사상에 담긴 도덕 교육적 함의를 공화주의의 도덕적 가치인 자유, 덕성,

준법, 우정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 과정에는 정치적․사회적 이

슈가 되는 논쟁들의 예시를 통해, 두 학자의 공화주의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포함될 것이다. 이후, Ⅴ장에서는 자유, 덕성, 준

법, 우정에 관한 페팃과 샌델의 수렴적 요소를 고찰하고, 본격적으로 공화주의

사상을 도덕 교육에 실제 적용하고자 한다. 이는 교과서 집필 기준, 탐구 활

동, 교수․학습 방안 등의 예시를 통해 제안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성패는 공화주의 전통의 이론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화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현대에서 발견되거나

발전된 이론이 아니라, 고대 아테네부터 시작하여 서구의 역사에서 꾸준히 발

전해온 개념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 당시 공화주의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쓰였던 용어들을 그 당시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콕의 ‘화맥주의(linguistic contextualism)’에 본질

적으로 동의하지만, 본 연구에 그의 화맥주의를 실천적으로 적용하지는 못하

였다. 역사학자로서 포콕은, 연구 텍스트는 언어로 이루어지는데 이 언어들은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기보다는 그 당시의 언어들이 사용되었던 맥

락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1) 따라서 포콕은 연구의 주제가

11) 이러한 포콕의 화맥주의는 스키너의 ‘맥락주의(contextualism)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적 방법들은 종래의 정치사상 연구가 단순히 사상가의 저술에 대한 언어적(locu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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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언어들을 선별하고 이 언어들이 그 시기의 다른 언어들과 어떻게 상호작

용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Pocock, 2011: Ⅰ-12). 예를 들어,

화맥주의에 따르면, ‘시민적 덕성’이라는 공화주의 언어가 아테네, 로마, 이탈

리아, 영국, 미국 등에서 다른 공화주의 정치 언어들과 어떻게 교류되면서 형

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적 덕성의 개념이 각 시대

별, 나라별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

구는 화맥주의에 따라 공화주의적 언어들을 역사적 맥락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은 망각 속에 빠진 사상과 주제

들을 재발견하여 망각에서 구출해내고 다듬으면서 전개되어 간다(Viroli, 2006:

34)”는 비롤리의 말에 동의하여 공화주의에 관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아테네

적 전통과 로마적 전통의 비교를 현시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문헌주의

(textualist) 방식의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표가 ‘도덕교육의 내용 요소에 공화주의 이념을 도

입하는 방안을 타진하는 것’에 있는 만큼, 연구자는 본 연구를 ‘순수 이론적

탐구’로 규정하기 보다는, 도덕 교육 적용을 전제로 하는 ‘실용적 탐구’고 규정

하며, 공화주의 이론들에 대한 ‘주석 차원의 연구’이기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공화주의의 도덕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와 방향성 제공하는

‘행동적 차원의 연구’로 규정한다.12)

해석에 치중하다보니 사상의 의미가 해당 사상가가 처했던 당시 상황들에 견주어 부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한다(Skinner, 2004: 11-12).

12)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에 한정된 연구이다. 2015 개정 고등학교 도

덕과 교육과정에서 공화주의가 적용된 과목으로 유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주의 적용을 

다루는 Ⅴ장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윤리와 사상』에서 적용될 공화주의의 실천적 방향

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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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대 공화주의에 관한 예비적 논의

1. 고전적 공화주의

1)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의 시원(始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렌트, 샌델과 같은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

자들이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를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단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자들도 아리스

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두 공화주의가 분화되기

시작하는 키케로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공화주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현대 공화주의 사상의 공통의 이론적 원류(源流)로 평가받을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 탐색을 위해 그의 『정치학』의 핵심적인 주

장을 아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국가의 정의와 자급자족이 국가의 본질이다. 국가는 그 본성상 다른 모든 공동체의 최

종 목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국가 공동체를 추구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군서(群棲) 동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간 공동체는 언어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국가는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다. 전체는 부분에 우선한다. 국가 

형성은 정의 실현의 전제다. 인간은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사악하고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 정의는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준다(Aristotle, 2009: 17).

위의 인용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국가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

는 만큼 그의 공화주의 사상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자연적 본성상(by nature) 모여 살아야 할 존재로

파악하였다(Aristotle, 1995: 8). 남자와 여자가 모여 가정(oikos, household)을

이루고, 인간은 매일 되풀이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을(kōmē)을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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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마을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도시 국가(polis)라

부른다. 이때의 도시 국가는 자연적 본성상 완전한 자급자족, 즉 자기 충족적

(self-sufficient)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자연은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특성을 가지며, 국가는 그러한 자연적 본성의 가장 완벽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의 자기충족은 최고의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삶(eudaimonia)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

한다(Aristotle, 1995: 10).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언어 능력을 타고났기 때

문에 국가 안에서 여타 동물들처럼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고

본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선과 악, 옳고 그름 등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의 공유가 가정과 국가를 생성하는 이유인 것이다(Aristotle, 2009: 20).

즉, 인간은 이성적 언어를 통해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러면서 도덕적

인 삶에 대해 인식하며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해갈 수 있다. 인간은 단

순한 군집 동물과 다르게 언어를 통해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정치적 본성은 인간을 서로 협력하게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제

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국가는 개인과 가정에 앞서는 개념이다. 인간의

발이나 손이 몸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

과 가정은 훌륭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13)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인과

가정에 대한 국가의 우선성을 주장한 이유는 국가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시민

들은 공동선을 추구하고 인간의 고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성적 활동을 하

지만, 개인이나 가정과 같은 사적영역에서는 개인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공공성을 강조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국가의 우선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국가 안에서 인간이 법과 정의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

인간은 가장 사악한 동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Aristotle, 2009: 22). 인

13)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분들은 전체의 의존하지만, 전체는 또 그것의 부분들에 의존한

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단순한 전체주의 국가를 의도하지는 않는다(Swanson & Corbin,

201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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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지혜와 언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것들을 좋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

할 수 있으며,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인식을 언어를 통해 주장하기 때문

에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Swanson & Corbin, 2014: 45-46). 그러나 아리스토

텔레스는 인간과 국가 모두가 자신의 자연적 본성을 잘 발휘하면 이러한 위험

요소와 부조화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인간은 탁월함

(aretē)을 지녔으므로 지혜와 언어를 유덕하게 잘 사용하고, 국가는 본성상 정

의를 실현하는 특징을 지녔으므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잘 유지하면 부조화

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에게 언어적 능력과 판단 능력을 부

여하였으며, 국가에게는 정의와 자기충족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연의 목적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자유에 정

의와 자기충족을 달성할 책임을 부여하였다(Swanson & Corbin, 2014: 48). 인

간으로 하여금 서로 모여 이성적 언어를 통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여 공동체

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은 천부적이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

권 개념을 바탕으로, 오로지 동의를 통해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근대의 사

회계약설과는 다른 국가관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국가는 인간 본성의 특성인 적극적 언어 사용이

나 판단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본성적으로 ‘자기 비판적인 성

격’을 갖는다. 그것은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을 회피

하지 않는다(Swanson & Corbin, 2014: 49).” 그에게 있어 국가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는 공동체로서 스스로 민감하고 경합적인 논쟁들에 맞서 싸우고 해

결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오랜 역사를 연구하고 탐색하는 관조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

하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반성하고 그에 따라 행한다면, 자연이 정해준 좋

은 삶에 대한 전망을 높일 수 있다. 즉, 인간이 자연에게서 부여받은 ‘목적

(telos)’과 ‘정치적(politicos)’이라는 말은 동일한 것으로(박성우, 2005: 121), 인

간이 도시 국가 안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살아갈 때 인간의 자신들

의 목적인 행복(eudaimonia)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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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체제가 시민들의 생활방식을 결정하

는 주된 변수임을 강조한다. 잘못된 정체에서는 시민의 덕성이 타락할 가능성

이 높다고 보았다. 초기 아테네는 권력을 독점하는 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한

도편추방제를 실시하는 등 ‘이소노미아(isonomia)’14)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김경희, 2009: 32). 이소노미아는 지배자가 없는 평등한 상태

를 의미하는 것으로,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구분이 없는 상태를 가리

킨다.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정치체제를 구

현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아테네의 이소노미아는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귀족층보다는 평민층을 대변하는 민주정이 득세하게 되면서, 점차 의미가 퇴

색되었다. 이후 아테네가 몇 번의 전쟁을 치루면서 민주정의 한계가 드러났고,

결국 귀족층과 평민층의 대립이 극에 달해 더 이상 아테네에서 이소노미아의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제

시한 철학적 해법이 바로 혼합정이다. 그는 아테네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귀족

과 민중의 대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귀족을 대표하는 과두정과 평민을 대

표하는 민주정이 혼합된 상태로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

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김경희, 2009: 30-41). 아리스토텔레스는 아

테네 초기의 이소노미아의 복원을 위해 어떠한 형태의 독점적 지배도 부정하

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혼합정이라는 공화주의적 요소를 통

해 인간의 도덕성을 최상의 형태로 유지시키려고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정치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했음을 알 수 있다.

2) 키케로의 공화주의

키케로의 공화주의의 진수는 법에 대한 그의 관점에 달려 있다. 키케로는

법은 자연으로부터 왔음을 밝힘으로써, 법의 신성성(divinity)을 강조한다. 법

14) 이 개념은 데모크라티아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민주적인 정치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

다. 민주정의 핵심 가치인 동등한 권리(isonomia), 동등한 발언권(isegoria), 동등한 지배권

(isokratia) 등은 평등이라는 뜻의 ‘isotes’를 함축한다(김경희, 200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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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순히 인간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하는 조정

(arrangement)이나 동의(agreement)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한편, 어느 한

권력자의 자의적인 조치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고

난 자연적 본성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신(nature)에게서 나온

것이다.15) 키케로는 이러한 법에 대한 신성성을 강조함으로써 법의 근원을 확

립하고 법철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Cicero, 2007: 68-70).

즉 키케로에게 법은 인간의 이성적 본성으로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서 잘

다듬어진 것이며, 자연의 섭리에 기원하는 이유로 모든 계층의 의지가 반영되

어 더 이상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는 것이어야만

한다(Cicero, 2007: 78-82). 법은 여론에 의해서 성립되지 않고 자연 본성에 의

해서 성립되기 때문에, 상이함이 존재할 수 없다. 이때의 키케로가 말하는 자

연 본성은 이성을 통해 논증하고 반박하면서 토론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능력

을 말한다. 즉 키케로는 법은 개인들의 사적 이익이나 집단들의 파벌 이익에

근거한 것이 아닌, 자연의 신성성을 부여받은 이성적 활동의 치열한 토론 과

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때의 인간의 이성은 신적

이성과 흡사한 것이므로, 단순한 집단 이기주의에 기인한 법의 제정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키케로는 신적 이성의 개념, 법의 신적 원천, 인간은 선의 실현과 덕성의 함

양을 지향하는 본성이 있다는 인간관, 정의가 법의 근본이라는 공화주의적 기

본 개념들을 정립하였다(Cicero, 2007: 70-71). 키케로는 법은 시민들이 명예를

지니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토대이며, 만일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법

이라면 그것은 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키케로는『국가(De Re Public

a)』의 첫 부분에서 공공의 안녕(communem salutem)을 지키는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덕성이자 열망이라고 말한다(곽준혁, 2007: 144-145). 즉, 국

가의 임무가 공공의 안녕을 수호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지키려는 열망은 자연

에게 부여받은 본성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법은 키케로에게 만물의 주인인 신들의 은

15) 스토아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 키케로에게 있어 ‘신(God)’은 ‘본성(natu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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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의 산물로 여겨진다(Cicero, 2007: 128). 키케로는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신들이 베푼 선물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며,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신들에 대한 경건한 존경이 결국에는 시민들의 안녕을 가져올 것이고, 결

과적으로 시민들의 결속과 연대는 신성함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Cicero, 2007: 129). 키케로는 맹세가 얼마나 자주 동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

며, 조약의 신성성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의 복지에 관련되며, 신성한 처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며, 불멸의 신

이 재판관으로서나 목격자로서나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면 인간 공동체

가 얼마나 신성한 결사체가 될 것인가를 기억하라고 주장한다(Cicero, 2007:

151-157)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키케로의 공화주의 철학은 자기 이익을 바

탕으로 한 경쟁, 즉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이들 간의 생존을 위한

경쟁만을 군집성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곽준혁, 2007: 144-145).

오히려 키케로의 공화주의는 군집의 원인으로 자기 이익을 바탕으로 한 경쟁

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사회적 본성과 이성의 활동, 그 이성의 공유를

통한 공동의 노력의 시도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키케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테네 철학자들의 공화주의 전통을 이어받으면

서도 새로운 로마의 정치 환경에 맞는 공화주의 사상을 만들어 나갔다.16) 특

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과 키케로의 혼합정 사상의 차이에서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이 민주정에 대한 견제로서 과두정

이 추가되는 형태의 혼합이었다면, 키케로의 혼합정은 통령, 원로원, 민회가

혼합된 형태로 일인, 소수, 다수의 공동 지배를 특징으로 한다(정원규, 2012:

261). 통치자의 수를 고려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수의 지배를 의도했다

16) “키케로는 그리스의 정치철학을 계승하면서,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로마에 전파하고 

보급한 것은 물론 그의 학문적 공헌 중의 하나라고 하겠지만, 그리스 정치철학을 로마식으로 

해석하면서, 고대 정치철학의 전통 가운데서 분절점 또는 분기점을 찾아 후에 근대 정치철학

과 연결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학문적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민, 2007: 3-4).” “이러한 면에서 닐 우드(Neal Wood)나 래드포드(R. Radford)는 

키케로를 근대정치사상의 출발(the start of modern political thought)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김용민, 20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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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키케로의 공화주의는 권력이 더욱 분화된 형태의 혼합정임을 알 수 있다

(정원규, 2012: 262). 이는 보다 강한 민주주의적 색채를 지닌 아테네 정치적

환경과 분배 정의의 개념이 더욱 세분화되어 계층 간의 요구사항이 다양화된

로마의 정치 환경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넬슨(E. Nelson)에 따르면, 로마와 아테네 정치사상의 유사성이 많음에도 불

구하고, 최근의 공화주의 연구에서 두 정치 이론의 차이점이 상당한 정도 발

견된다고 주장한다(Nelson, 2004: 1-5). 넬슨은 아테네와 로마의 공화주의의

차이점을 헤겔이 바라보는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세계관의 차이를 통해 설명한

다.

그리스 시대에는 국가를 ‘구체적인 특수성(concrete particulars)’보다는 오히려 ‘추상적

인 보편성(abstract universal)’, 즉 ‘각각의 개인이 유기체의 부분으로 모인 객관적인 아

름다운 전체’라고 생각한다. 즉 그것은 “살아있는 보편적인 정신”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의식이 있는 개인의 정신이다. 헤겔에게 있어 그리스인들은 자신

들과 대비되는 외부 세계(eternal universal)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

은 사적 이익(particular interests)과 같은 특수성(particularity)의 개념을 발견하지 못하

였다(Nelson, 2004: 5).

헤겔에 따르면 그리스 시대는 시민과 국가가 아직 개념적 분화를 겪지 않은

상태로 아직 보편성과 특수성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플라톤

은 수호자 계급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의 사적 소유권 혹은 사회적 지위의

선택과 같은 특수성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Nelson, 2004: 5-6). 아리스토

텔레스는 귀족이나 평민의 특정 계급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혼합정을 제시함으

로써 시민들의 사적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보다는 국가의 안녕과 행복을 고려

하는 공동선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로마는 달랐다. 넬슨에 따르면, 로마의 공화주의 사상은 그리스에는

없었던 사적 소유권(proprietas)에 대한 강조로 인해 개인성(personality)이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로마의 개인성이 그리스의 보편성을 완전히 대체

한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는 보편성에 대항하는 주관성과 인격을 창조하였다

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로마 시민들은 사적 소유권의 의미를 깨닫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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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유를 보

호하고 증진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새로운 의미의 공화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로마에서 우리는 편견 없는 보편성, 관념적 자유를 발견하고 그것은 인간 스스로 구체

적인 개인을 뛰어넘는 이론적 국가와 정치적 법률과 권력을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성에 대항하는 개인성(personality)을 창조한다. 보편성이 발견된다면 그것의 반정

립으로서 개인성이 같이 나오게 된다. 그것은 사적 소유권의 존재를 스스로 깨닫게 해

준다. 그러므로 소유권(proprietas)은 무엇보다도 로마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Nelson,

2004: 6).

구체적 개인을 보편화하여 국가와 법률을 구성하였다는 지점에서 서서히 로

마시대에는 개인과 국가의 분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은 이제 국가

를 점차 대상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으며, 정치 참여를 아테네의 관

점처럼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한 본질적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사적인 선을 위한 보다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것으

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로마 전통 공화주의자인 스키너(Q. Skinner)가 이탈리아 공화주의자들의 근

원을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로마적 전통에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

키너는 특히 키케로, 리비우스 등의 사상에서 윤리적 체제를 정립하였는데, 특

히 로마의 사상에서 지배가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 개념을 확보하였다. 특히,

그는 자유를 시민적 덕성의 차원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시민적 덕성은 정

의(justice)를 고양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려

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몫(jus suum)을 보장하고, 사적 소유권을 배려

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키너에 따르면, 로마 사람들은 비지배 자유를 누리고,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였고, 결국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영광

을 가져오게 된다고 믿었다. 넬슨은 이러한 로마의 특징을 ‘활동적 삶(vita

activa)’으로 특징지운다(Nelson, 2004: 9). 로마의 ‘활동적 삶’은 그리스의 ‘관

조적인 삶(contemplation life)’과는 비교되는 것으로, 로마인들의 정의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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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과 법을 통해 자유를 보장받으려는 열정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테네의 공동체는 개인과 국가가 상호유기적인 관계로서, 시민들은 공동선

을 추구하는 동료로서 간주된다. 동료와 함께 공동선에 대해 고민하는 철학적

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덕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 플라톤

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로서의 자유보다는 ‘본성(nature)에

따른 삶’으로서의 자유를 추구하였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니코마코스 윤

리학』1장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이 목표로 하는 최상의 선이다.”라

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정치학』7권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행복해

지는 것이 가장 좋은 국가이다.”라고 주장한다(Nelson, 2004: 10-11). 이에 비

해 로마 시대의 공화주의는 사적 자유의 보장을 추구하면서도 공화국의 공동

의 사안에 대해 각 계층이 힘을 합하여 나아가는 복합적인 속성을 지녔다.

로마 시대의 삶은 자신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받음으로써, 국가의 영

광이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반면, 그리스 시대의 삶은 욕구와 기개가

이성에 의해서 조절되는 관조적 삶의 모습을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이성적 활

동이 자신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궁극에는 행복

(eudaimonia)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삶의 본질

로서 이데아를 인식하는 자각적 힘으로서의 이성을 강조하였고, 아리스토텔레

스는 중용을 실현하는 필수 조건으로서의 실천적 지혜의 삶을 강조하였다. 아

테네에서는 지적이면서도 도덕적인 활동이 중요시되었으며, 오히려 감정이나

욕망에 얽매이는 삶은 자유를 포기한 삶이라고 간주되었던 것이다.

포콕 역시도 스키너가 비지배 자유로서 시민적 덕성을 파악할 때, 그 때의

덕성은 그리스적 의미의 공적 행위에서의 자율과 자기 결정의 의미가 아니라

는 점에서 ‘정의(justice)’의 개념을 지지하거나 함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Pocock, 2011: 369). 즉, 로마의 키케로를 비롯한 공화

주의 사상가들이 관심을 가졌던 덕성의 개념은 이제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

는 동시에, 그것이 시민의 부와 명예를 정당하게 지켜주어야 한다는 소유권의

의미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의 덕성은 공적 규율 속에

서 스스로의 인격을 잘 드러내어 실행하는 도덕적 덕성을 내포하였다면,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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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덕성은 정의(justice)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법률적 덕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Pocock, 2011: 369).

아테네 시민이 지니는 공화주의적 삶의 목표는 명예나 영광이 아닌,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자신을 행복을 동일시하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행복은 눈앞에

놓인 현실적이고 자기이익적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닌, 이성의 활동을 통해 무

엇이 진리인지를 명확히 알아내려는 관조적 삶에서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욕

망과 기개를 이성에 의해 통치하고, 이러한 이성의 활동을 공동체의 구성원들

이 서로 공유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에 많은

강조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마는 여전히 그리스 공화주의의 모습을 이

어가면서도, 사적 소유권의 보장으로서의 정의(justice)를 실현하는 방법을 모

색하였고, 이러한 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적 덕성을 점차 수단적으로 보기 시

작하였다. 그리스의 공화주의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내재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면, 로마의 공화주의는 자산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방법적이

고 문화적인 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Pocock, 2011: 369).

2. 르네상스 시대의 공화주의

1)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포콕에 따르면, 아테네와 로마의 고전적 공화주의는 15, 16세기 마키아벨리

시대의 시민적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재생․변형되고, 이는 다시 18세기 잉글

랜드와 아메리카의 새로운 공화주의 사상으로 발전한다(Pocock, 2011: Ⅰ-11).

이러한 관점에서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사상은 고대의 공화주의 사상과 현대

의 공화주의 사상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

(1469〜1527)가 살던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였으며, 그의 활동 무대였던 이탈리

아의 피렌체는 유럽 르네상스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당시 인문학적 부흥의 이

면에는 민족 중심의 근대국가 형성을 위한 국가 간 침략이 난무하는 투쟁의

참혹함도 숨겨져 있다. 국가들 사이의 침략과 방어의 과정에서 군주들의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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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군주정이 등장하게 되었

다.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를 유지해 온 도시 국가의 전통과 외부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주정에 대한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군주정을 옹호하는 학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

한 정치철학계의 해석은 공화주의자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의 정치철학의 오묘함은 그의 공화주의를 어떠한 입장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가 고대 로마정치의 복고를 주

창하는 전통적 공화주의자에 가깝다는 견해, 르네상스 시기 피렌체 인본주의

를 토대로 한 근대적 공화주의자라는 견해, 또는 이들 공화주의와는 별개의

내용을 구성하는 제 3의 공화주의자였다는 견해 등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에 따

라 상이함을 나타낸다(장의관, 2014 : 88).”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사상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

화주의가 현대의 로마 전통 공화주의에 끼친 영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마키아

벨리는 공동선이라는 것은 남에게 예속되는 것도 원치 않고 또한 남들을 예속

시켜 사적으로 지배하려는 야심도 없는 그런 시민들에게 이로운 것을 의미한

다고 주장한다. 또한, 『로마사 논고』와 『군주론』에서 법과 제도의 중요성

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시민적 덕성만으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와 현대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 두 사상 모두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기 때문에 외적 규제, 즉 법과 제도가 필

요함을 주장하는 부분은 두 사상 사이의 이론적 연결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

거이다.17)

17) 현대의 로마 전통 공화주의자인 스키너는 마키아벨리에서부터 해링턴에 이르기까지의 로

마 전통 사상가들의 주장을 통해 비지배 자유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Laborde and Maynor, 2009 : 22). 스키너는 로마 전통 공화주의자들은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변덕이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res publica)을 지키도록 강제될 때에만 시민

들이 리베르타스를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Laborde and Maynor,

2009 : 22-23). 스키너의 비지배 자유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페팃 역시 공화주의는 키케로,

폴리비우스, 리비우스, 플라타르크, 타키투스, 살르스트와 같은 로마 역사가들의 저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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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는 민중들이 지니고 있는 욕구에 대해 주목한다. 그는 로마를 모델로 한 민

주주의 공화국을 옹호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도 중요한 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정치 참여가 개인의 자아실현에 유용하다거나 민중들의 주장이 늘 

공정하다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 존재가 평등하다는 생각에 기인

한 것이 아니다. 그는 민중들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이는 단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

로서만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Sullivan, 2004 : 32).

설리반(Sullivan)에 따르면, 마키아벨리가 로마의 공화주의를 모델로 삼은

진정한 이유는 시민들을 이용하여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 것에 있었지, 시민

들의 자아를 개발하도록 도와거나 그들의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로마의 키케로는 자연법을 통해 인간이 지니는 평등한 이성적

능력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이성으로 만들어진 법을 준수하는 것은 신성한

영역의 것이었고, 이러한 준법정신은 도시의 각 계급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주

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이기적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도시

국가내의 화합을 강조한 키케로의 자연법적 사상에서 멀어졌으며, 오히려 도

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 도시의 계급 간 소란을 강조하였

다. 마키아벨리 입장에서 계급 간의 적절한 갈등은 서로가 갈등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서로의 방어 능력을 키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다른 공화국과

의 경쟁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한편, 국가 내의 귀족과 평민간의 갈등에서 공화국이 귀족의 편을 들어주었

을 때 귀족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야망으로 인해 공화국에 치명적인 위험으

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공동선을 수단적으로 강조한 점도

로마의 공화국이 지닌 공동선의 추구와는 다른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즉, 로마의 키케로처럼 자아실현의 기반으로서의 공동선의 추구가 아닌, 귀족

의 정치적 야망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동선 추구라는 점에 주목할

정교화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로마적 전통의 공화주의는 정부가 공동선(res publica)에 초점

을 맞춤으로써 법적 제도들을 잘 만들 경우에 한해서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음을 강

조하였다(Pettit, 2012: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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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의 공화주의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인간관
스토아학파의 영향으로 이성적 

능력을 지닌 인간을 상정

이기적인 속성을 지닌 인간으로 

상정

국가 통합의 

방법
화합을 강조 소란을 강조

법
자연적 본성에 따라 준수해야 하

는 신성한 것으로 인식

공화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시

민들의 배은망덕을 처벌하기 위

한 수단으로 인식

공동선을 

강조하는 

이유

공동선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

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공동선을 강조함으로써 귀족들의 정

치적 야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

표1. 키케로와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비교

구체적으로 마키아벨리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실천하고 습관화했던 공

화국의 시민을 구상한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도구

로서의 공화국의 시민을 기획하였던 것이다(Sullivan, 2004 : 33). 실제 그가

중요시한 비르투(virtù)라는 개념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측면의 역량과 능력을 가리킨다(Pocock, 2011: 367). 그것은 로마인들이 강조

하는, 공적 규율을 지키고, 그 자체로 선(善)인 규율에 대한 종교적 존경심을

내재한 시민의 특성으로서의 비르투스(virtus)와는 다른 것이었다(Pocock,

2011: 367-368).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마키아벨리가 목표로 했던 공화국은

인간이 지닌 영혼의 탁월성이나 윤리적 삶의 고양을 강조하는 시민적 공화국

이라기보다는, 자국의 강력한 통치권을 바탕으로 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방어

와 침략을 목표로 하는 전쟁 공화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마키아벨

리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로마를 지지한 이유는 타국에서 온 많은 피난민

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줌으로써, 전쟁을 치루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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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하급 병사로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llivan, 2004 : 38). 국민

들을 이용하여 국가적 목적을 추구하는 로마를 위대하게 본 마키아벨리는 로

마가 국민을 포용했다고 간주하면서 그것을 포용적인 사랑이라고 명명한다

(Sullivan, 2004 : 38-39).

더 나아가 마키아벨리는 평민들이 명예와 영광의 욕구가 있음을 간파하고,

이러한 욕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며, 국가가 이러한

욕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llivan, 2004 : 43). 이러한 그의

주장을 살펴볼 때,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

된 여러 공화주의 장치와 제도들이 마키아벨리에게는 더 나은 전사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여겨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

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자유의

보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공화

국의 발전과 안위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로마 공화정의 제도

와 법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사용하고자 했던 목적은 로마인들이 공화

정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세속적이고 현실적이었던 것이다.

이상의 마키아벨리의 홉스적 요소18)를 통해, 그가 추구한 공화주의는 로마

의 공화주의보다 현실적인 관점에 근접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이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라

는 물음에 마키아벨리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덕성을 항상 최상의 전력으로 유

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쟁의 필요성, 시민들이 지닌 명예와 소유욕을 보

장해줄 수 있는 혼합정의 실현, 역설적이게도 시민들의 통합을 위한 소란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등의 대답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 내의 귀족과 평민의 분

쟁을 줄이기 위해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화국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배은망덕함을 악덕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안전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

18) 물론 마키아벨리와 홉스가 사상적으로 모든 관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홉스는 전쟁을 

혐오하였고, 마키아벨리는 필수적이고 장려할 만한 것으로 보았으며, 홉스는 공화국을 명예

를 탐하는 사람들의 정치체제로 비판한 반면,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을 도구적 관점에서 옹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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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사상이 로마의 공화주의를 세속적으로 수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공동선(bonum publicum)의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의 사상은 로마의 공화

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Viroli, 2006: 35). 다만, 그의 시민들이 주

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소수가 아닌 다수의 힘이 있어야만 입법 기관이

분파적 이익을 앞세운 세력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Viroli, 2006: 35). 마키아벨리는 아테네의 민주정이 지닌 민중들의 선동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혼합정의 정신을 수용함으로

써 평민과 귀족의 적절한 갈등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 하였던 것이다(김경

희, 2009: 62). 예를 들어, 마키아벨리는 로마에서 시행되었던, 평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민회와 원로원과 행정관들에게 평민들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

는 호민관은 귀족층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였다. 즉 마키

아벨리는 평민들을 국가의 지배자로 만드는 것보다, 귀족층을 제어하는 역할

로서 생각하였다(김경희, 2009: 62).

결론적으로,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는 로마의 공화주의를 보다 세속적인 형

태로 수용하여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

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사상이 현대의 로마 전통 공화주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부분은 바로 아테네와 로마의 법에 대한 존경심과 신성성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를 공화국의 발전을 위해 수단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와 로마 전통 공화주의의 사상에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바로 그것은 마키아벨리가 공화국의 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자유를 수단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비지배 자유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로마 전통 공화주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위해서’ 시민의 덕성을 수단적으로 바라보았다면, 현대의 로마 전통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를 수단화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대내외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덕성을

요구하였다면,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덕성



- 31 -

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와 현대 로마 전통 공화주의 모

두 법과 제도를 강조했다는 점은 공통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키아

벨리 역시 법 제도에만 의지하여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하였으며, 법과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 혹은 시민적 덕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김경희, 2009: 64). 이러한 시민적 의식이 요구되어야 한

다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은 후에 현대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자인 페팃의 시민

적 견제력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2) 영국의 공화주의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는 근대 영국의 공화주의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근대 영국의 공화주의는 미국의 독립과 건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Pocock,

2011: 360-412). 이러한 점에서 근대 영국의 공화주의자들이 마키아벨리의 공

화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현대 로마 전통 공화주의의 탄생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영국의 대표적 공화주의자는 17세기에 활동했던 니담(M. Nedham)과 해링

턴(J. Harrington)19)을 들 수 있다. 시민의 능력에 회의적이었던 해링턴과 달

리, 니담의 공화주의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존중하고, 공화국의 전형적

인 특징인 통치자와 시민간의 논쟁을 기꺼이 수용한다(Sullivan, 2004 : 115).

니담은 시민의 참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직자들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하지 못할 경우, 시민들이 공직자를 고발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배은망덕함

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정치

적 영역에서의 소란함을 감수한다. 이것은 일정 부분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정치적 영역의 소란은 오히려 국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19) 니담(1620–1678)은 영국 내전 기간에 활동했던 공화주의 연구가이다. 해링턴(1611- 1677)은 

영국의 정치사상가로서, 오늘날의 권력분립주의의 원형이 되었으며, 미국의 정치제도에 커다

란 영향을 끼친 저서『오세아나 공화국』을 출판하여 공화주의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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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니담의 공화주의

소란에 대한 

관점

귀족의 탐욕을 막는 수단으로 소

란을 인정함

공직자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소

란을 인정함

시민의 정치 

참여

공화국의 군사적 힘의 증진에 봉

사하기 위해 참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참여

이렇게 니담은 정부를 감시하는 시민의 열정적 참여를 옹호하였지만, 이러

한 참여를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것처럼 공화국에 봉사하는 것이라기보다, 시

민 개인의 권리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마키아벨리의 공화주

의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니담에게 있어 국가의 역할은 아리스토텔레

스가 주장한 것과 같은 시민들의 품성의 증진이라는 관점보다는, 시민들의 안

전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개념에 가

까운 것이었다(Sullivan, 2004 : 115). 니담은 정부 조직의 세밀한 부분이나 헌

정적 장치들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정부가 시민에게 정통 교리를 강요함으

로써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김민철, 2014: 54-55).

표2. 마키아벨리와 니담의 공화주의 비교

니담은 자유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책으로서 이해하였다. 즉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병사로서 시민을 대하는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와는 차별화되

는 부분이다. 시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참여하는 것은 마키아벨리

가 생각하는 전쟁에의 참여와는 차원이 다른 성격의 것이다. 니담에게 시민의

왕성한 참여는 바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참여

의 보장이 곧 자유의 실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시민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직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마키아벨리의 생각과는 달리,

니담은 시민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Sullivan, 2004 :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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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담이 정치적 소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과는 다르게, 해링턴은 시민들

이 열정적인 감시로 공직자를 고발하는 등의 정치적 소란을 부정적으로 보았

다. 대신에 해링턴은 이러한 소란을 보다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에 관

심을 기울였으며, 각 집단의 이익을 균형을 맞춤으로써 갈등의 요소를 발생시

키지 않을 제도의 수립에 온 힘을 기울였다. 해링턴은 공직을 맡은 사람은 항

상 부패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인간에

게 덕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고 보았다. 즉, ‘훌륭한 인간’을 찾는 것보다는 ‘훌륭한 법’을 만들고, 개인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헌정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민철, 2014: 40).

물론, 덕성을 요구하지 않고 법에 의존하는 해링턴에게서 고대적 요소를 찾

아보기 힘든 것은 아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적 요소를 존중하였

으며, 고대 그리스의 정치적 지혜(ancient prudence)를 동경하였다(Sullivan,

2004: 146-148). 그러나 그는 법에 의존해서 정부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에서 개인의 도덕적 덕목의 필요를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결별하게 된다

(Sullivan, 2004: 148). 해링턴은 국가 안의 구성원으로서 각 집단들이 자신들

의 사적인 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국

가의 안위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각 집단의 사적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

되어야 정부도 안정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은 시민들의 덕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정확하게 제정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나아갔다.

사실 이러한 면에서 해링턴은 마키아벨리와 생각을 같이 하는데, 그는 정부의

사안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중들의 능력에 회의적이며, 니담이 주장하

는 민중들의 역량을 활성화시키는 것에는 부정적이다(Sullivan, 2004 :

169-173).

개인의 덕성을 강조하던 당시의 공화주의자인 밀턴, 베인, 시드니와 달리,

해링턴은 인간이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관점을 취하면서도 체제를 잘 설계

하면 개인들 간의 상충하는 이익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민철, 2014: 41). 정의론의 대가인 롤즈가 자신의 완전 절차적 정의(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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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 니담 해링턴

시민의 능력에 

대한 관점

시민의 능력에 회의

적 관점을 지님

시민의 능력에 긍정

적 관점을 지님

시민의 능력에 회의

적 관점을 지님

시민의

정치 참여
정치 참여 강조 정치 참여 강조

정치 참여보다는 법

과 제도를 강조

소란에 

대한 관점
소란의 필요성 강조 소란의 필요성 강조

소란보다는 평화로운 

방식을 선호함

procedural justice)의 사례로 들었던 해링턴의 케이크 자르기 일화는 그의 공

화주의가 시민들의 덕에 의존하지 않고, 법과 제도에 의존했음을 보여준다. 해

링턴은 두 명의 소녀들이 케이크를 공정하게 먹기 위한 가장 정의로운 방식은

한 소녀가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소녀가 잘라진 케이크 중에서 자신이 먹을

케이크를 먼저 선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처음 케이크를 잘

라야 하는 소녀 입장에서 나중에 본인에게 적은 케이크가 돌아오지 않게 하려

면, 애초에 케이크를 공정하게 잘라야 하기 때문이다.

해링턴은 이러한 케이크 자르는 방식을 공화주의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상

원(senate)이 법안을 발의하고, 하원(assembly)은 투표로 법안 통과 여부를 결

정한다. 상원과 하원은 공화국 시민의 두 계급 중 한쪽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므로, 각 집단의 이익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추어 질 것이라는 것이 해링턴

의 생각이다. 케이크를 먹는 데 있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공평하게 자르듯

이, 상원은 공화국의 법을 최대한 공정하게 하원이나 시민들에게 제안할 것이

다. 분명 이러한 해링턴의 공화주의 구상은 법이나 제도를 통한 구조적 해결

을 지향하는 것이지, 시민이 지녀야 할 특정한 덕목의 요구는 필요로 하지 않

는다.

표3. 마키아벨리, 니담, 해링턴의 공화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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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와 전근대 유럽의 공화주의의 특

징을 정리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전근대 공화주의를 대표하는 마키아벨리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의 관계에서 공화국을 바라보았다는 점, 특히 공화국의 귀

족과 시민들이 지닌 욕망을 기술적으로 잘 다루는 데 있어 공화주의의 여러

제도들을 수단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그의 공화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공화주의자인 니담은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호전적 공화주

의를 부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소란의 일종인, 시민들의

자체적인 고발정신과 같은 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에 많은 의미를 부여

하면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니담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의 역량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해링턴은 시민의 역량과 덕목

에 의존하는 공화주의보다는 국가의 평화와 균형을 위해 좋은 법과 제도를 만

들어 내는 것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마키아벨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영국의 공화주의는 전근대

에 이르러 점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감시 능력, 즉 시

민의 견제력을 강조하는 진영과 시민의 역량과는 독립적인 법과 제도에 기반

한 헌법적 공화주의를 강조하는 진영이 나타나면서 점차 현대의 로마 전통 공

화주의의 인식론적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17세기 영국 공화주

의의 특징은 그리스 아테네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치로서의 시민적 덕목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등 고대적 요소의 정당성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는 점에서, 오히려 현대의 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현대 아테네 전통 공

화주의와의 대립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를 제공하게 된다.

3. 현대 공화주의

1) 현대 공화주의의 등장 배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키케로에서 시작하여 이탈리아를 거쳐, 영국의 해

링턴에 이르는 공화주의 전통을 현대의 페팃, 스키너, 비롤리 등이 새롭게 해



- 36 -

석한 사상을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라고 한다. 로마 전통 공화주의의 등장 이

유는 바로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세련된

형태의 자유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었다. 로마 전통 공화주의는 자신들의 자

유관인 비지배 자유의 개념을 통해, 벌린(I. Berlin)의 논문 “자유의 두 개념

(two concepts of liberty)”에서 제시한 2개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가 지니는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는 시민의 덕과 정치 참

여를 강조함으로써 자유주의가 지니는 소극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마 전통 공화주의는 벌린의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 모두를

부정하면서, 제 3의 자유 개념인 비지배 자유 개념을 제시하였고,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는 소극적 개념을 주로 부정하면서,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보다 세련

된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벌린은 “인민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

록, 또는 스스로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방임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

인가? 에 대한 답에 함유되는 종류의 것을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20)

라고 하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 말고 저것을 하게끔, 이런 사람 말고 저

런 사람이 되게끔 결정할 수 있는 통제 및 간섭의 근원이 누구 또는 무엇인가

20) 그러나 흔히 오해할 수 있듯, 정치적 자유로서의 소극적 자유는 단순히 무(無)강제, 불(不)

간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나 간섭은 불가피한 환경들, 예를 들어,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축구나 야구와 같은 운동을 못하는 것을 소극적 자유의 침해로 보지는 않는

다. 보다 엄밀하게 보자면, 강제나 간섭은 다른 사람의 ‘의도적인 간섭’으로 인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또한, 벌린은 소극적 자유가 다른 사람의 간섭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내 자유의 영역이 넓

어진다고 주장한다(Berlin, 2006: 346). 즉 무강제, 불간섭이라는 용어는 실제로는 벌린에게 적

당한 용어는 아니며 소극적 자유는 ‘불간섭의 정도(degree)’에 따라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강제와 간섭은 용인된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강제와 간섭의 허용

이 어디까지이고 어떠한 형태인가가 문제가 된다. 영국의 정치철학자들은 사회의 통합을 위

해 정의, 행복, 문화, 안전, 평등과 같은 가치들을 자유의 보완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법으로 

인한 자유의 제한을 주장해왔다(Berlin, 2006: 347). 예를 들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

부의 노력이 세금과 법으로 실현되었을 때, 부유한 사람들의 자유의 범위는 많이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 군인의 수를 늘렸을 때, 시민들의 

국방에 대한 의무가 더욱 강조될 수도 있다.



- 37 -

에 대한 답에 함축되는 종류의 것을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라고 부른

다(Berlin, 2006: 343-344).”

소극적 자유의 범위를 정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발생한 개념이 바로 공적

자유와 사적 자유의 개념이다. 존 로크,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학자들은 개인의 사적 영역과 사회적 발전을 위한 일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고 생각하였다(Berlin, 2006: 350). 반면, 홉스의 경우는 자연 상태의 만인의 투

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 집권적 통제를 강조하여 사적 영역의 자유를

많이 침범하게 되었다고 본다(Berlin, 2006: 350). 문제는 그러한 사적 영역의

핵심 부분이 침해받지 않고 보호되고 지켜져야만 하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벌여왔으며, 자연권

(natural right), 공리(utility),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 사회계약

(social contract)등의 개념들을 통해 사적인 자유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노력하

였다(Berlin, 2006: 351). 즉 소극적 자유는 공적 영역에서의 자유의 침해를 어

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만,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에 있어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각 개인의

소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적극적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합리적으로 사고

하여 능동적인 존재로 나 자신을 인식하고 싶은 것을 의미한다(Berlin, 2006:

360). 벌린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유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가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은 자유의 두 개념 각각의

논리적 짜임새가 그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된 것이라

고 말한다(Berlin, 2006: 361).

궁극적으로 벌린은 “나 자신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이 지닌 은유적 표현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나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보다 ‘진정한 자

아’ 혹은 ‘이상적인 자아’를 상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낮은’ 본

성을 보다 ‘높은’ 본성이, 나의 ‘타율적인’ 본성을 보다 ‘자율적인’ 본성이 ‘통제’

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를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자아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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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자아의 근거’이다. 이에 대해 벌린은 “진정한 자아란 ‘사회적 전체

(whole)’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유기적’ 의지를 가질 때 ‘보다 높은’ 자유를 성

취하게 된다.”는 전체주의적 관점을 경계한다(Berlin, 2006: 362). 그는 고대 그

리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진정한’ 자아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며, 행복, 의무의 수행, 지혜, 정의로운 사회, 자아실현과 같은 그리스 전통의

자유 개념을 명확히 반대한다(Berlin, 2006: 364). 이러한 자아실현 이론의 경

우, 경험적인 자아는 현재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무지하지만,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면 진정한 자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전부 의식화의 방

식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원론은 일정한 정도의 ‘소극적’ 자유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권위적인 구조 내부에서 자신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적극

적’인 이상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목표보다 더 인간적이다(Berlin, 2006:

420)“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벌린은 적극적 자유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일원론의 위험을 경고한다.

벌린은 사적 영역을 보장해줄 수 있는 소극적 자유는 침해받을 수 없는 최

소한의 사적 자유로서, 그 어떤 사회적 통제도 전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Skinner, 2007: 23). 그러면서 그는 소극적 자유가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자유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 노

직이나 하이에크와 같은 우파 자유주의자들의 자유 개념으로 계승되면서 미국

사회의 주요 정치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한편으론, 롤스

와 드워킨과 같은 중도 혹은 좌파 자유주의자들의 자유 개념에서도 이러한 소

극적 자유의 개념은 옹호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롤스의 정의의 제 1원칙에

서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롤스를 비롯

하여 벌린의 소극적 자유 개념은 미국 사회의 자유주의의 핵심 근거를 제공하

는 정치철학적 의의를 가지게 되었고, 자유의 개념의 제 1원칙으로 작용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자유의 개념은 미국 사회의 정치적 현실을 점차 어렵

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 불간섭을 강조한

나머지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게 되었고, 정치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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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자유의 복

원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정치철학 사상이 바로 법과 시민적 견

제력을 강조하는 로마 전통 공화주의와 덕과 정치 참여를 강조한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이다. 로마 전통 공화주의는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배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소극적 자유를 비판하고, 민중주의로 선동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적극적 자유를 비판한다.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는 소극적 자유의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부족 현상 및 민주주의의 퇴행을 지적하고,

벌린이 비판했던 고대적 자유의 핵심인 자아실현의 개념을 다시 복원하여 적

극적 자유의 개념을 보다 세련된 형태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2) 현대 공화주의의 두 흐름 : 로마 전통과 아테네 전동

(1)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

벌린의 소극적 자유 개념에 대한 옹호와 이러한 자유 개념을 채택한 자유주

의의 형성 과정은 스키너에게는 오히려 세련된 자유의 의미를 기획하도록 하

는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스키너는 서구에서 이해되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

전적으로 벌린의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Skinner, 2007: 12). 왜냐하면,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 서구의 자

유 논쟁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약화

되었기 때문이다(Skinner, 2007: 12). 이는 단순히 불간섭과 무강제가 존재한다

고 해서 인간이 실제로 자유로운가와 관련된 문제와 연관된다. 스키너는 이를

로마의 『학설집(Digest)』에 등장하는 주인과 노예의 예화를 통해 쉽게 설명

한다. 주인이 노예를 간섭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예는 언제

나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현재는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의 자의적인 의지에 따라 종속되어 있다면 그는 자

유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스키너는 이러한 노예의 삶과 같이

종속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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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Skinner, 2007: 14-17).

스키너가 현대의 자유주의의 소극적 개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는 보

다 명확한 이유는 17세기 영국의 홉스적 자유론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Skinner, 2007: 16). 17세기 중반 왕당파와 의회파의 대립이 심했던 혁명기 시

절, 의회파는 누구든 자의적 종속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화주의적 주장

을 내세웠으나, 왕당파는 홉스의 자유론에 기대어 법이라고 하는 간섭과 강제

대신,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스키너는 이러한 왕당파의

주장이 로마적 전통의 공화주의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지 않을 때 자유롭다고 보며,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만든 법을 지킬 때 가능하다. 스키너

는 자유로운 국가란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국가이며, 하나의 전체로서의 그 구성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정치체의 행위

가 결정되는 공동체라고 보았다(Skinner, 2007: 37). 법은 바로 공동체 구성원

들의 전체적인 의지가 담긴 것이므로, 그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홉스식의 무강제와 불간섭의 자유보다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자유

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포콕은 벌린이 제시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이분법은 공화주의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전통과 덕성을 중시하는 전통의 대결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Pocock, 2011: 372). 즉 그가 말하는 ‘권리 전통의 공화주의’는 로마 시대 키

케로 이후에 자유를 정의와 연결시키는 근대적 흐름을 말하며, ‘덕성 전통의

공화주의’는 그리스 아테네의 공적 규율의 틀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고대적 흐름을 가리킨다. 그러나 포콕은 이러한 권리와 덕성의 구분이 결코

명확한 것은 아니며, 서로 중첩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Pocock, 2011: 373).

그러면서 포콕은 스키너가 공화국을 시민의 덕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민

들의 공동체로 보기 보다는, 법과 제도로써 통제되는 시민들의 공동체로 여기

고 있다고 주장한다(Pocock, 2011: 375). 포콕은 스키너의 사상이 법과 제도로

만 흘러갈 경우, 그것은 법학이나 철학의 영역으로 흘러갈 것이며, 더 이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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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에서는 멀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러면서 포콕은 벌린식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대결에서 소극적 자유의 승리로 이어지는 현 시

대적 상황을 염려하며, 정치 사상사를 통해 벌린의 두 자유의 개념을 변증법

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Pocock, 2011: 373).

결국 포콕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각각 권리와 덕성으로 병치시키면

서 공화주의 전통 내에서도 이러한 두 개념의 조화는 충분히 시도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포콕은 두 개념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

하기 보다는, 공화주의 사상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두 개념의 조화가 가능

할 것이라는 답변만을 내놓는다.

비지배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확립을 강조한 스키너, 법과 덕성 사이에

서 다소 역사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포콕과 달리 비롤리는 로마 전통

공화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시민적 덕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학자이다.

그는 “공화국은 시민적 덕성, 즉 공동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와 능

력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Viroli, 2006: 145). 그가 보기에 시

민적 덕성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활하기 어려운 이유는 2가지인데, 그

것은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집중하여

공동선을 추구할 동기를 가지기 어렵다는 ‘실현불가능성’과 현대 다문화 사회

에서 시민적 덕성이 강해질 경우, 특정 시민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타인이나 집단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집단주의의 위험성’이다(Viroli, 2006:

146). 그러면서 비롤리는 시민적 덕성이 비록 개인의 물질적 이익과 정치적

야망을 절제하고, 공동선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가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실현불가능 하지만, 시민적 덕성이 반드시 사적 이익의 포기를 전제

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적 덕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주장한다.

특히, 그는 시민적 덕성에 관한 마키아벨리와 몽테스키외의 주장을 예로 든

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공화주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일상생활의 달

콤함을 즐기기 위해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법령에 복종하며,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들에게 저항하는 특징을 지닌다(Viroli, 2006: 155-156). 또한, 몽테

스키외와 그 이후의 사상가들에 따르면,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성은 개별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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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화주의 시민들은 공동체가 부패할

경우 더 이상 본인들의 존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

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 공동체의 영광과 자유를 위해 덕성을 발휘한다

(Viroli, 2006: 159). 이들은 공화국의 안정된 질서를 위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국가의 모든 제도와 정책에 대해 아무런 비

판적 관점 없이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

이 통과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거나, 공익을 위한 특정 문제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들은 도시의 여러 개방된 공간에서 국가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공동체의 영

광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현대의 대표적 로마 전통 공화주의자인 페팃은 비교적 대립적 구

도를 보이고 있는 법과 시민적 덕성의 대결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가.

페팃은 로마 공화주의의 전통은 시민의 참여뿐만 아니라 법치와 권력의 분산

에 많은 중요성을 두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비지배 자유 개념을 통해 자

유주의가 가지는 소극적 자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해결할 수 있으며, 비지

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구조의 필요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

면서, 시민들의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페팃

은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 원하는 것을 비지배 자유라는 것에 한정시키면서 이

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의 중요성과 시민적 견제력의 역할을 강조한다

고 볼 수 있다. 스키너와 많은 이론적 교류를 통해 적극적 시민의 정치 참여

가 집단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페팃이 과연 시민적 덕성의

위치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Ⅲ단원에서 구체적

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

곽준혁은 로마적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로마 전통 공화주의가 그리스 전통

을 이어받는 시민적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통해 자유주의가 지금까지 제기한



- 43 -

공동체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인식론적 전환을 이루었다는

확신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보다는 로마 전통 공화주

의에 보다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다(곽준혁, 2007: 137-138). 이어서 곽준혁은

로마 전통 공화주의는 개인성에서 출발해서 ‘비지배적 조건’을 매개로 개인적

욕망과 공동선을 연결시키는 방법, 즉 방법론적으로 개인성에 바탕을 둔 자유

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목적으로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공화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방식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결합 형태를 창출했다고 평가한다(곽준혁,

2007: 137-138). 페팃의 비지배 자유 개념은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속성을 지닌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에 비해 방법상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자유를 논하기 보

다는 개인의 관점에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정교하게 요구하고 있

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관점에서 자유를 보장하기 위

한 조건을 충족하려는 속성은 항상 자유주의가 받아온 연대의 부족이나 정치

참여의 결핍과 같은 정치적 무관심에 매몰된 시민의 양성이라는 비판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정치참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이다.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의 선구자로 루소(J. J. Rousseau)를

들 수 있다. ‘일반의지(general will)’와 같은 강한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루소

공화주의는 페팃의 비지배 공화주의와 대비된다. 페팃에 따르면, 시민을 자유

롭게 하는 법은 비지배 자유를 달성해야 한다는 단순한 공정성에 의해 입법되

어야 하는 반면, 루소에게 있어 시민을 자유롭게 강제하는 법은 일반성이 확

보된 시민들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입법되어야 한다(김동일, 2017: 24). 즉,

루소는 입법의 과정에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페팃과 달리, 시민들이 적극적

으로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전제해야만 입법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의 실현에 있어서도, 페팃의 자유는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만든

‘법과 제도’에 의해 실현되는 반면, 루소의 자유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지배

하고 모두의 지배를 받을 때 실현된다(김동일, 2017: 24). 즉 비지배 자유는 타

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정한 법의 지배만 실현된다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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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루소의 자유는 시민 스스로 통치를 하고 통치

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당한 법을 잘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진정한 자유로움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루소 이후 현대에 들어와 아테네 전통을 잇고 있는 아렌트는 ‘정치적인 것

(to be political)’을 강조함으로써 근대 정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는 아테

네 폴리스에서의 정치적인 활동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폴리스에서 사는

것(to live in a polis)’은 자의적 힘을 발휘하거나나 사익을 취하기 위해 폭력

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설득을 통하여 공동체의 모든 사안을 결정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Arendt, 1958: 26-27). 특히, 그는 그리스인들이

폭력이나 명령을 통해 타인을 억압하는 ‘전정치적인 것(pre-political)’을 거부

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Arendt, 1958: 27). 즉 아렌트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간은 공동체에서 폭력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전정치적 활동을 통

해서가 아니라 이성과 언어적 능력을 바탕으로 타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하에서 아렌트는 가정(oikos)은 종족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서 자연적 필연성(necessity)의 지배를 받는 곳이라고 본다(Arendt,

1958: 30). 따라서 생존에 대한 필연적 요구 충족의 수단으로서의 가정은 전정

치적 특징을 지닌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필연성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폴리스에서 인간은 정치

적 활동을 통해 자유를 누리며, 이러한 자유는 진정한 행복(eudaimonia)의 본

질적 조건이 된다(Arendt, 1958: 31). 폴리스는 가정과 다르게 필연성의 영역

에서 벗어나 있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을 소

유한다. 따라서 폴리스에서의 ‘좋은 삶’이란 단순히 근심걱정에서 자유로워지

거나 고상하고 세련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용기의 덕을 발휘하여 삶의 필

연성을 통제하고 노동과 생산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신의 생존 본능과 같은

내적 충동을 절제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Arendt, 1958: 37).

공공의 토론을 통해 인간이 행복과 좋은 삶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타인

의 존재를 요구해야만 한다. 아렌트는 그리스인들의 아레테(aretē)와 로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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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르투스(virtus)는 항상 공공의 영역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다(Arendt,

1958: 48-49).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공동체에서만 자신의 탁월함을 다른 사

람들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적인 생활을 통해서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이

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공공 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탁

월성을 확인하고 발견해야만 하는데, 근대에서는 인간의 언어적 능력이 많이

상실되었고, 사적 영역의 팽배로 인해 상대적으로 합리적 대화를 나눌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렌트는 인간의 탁월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공론 영역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자인 샌델은『민주주의의 불만』에서 공화주

의와 자유주의의 2가지 차이점을 언급한다. 우선, 그는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21)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달리 공화주의는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견

해를 자치 공화정 내에서 충분히 해석가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호

의 총합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적 방식보다는, 자치의 공동선에 필요한 시민의

인격적 가치의 성장을 도모하는 공화주의적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andel, 1996: 25-26).

샌델이 제시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두 번째 차이점은 자유와 자치의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연관된다. 자유주의는 다수의 결정으로부터 자

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공화주의는 정치 공동체에서 결정

되는 것에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으면서 공동체의 사안에 참여하는 것

이 곧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Sandel, 1996: 26). 이러한 차이점을 밝히면

서, 샌델은 현재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 처한 위기는 참여 민주주

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andel, 1996: 4-24). 즉, 샌델은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자유주의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의 정치

적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이 정치적 위기를 가져왔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테테적 공화주의의 참여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

한다. 샌델이 아테네 공화주의를 어떻게 부활시키는지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21) 칸트의 주장으로 롤스가 수용한 개념이다. 좋음(행복)이라는 경향성에 의해 옳음(인간의 이

성적 판단과 자율적 권리)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의 입장에서 옳음

(이성 혹은 권리)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며, 좋음(행복)에 우선하는 것이다(Sandel, 19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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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 페팃의 로마 전통 공화주의를 살펴보고 난 후, Ⅳ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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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덕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페팃의 공화주의

1. 비지배로서의 자유

1) 비지배 자유의 이론적 정당화22)

(1) 소극적 자유와의 차별화 시도

페팃은 자유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소극적 자유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그

는 소극적 자유 입장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간섭 없는 지배’가 지닌

‘자의적 위험성’을 경계한다. 즉 소극적 자유주의자들은 간섭의 유무에만 신경

을 쓰는 나머지 간섭보다 개인의 삶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지배의 위

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팃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지배에

대한 위험을 경계하려는 비지배 자유의 노력이 비간섭 자유만을 강조하는 소

극적 자유와 차별화 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노예의 입장에서, “주인의 간섭이 없으므로 나는 자유롭다”는 생각이 과연

옳을까? 페팃에 의하면, 주인은 비록 노예를 ‘간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노예의 삶을 은연중에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노예는 자유를 완벽히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Pettit, 1997: 22-23). 예를 들어, 사장이 나에게

월급을 제때에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장이 내가 국가의 임금 제

도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정당한 임금 체계에 맞지 않게 몰래 임금을

깎아서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주인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인다고 하더

라도, 실제로는 안 보이는 곳에서 나를 지배할 수도 있다. 페팃은 ‘세르부스

시네 도미노(servus sine domino)’, 즉 ‘주인 없는 노예’라 할지라도 진정한 자

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한다(Pettit, 1997: 32). 왜냐하면, 이러한 ‘주인 없는

노예’는 현재는 비록 주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주인이 돌아와 노예의

22) 라보르드(C. Laborde)와 메이너(J. Maynor)에 따르면, 페팃의 정치철학적 공헌은 단연 비지

배 자유의 발견이다(Laborde and Maynor, 2008: 2).



- 48 -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적극적 자유와의 차별화 시도

페팃은 로마의 리베르타스(libertas)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개념으로서,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며, 소극적 개념이라는 점

을 강조함으로써 비지배 자유가 ‘적극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Pettit, 1997: 27). 즉 ‘공화주의의 자유’는 공화국의 국가적 사안에 대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 나의 삶을 지

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소극적 개념’인 것이다.

그는 공화주의 전통에서 ‘민주적 참여의 중요성’은 분명 지배와 연관된 각종

해악들을 피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27). 즉 공화주의는 비지배

를 침해하는 정책이나 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국가의 모든 사안에 적

극적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페팃은 시드니(A. Sidney)의 “나는 순

수 민주주의(pure democracy)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해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Sidney, 1990: 189 ; Pettit, 1997: 29)”

라는 주장을 인용하면서 공화주의 역사에서 민주적 참여가 그리 중요하지 않

았음을 강조한다.

페팃이 순수 민주주의를 배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민주적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민중주의의 폐해’ 때문이다. 그는 민중주의가 의도치 않은 독

재자를 선출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오히려 자의적 지배가 더 증진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30).

페팃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는 순수 민주주의보다는 대의 민주주의가 시

민적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30).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커짐에 따라 루소와 같이, 자유가 자치(self-rule) 그 이상도 이하

도 아니라는 민중주의적 입장이 나타났다. 이러한 입장은 민주적 자치의 이상

이 불간섭 자유라는 이상에 대한 주요 대안으로 지지되었을 경우에만 완성형

에 이른다(Pettit, 1997: 30)”고 주장한다. 즉 민주적 참여는 단지 ‘시민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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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진시키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3) ‘삶의 권력이자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비지배 자유

페팃에 따르면, 비지배 자유는 그 자체로 일종의 ‘권력(power)’으로서, 단순

히 ‘자의적 간섭의 부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을 행하는 것들에 대항하

는 하나의 ‘면역체(immunity)’로서 작동해야 한다(Pettit, 1997: 68). 페팃은 비

지배 자유를 개인이 삶을 살아 나가는 데 있어 견고한 방어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과 힘’으로서 설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비록 현재는 주인에게 간섭을 받지는 않

고 있지만, 자신도 모른 채 지배당하고 있을 지도 모를뿐더러, 가까운 미래에

는 간섭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황에 맞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종업원인 나는 현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고

회사에서 주어지는 업무에 관한 처리 속도와 능력도 빠르기 때문에 지배와 간

섭을 받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만일 내가 어떠한 이유로 재산을 탕진하게 되

고 업무 처리 속도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게 되었을 때, 사장의 지배와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예전만큼 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매우 힘들게

느껴질 것이며 많은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의 주어진 삶의 여건

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지배자에게 간섭받지 않아야 할 형식적 조건이 구

비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페팃이 말하는 ‘일종의 권력으로서의 비

지배 자유’인 것이다.

또한, 페팃은 비지배 자유는 시민 모두가 원하는 하나의 ‘개인적 선

(personal good)’인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할 ‘목적’이며(Pettit, 1997: 81), 또

한, 하나의 ‘정치적 이상(political ideal)’으로 간주된다(Pettit, 1997: 80-92).

비지배가 왜 ‘정치적 이상’인지에 대해 비간섭 자유와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

로 설명한다(Pettit, 1997: 83-90). 첫째, 비지배 자유가 불간섭 자유에 비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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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점은 자의적 간섭을 줄여주는 보다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이다

(Pettit, 1997: 85).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강제와 간섭을 행하고 있을 때,

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가서 형의 압력 행사를 막아달라고 하면서 부모의 도

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불간섭 자유는 부모의 도움이 더 큰 간섭

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해 형의 작은 압력과 간섭을 용인하고 말 것이다. 이에

비해, 비지배 자유는 형의 ‘자의적 간섭’을 막기 위해 부모의 ‘비자의적 간섭’

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

둘째, 비지배 자유는 미리 법이나 제도로 자의적 간섭을 줄여놓았거나, 차단

해 놓았기에 주변에 일어나는 간섭을 하나하나 모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데 비해, 불간섭 자유는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간섭의 상황들을

시시각각 주시하면서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쏟게

된다(Pettit, 1997: 86). 회사에서 직원이 상사에게 애교를 잘 부리고, 입에 발

린 말을 잘 하는 등, 전략적인 아부로 상사의 간섭을 피해가는 것보다는 회사

의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해 놓아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함부로 간섭과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상사의 자의적 간섭을 막을 보다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셋째, 비지배 자유는 사람들 사이의 ‘공통적 지식’을 연결 고리로 하여 비지

배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확보될 수 있는 반면, 불간섭 자유는 사람들 사이에

불간섭 자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주관적 교류가 거부된다는 점이다

(Pettit, 1997: 87). 비지배 자유는 공통적 지식을 통해 서로 공유된 인식을 가

질 수 있어서, 지배자의 자의적 간섭에 공동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으며, 동료

들 중 한명이 자의성을 가지려 할 경우, 나머지 동료들이 그를 제압하거나 대

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

한편 페팃은 비지배가 ‘도구적 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롤스가 말한 ‘기본

적인 선(primary good)’의 지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Pettit, 1997: 90-92). 페팃이 비지배 자유를 ‘기본적인 선’으로 언급하는 이유

는 비지배가 특정 사람들만이 누리는 재화가 아니라 보통의 일반 사람들도 향

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화라고 보기 때문이다(Pettit, 1997: 90-91).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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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표현의 자유를 특정인만 누릴 수 있는 재화나 선으로 간주해보자. 이는 얼

마나 불행한 일인가. 공적인 토론의 장(場)에서 지배자 혹은 자신과 이해관계

가 걸려 있는 누군가의 압력으로 자신이 가진 철학적, 종교적 소신을 표출하

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자

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만일 비지배가 보장되

지 않는다면, 만족할 만한 삶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불행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페팃은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비지배 자유를 확신하면서도, 비지배 자유가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자들에게는 중립적 개념으로 비춰질 수도 있음을 우려

한다(Pettit, 1997: 96). 실제로 샌델은 ‘비지배 자유’라는 추상적이고 중립적인

이상을 성취하려다 보면 롤스의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가 겪는

비판에 똑같이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문화권이 존재

하는 데, 모든 문화권이 ‘비지배 자유라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와 이상으로 여

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일, 비지배 자유를 최고의 가

치로 여기지 않고, 지배자의 예속과 통치 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 문화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이러한 문화권의 사람이

비지배를 최고의 정치적 이상으로서 삼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샌델은 현

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비지배 자유’라는 중립적 가치를 최고의 이상으로 여길

때, 각 문화권에 속한 시민들에게 비지배의 달성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는 것

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샌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페팃은

비록 귀족이나 성직자 등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예속하려고 하고 지배하

려는 사람들에게 별 다른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대의 다원주의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류(main

stream)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것을 최고의 이상

으로 여긴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와 같은 비판을 피해간다(Pettit, 1997:

97).

오히려 페팃은 공동체주의자들이 공화주의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Pettit, 1997: 120). 페팃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핵심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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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보기에 비지배 자유는 ‘공동선’인 동시에 ‘사회적인 선’이기 때문이다

(Pettit, 1997: 121). 그런데 이때의 공동선은 이 사회의 취약 계층인 여성, 이

주 노동자 등의 비지배를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공동선’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팃은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비지배를 향유하

는 열망이 있어야만, 지배에 취약한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이 힘을 얻어 비지배

자유를 보장받고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완벽한 공동선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2) 비지배 자유의 정치철학적 의의

페팃이 자의적 간섭의 부재로서 규정한 비지배 자유는 간결하면서도 포괄적

인 개념이어서 ‘법치’, ‘시민의 견제력’, ‘공동선의 추구’라는 정치적 이상을 매

끄럽게 연결시킨다(Laborde and Maynor, 2008: 30). 비지배 자유는 집단주의

를 배격한다는 차원에서 ‘반집합적(anti-collective)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동시

에 ‘공통적 지식(common knowledge)’으로 비지배 자유를 추구한다는 차원에

서 반원자적(anti-atomistic)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곽준혁, 2009: 106). 이러한

면에서 페팃의 공화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해묵은 갈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페팃은 스키너의 비지배 자유 개념을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 스키너는 마

키아벨리 이후 근대 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참여로서의 덕’은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보며, 이러한 면에서 공화주의적 자유는 자유주의의 소

극적 자유와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Skinner, 2007: 30). 이러한 스

키너의 자유 개념을 이어받으면서도, 페팃은 스키너가 공화주의적 소극적 자

유와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를 구분하는 것에 소홀했다고 주장한다(곽준혁,

2009: 115). 페팃은 스키너를 통해 공화주의적 자유가 적극적 참여를 의도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가 비지배 자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리를 전

개하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

비지배 자유에 관한 보다 세부적 논의를 위해 페팃은 벌린의 불간섭 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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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오직 간섭만(the only-interference)’ 명제와 ‘간섭은 항상(the

interference-always)’ 명제로 구분하면서, 이 두 명제는 모두 오류임을 밝혀낸

다(곽준혁. 2009: 14). 페팃에 따르면, 불간섭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오직 간섭

만’ 명제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나 강요와 같은 것을 배제하였으므로 잘못된

명제이고, ‘간섭은 항상’ 명제는 비록 간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간섭이라면 그것은 간섭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자유를 향유한 것이

라는 측면에서 오류라고 간주된다. 페팃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비간섭 자유주

의와 구별되는 체계적 비지배 자유 개념을 논리적으로 정립한다.

실제로 이렇게 정교화된 페팃의 비지배 자유의 이상은 사회 곳곳에 만연하

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들에 대해 비판할 수 있

는 풍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

유를 비간섭으로 간주하였을 경우, 어느 국가에서 주류 민족이 소수 민족을

간섭하지는 않더라도 지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실제적인 위협이

나 억압은 없지만 제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의적 간섭이 발생할 경

우), 이러한 간섭은 잘 드러나지 않아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

나 자의적 간섭을 할 수 있는 외부자의 존재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억압이

될 수 있다는 비지배 자유론은 이러한 구조적 불안감을 정치적 공론화의 장으

로 이끌어 낸다.

페팃은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에서 시작하여, 영국의 해링턴과 미국의 매디

슨까지 이어지는 리베르타스(libertas) 전통의 비지배 자유 개념을 최근 소극

적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정립하는 역할을 자처하

고 있다. 소극적 자유주의자들은 사실상 페팃이 말하는 비지배 자유는 소극적

자유가 주장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크레이머(M.

Kramer)와 카터(I. Carter)는 소극적 자유론은 간섭뿐만 아니라 지배

(domination)에 대한 경계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Laborde and

Maynor, 2008: 5). 또한, 그들은 누군가의 삶을 자의적으로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친절한 거인(the gentle giant)’의 예를 들며, 우리가 타인의 권력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지배당할 확률은 비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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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권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배를 당할 확률을 100%라고 볼

수 없으며, 친절한 거인이 지배의 의도가 전혀 없을 수도 있으므로, 그것은 오

로지 확률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페팃은 외부적 통제(alien control)이라는 개념을 통해 소극적 자

유론자들의 논변에 대응한다. 그는 행위자의 선택의 자유에 암묵적 혹은 소극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적 통제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외부적 통제의

조건 하에서는 모든 선택이 지배자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지배자의 본성에

의해서 간섭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지배자가 간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 외부적 통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Laborde and Maynor, 2008:

7). 즉 페팃은 ‘권력 행사의 확률(probability)’이 아니라, ‘가능성(possibility)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Laborde and Maynor, 2008: 7). 그럼으로써, 페팃은

외부의 통제자가 존재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

으며, 이러한 지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자유론자들은 지배

를 경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시민적 견제력으로서의 덕성

1) 견제력과 민주주의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에서 시민적 덕성은 비지배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페팃은 정부의 형태가 조작 불가능한 법률

의 기반 위에서 성립되었다면, 이제 시민들은 반드시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견제적 재량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186-187). 또한, 페팃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력이 공

고히 되기 위해서는 견제를 위한 기초적 기반과 견제 통로, 그리고 적절한 견

제를 위한 시민들의 포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186-187).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를 위해서는 심의의 형태를 정해야 하며,

이러한 비판이 시민들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혹은 다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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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전달 수단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함도 중요하다. 그

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서로 직접적인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회의

체나 포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선 페팃은 시민들의 견제를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 조건은 견제를 위한

토론과 심의의 형태를 정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흥정 중심적

(bargain-based) 의사 결정 방식보다는 토론 중심적(debate-based) 의사 결정

방식을 선호한다(Pettit, 1997: 187-188). 흥정 중심적 방식은 집단의 이익을 보

장받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이미 자신들이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얻어야만 하는 이익의 적정량을

미리 정해 놓고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흥정 중심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참가자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략적 양보와 타협이 난

무하게 된다. 이에 비해, 토론 중심적 방식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자신

들의 생각이나 기준점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따라서

토론 중심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기준점이 다

른 사람들의 의견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

페팃의 입장에서, 흥정 중심적 방식이 공화주의 심의의 방식으로 채택될 수

없는 이유는 현실의 권력 관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의적 결정으로 흘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협상력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의 대결일 경우, 협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항상 우월한 결과를 가져갈 것이므

로 공정한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페팃에게 있어 공화주의 심의의 방식이

토론 중심적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다 결정적 이유는 자신의 이론

의 정당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Pettit, 1997: 187-188). 이성을 가진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관용하여 수용할 수 있다면 언제나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의 첫 번째 전제조건이 토론 중심적 의사 결정

방식이라는 점은 시민들 사이의 권력 관계의 비대칭성, 즉 도미니움

(dominium)23)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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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할 수 있다. 페팃의 입장에서 비지배 자유로서의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사이의 도미니움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의 권력 관

계를 함축하는 흥정 중심의 방식보다는 정부의 어떠한 결정과 의견에도 대항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방식인 토론 중심의 방식이 시민들

서로의 비자의적 권력 관계를 자연스럽게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토론 중심의 의사

결정 방식이 지닌 한계와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토론 중심 방식이 과연

항상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페팃은 정부의 결정

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력으로서의 토론은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Pettit, 1997: 190). 정부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시민들 차원의 합의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만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 사이의 토론이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Pettit, 1997: 190). 즉, 시민들이 모든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비록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를 위한 노력과 대화는 충분히 정부에 대항한 결집력

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 자체로도 정부에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적 견제력의 다음 논의 사항은 견제하려는 내용의 전달과 관련된 구체

적인 수단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페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구분하

여 설명한다. 입법부의 경우는 직접 선거에 의해서 그 구성원이 선출되어야

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는 성별, 계급, 인종 등을 골고루 분배하는 ‘통계적 대표

성’에 따라 그 구성원이 할당되어야 한다(Pettit, 1997: 190-192). 우선 입법부

의 경우 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견제할 수 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들의 정치적 과오를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점에서 직접 선

거는 훌륭한 견제의 통로이다. 그러나 행정부와 사법부는 선거가 아닌, 정부의

임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요직은 지역, 인종, 계급을 적절히 고려

하여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계층과 집단을 옹호하는 구성원을 임명하

23) 페팃에 의하면, 도미니움(dominium)은 시민들 간의 사적 지배, 임페리움(imperium)은 시민

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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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의 견제가 사전에 차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합리적인 통계의 기준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의 구

성원을 분배해야 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견제의 통로는 실현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견제의 통로로서 페팃은 의회대표자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

행정 감찰을 요구하는 방법, 사법적 결정에 대한 상급법원에 항소할 권리, 그

리고, 시위의 권리와 같은 비교적 덜 공식적인 방법을 소개한다(Pettit, 1997:

193). 페팃이 말하는 시위를 통한 견제는 환경과 관련된 녹색 운동이나 공정

거래와 같은 소비자 운동을 포함한 사회 운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로서 교육 운동을 주도하고 참가하는 행위는

최소한 페팃에게 있어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이자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견제력의 세 번째 조건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견제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나 포럼의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ettit,

1997: 195). 공청회는 정부와 시민 단체이 서로 동석하여 토론과 심의를 진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반응적(responsive)’인 것이다. 반응적이

라는 특징은 매우 중요하다. 반응적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민들의 견제를 외면

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정부의 의견

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사형

제도가 법률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실행되지 않아 잔혹한 범죄 행위가 만

연한 사실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공청회를 열

었다고 할 경우, 국가는 이미 사형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변화된 결정

을 전제로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페팃은 공청회의 실질적인 효과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세히 언급한다. 그

가 보기에,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은 반

드시 생긴다. 그는 견제력을 행하는 공청회에서 실망하는 이유에 대해 약한

이유와 강한 이유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선, 공청회에 실망하는 약한 이

유는 자신의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좋은 장소로 거듭날 수 있는 도로나 공항

등의 유치 실패와 같은 경우이다(Pettit, 1997: 198). 공청회를 통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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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해 설득력 있는 논거와 자료를 수집하여 노력하였지만 결국에는 자

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이다. 페팃에 따르면 이러한 불만족은

다소 해결하기 쉬운 형태로 분류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도로나 공항 설치

등의 문제는 시민 서로간의 문화적, 종교적, 철학적 교설들의 심각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Pettit, 1997: 198). 이러한 문제들은 이성적 능

력을 지닌 시민들 입장에서 최소한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절차적으로

공정한 공청회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여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청회를 통해 만족하지 못하는 강한 이유는 시민들 사이의 문화적, 종교적,

철학적 차이가 심해서 발생하는 불일치의 경우이다(Pettit, 1997: 199). 예를 들

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통해 만일 양심

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실망하는 시민 혹은 집단은 종교적

신념의 불이행으로 인한 절박한 불만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불일

치는 시민들 사이의 건전한 견제력을 아예 상실시켜 버릴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에 대해 페팃은 최소한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안적 조치는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Pettit, 1997: 199-200). 대체 복무와 같은 충분한 대안들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적 견제력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상

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다만 견제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모든 개인의 단일한 합의점을 구축하여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는가. 페팃은 여기에서 “민주적 과정은 이성의 요구가 스스로를 구현하고

부과하는 것으로 구상되는 것이지, 의지에 어떤 특정한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

이 아니다(Pettit, 1997: 201)”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

민들의 이성적인 판단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러한 결정에 대

해 어떠한 의지를 지닌 강압적 행동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앞서 주장하였던 비지배 자유가 적극적 자유와 차별

화되는 이유로서 민중주의로의 경도 가능성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쉽게 이해되

는 부분이다. 적극적이고 민중주의적 다수의 합의는 그 자체로서 소수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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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여 비지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팃

의 입장에서 견제적 민주주의는 다만 시민들 스스로의 이성적 결정으로 인한

견제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적절한 것이 된다.

또한 페팃은 자신의 견제적 민주주의가 이익집단 다원주의와 상당한 차이점

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

는 손’과 같은 자기 선호로서의 총합이 결국에는 전체 사회의 효용을 높일 것

이라는 시장 친화적인 사고가 공화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Pettit,

1997: 202-204). 그가 이익집단 다원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선호

총합의 극대화를 목표로 할 경우, 사회 내에서는 반드시 자의적인 권력의 공

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Pettit, 1997: 204). 이것은 흔히

롤스, 샌델과 같은 정의론자들에 의해 공리주의가 지니는 문제점으로 거론되

어 왔던 부분이다. 이익집단 다원주의에 의하면, 소수의 희생을 통한 다수의

행복이 아주 태연하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지배 자유를 강

조하는 페팃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정의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페팃이 주장하는 ‘시민적 견제력으로서의 덕성’이 현실에서

어떠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주장하

는 ‘견제력으로서의 덕성’의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민적 견제력의 기초적 기반 : 토론 중심의 심의 형태

2. 시민적 견제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 선거, 행정 감찰, 시위

3. 시민적 견제력을 공유하는 방법 : 공청회, 포럼

4. 시민적 견제력에서 민주주의 역할 : 단일한 합의 및 선호 총합의 극대화 지양

앞의 3가지 조건은 시민적 견제력을 위한 개인의 덕성이라기보다는 시민적

견제력을 위한 제도적 구비에 관련된 내용이며,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이 개인

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즉, 시민은 토론을 함에 있어 단일한 합의를 지향해

서는 안 되며, 몇몇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호 총합의

극대화를 지양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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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관한 공론화 위

원회가 이러한 페팃의 시민적 견제력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신고리 원전 중단

에 관한 공론화 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대체로 페팃의 견제력의 조건들을 충족

한다. 다음 그림은 신고리 원전 중단 공론화 위원회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이

다.

그림1.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진행 절차24)

“신고리 원전 중단 공론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조사 방식은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ing)’이다. 이는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시민이 첨예한 갈등

이 존재하는 중요한 공적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

2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gr56.go.kr/npp/index.do)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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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조사 방식으

로서, ‘여론 조사’ 방식과 다르다.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둘 다 시민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수집․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여론’은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감적인 의견인 반면, ‘공론’은 숙의과정을 통해 충

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공론화

위원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보고서를 권고형식으로 정부에 전달한

후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25)

이러한 신고리 원전 중단 공론화 과정은 견제력의 기초로서 심의와 토론의

형태를 취했다는 점, 현실의 권력 관계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무작위 추점

을 통해 공론화 위원을 선발한 점,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학

습과 토론의 과정을 중시한 점, 구체적 수단과 공유 방법으로 공론화 위원회

라는 기구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공개하여 진행한 점, 단일한 합의나

선호 총합을 막기 위해 단순히 여론 조사 방식이 아닌, 공론 조사 방식을 사

용하여 정부에게 권고 형태로 제출한다는 점에서 페팃이 강조하는 시민적 견

제력의 조건의 대부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남는 것은 “시민들이 정부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페팃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서는 항상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

니기 때문에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공화주의 전통의 정신이며, 페팃이 강조하는 비지배 자유의 이상을 실

현하는 길이다. 이러한 면에서 페팃이 지적하는 ‘시민적 견제력으로서의 덕성’

은 때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타인과의 더불어 살려는

‘절제의 덕목’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페팃이 덕성을 단지 견제력으로 정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공화주의적 덕성이 ‘견제의 수준’에 그칠 때 의미가 있는 것

이지,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맹목적 욕망의 추구가 공화주의의 덕

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한 절차

2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gr56.go.kr/npp/index.do)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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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공

적 영역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견제력으로서의 덕성의 한계

페팃의 『공화주의(1997)』가 공화주의에 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저서라

는 점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페팃의 민중주의에 대한 염려가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페팃은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는 ‘민주적

참여의 과잉’으로 이어져 ‘자의적 간섭’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라고 말한다.

‘민주적 참여’의 가치와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비지배 자유의 향유를 증

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지 ‘참여 그 자체가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주

장한다(Pettit. 1997: 6). 그에게 자유의 가치는 국가나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지배에 대한 경계심의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페팃은 마키아벨리를 비

롯한 로마적 전통의 공화주의주자들은 대부분 ‘지배하고 싶어 하는 열망’보다

는 ‘지배받고 싶지 않은 열망’을 선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민의 민주적 참여를

최고의 선 중 하나로 바라보는 고전적 전통은 인민의 참여를 전제하는 밀접하

고 동질적인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감상적 전통’이라고 평가한다

(Pettit, 1997: 18-19). 페팃은 공화주의가 ‘소극성’을 취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최상의 성향을 지닌 시민들이 존재하는 잘 정돈된 사회에서조차 누구도 기게스의 반

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회는 제한되지 않는 권력의 유혹을 견뎌내

지 못한다. 그래서 덕성 차원에서 모든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매디슨은 『연방주의 교서』10번에서 파벌에 가입하

고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파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서 생겨나는 부패의 형태에 대

해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파벌의 원인들은 결코 제거될 수 

없으며, 파벌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 속에서만 안도할 수 있다는 추론을 하

게 된다(Madison et al., 1987: 123).” 덕성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

도, 공화주의 전통은 항상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였다(Pettit, 1997: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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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페팃은 미국의 공화주의자 매디슨의 의견에 따라, 파벌의 원인

은 절대로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적 덕성에 의존하여 비지배 자유를 실

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참여로서의 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페팃은 ‘시민의 책임성’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곽준혁, 2009: 121).26) 비지배를 확보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은 나머지

상대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처한 것

이다. 이에 대해 페팃은 자신의 공화주의 이론은 철학적(philosophical)이상, 헌

정적(constitutional) 이상, 민주적(democratic) 이상을 모두 갖춘 공화주의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비판에 맞선다. 즉 비지배 자유라는 정치철학적 이상을 정

립하였고, 사적 지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를 구상하였으며, 시

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항상 감시하고 견제해야한다는 참여의 정신을 강조하였

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파벌의 이익을 감소시켜 보다 공화적인 형태의 국가

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결코 민주주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

았다고 항변한다.

또한, 페팃은 “정부가 확고한 헌정적 제약에 통제되고 민주적 견제에 열려

있어 인민이 원하는 규정대로 작동한다면, 인민은 그들 스스로가 통치에 참여

하지 않을 때조차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곽준혁, 2009: 120). 이러한

페팃의 주장은 ‘자치가 곧 자유’라는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보다는 법과 제도

를 강조하는 키케로 이후의 공화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공동선의 추구가 곧

참여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공동선이 일종의 ‘규제적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면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의회와 행정, 사법 기관에서 공동체가 요구하는 일

반적이고 상식적인 ‘좋음’들을 선제적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과 관련이 있

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차별을 받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복지 제도

26) 페팃의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소극적 자유주의 역시 페팃

의 비지배 자유와 같이 지배를 경계하고 있다는 비판(Lamore 2003), 비지배 자유가 최고의 

이상인지에 대한 비판(곽준혁 2004) 등등 다양한 비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시민적 덕성

을 자유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페팃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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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지원을 해주는 등의 ‘일반적 선들’에 관한 ‘공유된 이해’가 실현될 수

있다면, 이러한 면에서 충분히 ‘적극적 참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페팃의 이러한 주장은 공동선에 관한 본질의 문제를 촉발시키는데,

페팃이 제기하는 규제적 요소로서의 공동선은 단순히 사회 내의 분파적 이익

을 초월하는 최소한의 선들의 집합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들이

다만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 실제로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

자들이 강조하는 민주적 참여로서의 자유의 개념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문제

점을 지닌다.

그렇다고 페팃이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덕성을 비지배 자유를 증진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소극적 전략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주위

에서 목격할 수 있는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시민성’을 설명할 수 없게 되

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공적 영역에서 페팃이 우려하는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적 파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정의로운 토론과 합리적 심의능력

을 갖춘 성숙한 시민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3. 시민적 교양으로서의 준법정신

1) 비지배 자유 보장을 위한 법의 역할

페팃은 나의 비지배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때문에 내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의 간섭이라면 그것은 ‘허용될 수 있는 간섭’이라고 주장한다(Pettit, 1997:

24-25). 만일 어떠한 간섭이 나를 ‘지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를 ‘지배

의 영역에서 구출하려는 의도’를 지닌다면, 설령 그것이 겉으로는 간섭이라 보

일지라도,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나의 비지배를 보장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

러한 간섭은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일 비지배를 보장하려는 간섭이 ‘간헐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행해질 경우, 그러한 간섭은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간섭이며, 만일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간섭에서 우연성을 제거해야만 한다(Petti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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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만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잘 보여서

그에게서 ‘지배 없는 간섭’을 받았지만, 그가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돌변하여

우리를 지배하여 자의적인 개입을 한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비지배 자

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페팃에 따르면, 공화주의 전통에서 이러한 ‘우연성’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핵

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Pettit, 1997: 35). 인민의 이익에 체

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은 간섭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인민의 자유를 훼손

시키지는 않는다. 즉 페팃에게 법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간섭의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지만, 그 법의 제정과 적용이 누군가의 의도적 지배에 의한 것이 아

닌 동시에 인민의 공통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면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

기 때문에 인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페팃과 같은 로마

전통 공화주의자인 비롤리도 “시민권, 즉 키비타스(civitas)의 주요 특징은 법

의 지배(Viroli, 1990: 149)”라고 주장하였다.

법 그 자체는 항상 억압과 강압의 요소를 지녔기에, 인간의 자유를 침범한

다고 주장하는 홉스의 비판에 대해 페팃은 공화국의 법은 공화국의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기 때문에 자의성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반박한다(Pettit,

1997: 39). 이처럼 페팃과 홉스가 법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가지는 이유는, 비

간섭을 옹호하는 홉스의 자유주의가 모든 법률 체제를 ‘손상’이라고 간주하는

반면, 비지배를 옹호하는 페팃의 공화주의는 법률 체제를 ‘조건’으로 보기 때

문이다(Pettit, 1997: 84-85). 즉 페팃은 이상적인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건

으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페팃은 비지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 권력의 전략(strategic of

reciprocal power)’과 ‘헌법 규정의 전략(strategic of constitutional provision)’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67). ‘상호 권력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

배자와 피지배자의 권력을 같게 만드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 권력의

전략’은 정치적 권력 구조의 현실 속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권력을 서로 같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

지 않다는 점에서 비지배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그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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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tit, 1997: 67). 예를 들어, 현실에서 서로 같은 권력을 가지려면 입법과 사

법 등의 헌법적, 법률적 영역에서 ‘권력의 등가성’을 실현해야 하는데, 대통령

과 국회의원의 힘을 같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회의원과 일반 공무원의

권력을 같게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현재는 동일한 권

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지배자 입장에서 지배자의 ‘보이지 않는 압력’

에 언제라도 권력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며, 지배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

는 피지배자 동료들의 배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존재하지

않는 상호적 권력의 전략은 단지 이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페팃은 ‘상호적 권력의 전략’은 그 자체의 실현가능성의 한계로 인해, 그보

다는 오히려 ‘헌법 규정의 전략’에 많은 기대를 건다(Pettit, 1997: 67-68). ‘헌

법 규정의 전략’은 지배자의 자의적인 간섭에 대해 자기 스스로 방어해 내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서 자의적인 간섭을 하는 사

람들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헌법적 권위가 시민들을 지배할 수 없는 까닭은

그러한 헌법이 ‘시민들의 공동선’에 입각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지배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권위를 의식한다면, 이러한 체제의 사회에서

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자의적인 간섭에 대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권력을 행사하던 자들이 이러한 헌법 조항의 범주

에 들어오려고 할까? 페팃은 결국 이러한 헌법 조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

지 않으면 지배자들 역시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게 되는 위치에 놓

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 규정의 전략’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Pettit, 1997: 68).

헌법적 권위는 사람들을 지배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이용 가능한 선택을 일관되게 제

한하거나, 그러한 선택에 더 큰 희생이 따르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법률체제

와 정부든 특정한 선택지들이 더 이상 행위자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으며, 최소한 더 

이상 이전처럼 이용 가능하지 않는 현실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률체제와 정부

는 다양한 선택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강제적 압력들을 사용하게 된다. …

(중략)… 그러나 비록 헌법 규정 전략이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상호 권력 전

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비지배 달성에 있어 보다 가능성이 높다(Petti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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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물론 위의 페팃의 주장처럼 ‘헌법 규정 전략’은 기존의 지배자나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선택지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

에서, 그들에게 강제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헌법 규정

전략은 시민들이 공통의 지식으로서 법의 정당성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을 수용하는 데 있어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페팃의 생각이다. 또

한 ‘상호 권력의 전략’은 비지배 달성을 위해 사적 영역의 노력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산된 방법과 전략을 쓸 수밖에 없으므로 심각

한 약점들이 발생할 것(Pettit, 1997: 95)이라고 보는 페팃의 입장에서 헌법 규

정은 상호 권력의 전략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할 ‘법치의

제 1요건’이다.

2) 비지배 자유 보장을 위한 법의 조건

(1) 조작불가능성과 헌정주의

공화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자유는 국가의 제도나 정책에 의해 보장받는다.

하지만 누군가의 자의적 조작에 의해서 제도나 정책이 시민을 지배하고 억압

할 수도 있다. 페팃은 공화주의에서 제도나 정책에 대한 조작불가능성

(non-manipulability)을 확보하려면 ‘법의 제국의 완성’, ‘법률적 권한의 분

산’, ‘반다수결주의 실현’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된 헌정주의

(constitutionalism)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Pettit, 1997: 173).

헌정주의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법의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의 성문

화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법의 성문화는 정부 기구의 재량권을 완전히 박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 기구의 활동을 성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Pettit, 1997: 176). 즉 법의 제국을 실현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문서화나 극단

적인 절차주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Pettit, 1997: 176). 왜냐하면,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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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와 절차주의에 빠지게 되면, 정부 기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재량권이

하나도 남게 되지 않아 오히려 그들의 비지배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

이다. 엄밀하게 법의 제국을 완성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누군가의 비지배를 약

화시키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헌정주의의 두 번째 조건으로서, 법률적 권한의 분산은 법의 조작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이다(Pettit, 1997: 178-179). 즉 만일 권력이 분산되지 않

는다면, 정부 기구의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형태로 법을 조작할 수 있

고, 만일 권력자의 법의 조작으로 인해 누군가는 비지배를 당할 가능성이 높

아질 것이다. 이러한 권력의 분산은 공화주의의 오랜 전통인 ‘혼합정’과 ‘입

법․행정․사법의 권력 분립’과 다른 것이 아니다(Pettit, 1997: 179-180), 만일,

3권 분립과 혼합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전제정으로의 경도 가능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비지배를 누릴 가능성이 약화

된다.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조작을 막기 위한 조건으로, 법을 가능한 성문

화하려고 노력하고, 정부 기구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 헌정주의의 세 번째 조건으로서, 그것은 반드시 법을 개정함에 있

어 다수의 지지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Pettit, 1997:

180). 이러한 페팃의 반다수결주의 조건은 그 사회의 다수가 언제든 그 사회

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닐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다수가 원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의 소수자

들은 항상 지배를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

국 사회에서 영원한 다수인 백인들은 소수 인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제도나 정책을 언제든 강압적으로 추진한다면, 백인은 항상 소수 인종

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둘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수의 억압은 아마도 페팃

이 목표로 하는 비지배 자유로서의 공화주의의 이상적 모습은 아닐 것이다.

(2) 권력자 부패에 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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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팃은 권력자는 부패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권력을 가졌을 경우, 권력을 이용한 욕망의 충족을 위해 임의적인 정

책과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일련의 부패 행위에 대한 규제

는 그 행위 당사자가 도덕적인 사람인 경우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반면, 그

권력자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방식의 규제가 요구

된다. 페팃은 이러한 권력자의 부패는 개인적 덕성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

다는 입장을 취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ettit, 1997: 211-212).

페팃은 부패한 권력자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재(sanctions)와 선별

(screens)’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제재보다는 선별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212-220). 제재는 권력자가 정해진 규

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하고, 규칙을 잘 준수한 경우 보상을 주는

통제의 방식을 말한다. 이에 비해, 선별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자신이 앞으

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선제적으로 분별하여 특정 선택지들을 배제할 수도,

또한 추가할 수도 있는 방식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국민의 투표에 의해 정당

하게 정권을 잡은 권력자가 앞으로 자신의 공적 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미리

담보받기 위해서 정부 주요 공직자의 임명 절차에서 특별 인사위원회를 구성

하여 적격 후보자를 선별하여 후보자를 임명하는 절차적 제도 혹은 규칙을 포

함시키는 제도를 미리 선정하는 경우를 선별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페팃

은 공화주의 전통에 따르는 규제를 위해서는 제재와 선별의 방식 모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두 방식 중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반부패

적 노력을 보여줄 기회를 선제적으로 부여하는 선별의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재와 선별은 도덕적 능력이 낮아 부패를 저지른 권력자

를 처벌하는 ‘일탈자 중심의 규제(the deviant-centered regulation)’에 적용되

어야 할까? 아니면, 도덕적 능력이 비교적 높은,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권력자에게 초점을 맞춘 ‘순응자 중심의 규제(the

complier-centered regulation)’에 적용되어야 할까? 페팃은 공화주의 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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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가의 공적인 일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의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는 일탈자 중심의 전략보다는 순응자 중심의 전략이 더 우선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215). 그 이유는 일탈자 중심의 전략은 그가 선호

하는 선별의 방식보다는 제재의 방식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악한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일탈자 중심의 제재들이 갖는 문제는 그러한 제재를 적용

하는 모든 행위자들에게 동기와 헌신에 대한 노골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선천적 순응자에게 일탈자 중심의 제재들은 철저한 모욕으로 여겨질 수도 있

다.…(중략)…이처럼 악한의 경향성을 가정하는 제재들을 부가하는 것은 선천적 순응자

를 소외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화나게 하거나 그들이 적대적이고 방어적

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부추길 수 있다(Pettit, 1997: 217-218).

페팃은 공화주의의 전통에 따라 권력자는 수치와 명예를 중시한다고 가정하

고, 일탈자 중심의 전략은 권력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

식은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자신의 덕성을 잘 유지하고 드러낼 수 있는 순

응자 중심의 전략을 통해 권력자의 명예를 높여주는 보상의 전략을 통해 권력

자가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페팃은 권력

자 부패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 순응자 중심의 전략 하에서 제재의 방식보다는

선별의 방식이 옹호되어야 하며, 비록 제재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순응하는 사

람들에게 좋은 보상을 주어야 하고, 이러한 처벌 후에도 부패한 권력자가 나

타나면 그를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페팃은 권력자 부패를 막기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으로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그는 헌정주의의 조건으로는 법의 제국, 권력 분산, 반

다수결주의를 제시하며, 민주주의의 조건으로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공정

하고 객관적인 토론과 심의의 절차를 제안한다(Pettit, 1997: 232-233). 즉, 그

는 권력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 자체에서 시민들의 심사숙고의

결과물로서 법을 만들고, 이러한 법을 통해 권력자가 통치를 해야 한다고 본

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운

영되어야 하며, 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한 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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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부인함으로써 권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 가능

성을 차단한다.

3) 비지배 자유 보장을 위한 시민적 교양

‘민주적 참여’의 과잉을 우려하면서, 단지 덕성을 시민적 견제력으로만 한정

시킨 페팃 입장에서도 사실상 비지배를 보장받기 위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견제력을 넘어서는 ‘규범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페팃은 공화주의의

핵심으로 비지배 자유, 헌정주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시민적 교양(civility)’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246). 비지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한 법의 집행이 필수적이며, 이러

한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교양’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적 교양’이 확보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법의 정당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Pettit, 1997: 251-252). 만일 법이 공정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

다면 시민들은 ‘법을 지키기 위한 덕성’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시민

적 교양’을 위축시키는 ‘일탈자 중심의 제재’가 최소화되고 제한되어야 하며,

‘무형의 손(intangible hand)’27)이 장려되어야 한다(Pettit, 1997: 253-257). ‘일

탈자 중심의 제재’는 의욕을 가진 공화국 시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높이려는 의지와 열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억압적인 제재와 분위기에 눌려

국가에 대한 희생으로서의 덕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을 갖게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뇌물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패방지법을 제정되면, 이

는 공화국의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지게 만들어 공화국의 발전을 위

한 그들의 의욕과 동기를 꺾을 수 있다. 법이 너무 엄격하게 제정된 나머지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다보면 공화국의 시

민들은 자신이 법 위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가지게 될 수

27) 페팃은 공직자가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놓는 공적 

토론의 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공통적 지식이 공유되는 토론 공간을 ‘무형의 

손’이라고 부른다(Pettit, 1997: 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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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한다.”는 ‘일탈자 중심의

규제’를 통한 국가의 개입 보다는 ‘무형의 손’을 장려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시

민적 교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이 공화국의 가치와 역사를 내면화(internalization)하고, 국가와

일체화(identification)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Pettit, 1997: 257). 페팃은 이러

한 ‘내면화와 일체화’가 자신의 목적과 가치에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도구적인

것이라는 의견에 반대하고, 일체화의 과정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Pettit, 1997: 258). 우리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연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면화와 일체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페팃의 생각이다. 시민적 규범을 나의 자아 속에서

내면화하는 과정 자체가 시민적 교양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페팃의 주장은 공동체주의자들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며, 자유

주의적 자아의 개념에 반대되는 것이다. 또한, 페팃은 애국심이 적절한 시민적

교양과 결합하게 된다면, 훌륭한 시민적 덕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Pettit, 1997: 260). 국가를 사랑하게 되면, 국가는 개인의 비지배 자유를 위

한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적 교양’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제정한 법과 제도를 신뢰하고, 이를 통

해 공동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도덕적 민감성을 가

지고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충실히 지킬 때, 공화국의 시민의 삶은 비지배

자유를 획득할 것이고, 더 나은 행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28)

‘시민적 교양’과 관련된 사례로서, ‘지하철 임산부 배려 좌석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수도권 지하철 차량 1대당 임산부 배려석 2석을

마련해, 총 7100개의 임산부석을 마련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

들의 인식 미비와 부족한 배려의식으로 2015년 해당 좌석을 분홍색으로 바꾸

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임산부들은 자리를 배려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분홍색 좌석으로 바뀐 이후 승객들은 대부분 임산부석인 것을 인지하고는 있

28) 물론, 이러한 국가에 대한 사랑이 ‘전체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비지배 자유

의 개념 자체가 전체주의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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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자리를 실제로 양보하지 않는 경우로 이어지는 않아 제도 시행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임산부 배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임산부 배지는 핑크색으로 ‘임산부 먼저’라는 글이 적혀있기 때문에 초기 임산

부들이 가방에 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 할 때 임산부 배려석에 눈치 보

지 않고 앉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임산부 배지를 달고 배려석 앞에 섰

을 때 ‘임신한 척 하는 거 아니야?’는 소리를 듣고 나서 배려석 앞에 서기가

눈치 보인다는 임산부들이 많다.”29)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임산부의 날을 맞아 80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임신부의 59.1%만이 '배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

다. 즉, 임산부 10명 중 4명은 임산부석 양보 등을 비롯한 배려를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다.”30)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절벽시대

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아직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안착시키고 시민들의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일까. 그것은 페팃이 주장한대로, 시민적 교양의 필수조건인 공동체에

대한 일체화와 내면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대부분

의 시민들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

고, 그러한 경쟁력의 혜택이 다시 나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 그러한 제도를 실천할 의지가 생길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제도의 시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규범의식의 향상과 시민적 교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

련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 공통적 지식(common knowledge)을 통한 시민적 우정

29) 신문 ‘뉴스2데이’,2017년 10월 15일 기사 “임산부 배려석에서 ‘눈치’보인다는 임산부

(http://news1.kr/articles/?3124250)”에서 인용

30) 신문 ‘뉴스1’, 2017년 10월 16일 기사 “임산부석 시행 2년째…임산부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

'(http://news1.kr/articles/?312425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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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적 지식과 구조적 평등주의

페팃은 비지배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자유가 증진되고 보호되어야만 함을 심리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

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비지배 자유에 대한 관심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Pettit, 1997:

70-72).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머무른다

면, ‘우연히’ 타인의 지배와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영원

히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 속한 개

별적 시민들이 비지배를 누려야 한다는 이러한 상호주관적 인식을 공유한다면

지배자의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개인들이

‘친절해 보이는 주인’에 의해 비지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오

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또한, 지배자에 대항하는 피지배자들의 ‘공통적 지식’은 지배자들이 지닐 수

있는 자의성을 규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 서로가 서로에게 지

배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

러한 상호주관적 지식은 비지배의 필요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페팃은

‘불간섭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전통은 ‘공통적 지식’을 ‘간섭’으로만 바라

본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72-73). 자유주의는 개인의 삶을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공통적 지식’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바로 이러한 공

통적 지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비지배 자유와 불간섭 자유의 차이로 드러나

는 것이다.

‘공통적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페팃이 주장하는 ‘구조적 평

등주의’ 개념과도 연결된다. 페팃은 ‘물질적 평등주의(material egalitarianism)’

의 실현 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평등주의(structural egalitarianism)’의 실현

이라고 주장한다(Pettit, 1997: 113-119). 국가의 제도로 인한 혜택의 수혜자가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제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혜택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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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즉 비지배의 향유를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그 제도로 인해

오히려 비지배 자유가 감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경우, 비지배 자유의 ‘범

위’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누군가의 비지배 증진이 누군가의

비지배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비지배 자유의 ‘범위’의 문제에 이어, ‘강도’의 문제를 따져보자. X라는 정책

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 비지배를 향유하게 되었는데 그 증가분이 A이고, 어

떤 사람은 비지배가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분이 B라고 가정해보자. 페팃은 그

러한 X라는 평등적이지 않은 정책을 감행했을 때, A가 반드시 B보다 커야만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A가 B보다 항상 클 것이라는 장담

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114-115). 따라서 평등하지 않은 정

책을 펴는 것이 비지배 자유를 극대화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비

지배 자유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평등주의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즉 비

지배의 향유는 사회 전체의 권력비율에 따르는 구조적 관계 혹은 함수 관계이

다. 이러한 비지배 자유의 ‘범위’와 ‘강도’의 문제와 같은 구조적 함수를 잘 해

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공통적 지식의 역할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쟁을 예로 들어보

자.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하고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

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러한 교육 정책이 모든 사람의 비지배 자유를 증

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에 보내고 싶어도 경제적 사정으

로 인해 자녀를 일반고에 보낼 수밖에 없던 부모의 경우, 지배의 입장에서 비

지배의 입장으로 변환되는 반면, 자녀를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시켜 보다 양질

의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부모의 경우, 비지배의 입장

에서 지배의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비지배 향유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지배를 감소시키는 역학적 함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페팃의 표현을 빌면 ‘비지배 자유의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더 나아가

만일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이러한 폐지로 인해서 비

지배가 증진된 사람의 비지배 증가분이 비지배가 감소된 사람의 비지배 감소

분보다 많아야만 성공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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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못한 결과를 산출할 경우, 그것은 최소한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자율형 사립고 폐지’ 문제와 같은 ‘경합적 갈등 관계’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페팃이 주장하는 ‘공통적 지식’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화주의 전통에서 강조되는 ‘시민적 우정’의

가치는 현대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에게 있어서는 ‘공통적 지식’의 연대감으로

등장한다. 사람들이 공통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만일에 있을 자의적

간섭에 대항할 수 있는 인식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이는

공화국을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공통적

지식을 공유한다면 공동의 심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이로 인해 비지배 자유의

보다 효율적인 분배를 도모할 수 있다. 다음의 페팃의 주장을 통해, 비지배 자

유의 효율적 분배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A와 B 두 개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B의 간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저항하거나 간섭

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 A는 A와 B로 구

성된 사회에서 B로부터 처벌받지 않고 B의 자의적 간섭에 종속되지 않은 채, 높은 수

준의 비지배를 누리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가 지니는 권력을 보다 증

가시킨다고 하더라도 A가 누리는 비지배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A는 그가 지니는 권력들의 증가가 지니는 한

계생산성이 제로인 지점에 있을 수 있다. 이 증가분은 비지배라는 목적에서 실제로 불

필요한 권력을 A에게 제공하는 잉여분일 뿐이다. 하지만 반대로, A가 B의 간섭에 일

반적으로 저항할 수도 없고 이를 억제할 수도 없는, 상대적으로 무력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를 가정한다면, 이러한 증가분은 엄청난 가치를 지닐 것이다(Pettit, 1997:

115-116).

같은 제도라도 충분히 비지배를 누리고 있거나,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비지배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물질적으로 부족

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그 사회의 전반적인 비지배를 극대화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를 쉽게 표현하자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 같은 원리로서)

‘한계 비지배 자유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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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문제에 이러한 ‘한계 비지배 자유 체감의 법칙’을 적용해 보자. 물론, ‘자

율형 사립고 폐지’ 문제에 ‘한계 비지배 자유 체감의 법칙’을 적용한다고 하더

라도 완벽한 해결책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함으로 인

해 더 높은 비지배 자유를 누리는 계층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 반대측’인지

‘자율형 사립고 폐지 찬성측’인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어느 측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로 인해 더 많은 비지배 자유를 누

릴 수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된다면, ‘한계 비지배 자유 체감의

법칙’을 통해 이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로 평가받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관련된 시민들 사이에 ‘비지배 자유에 보장에 관한

인식적 연대’의 필요성을 시민들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만일 ‘자율형 사립고

폐지’ 문제에 비지배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적 공유를 실현할 수 있다

면, ‘자율형 사립고 폐지 반대측’과 ‘자율형 사립고 폐지 찬성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통적 지식을 통한 인식적 공유는 시민적 우정이라는 소중한 공동체적 가치

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미니움(dominium)의 해결을 통한 시민적 우정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에서 시민적 우정은 ‘적극적 우정’보다는 ‘소극적 우정’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 어려운 형편의 시민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

해 도움을 주기보다는, 단지 공동체 구성원 ‘서로 간의 비지배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우정이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페팃은 국가의

‘임페리움’ 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다른 시민들이나 집단들에 의한 사적인 ‘도미

니움’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즉 비지배 자유는 국가의

제도와 정책, 법에 대한 견제에 의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의 일

상적인 지배의 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남편

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환경의 파괴로 인해 미세먼지를 들이마셔야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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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시민들, 고용주의 은혜와 자비에 의존해야만 하는 노동자들, 해당 국가의

주류 민족에게 소외를 겪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의 영역에서도 자의적인 지배가

존재함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비지배 공화주의’가 많은 역

할을 할 수 있다. 사실상 가정 폭력, 미세 먼지의 문제, 노사관계, 주류 민족과

비주류 민족의 갈등 관계와 같은 문제들에 있어 적극적 우정의 역할은 문제 해

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문제의 갈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

성이 크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남편에게 “우정을 발휘하라”고 한다

면 남편의 더 가혹한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세 먼지를 많이 유발

시키는 만큼 노후화가 진행된 경유 차량에 대해 ‘우정의 차원에서’ 운행을 멈추

어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도리어 경유 차량의 소유자들의 분노

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근로자 측에서

회사 측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우정을 거론한다면’ 회사 측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까. 중국이나 스페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수 민족의 독립에 관한 문제

해결과정에 엄청난 유혈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단순히 ‘우정

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에서 우정은 ‘적극적 해법’보다는 ‘소극적 해법’,

즉 ‘서로가 각자의 비지배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우정을 지켜가는 방법

을 선호한다.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나의 부적절한 요구, 또는 자의

적 간섭이 다른 동료 시민의 비지배 자유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지속적으

로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시민들 간의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

라서 로마 전통 공화주의 관점에서 시민들 간의 우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타인의 비지배 자유 침해가 나의 비지배 자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점에 있다. 만일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정 파탄으로 인해 돌아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의 몫이라는 것을 알

아야 하고, 미세 먼지를 유발하는 경유차를 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노후가

진행된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

다.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는 이러한 “비지배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민감한 인

식”이 결국에는 시민 서로 간의 진정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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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페팃은 이러한 도미니움의 해결을 통해 우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중요한 덕목

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화주의적 언어’의 사용이다(Pettit, 1997:

130-147). 환경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다문화주의의 사상들은 공화주의와 결

합해 우리의 일상적인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배의 모습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

켜줄 수 있는 중요한 사상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들이 기존에 왜 ‘정치적 토

론과 심의의 장(場)’에 들어오지 못했는가. 또한, 이들이 왜 시민적 우정의 영역

에 들어오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상들이 가진 특수한 언어들 때

문이라는 것이다. 환경주의에서 말하는 녹색정치, 다문화주의에서 말하는 주류

적 언어들과 같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 쉽게 수용되지 못했던 다

소 폭력적이고 거친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상이든 공적 영역의 토론과 대화에서 적절한 언어적 요소를 사용한

다면 비지배 공화주의와 양립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주의에서 말하

는 녹색 정치라는 말을 ‘공화주의적 언어’로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환경이 악화된다면 당장 공기가 나빠져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러면 우리는 비

염에 시달려 시도 때도 없이 콧물을 흘려야 하니 우리의 일상적 삶은 분명 자의

적으로 지배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노후 경

유차를 비롯한 국내적 요인과 중국 발 스모그와 같은 국외적 요인에 대한 정책

을 새롭게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서 보면,

노동자 문제, 남녀 불평등 문제, 이주 노동자 문제 등의 논의들이 정치적 영역에

서 활발히 토론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

적 우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페팃은 공화주의자라고 해서 반드시 환경주의, 사회주의, 다문화주의,

페미니즘과 같은 운동들에 대해서 찬성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134). 다시 말해 페팃의 공화주의는 이러한 사회운동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공적

영역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을 무조건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페팃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

에 열거된 사회 운동들이 모두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운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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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론이 좌파에 치우친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다. 실제로 페팃은 자신의

비지배 자유론이 사회의 주류적 계층을 옹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134). 즉 주류에 속하고 부유한 사람들 역시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해서는 비지배의 이상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페팃은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비

지배 자유론이 사회의 급진적인 부류와 보수적인 부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폭넓고, 포용적인 자유론임을 밝히고 있다.

5. 소결

지금까지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자인 페팃의 공화주의 사상을 자유, 덕성, 준

법, 우정의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가지 가치에 드러난 페팃 공

화주의 사상의 도덕 교육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도덕 교육에서는 자유를 설명할 때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

유를 통해, 자유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페팃은 비지배 자

유 개념을 통해 자유를 설명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통해 자

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비지배 자유 개념에

따르면, 소극적 자유는 “나에게 간섭을 행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지배를 당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겉으로는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한, 비지배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달리, “나를 지배할 의도가 없는 간섭이라면

충분히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이나 제도가 개인의 삶을 정

당하게 규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러한 2가지 측면에서 페팃은 소

극적 자유에 대한 비지배 자유의 이론적 우월성을 주장한다. 또한, 적극적 자

유는 민중들의 선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개별 시민이 피해를

보거나 지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비지배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집단주의로의 경도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근거를 통해, 페팃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 대신에 비지

배 자유 개념이 진정한 자유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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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생들로 하여금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덕 교육은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덕성 개념을 차용한다. 그러나 페팃은

공동체주의적 덕성이 극단적으로 실천될 경우, 자칫 민중주의를 유발할 수 있

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래서 페팃은, 공화주의 시민은 “A 정책이 시민의 자유

를 자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다수 있어. 그러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야겠군.” 혹은 “B 정책이 공정하지 않

은 여러 근거들이 있는데, 이 정책 관련 공청회에 참가하여 건의사항을 제안

해야겠군.”과 같은 견제력 수준의 덕성을 갖추는데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 이상의 여론을 선동하는 것과 같은 초과 행동은, 국가의 포퓰리즘 정

책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다른 시민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 교육적 관점에서 페팃의 덕성 개

념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정부 정

책을 감시하기 위한 자세와 태도를 갖출 것을 기대한다. 페팃의 덕성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통해 평소 토론 중심의 심의의 과정

을 경험할 필요가 있으며, 모의 선거, 모의 행정 감찰, 모의 공청회 등의 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페팃의 준법관은 자유주의 준법관과는 달리, 법과 도덕의 관계가 서로

밀접하다고 본다. 페팃은 비지배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정 질서가 중요하

다고 보는데, 이러한 법의 통치가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도

덕적 교양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본다. 페팃은 시민들이 법을 잘 준수하기 위

한 교양을 ‘시민적 교양’이라고 부른다. 페팃에 따르면, 이러한 시민적 교양은

공정한 법치라는 환경적 조건과 공동체의 역사를 내면화하고 일체화하는 개인

적 조건이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페팃에게 준법을 위한

기본 조건은 국가가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속

한 국가를 비판적 눈초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역사와 정책을 이

해하고 신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페팃의

공화주의 준법관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처한 현 상황과 과

거의 역사를 잘 이해해야만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음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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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워준다.

넷째, 페팃은 기존의 자유주의가 강조하지 못했던 우정의 개념이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다. 페팃은 비지배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동체의 모든 시민들이 ‘공통

적 지식’을 통해 비지배 증진을 위한 ‘인식의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호 인식 연대는 지배자가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주고(임

페리움의 방지), 동료 시민이 다른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차단한다(도미니움의

방지). 특히, 노사문제, 환경문제, 남녀차별 문제, 다문화 가정 차별 문제 등에

서 공통적 지식을 통한 상호 인식의 공유와 연대는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빠

른 해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대가 바로 우정 그 자체이다. 페팃의 공통적 지

식을 통한 우정론을 따를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우정을 억지로 행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행하는 방법을 쉽게 깨우칠 수 있다.

이와 같은 페팃 공화주의가 지닌 도덕 교육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로마 전

통 공화주의 기본 철학을 충실히 계승하는 그의 공화주의는 ‘소극적 형태의

공화주의’라는 한계점을 노출한다.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는 시민들 각자가 ‘지

배(domination)의 삶’보다는, ‘비지배(non-domination)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도 ‘비지배 자유’이며, 덕성도 적극적 정치 참여

가 아닌, 단지 ‘견제력 수준의 덕성’을 강조한다. 비지배의 삶을 확보하기 위한

‘투철한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시민들 간의 연대의 수준도 ‘비지배 인식의 공

유 차원’으로 한정시킨다.

따라서 페팃의 공화주의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아테네 전통의 샌델 공화주

의와 같은 ‘적극적 형태’의 공화주의와 비교하면, ‘정치 참여의 적극성’이 결여

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심지어 페팃과 같은 소극적 형태의 공화주의를 고수

한다면, 기존의 자유주의가 지닌 정치 참여의 소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Ⅳ장에서 페팃의 공

화주의를 살펴본 방식과 마찬가지로, 샌델의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를 자유,

덕성, 준법, 우정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페팃 공화주의가

선보이지 못했던 다른 모습의 공화주의를 소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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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을 통해, 페팃과 샌델로 대표되는 현대 공화주의를 도덕 교육에 적용

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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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덕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샌델의 공화주의

1. 자치로서의 자유

공화주의 관점에서 페팃과 샌델은 공히 자유주의자인 롤스를 비판적 관점에

서 바라본다. 특히, 이들은 롤스의 자유주의를 소극적 자유주의의 전형으로 간

주한다.31) 페팃은 롤스식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로 규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자

신의 비지배 자유가 지닌 이론적 우위성을 강조한다. 샌델은 롤스식의 자유가

지닌 특유의 ‘중립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롤스식의 자유가 ‘정치 참여의 소

극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학자의 롤스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

현대 공화주의가 부상하게 된 근본적 배경 중의 하나이다. 이번 절에서는 롤

스의 절차적 자유주의에 대한 샌델의 비판을 살펴봄으로써, 샌델의 ‘자치로서

의 자유’의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샌델은 롤스의 ‘절차적 자유주의(procedural liberalism)’를 비판함으로써 ‘자

치(self-rule)로서의 자유’를 표방하는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가 부활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다. 샌델은 롤스의 『정의론』이 출간된 후로 ‘권리 지향 자

유주의’가 더욱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본다(Sandel, 1998: 184). 그러면서 샌

델은 롤스가 “옳음(right)이 좋음(good)보다 우선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좋은

삶의 개념에 대한 정부의 중립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샌델은 이러한 ‘중

립성의 요구’가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도덕적․철학적 사안에 대해 함구하

거나 회피하게 함으로써, 결국 시민들의 자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장기적으

로는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31) 물론, 롤스를 자유주의자가 아닌 공동체주의자로 평가하는 학자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의 

주요 근거는 “사회적 연합(union)에서만 개인은 자유롭다.”처럼, 『정의론』에서 등장하는 롤

스의 공동체주의적 발언들 때문이다(이종은, 2016: 15). 하지만, 그가 자아의 사회성을 부정하

지 않는 서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스를 공동체주의자로 평가하는데 

주저한다. 왜냐하면,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스가 정의론의 성립근거를 시민들의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관념에 근거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 입장의 무연고적 자아 개념에서 찾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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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실제로 우리는 롤스가 말한 것처럼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전제로

‘선(善)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정의의 원칙’을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기준과 원칙

을 만드는 데 있어 좋은 삶의 개념이 먼저 고려되지 않는다면, 과연 좋은 정

의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샌델은 정의의 문제는 선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으며, 선의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반성과 숙고,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의의 문제는 매우 허무하고 내용 없는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

다고 주장한다. 샌델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은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세워지는 것이며, 이러한 자치의 과정 속

에서 시민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

이다.

더 나아가 샌델은 이러한 롤스의 ‘정치적 인격 개념’, ‘중립성의 요구’가 지

닌 3가지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롤스가 강조하는 ‘정치적 정체성을 지

닌 자아’는 진정한 ‘자치로서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샌

델은, ‘정치적 정체성’ 논리에 입각하여 도덕적․종교적 교설들 간의 이견에

대해서는 괄호(bracket)를 쳐야 한다는 롤스의 주장은 “중대한 정치적 합의의

과정에서 결과의 산출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Sandel,

1998: 196). 동성애, 마약, 낙태, 생명 공학 윤리와 같은 문제들에 있어 항상

명확한 결론이나 합의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롤스가 말한 ‘정치

적 정체성’이 위와 같은 논쟁에서 참이나 거짓을 판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위의 이슈들과 관련된 법의 제정이나 제도의 정비가 실질적

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샌델은 낙태 논쟁을 예로 들며, 만일 롤스의

괄호 치기(bracketing)가 적용된다면, 카톨릭 교설에서 내세우는 태아의 도덕

적 지위와 같은 논의 자체를 아예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Sandel, 1998: 197-198). 서로 상이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교리들 간의 생산

적 논의 자체를 토론의 영역에서 아예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심의와 숙고를 풍

부하게 만들 근거와 토대의 생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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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자유’가 감소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샌델은 ‘링컨과 더글라스의 노예제 논쟁(1858년)’을 예로 들면서, ‘정치

적 자유주의의 괄호 치기’가 지닌 한계를 설명한다. 더글라스는 연방정부는 노

예제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그는 연방 권력이 노예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미국 헌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각 주의 권리

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Sandel, 1998: 198-199). 반대로 링컨은 노예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그는 노예제를 폐해로 간주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andel, 1998: 199-200).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은 더글라스의 중립적 주장에 대해 반

대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노예제가 공정하지 못하며, 비인

간적인 제도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

는 바는 중립적 절차라는 것이 항상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

다. 샌델은 “오늘날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더글라스의 주장에 대해 어

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샌델은 만일 ‘칸트식 자유주의’라

고 한다면,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는 인격주의 정언명령에 의해

‘노예제 반대’라는 확고한 대답을 얻을 수 있기라도 하겠지만, 이에 반해 롤스

식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1858년의 노예제 논쟁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Sandel, 1998: 201). 이는 형이상학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칸트의 의무론을 포기한 롤스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의미

하며,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노예제 상황에서 ‘중립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스스로 철학적 정당성을 잃게 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즉 노예제라는 명백하

게 비인간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정치가 지닌 순

기능’을 무시하는 일이며, ‘정치를 통해 우리의 좋은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

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링컨과 더글라스의 노예제 논쟁’은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샌델은 롤스가 정의(justice)의 문제는 ‘순리적 다원주의의 사실(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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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of reasonable pluralism)’32)이 반영되지 않고, ‘순리적 불일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주

장한다(Sandel, 1998: 202-203). 롤스는 사람들이 도덕적․종교적․철학적 교

설들에 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지만, 정의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지 않으며,

설령 이견이 있더라도 숙고를 통해 이견을 없앨 것이라고 주장한다. 롤스는

이를 통해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

덕적․철학적 영역은 ‘순리적 다원주의의 사실’이 존재하지만, 정의에 대해서

는 ‘순리적 다원주의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만, ‘옳음과 좋음의

불균형’ 혹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즉 ‘좋은

삶(좋음)에 대한 이견’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정의(옳음)에 대한 이견’은 발생하

지 않는다고 주장해야만 칸트식의 형이상학적 정의관을 벗어나는 롤스만의 독

립적 정의관이 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샌델은 소득 분배, 형평

과세, 의료 복지와 같은 정의의 문제에 관한 수많은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으

며, 쉽게 이성적으로 규제될 수 없는 산적한 논쟁들이 즐비하다고 말하면서,

차등의 원칙과 같은 정의 원칙만이 유독 이러한 순리적 불일치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Sandel, 1998: 204).

샌델은 롤스가 차등의 원칙이 노직과 같은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정의관보다

더욱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지만, 사실상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이론이 더

욱 우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롤스가 반성적 균형을 통해 ‘차등의 원칙’을

도출한다면, 반대로 자유지상주의 역시도 반성적 균형을 통해 ‘자생적 질서를

통한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Sandel, 1998: 2071-208). 이러한 점에서 샌델은

정의의 문제에서도 순리적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의

의 영역에서 순리적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설득력

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롤스 입장에서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 주장을 유

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정의의 영역에서는 순리적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32) 롤스는  ‘다원주의의 사실’과 ‘순리적 다원주의의 사실’을 구분한다. ‘다원주의의 사실’은 이

성적인 토론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다원화된 상태를 가리키고, ‘순리적 다원주의의 사실’은 

철학적․종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치열하게 이성적 숙의를 나눈 후에도 결론이 도

출되지 않는, ‘순리적으로‘ 불일치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 88 -

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의의 영역에서 순리적 불일치가 존

재한다는 실증적 근거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관심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권’

에 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 초점은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한 적절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만 65세 이상이 노인이 지하철을 무임승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의의 분배 문제’가 초점이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롤스의 말

대로 정의의 영역은 순리적 다원주의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최근 공사가 완료되어 운행되고

있는 몇몇 민간투자 지하철 사업의 경우, 과거의 정부나 서울시가 운영 책임

을 맡아 경영을 해왔던 것과는 달리, 노인의 무임승차로 인한 영업 이익의 손

실로 인한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영

향으로, 다른 민간 투자 지하철 및 경전철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교통난이 심한 곳의 주민들을 애꿎은 피해만 입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

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 순손실은 7,968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무임승차

에 따른 손실은 4,939억 원으로 전체의 61.2%에 이른다.”33) 문제의 핵심은 ‘노

인 복지’와 ‘정상적 기업 운영의 불가능’이라는 분배 정의의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

의 노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지하철 무료승차권 정도의 복지 혜택은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만일 적자로 인해 지하철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는 우리들의 교통 복지가 오히려 줄어들 위험에 처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

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특히, 복지와 관련된 정의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인 무임승차 논쟁’ 역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롤스가 말한 ‘정의의 영역’에 ‘순리적 다원주의의

사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33) 인터넷 신문 ‘THE FACT 라이프’의 2017년 10월 09일자 기사 “말 많은 지하철 무임승차,

어찌 해야 하나”에서 인용(http://news.tf.co.kr/read/life/16990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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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영역’에서도 ‘다원주의적

경합의 상황’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활발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진행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대한 능동적 지배권을 찾아야만 한다.

셋째, 샌델은 롤스가 말하는 공적 이성은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교설들 사이의 순리적 차이가 있는지

를 숙고하고 논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Sandel, 1998: 210-211). 즉 정치적

자유주의의 공적 이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 하지만, 합법적 논쟁에 필

요한 요소를 오로지 ‘헌법의 필수조항(constitutional essentials)’과 ‘기본적 정

의의 문제’로 제한하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를 사실상 사전에 차단해버린다

(Sandel, 1998: 211-212).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정치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심의할 때, 그들 개인의 포괄적 교설들은 숙고와 토론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정치적 가치들만이 논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논쟁에 있

어 포괄적 교설의 엄격한 제한은 공적 이성을 헌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롤스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헌법의 조항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 것

과 마찬가지로, 공적 이성을 통한 정치 논쟁에는 오직 개인의 신념을 배제하

는 정치적 근거만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샌델은 이러한 ‘헌법적 제약’은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정치적 자유주

의 ‘기본 전제’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주장한다. 샌델

의 입장에서 보면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적 이성의

제약’은 ‘낙태 논쟁’과 ‘동성애 논쟁’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을뿐더러 토

론 과정에서 양질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한다. ‘낙태 논쟁’에

서 착상된 순간의 존재를 인간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 혹

은 도덕적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치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카톨

릭의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려는 사람 역시도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 토론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한 특정 도덕적․종교적․철학적 입장을 가진 자는 롤스의 헌법적 성격의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배제적 상황’에 대해 “누가 롤스가 말한 정치

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샌델은 반문한다. 샌델은 만일 정치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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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가 지속되어 도덕과 종교에 관련된 논쟁과 의견에 괄호를 치게 된다면,

오히려 왜곡된 종교적 관점들이 난무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을

낳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문에는 단순히 연예인들의 스캔들을 비

롯한 가십거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Sandel, 1998: 216-217). 만일

이러한 단순한 연예인들의 스캔들과 같은 가십거리가 넘쳐난다면, 우리의 공

화주의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담론과 토론은 갈 곳을 읽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자의적 간섭

에 끌려 다니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자유주의가 주장하듯, 민주적 토론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신념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샌델은 철학적으로 창백한 토론은 자유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는 도덕적이고 철학적 의견이 상이한 시민들이 서로의

숙고된 믿음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토론을 할 때, 우리 삶의 선(善)은 고양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으로, 샌델이 롤스의 ‘정치적 인격 개념’을 비판하는 3가지 근거를 자세

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판의 초점은 도덕적․종교적 논쟁에서 중립적 입장

을 취하게 될 때의 부작용을 제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롤스의 절차적 자유

주의를 현대 사회의 이론적 토대로 고수할 경우,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에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 사안이었던 동성(同性)간의 결혼 합법화 문제, 양

심적 병역 거부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심

지어 이러한 이슈들이 공론화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동성애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그 자체로 도덕적․종교적․철학적 입장

간의 대결을 함축하고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공화주의가 현대 사회의 개인선과 공동선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교

육과정에 편성된 만큼,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 관점에서 롤스의 ‘중립성 논

제’에 가한 비판은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각자가 지닌 도덕적 입장과 종교적 신념,

철학적 관점이 모두 발휘되는 조건 속에서 비로소 진정성 있는 토론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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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페팃의 자유론은 비지배 자유의 보장을 위한

보다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데 비해, 샌델의 자유론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

적 책임감의 차원에서 도덕적․종교적 입장이 개입되는 열린 토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치 참여의 적극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 정치 참여로서의 덕성

1) 샌델의 ‘형성적 기획(formative politics)’

(1) 형성적 기획의 발단

『민주주의의 불만』에서 샌델은 ‘자치 상실의 두려움’과 ‘공동체 약화에 대

한 두려움’이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Sandel, 1996: 3). 구체적

으로, ‘자치 상실의 두려움’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힘’들에 대

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며, ‘공동체 약화에 대한 두려

움’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 기초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

움이다. 그러나 샌델은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할 만한 정치적 의제나 해법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andel, 1996: 3-4). 그러면서 샌델은 현

시대의 공공철학이 자유주의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에 이미 존재하는 자치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공공철학을 우리가 미처 발견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그는 현대의 중립적이고 절차적 자유주

의가 자치와 공동체 약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우리의 ‘자치(自治)’와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본다.

샌델은 로크, 밀, 칸트, 롤스로 이어지는 자유주의의 전통이 현재 미국 사회

의 공공철학을 지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뒤에 처져있는 공화주의의 전통

을 공공철학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핵심은 자유의 개념 정립에

있으며, 그것은 ‘자유주의적 자유’의 회복을 통해서가 아닌, ‘공화주의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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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활을 통해 가능하다. 자유주의가 자유를 ‘자아가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지만, 공화주의는 자유를 ‘자치’로서 이해한다. 자유주의 역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공화주의

와 모순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정치 참여’는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공적인 일에 대한 지식’, ‘소속감’, ‘전체에 대한

관심’, ‘도덕적 유대’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것 이

상을 요구한다(Sandel, 1996: 5).

정치 참여는 ‘사적 문제’라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 대한 관심과 유대

감’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공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는 시민

들이 ‘특정한 인격적 성질’이나 ‘시민적 덕성’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특정한 입

장이나 덕성을 갖추지 못한 시민은 공적인 일에 대한 ‘입장(position)’을 가지

지 못하게 되며, 그렇다면 공적 사안에 대한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공화주의는 ‘자치의 특징’을 가진 이상, ‘시민들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다(Sandel, 1996: 6). 자유주의와 달리, 공화주의는 시민들

의 인격과 가치의 고양을 위한 ‘형성적 기획(formative politics)’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Sandel, 1996: 6). 샌델은 현재의 자유주의 철학이 공공

생활의 두려움과 무력감을 해소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서,

자유주의는 자유를 약속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를 보장할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Sandel, 1996: 6). 자유주의는 중립성을 강조하는 만큼 공

동체 참여의 동기를 고취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샌델은 시

민들의 자치 참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화주의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제

기한다.

샌델이 ‘형성적 정치학’을 기획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대 정치철학의 중심에

있는 롤스가 전제로 하는 인간의 2가지 의무 개념 때문이다. 롤스는 인간은

오로지 2가지 의무만을 가지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갖는 기

본적인 의무인 ‘자연적 의무(natural duties)’와 계약과 같이 오로지 동의를 바

탕으로 하는 ‘자발적 의무(voluntary obligations)’라고 말한다(Sandel, 1996:

14). 자연적 의무는 정의를 행하거나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즉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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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본성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자발적 의무는

계약과 같은 인위적인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의무이다. 이

2가지 의무만을 의무로 인정하는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만일 ‘공동체 구성원의

유대감’이나 ‘충성’과 같은 의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러한 ‘충직이나

연대’와 같은 가치에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충직이나 연대’가 그들에게

‘자연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샌델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에게 공동체는

자발적 합의의 결사체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속한 국가를 향한 충(忠)의 마음

이나 조상 혹은 동료 시민에 대한 배려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위

안부 할머니를 위해 기금을 마련한다고 할 때, ‘자발적 의무’만을 의무로 간주

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불만』에서 샌델은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미국 사회에서 벌어

졌던 종교인 과세, 낙태, 동성애 등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제시한다. 이 중

에서 1970년 캘리포니아의 ‘무책주의 이혼법’에 대해 샌델의 비판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 새로운 캘리포니아의 이혼법은 전통적인 이혼법이 고

려해왔던 도덕적 요소들에 괄호를 쳐버렸다(Sandel, 1996: 109).34) 기존에 이

혼의 요소들로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도덕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배우자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륜이나 도박과 같은,

배우자가 저지른 비도덕적 이유들이 없더라도, 심지어 상대방의 이혼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

의 이혼법이 한 사람이 결혼 계약을 고수하는 한 여전히 ‘결혼 상태에 있을

권리’를 함축하고 있었던 반면, 새로운 이혼법은 어느 한쪽의 요청만으로 이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혼할 권리’를 증진시킨 것이다(Sandel, 1996: 109). 새

로운 이혼법은 남편이 더 이상 전처와 아이들에 대해 금전적으로 부양할 책임

이 없으며, 이혼 수당을 ‘평생의 의무’가 아닌 ‘일시적 의무’로 규정하였다

(Sandel, 1996: 109).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가족법은 계속해서 미국 전

34) 샌델은 자유주의가 도덕적․철학적․종교적 현안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

수함으로써, 결국 공동체의 중요 현안에 대해 ‘괄호’로 남겨두게 되어 공동체의 자치가 상실

되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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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확산되었고, 1985년에는 미국의 ‘모든 주’가 ‘무책주의 이혼법’을 적용

하였다(Sandel, 1996: 110).

‘무책주의 이혼법’이 지닌 정치철학적 함의는 무엇일까? 물론, 자유주의 이

혼법은 결혼 생활에서 피해를 받아왔던 배우자에게 속박적 굴레를 벗어나 새

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열어주고,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의 지위를 향

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괄호를 침으로써 오히려 ‘가족의 전통적 의미’를 퇴색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배우자 한쪽만의 결정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결혼의 의무감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거부한 것이며, 전처와 아이들

로부터 자립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부모의 의무를 회피한 것이다. 새로운

‘자유주의 결혼법’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선(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더 이상 ‘의미 없는 행위’로 격하시킨 것이다.

(2) 형성적 기획의 전개

샌델은 『민주주의의 불만』에서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시민적

덕성에 대한 정치적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상세히 기술한다. 그는

미국 초기의 국부(國父)들이 헌법을 제정할 때, ‘시민적 덕성’을 형성하려는 목

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미 국부들은 부패나 사치, 황금만능주의가 어떻게

‘시민적 덕성’을 해칠 수 있는지를 공화주의 전통을 통해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국부들은 ‘시민들의 덕’이

타락할 가능성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었으며,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

적이고 공공적인 정신이 지속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17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덕적 혁신은 그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으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대응책이 등장하였다. 하나는 ‘형성적인

(formative)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적인(procedural) 것’이다(Sandel, 1996:

129). ‘형성적인 방식’은 교육과 그 밖의 다른 수단을 통해 덕을 함양하려고 하

였으며, ‘절차적인 방식’은 ‘헌법의 수정을 통한 방식’이다(Sandel, 199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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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인 방식’은 공립학교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덕성을 기르고자 하였으

며, 그들에게 공동선에 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희생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였

다. 절차적 방식은 1787년 헌법을 통해 공동선의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는

데, 이 방식은 절대로 인민의 도덕적 인격을 성장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으며, 1787년 헌법은 ‘인민의 덕성’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동선을

달성하고자 하였다(Sandel, 1996: 129).

샌델은 1787년 헌법을 입안하기 위해 모인 사람 중 해밀턴(A. Hamiton)과

매디슨(J. Madison)을 주목한다. 이 두 명의 국부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덕성’

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편이 아니었다. 해밀턴은 일반 시민들이 덕성을 자

기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화주의자들의 희망

을 비웃었으며,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정 모델도 미국의 환경적 조건에는 적합

하지 않다고 보았다(Sandel, 1996: 129-130). 매디슨 역시 자유는 ‘시민의 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 이익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체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여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삼권분립을 주장하였

다(Sandel, 1996: 130).

하지만 이 두 명의 헌법 입안자들이 ‘덕성보다 제도에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덕성’을 길러내는 ‘형성적 기획’에 관심을 아예 가지지 않

은 것은 아니다(Sandel, 1996: 130-131). 매디슨은 ‘자치’를 위해서는 ‘시민의

덕성’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해밀턴 역시도 국가의 ‘형성적 역할’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특히, 해밀턴은 연방 정부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때, 시민들은 연방정부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방 정부가 인민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들의 인격

적 습관을 잘 형성하려고 노력할 때 연방정부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

한다(Sandel, 1996: 133). 샌델은 매디슨과 해밀턴에게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미국 공화주의의 형성적 기획의 시원(始原)을 찾고 있는 것이다.

18세기 말을 지나, 이제 잭슨(A. Jackson) 대통령 시대인 1830년대 초반에

도 미국의 ‘형성적 기획’은 이어진다. 잭슨파와 휘그당은 나란히 연방정부에

맞선 주권주의자들로서, 엘리트 중심의 공화주의보다는 민중 중심의 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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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그들은 선별된 엘리트 중심의 정책보다는 인민

들의 도덕 교육과 정치 교육에 강조점을 둔 인민 중심의 형성적 기획에 관심

을 가지고 있었다. 두 정당 모두는 소수 지도층이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에 반

대하였으며, ‘시민적 덕성’과 ‘공공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휘그당이 시민들의 도덕성을 개선하기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방법은

공립학교를 통해 ‘시민적 자질’을 키우는 것이었다(Sandel, 1996: 165). 당시 메

사추세츠 주 교육위원회 제1서기인 호레이스 만(H. Mann)에 따르면, 인간은

‘자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화정’에 필요한 ‘인격적 특질’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andel,

1996: 165). 호레이스 만은 또한 학생들은 구구단을 배우는 것만큼 황금률

(Golden Rule)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독단적 신학은 배제해야 하지만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프로테스탄티즘 교리는 교육과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Sandel, 1996: 165-166). 즉 만은 도덕적이고 종교적 교리를 교육과정

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만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면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사익에 기초한 천박한 포퓰리즘 역시 경계하였다.

건국 초기부터 19세기 초중반까지의 형성적 기획의 전개를 설명하면서 샌델

은 결론적으로 “덕이 없다면 자유가 존재할 수 없고, 덕이 언제나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면, 공화주의는 항상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려는 과업을 실천해야

만 한다.”고 주장한다(Sandel, 1996: 127). ‘자유가 먼저 존재해서 덕을 요청하

는 것’이 아니라, ‘덕이 없다면 자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덕이 부패의 가능성을 항상 함축하고 있다면 이를 방

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덕성’을 함양해야 하는데,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특

정한 입장과 특질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공화주의 정부는 ‘시민들의

도덕적 특성’이나 ‘시민들이 추구하는 목적’들에 ‘중립적’일 수 없으며, 시민들

의 인격과 목적들을 형성하기 위한 역할을 맡아야만 한다(Sandel, 1996: 127).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미국은 제조업의 성행으로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임

금노동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의 고된 공장 노동의 삶을 조명하며 이들이

과연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공화주의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샌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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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자유관에 의하면, 자유는 자치에 참여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러한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특정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인격적 성향과 특질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공장에 다니는 임금노동자로서의 삶을 내가 선택

했다고 해서 내가 자유를 확보하고 향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샌델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을 통해 ‘도덕적 요소들’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샌델이 보기에 임금노동자들은 오로지 먹고 사는데 집중하는 나머지 정

치적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상실

된다. 따라서 샌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삶은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19세기 말로 가면서 미국은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자발적

자유주의자(voluntarist)들의 견해가 공화주의적 의견들에 비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임금노동(wage labor)을 유덕하고 자유로운 인간을 양성하는 것

이 아닌, 단지 고용주의와 피고용인 사이의 계약의 산물로 여기는 분위가 팽

배해져 갔다(Sandel, 1996: 171).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주의의 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조리함에 맞서기 위한 ‘노동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노동운동은

산업자본주의가 대기업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해 공화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다. 대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소기업들의 권리

를 침해함으로써, 시민들 사이의 권리 불균형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노동운동

은 공화정을 위협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더 큰 책임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노예로 취급함으로써 ‘덕에 관한 공화주의적 가치’를 추락시켰다는 점에 있다

고 주장한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고속 성장하는 미국의 산업 환경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노동자들이 소규모 농장의 자영농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

능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산업자본주의의 환경에 적응해야 했

으며, 자본주의 안에서 공화주의적 가치를 재발견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주

의의 거대한 물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임금노동의 항구성을 인정

하면서 단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작업 조건만을 개선하려는 노동조합주의

로 방향을 수정하였다(Sandel, 1996: 198). 노동조합주의는 그동안의 임금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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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공화주의적 논쟁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물질적 조건의 향상에만 관

심을 기울였으며, 더 나아가 경제의 번영과 공정성 논변에 자신들을 포함시켰

다. 이는 시민적 이상의 종언(the demise of civic ideal)을 의미했으며, 자유주

의 공공철학의 본격적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3) 형성적 기획의 위기

19세기 말에 등장한 ‘자발주의적 자유관’은 20세기 이후 미국의 정치, 경제,

법률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사상이 되었다. 주로 개인의 권

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였는데,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의 확대 등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자발주의적 자유관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공화정의 숙제인 ‘자치에 대한 열망’을 해결

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Sandel, 1996: 201). 개인의 권리

는 증가하였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통제력’은 상대

적으로 상실되었다(Sandel, 1996: 201).

이러한 ‘자발주의’는 ‘현대의 절차주의’에 영향을 미친 바, 도덕적이고 철학

적인 논쟁에서 괄호를 치도록 요구하고 ‘정치 참여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결국

개인을 비정상적인 통제의 덫으로 빠뜨리게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

다. 자발주의 자유관은 개인들이 ‘자신만의 권리를 강조’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상호관계망을 부정’하도록 만든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택한 행위가 사회나

경제의 구조를 통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여겨 거부한 행위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는 미국 사회가 공화주의 전통을 포기하고 자발주의를 채택하여 발생한 문제

점이며, 다시금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치 공동체를 지배

하는 데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Sandel, 1996: 202).

샌델은 20세기 초 당시 미국의 대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

한 소비자 보호 운동(consumerist vision)에 주목한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 운

동이 추구하는 연대감의 목표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단결된 대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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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분배에 대한 열망이었지, ‘시민의 덕’을 향상시키는 과업에 있었던 것

은 아니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로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일체감을 보였으며, 이를 위해 그들은 국민투표, 국민 소환, 여성의 참

정권 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정치에 참여하였다. 대기업의 트러스트를 바라

보는 관점도 ‘소비자의 입장’과 ‘시민적 공화주의’의 입장이 달랐다. 소비자 운

동가들은 ‘대기업의 트러스트’를 ‘시민적 자치에 대한 공적 위협’으로 보는 것

이 아니라, 단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적 해악’으로 간주하였다

(Sandel, 1996: 224).

샌델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운동’은 ‘인민이 선호하는 것을 어떻게 고양시

킬 것인지’를 묻는 대신 ‘인민이 선호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면서

도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Sandel, 1996: 225). 따라서 ‘소

비자 보호 운동’은 ‘공리주의’와 ‘자발적 계약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향

후 이러한 운동은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시민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민

주주의의 형태로 발전해 나간다. 반대로 ‘시민적 공화주’의 노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운동’은 ‘시민의 도덕적 인격 향상’에 대해 무관심하고, ‘형성적

기획’을 배제했다는 관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여기게 되었다.

샌델은 이러한 ‘소비자 보호’ 운동뿐만 아니라, 체인점이 활성화되었던 1920

년대의 경제상황도 ‘반(反)공화주의적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기업의 체인점이 지역의 상권을 침식하면서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는 것은

‘경제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야기하여 지역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의 ‘지위와 자치’를 위협하였다고 본다. 브랜다이스 역시 “대기업이

초래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자치에 위협이 되며, 다수가 경영에 대한 책임

과 결정에 참여할 때에만 자유 유지에 필수적인 도덕적․지적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Sandel, 1996: 229). 이에 대해 체인점을 옹호하는 자

들은 체인점의 역할을 ‘덕성의 함양’과 같은 도덕적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건국 초기

부터 이어져오던 ‘형성적 기획의 전통’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자처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0년대 케인스 경제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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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장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분배 정의 문제가 경제학

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즉 새로운 정치경제학은 이제 공화주의

기획보다는 절차적 자유주의의 요구에 따르게 되었다. 샌델에 따르면, 케인스

경제학은 절차적 자유주의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케인스 경제학은 미

국 경제의 문제점은 ‘철학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

는 방법이나 수단’에 있다고 본다(Sandel, 1996: 262-263). 즉, 경제 문제는 ‘이

념’보다는 ‘경제 체제’를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당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생겨난 독보적인

전 지구적 영향력과 그에 따른 경제 규모의 급속한 성장을 반영하고 있었으

며, 그럴수록 건국 초기부터 공화주의자들이 꿈꾸어왔던 ‘시민 자치권 실현’에

대한 야망은 점점 쇠퇴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 시민들은 미국 경제의 번영

과 성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란 집단적 운명을 통제하는

힘을 공유하는 시민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가

치와 목표를 독립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Sandel, 1996: 262-263). 이제 정부는 유덕한 시민을 길러내는 일보다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서의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

는 조건들과 공정한 분배의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들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

다.

(4) 형성적 기획의 결말

제퍼슨에서 시작해 루스벨트 시대까지 오면서 공화주의는 ‘자치로서의 자유’

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성적 정치학’이라는 야망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1960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치경제학을 지배해 온 자유주의 철학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을 기르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선택권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샌델은 이러한 ‘형성적 기획’의 욕구를 완전히 꺾어 놓은 학자로 ‘롤스’를 꼽

는다. 1970년대 롤스의 『정의론』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권리는 공리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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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공공복지의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

다. 도덕적 주체로서 자아는 목적들에 우선되며, 심지어 매우 지배적인 목적들

조차도 수많은 가능성으로 선택되는 존재일 뿐이다(Sandel, 1996: 290-291).

개인권이 강조됨으로써, 정부는 목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 그

런데 정부가 목적과 선에 대한 중립을 취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최소 수

혜자(the worst-off)에게 지원을 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자(富者)거나 빈자(貧者)인 것은

모두 도덕적으로 자의적인(morally arbitrary)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만일 최소 수혜자라면 그들의 삶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그 사회의 어떠한 도

덕적인 자의성이 개입되어 열악해진 것이므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서는 사회적이든 금전적이든 보상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목적

에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 더해서 ‘개인의 경제적 열악함’을 책임지는 ‘분

배적 정의의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렇게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1970년대 미국

의 공공철학을 점령하게 되었다.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한 좋음의 입장들에 관해 침묵을 지켜야만 한다. 정치, 경제,

법, 철학을 비롯한 광범위한 공적 문화 속에서 이러한 자유주의 공공철학은

위력을 더해갔다(Sandel, 1996: 294). 그러나 이러한 ‘중립적 자유주의’는 속속

그 한계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비록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해결책을 지

혜롭게 제시한 공헌은 인정되지만, 미국인들은 점차 자신들의 선택권이 강조

될수록, 오히려 자신의 삶의 둘러싼 환경이 자신들을 오히려 지배하고 있다는

징후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사건, 대학생들의 시위, 반전 시위

와 같은 196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종의 대혼란과 그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는 이를 대처할 만한 도덕적․정치적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Sandel, 1996: 296).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이기보다는 ‘단순히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

작하였고,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1970년대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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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도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 탄핵 위기에 처한 닉슨의 사임, 베트남의 몰

락, 오일 쇼크 등의 불안한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시민들은 공동체의 자치가

상실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갖게 되었다(Sandel,

1996: 296-297). 이러한 공동체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점차 시민들의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적 공화주의’의 프로젝트가 미국 정치철학

학계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2) ‘형성적 기획’ 비판에 대한 대응

절차적 자유주의가 초래한 공동체 상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적 공

화주의의 이상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면, 현대에 들어와 공화주의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폴

리스는 약 3만 명 정도로 구성된 현대로 치면 서울시의 한 동 정도의 인구수

와 크기의 국가였다. 이후 유럽의 공화정도 유럽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발전하

여 왔다. 그들은 노동, 가사, 공부, 진로, 여가와 같은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많이 공유하는 만큼 공적 참여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의 모습은 공화주의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들이 같이 모여 토론을 진행하기에는 거대한 크기의 국가 형태

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 정치 참여로서의 공

화주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러나 크기의 문제는 현대 사회의 발달된 SNS

와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며, 지방 자치의 실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여론 조작이나 대중

선동과 같은 취약점에 노출되기는 쉽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 노력한다면,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 최소한 의사소통의 기반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불만』에서 샌델은 현대 사회에서 공화주의가 실현되기 어려

운 보다 현실적 이유는 그것이 지닌 ‘배타성’과 ‘억압성’에 있다고 본다(Sandel,

1996: 317-318). ‘배타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은 특정한 덕과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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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요구에서 비롯된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여성과 노

예들은 배제되었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외국인 이민자의 경우 정치에 직접적

으로 참여할 기회가 제한된다. 이는 시민적 덕성은 출생과 같은 고정된 범주

에 의존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기인하지만, 많은 공화주의 이론가들은 좋은 시

민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성적 기획을 잘

시행하면 좋은 시민들은 충분히 양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Sandel, 1996: 319).

이렇게 좋은 시민들이 양성되면 ‘배타성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여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화주의 구성원들의 자격 범위를 넓힐 경우, 이들을 교육시

키기 위한 ‘형성적 기획의 요구’는 보다 ‘위압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자격과 권

리를 공유하도록 하려면 형성적 기획은 더욱 섬세하고 강해져야 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샌델은 이러한 ‘억압성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그리 염

려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독립선언에 서명한 벤저민 러시는 “사람들은 공화주의적 기계로 개조하고” 각 시민에

게 “자신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공유 재산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다. 하지만 시

민 교육이 반드시 그와 같이 무자비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성공

을 거둔 공화주의적 치심술은 비교적 온건한 지도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19세기 

미국 생활에 영향을 준 시민권의 정치경제학은 공통성만을 육성하려 한 것이 아니라 

공동선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독립성과 판단력도 육성하고자 했다. 그것은 억

압을 통해서가 아니라 토크빌이 “사회가 스스로 가하는 점진적이고 조용한 조치”라고 

부른 것, 즉 설득과 습관화의 복잡한 혼합을 통해 영향을 발휘했다(Sandel, 1996:

319-320)

위의 샌델의 서술에 따르면, 공화주의의 ‘형성적 기획’은 억압적이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고도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토크빌이

경험한 그 당시 미국의 공화주의는 보다 ‘반(反)억압적이고 분산적인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시 미국의 공화주의는 마을, 학교 등에서 정치적

토론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요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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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억압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순리적인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루소가

주장하는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일반의지(general will)’의 단일성과는 구별

되는 것이다. 루소에게 있어 ‘시민들의 토론 과정’은 ‘만장일치’에 가까울수록

‘일반의지’도 더욱 지배적이게 되는 반면, 토론이 길어지거나 의견의 충돌이

생긴다면 ‘일반의지의 약화’로 인해 국가가 몰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Sandel, 1996: 320).

샌델은 공동선은 ‘단일하고 논쟁가능성(contestability)이 없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루소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미국 전통의 시민적 공화주의는

‘시민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를 불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면

서 샌델은 미국의 ‘시민적 공화주의’는 ‘정치적 논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

라 ‘정치적 논쟁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Sandel, 1996: 320).

시민적 공화주의는 시민들이 속해 있는 단체의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견을 갖

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공적인 사

안에 민감함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전통에 따르면, 공화주의가 굳이 ‘억압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샌델의 생각이다.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고’와 ‘시민적 공화주

의’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주의의 ‘형성적 기획’이 ‘특수한 인격적 특질’을 시민들에게 부여

하거나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들이 항상 염려하는 바, 만일 ‘나쁜 공동

체’가 존재한다면 ‘나쁜 인격’이 산출될 수 있는 위험을 쉽게 제거할 수는 없

다. ‘토론의 활성화’를 전제하는 한, 항상 ‘나쁜 목적’을 위해 특정 집단의 선동

이 성공하여 또 다른 특정 집단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억압당하거나

그럼으로써 지배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화주의의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샌델은 공화주의 자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절차

적 자유주의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와 자치의 상실의 심각성에 호소한다. 특히

그는 미국의 정치 현실에서 ‘절차적 중립주의’가 ‘시민적이고 형성적인 기획’들

을 경시한 결과로, ‘시민들 사이의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유대감’이 상실되었다

고 본다. 특히, 그는 현대 자유주의의 정치적 비전은 너무 빈곤해서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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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도덕적 에너지’를 담아낼 수 없다고 보았다(Sandel, 1996: 323).

결국 그는 현대 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한 ‘자치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시민적 덕성을 형성하려는 기획을 실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면서 그는 이러한 형성적 기획이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서 요구된다고 본다.

자치의 도덕적 필요조건을 강조하고, 정치 담론에서 덕과 인격 형성, 도덕적

판단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우파의 입장을 충족시키고, 자치의 경제적

필요조건을 강조하고, 공동체의 민주적 삶의 토대를 약화시키려는 경제 세력

들과 대항한다는 점에서 좌파의 입장을 충족시킨다(Sandel, 1996: 324).

우선, 시민적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중립성이 교육에도 ‘가치중립성’이

라는 전염병을 퍼뜨리게 만들어, 학교가 ‘시민적 덕을 함양하는 곳’으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본다(Sandel, 1996: 325). 정부가 시민적

교육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인들은 더 이상 국가에 도덕적 교육을 의존할 수 없

게 되었고, 가족이나 교회와 같은 도덕교육의 대안을 찾게 되었다. 이에 대해

샌델은 교회, 학교, 공동체 센터, 도서관 등을 공동선에 대한 숙고의 장소로

부활시켜야 하며, 공동체와 시민들 사이에 공화주의의 도덕적인 공적 언어가

보다 확실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자치의 도덕적 조건을 강조한 시민적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민주주의의 부

활을 위해서 경제적 조건을 강조한 공화주의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현대 사회

의 경제적 불평등이 공화주의의 오랜 이상을 실현하는 데 방해를 한다고 믿는

다. 실제로 고전적 공화주의의 전통에 따르면, 극심한 불평등은 부자의 빈자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자치에 필수적인 공동체성을 약화시켜 결국에는 그들의

자유를 상실하게 만든다.35)

샌델은 경제적 불평등은 생활 방식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분리시키

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본다. 부유한 사람들은 사설 헬스클럽, 골프 클럽 등

에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냄으로써 자신

들만의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Sandel, 1996: 331). 이는 우리나라

35)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한 경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되지 못하여,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 ‘정치적 우애’를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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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자들이 공적 영역을 벗어나 자신들만의 고립된

영역을 구축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은 더욱

멀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시민들의 덕성도 약화된다(Sandel,

1996: 332). 공화주의는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덕성을 키우는 시민

교육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학교에서 시민 교

육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사회의 모든 계층의 학생들이 골고

루 섞여서 서로의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층 사이의 물리적 분리와 구분은 이러한 민주적

토론의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공간적 분리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샌

델은 신도시주의자(New Urbanism)들의 견해를 지지한다(Sandel, 1996: 335).

신도시주의자들은 다양한 연령과 소득, 인종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신도시주의는 자동차보다는 사람을 위해

설계하고, 시장(market)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설계함으로써 민주적 미덕 형성

을 위한 활력 넘치는 공간을 다양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신도시주의자들은

도보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동네나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격자형 도로 건

설을 지지하며, 동네 중앙에는 광장, 공원, 도서관, 학교 등을 지어 지역의 현

안을 토의하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한다(Sandel, 1996: 335-336). 또한,

지역사회연합(Communities Organized for Public Service) 역시도 도덕적 언

어와 정치적 담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Sandel, 1996:

337). 지역사회연합은 가톨릭 교구에 기반을 둔 단체로서, 교구의 신자들이나

자녀들을 위해 공적인 삶의 이상을 제공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

법들을 친절히 제공한다.

샌델은 정치 참여로서의 덕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미국의 시민권 운동의 발

자취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권 운동은 권리의 평등과 자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시민적 자유 노선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샌

델은 시민권 운동에서 자발주의적 자유주의보다 공화주의가 보다 중요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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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음을 강조한다(Sandel, 1996: 348). 인종 차별 금지법의 제정에 있어 자발

주의적 자유관이 공헌한 바가 크기는 하지만, 소수 인종도 공공 생활에서 자

신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공화주의 전통이 보다 우위의 헌신

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권 운동이 단순히 법의 발

의와 제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인격적 특징을 형성하려는 도덕적

기획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남부의 흑인 교회들은 대중 집회, 시민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공간을 내주는 등 시민적 참여를 구축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투표권법을 달성한 뒤에도, 이

에 만족하지 않고 공공 생활에서 시민들이 더욱 도덕적 담론과 토론에 심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시민권 운동은 시민적 자유의 획

득을 위해 법뿐만 아니라 공공의 대화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공화

주의 전통에 많은 부분 의존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공공 생활의 이야기 자원들은 쉽게 남용되거나, 파편화되어

인간의 주체적인 이야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는 연예인에 대한 가십

거리와 정치인의 사생활,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등의 사건이 미디어에 질서 없

이 노출되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줄 진정한 이야기들을 나눌 시간

과 공간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미디어의 잡다한 이야기들은 공동체

의 전통에 대한 숙고와 반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며, 그렇다고 어떠한 책임

성도 가지지 못하는 공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할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Sandel, 1996: 351). 이러한 저항이 성공하고, 공화주의가 부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치적 쟁점들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Sandel, 1996:

351). 다만, 공화주의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치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

항하여 정치적 논쟁을 활성화는 데 있다(Sandel, 1996: 338).

3. 습관의 형성을 통한 준법

1) 중립성에 근거한 법 제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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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델에 따르면, 중립성에 입각한 법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릴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 그는 낙태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며, 도덕이나

종교에 대한 경쟁적 견해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시도들은 대개 그러한

시도들이 괄호 치고자 하는 논쟁들에 대한 침묵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렇다면 왜 롤스가 중립성을 요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당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샌델이 제시하는 준법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자.

샌델은 롤스의 ‘목적에 앞서는 자아관’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닐 수 있는 도

덕적 의무나 정치적 의무 등과 같은 의무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Sandel, 1998: 188). 예를 들어,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속한’ 가족이

나 회사, 마을에서 나에게 ‘연대의 의무’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

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따른 의무만을 강조하

는 롤스의 자아관에 따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연대나 충직의 의무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롤스의 자아관은 칸트의 의무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칸트

가 주장하는 ‘옳음의 우선성 논제’는 ‘좋음과 행복이라는 경향성’에 의해 인간

의 ‘이성적 판단’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Sandel, 1998: 5).

‘행복의 경향성’이 아무리 그 사회의 ‘최고선’으로 인정되더라도 그것에 의해

나의 ‘자율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칸트의 입장에서 ‘옳음

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며, 모든 ‘경험적인 목적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인간의 의지와 자유는 어떤 ‘공통적인 원리’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 왜냐

하면, ‘도덕적 주체’만이 ‘자율적 의지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주체 자신 이외의

누군가도 옳음을 이야기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경험적 목적’

보다 ‘옳음이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감성계에서 벗어난 ‘초월적 주체’만이 자

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자유관’에서 영향을 받은 롤스는 ‘가

장 질서 정연한 사회’는 ‘어떤 특수한 선관을 가정하지 않은 원칙에 의해 지배

되는 사회’라고 주장한다(Sandel, 1998: 9),

샌델은 ‘롤스의 자아관’에 대해서, “고대인들의 인간관처럼 인간이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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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는 존재라기보다 본성상 목적을 선택하는 존재로 가정되는 한, 인간의

근본적인 선호는 ‘자기 인식의 조건’이라기보다 ‘선택 조건을 위한 것’임에 틀

림없다고 주장한다(Sandel, 1998: 22).” 또한, 샌델은 롤스의 이러한 자아관은

‘칸트의 초월적인 개념’, 즉 ‘예지계를 통한 자기 인식’이라는 형이상학을 받아

들일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하면서(Sandel, 1998: 24), 칸트의 ‘형이상학적 자아

관’에 의존하고 있는 롤스의 자아관을 비판한다. 인간은 ‘공동체의 목적’에 독

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목적’을 선택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

다는 롤스의 주장에 대해 샌델은 자신의 선(善)을 찾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

과 함께 노력할 때, 인간은 자기를 반성할 수 있고,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인

식할 수 있다고 대응한다.

샌델을 비롯한 여러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은 롤스는 칸트의 형이상학

에 대한 의존성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칸트의 철

학과 결별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36)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치

적 자유주의와 포괄적 자유주의를 구분하고, 자신의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

주의’를 표방하는 것이지, ‘포괄적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Sandel, 1998: 189-190). ‘포괄적 자유주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 교설’에 중립

적이지 않고, 그러한 교설들을 수용하고 포함하는 자유주의를 말한다. 이에 비

해, 롤스는 이러한 도덕적․종교적 교리들의 특정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자유

주의를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명명한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국가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적 논쟁들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논쟁들의 기초 근거가 되는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교설들의 차이를 합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6)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따를 경우, 칸트의 자유주의 사상이 샌델이 주장하는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와 대립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샌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칸

트에게 영향을 받은 롤스의 사상이지, 칸트의 자유주의 사상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칸트의 

자유주의 사상은 자기 스스로 입법한 보편적 준칙을 당위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측면

에서 공화주의 사상과 배치되지 않는다. 다만, 롤스를 비롯한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이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 즉 목적에 대한 권리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칸트의 사상을 자신들의 관

점으로 해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샌델의 비판의 칼날은 칸트의 공화주의적 요소

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칸트의 형이상학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한 롤스의 무연고적 자

아의 개념을 향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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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다원화된 삶과 논쟁들을 해결하는 방법으

로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제안한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단

일론적인 합의를 성립하기 위한 철학적 토대를 찾는 대신에 ‘중첩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논쟁들의 합의점을 찾으려 한다(Sandel, 1998: 190). 중첩적 합의

에 따르면, 도덕적․철학적․종교적 교설들 간의 합의는 서로가 수용되는 선

에서 합의가 일부 가능하지만, 그들의 ‘양립 불가능한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남겨두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합의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샌델은 이러한 ‘롤스의 중첩적 합의의 개념’이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샌델은 공적 영역에서 ‘중첩적 합의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실제로 합의를 할 때 도덕적․철학적․종교적 교설들 간의 대립

상황에서 ‘침묵’ 혹은 ‘괄호 치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합

의에 대한 회피 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샌델은 비록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칸트의 예지계를 통한 ‘초월적 인

격’의 개념을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공적 주체로서의 ‘정치적 인격’ 개념을 정

당화해냈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치적 인격 개념이 공적 영역에서의 정의 원

칙 기준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이에 대해 롤스는 합

의의 상황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처지를 서로 모르는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을 통해서 중첩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원초적 상황에서 정치적 인격들이 공적 이성(public reason)

을 잘 발휘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물론 롤스 역시

공적 이성이 잘 작동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 교설에 이끌려 공정하지

않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Sandel, 1998: 192). 그러나 롤스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종교적 교설을 강하게 신뢰하고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는 중첩적 합의를 통해 개별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적 결

정을 내려야 한다고 단언한다.

물론 롤스는 공적 이성의 작동이 합의의 상황에 모인 구성원들의 정의감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성적 균형 상태(reflective

equilibrium)’라는 개념적 장치를 마련해둔다. 정치적 인격 주체가 정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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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정 선관이나 교설들과 상관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택했을 경우, 그

정의 원칙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좋은 삶과 너무 동떨어지거나, 사람

들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수용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수정되고 변경될 필요가 있

다. 공적 이성을 통해 결정된 정의 원칙이라도 그것이 최선의 삶을 구현하지

못하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정의 원칙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로 ‘반성적 균형

상태’의 역할이다. 다시 처음의 합의의 상황으로 돌아가 ‘공적 이성’을 통해 정

치적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합의의 과정과 결과’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숙

고하여 참여자들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최선의 선을 도출하게 된다.

이때의 ‘공적 이성’은 칸트의 ‘초월적 주체’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며, 오로지 ‘정치적 인격’의 주체가 공정성을 전제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공적 이성을 작동시켜서 원초

적 입장에서 공정한 정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이다. 더불어

“우리가 과연 공적 이성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

는 도덕적․종교적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롤스는 ‘정치적(political)’이란 개념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해 답한다. ‘정치적 인격’은 ‘좋은 사람’과 ‘좋은 시민’의 개념 구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좋은 사람은 포괄적인 철학적․도덕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 가

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좋은 사람일 수는

있다. 그러나 좋은 시민은 포괄적인 철학적․도덕적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좋은 시민은 정치적 인격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때 ‘정치적’이라는 것은

‘민주적 정치 공간에서의 공적 정체성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롤스

는 정치적 인격 개념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인 정치 문화에 이미 내재해 있

다고 주장한다(Sandel, 1998: 193). 즉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존재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좋은 시민이어야 하며, 정치적인 차원에서 공정하

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정치적 합의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포괄적인 도덕적․종교적 교설들에 입각하여 판단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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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성을 발휘할 동기가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2) 준법을 위한 인격적 특질 함양

그러나 이러한 롤스의 ‘정치적’이라는 개념이 지닌 문제점은 헌법이나 법률

의 제정에서 중립성을 요구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절차적 자유주의는 중립성

을 열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관용하는 실천적 사례들에 괄호를 치며, 특정한

자아관으로 인해 “사람들의 신념이나 삶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인간 존중”을 추

구한다. 이러한 관용으로 인해 사람들은 실천적 가치들에 대해 옳은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며, 오로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만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샌델은 법에 대한 헌신적 마음은 중립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시민의 역할을 인식하고 시민권을 따르는 의무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법에 대한 숭고한

마음은 특정한 습속, 전체 공동체에 대한 관심, 공동선의 추구를 토대로 생긴

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샌델은 이러한 준법의 마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길러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샌델은 아리스토

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법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좋은 인격을 형

성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본다.

좋은 헌법과 나쁜 헌법의 차이는 시민들에게 법을 제정하는데 참가하도록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주었느냐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나아가 “가족, 이웃,

종교, 노동조합, 개혁운동, 지방정부 등은 사람들이 구성원으로서의 습관을 양

성하고 사적 목적을 넘어 공동선을 지향하게 함으로써 시민권 행사에 관해 알

게 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실천들을 양성

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실천들의 운명에 무관심한 공적 삶은 공화주의적 전통

이 생각하는 자치에 필수불가결한 덕성을 길러내지 못한다고 본다(Sandel,

2015: 173).”

결론적으로, 샌델은 중립적 입장에서 제정되고 있는 법 제정의 절차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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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쳐야 준법정신이 고양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샌델은 법을 제

정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지닌 도덕적․종교적

입장을 거침없이 제시할 때, 비로소 시민들은 준법의 덕목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개별 시민은 가족을 비롯하여 자기가

속한 작은 공동체, 예를 들면, 학교나 마을의 자치적 회의에 반복적으로 참여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개별 시민은 자연스럽게 준법의 습관을 기를 수 있다

고 주장한다.

4. 구성적 공동체와 우정

샌델에 따르면, ‘자발적이고 절차적인 자유관’은 사회적 상호관계망을 부정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자유를 통제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

라고 주장하면서, 본래 우리가 지닌 ‘삶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산업의 발달을 통해 나타난 ‘자발적 자유관’은 사람들의 ‘집합적

(collective)’37) 관계만을 강조할 뿐, ‘시민들 사이의 우정’은 경시한다. 그래서

샌델은 도시의 인위적인 설계를 통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놀이터나 문화

회관 등등을 이용하여 도시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우정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

다고 말한다.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샌델이 구상하는 공동체의 구체적

모습은 무엇일까. 그의 공동체관은 롤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롤스는

자신의 공동체관은 “단순히 자기 이익을 승인하는 관례적인 개인주의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는 공동체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Sandel, 1998: 310). 자

신의 공동체관은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모이고 협력하는 ‘도구적 공동

체관’이 아니며,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서로의 선관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협력적 공동체관’이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37) 정치철학에서 ‘집합적 관계’라 함은, 개별적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적

으로 군집하여 모여 있는 관계를 말한다. 집합적 관계의 사람들은 사익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동선이나 시민적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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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서로간의 선관이 중첩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지

만, 오로지 시민들의 배타적 이기심에 기반 한 공동체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

문에 타인의 선관과 이익을 지지하고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롤스는 이러

한 공동체관은 때때로 정서적 교류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적 요인으로 타인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감수하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

다고 본다(Sandel, 1998: 310).

그러나 샌델은 롤스가 거론하는 2가지 공동체관 모두 ‘개인주의적 관점’에

기반하며, ‘시민들 사이의 강한 유대감’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구적 공동체관’이든, 롤스 자신이 언급한 ‘정서적 유대에 의한 공동체관’이

든 모두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협력적 관계’라는 점에서 그 한

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샌델은 ‘도구적 공동체’가 전적으로 시민들의 이해관계

‘밖에 존재한다면(external)’, 롤스의 ‘정서적 공동체’는 시민들 사이의 정서적

교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시민들 ‘안에 존재한다(inetrnal)’고 주장한다

(Sandel, 1998: 311). 그러나 시민들 밖에 존재하건, 안에 존재하건 이러한 공

동체는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며, 근본적으로 권리의 개념을 선행하여 사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유대감과 시민적 우정이 넘치는 공동체’를 지향하지는 못한

다. 샌델에 따르면, 롤스는 공동체의 선이 개별적 시민들의 목표와 가치에 개

입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지만, 그러한 공동체의 선이 그 자아 주체에 완벽히

흡수될 수 없도록 하였다(Sandel, 1998: 312).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목적

(좋음)에 대한 자아(옳음)의 우선성’ 규칙에 위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롤스의 ‘정서적 공동체’와 관련하여, 샌델은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히 시민들

이 ‘정서적 교류를 나눔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샌델에게

공동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시민들의 행위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기 이

해의 양태’로 서술되는 것이다(Sandel, 1998: 312). 샌델은 이를 ‘구성적 공동

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시민들은 서로를 ‘선택적 존재’로 간

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발견하여 ‘애착을 가지는 존재’로 여긴다.

시민들은 타인을 자신의 정체성 속에서 ‘구성 요소’로 포함시키며, ‘강한 상호

주관성’을 공유하게 되며, 시민들 서로는 단순히 ‘집합적 관계’가 아니라,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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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계’로 이해된다. 샌델에 대한 연구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고바야시

(Kobayashi Masaya)에 따르면, 롤스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욕구의 대상’만

을 성찰하는 데 비해, 샌델의 구성적 공동체에 속한 시민들은 ‘욕구 주체인 자

신’을 성찰한다(Kobayashi, 2011: 154). 이러한 반성을 통해 시민들은 서로간의

관계를 재정비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시민들 각자는 공유된 자기이해를

스스로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구성적 공동체에 이어 샌델은 인간을 ‘이야기 공동체’에 기반을 두는

‘자기 해석적 존재’로 파악한다.『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샌델은 매킨타이어의

의견에 따라, 인간은 서사적 존재(storytelling beings)로서, 이야기를 통해 삶

을 탐색해나가는 존재로 간주한다. 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

음에 답하려면, 그 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andel, 2009: 221). 이야기는 인간의 체험과 서사가 담겨져

있으나, 어떠한 외적인 권위나 고정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기가 딛고 있는 공동체의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 타인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공동체 속에서 나의 자발적 선택이 나에게 적합할 것이라는 것을 타인

의 의견을 통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서사적 방식’은 타인의 주장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민적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해준다.

5. 소결

지금까지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자인 샌델의 공화주의 사상을 자유, 덕성,

준법, 우정의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가지 가치에 드러난 샌델

공화주의 사상의 도덕 교육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페팃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샌델은 자치로서의

자유를 주장한다. 페팃은 샌델이 강조하는 자치가 자칫 집단주의나 민중주의

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로서의 자유를 경계한다. 반대로 샌델의 입장

에서 볼 때, 페팃의 비지배 자유론은 공동체의 현안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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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이유로, 샌델은 롤스와 같은 자유

주의자를 비판한다. 그는 “롤스와 같은 현대의 절차적․중립적 자유주자들이

정치 현안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인해 공동체 가치의 상실을 초래하였다.”라

고 말한다. 샌델이 보기에, 자유주의자들은 도덕적․종교적 교리를 공적 토론

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자유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만, 그러한 공적 토론에서의

괄호치기(bracketing)는 공동체를 오히려 혼란으로 빠뜨려 개인의 자유 실현을

방해한다. 이러한 점에서, 샌델은 공동체의 이슈와 논쟁에서 도덕적․종교적

교리를 근거로 토론하는 것이 공동체의 자치 능력을 높여, 오히려 개인의 자

유를 지키고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둘째, 샌델은 개인의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격적 특질을 형성

시켜줄 수 있는 국가적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도덕적․종교

적․철학적 입장에 근거하여 국가적 사안의 토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적 덕성을 형성시키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샌델은 이를 ‘형성

적 기획’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러한 형성적 기획은 공동체의 가치를 개인에

게 주입할 수 있다는 ‘억압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샌델은 이러한

형성적 기획이 지니는 위압의 가능성을 토크빌이 주장하는 ‘반(反)억압적이고

분산적인 방식’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의 토론에 있어 반드

시 ‘단일한’ 의견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공적 사안에 대한 민

감함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려는 시도 자체” 만으로도 시민들의 정치 참여로

서의 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고 본다.

셋째, 샌델은 시민들이 준법의 덕목 함양을 위해서는 우선, 절차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법이 제정되고 있는 입법 절차를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절차

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중첩적 합의’에 의한 법의 제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중첩적 합의는 도덕적․종교적․철학적 교리에 입각한 개인들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차이점은 독립적으로 남겨둔 채 서로의 입장이

조율되는 선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 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샌델은 이러한 중첩적 합의가 실제로 현실에 적용된다면, 낙태나 동성애 문제

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각자가 도덕적․종교적․철학적 교리를 근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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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으로 인해 첨예한 대립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대립 상황을 그저 방

치한 채 다른 논의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도

덕적․종교적․철학적 교리간의 대립을 외면하는 것은 일종의 회피 전략으로

서, 공동체의 자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 샌델이 보

기에, 중첩적 합의로 제정되어 자신들의 가치관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을

일반 시민에게 준수하라는 것은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샌

델에게 공화주의적 준법의 정신은 자신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이 반영된

법을 지키려고 할 때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법정신은 자기

가 속한 공동체의 자치 회의에 참가하는 습관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넷째, 샌델은 공화주의적 우정을 단순히 “정서적 교류를 나눔으로써 형성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공동체를 이해하려고 할

때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시민들은 서로를 ‘선택적 존재’ 혹은 ‘수단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주는 고마운 존

재’로 여겨야만 진정한 우정을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공동체를

‘단순히 모여 있는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공유하는 관계’로 파악할 때 진정한 우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결

론적으로, 샌델은 “학급의 저 친구는 나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니까 친하

게 지내야겠어.”와 같은 우정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의 저 친구와 대

화를 나누면 내가 학급에서 어떻게 잘 지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 그래서 항

상 고마움을 느껴. 저 친구 역시 나와 대화를 나누면 자기도 학교생활에서 즐

거움과 행복함을 느낀다고 말해. 저 친구와의 우정이 변치 않아 영원한 친구

로 남고 싶어.”와 같은 우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샌델은 삶의 통제권으로서 자유를 이해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자치

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입법 과정에서 반(反)중립적

의견이 포함될 수 있는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그는 타인을 자신

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공유 관계로서 이해해야 하며, 이

러한 점이 시민적 우정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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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페팃의 공화주의가 주는 도덕 교육적 함의와는 상반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페팃은 단지 비지배 자유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시민간의 강한 연대

와 우정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개인은 비지배에 대한 공통적

지식의 수준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통적 지식은 인

식적 차원의 공유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샌델이 주장하는 실천적 차원의

우정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페팃과 샌델 공화주의의 도덕 교육적 관점이 서로 상반되

는 부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두 공화주의의 전통

이 비록 로마와 아테네라는 다른 전통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두 공화주의 모

두 고전적 공화주의의 변형된 형태인 만큼, 두 공화주의는 ‘공화주의 정신’을

분명히 공유하는 지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Ⅴ장 1절에서

두 공화주의 수렴적 요소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며, 이렇게 발견된 수렴적

요소를 현대 공화주의의 도덕 교육 적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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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현대 공화주의의 도덕 교육에의 적용

1. 현대 공화주의의 수렴적 요소와 도덕 교육적 함의

1) 공화(res publica)의 추구를 통한 자유의 성취

이번 절에서는 공화주의의 실천적 가치 중에서 첫 번째로 ‘자유’에 관한 페

팃과 샌델의 수렴적 요소를 모색하고자 한다. Ⅲ장과 Ⅳ장에서 살펴본 바, 이

들은 각각 ‘비지배 자유를 보장받았을 때’와 ‘자치를 실현했을 때’ 자유가 실현

된다고 봄으로써 자유에 관한 상이한 관점을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

한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자유의 개념이 수렴될 여지

가 있다고 판단한다. 즉, ① 로마 전통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

는 아테네 전통이 지니는 ‘민중주의 혹은 전체주의로의 경도 가능성’을 우려하

기 때문이다. ② 하지만 아테네의 ‘자치로서의 자유’는 ‘민중주의 혹은 전체주

의로의 경도 가능성’을 스스로 경계한다. ③ 또한, 로마 전통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시민적 책임성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스스로 아테네 전통이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④ 만일 ②와 ③이

설득력을 확보한다면,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자치로서의 자유’는 서로 수렴될

여건이 조성된다. 만일, 이러한 두 전통의 수렴이 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 이

들의 영향을 받은 페팃과 샌델의 수렴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자치로서의 자유’의 대표적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살펴보자. 인간

이 도시 국가 안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살아갈 때 인간은 자신들의

목적인 행복(eudaimonia)을 성취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따른

다면, 개인의 행복은 국가의 행복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

텔레스는 행복의 고취를 위해서 국가에 대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원하

지는 않는다. 그는 국가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정치공동체는 행복

의 양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단일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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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그러한 합의가 정치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좋은 음악이 동일한 음의 나열보다 다양한 음들 간의

하모니를 추구하듯이 좋은 국가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 간의 균형적 조화를 도

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Aristotle, 2009: 78).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민중이 가져야 하는가, 귀족 혹은 유

능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논하면서, 다수(polloi)는 각자가 비록 훌륭

하지 않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는 소수자인 가장 훌륭한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고 보았다(Aristotle, 1995: 108). 그것은 마치 여러 사람이 비용

을 갹출한 잔치가 한 사람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잔치보다 더 나은 것과 같다

(Aristotle, 1995: 108). 즉 여러 사람이 모여 각자의 탁월함을 합치면 한 개인

의 탁월함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선동가

(dēmagōgos)의 무절제(aselgeia)에 의해서 민주정은 다소 민중주의적 문제점

에 봉착할 수 있다(Aristotle, 1995: 190). 민중선동가들은 귀족을 공격함으로써

귀족들의 결속을 유발하고, 때로는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

도 한다. 또한, 민주정은 공직 후보자들이 민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민중

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Aristotle, 1995: 191). 민주정의

핵심은 ‘다수의 지배’와 ‘개인의 자유’의 결합인데, 다수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경우, 국가의 정체(polity)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Aristotle, 1995: 208-209).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의 장점을 강조하면서도 민중선동가나 포

퓰리즘(polpulism)에 의한 왜곡된 민주정의 출현을 경계하였다. 그는 민주정과

과두정 모두 중용을 지켜야만 하며,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Aristotle, 1995: 206-207). 그는 소수와 다수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하면서도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혼합정이 형성되어야

하며, 만일 소수와 다수가 서로 싸우게 된다면 국가는 파괴되고 붕괴될 것이

라고 본다. 민중들의 정치적 활동은 오히려 부자들의 이익을 향상시키는데 초

점을 맞추고, 과두정의 구성원들은 민중들의 이익을 고취하는데 강조를 두어

야만 국가의 정체는 안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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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자인 아렌트는 로마법의 권위는 법 제정 당시의 시

민들 사이의 공적인 약속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라고 본다.

이때의 정치적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합의한 것이라는 의미로, ‘공화(res

publica)’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로마법은 시민들의 자기유지

(self-maintaining) 욕구의 한 가지 구체적 표현으로, 이러한 욕구들을 정치적

규범으로 함축시킴으로써 공공의 영역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김비

환, 2007: 105). 만일 이러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자의성이 규제

되지 않은 형태로 출현할 수 있으며, 결국 정치 체제를 파괴시키는 전체주의

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아렌트에 따르면, “법은 다원적

이고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상호 대화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이다(김비환, 2007: 105). 또한, 아렌트는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적 용기

(andreia)와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공화주의의 영광(gloria)을 가져올 것이라는

다소 보수적 주장과 함께, 공론장을 복원시키고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요구한

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것’의 복원을 강조하였다(곽준혁, 2007: 140). 결국 아렌

트와 같은 보수적 입장의 공화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시민들의 자기 이

익의 개념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다수파의 선동가능성은

이미 차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샌델은 현 시대의 ‘공동체 상실의 위기’라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참여’와 ‘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정치의 도덕화’를 위해, 혹

은 민중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를 위해 정치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민주주의

의 불만』등의 책을 통해 정치적 토론의 중요성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순수 절차적 공정성, 가치중립성, 자아의 무연고성과 같은 소극적 자유주의의

변형된 형태들을 비판하면서, 현대 사회의 ‘도덕적 가치의 회복’은 ‘정치적 참

여의 부활’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정치적인 것’의 부활은 비단 정치적

영역으로 한정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샌델이 말했듯이 중립적이

고 진공적인 공간이 아닌, 공화국의 시민들 각자의 열망과 관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체적 삶의 공간으로 인식함으로써, 본래적으로는 ‘도덕적인 것’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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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그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인 것이 민중주

의나 전체주의로 경도될 가능성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의 분명한 입

장이다. 샌델 역시도 자신이 상대주의적이고 다수파주의적인 공동체주의 지지

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저서를 통해 명확히 밝힌다(Kobayashi, 2011: 103).

“샌델에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 다수파의 신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선(善)과

관계있는 정의(正義)로, 선과 정의는 특정 시대, 특정 공동체의 다수파의 생각

을 초월한 것이다(Kobayashi, 2011: 103).” 따라서 샌델에게 있어 정치와 도덕

의 결합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선의 쟁취나

정의의 실현이라는 보다 실천적이고 참여적 노력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렌트, 샌델과 같은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자들이 민중주의

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의 공화주의인 페팃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화

주의의 민중주의로의 경도가능성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차원에

서 페팃은 ‘비지배 자유 보장’이라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수동적’인 공화

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페팃의 소극적 공화주의는 상대적

으로 그의 공화주의가 ‘민주적 참여’와 ‘책임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

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근거로 작동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페팃은 다

음과 같이 해명한다.

중세 이후 유럽 공화주의의 전통은 다음의 3가지 점에서 동의한다. 첫째는 비지배 자

유라는 고유한 개념이고, 둘째는 로마 공화국의 혼합정체가 보여주듯 사적 지배

(private domination)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국가는 반드시 그 힘을 각기 다른 부문으

로 분배해야 공적 지배(public domination)를 피할 수 있다는 신념이며, 셋째는 시민들

이 통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특별히 정부가 하는 일을 면밀히 검사하고 견

제하는 데 있어 방심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러한 정체가 손상되지 않고 효

과적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첫째는 자유라는 철학적(philosophical) 이상이고, 둘째는 

혼합정체라는 헌정적(constitutional) 이상이며, 셋째는 시민적 관여라는 민주적

(democratic) 이상이다(곽준혁, 2010: 49).

페팃은 자신이 따르는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가 철학적, 헌정적, 민주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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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실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시민들이 국가를 견제하는 과정

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이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 속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

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 시민적 견제력에 대한 페팃의 해명

에도 불구하고, 페팃의 ‘민주적 견제력’은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민주

적 심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추가적인 비판에 직면한다. 이에 대해 페

팃은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공화주의의 오랜 전통 속에는 혼합정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계하는 

시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두 요소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헌정 체제는 적극적 시민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검증과 쇄신에 의해 통제될 경

우에만 튼튼해지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헌정체제를 통해 정부의 투

명성을 확보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며 도전할 수 있을 때,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부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중략)…이는 사적인 이익집단들의 로비와는 다르다.

사회운동은 영역별 정책결정에 전문성을 갖게 해줌으로써 시민적 노동을 분담시키고,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통치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곽준혁, 2010: 51-52).

위의 페팃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그가 시민의 적극적 책임성에 대해 경시하

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혼합정과 같은 헌정 체제’와 ‘시민

들의 정치 참여’는 사실상 양립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반(反)민중주의 노선을 유지하며 시민들의 적극성을 경계하였던 그가 ‘시민

의 책임성 문제’라는 지속적 비판에 직면하여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소극

적 견제의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수용한 것이

다. 다만 페팃이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는 ‘사적인 이익집단들의

로비’와는 구별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가 경계하는 민중주의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집단들의 파벌적 이익 추구’를 의미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페팃이 경계하고 있는 민중주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으며, 이러한 완화가

진행될수록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와 수렴될 여지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자유의 가치와 관련하여 페팃과 샌델의 수렴적 요소가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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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교육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테네 전통의 샌델의 공화주의는

민중주의를 스스로 경계하고, 정치적 방식을 통해서 전체주의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화의 정신을 발휘한다. 페팃의 공화주의 역시 사적인

이익집단의 로비를 배제하는 한, 시민들의 순수한 민주적 참여를 인정한다. 도

덕 교육적 관점에서 페팃과 샌델의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두 공화주의

모두 공화주의 실현에 있어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치 참여를 통한 시민적 덕성의 형성

로마 전통은 단지 ‘견제력으로서의 덕성’을 강조하고, 아테네 전통은 ‘적극적

정치 참여로서의 덕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로마 전통이 견제력을 넘어 적극

적 정치 참여로서의 덕성을 강조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두 전통 사이의

수렴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견제력으로서의 덕성’과 ‘적극적 정치 참여로서의 덕성’이라는 외형적 대립

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두 이론은 ‘정치’를 통해 인간이 시민이 되어 가는

과정을 공히 인정하고, ‘공화(res publica)’, 즉, ‘공동선을 위해 공동으로 정치

에 참여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고전적 공화주의의 현대적 지류(支流)라는 점에

서 서로 수렴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치(self-rule)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Sandel, 2015: 45).

페팃이 ‘견제력’의 수준을 넘어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

는 근거는 그의 헌정주의가 ‘자유주의적 헌정주의’보다는 ‘공화주의적 헌정주

의’에 속한다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비록 페팃이 파벌들의 선동 가

능성에 대한 경계로 인해, 민주주의 보다는 법과 제도를 강조하는 로마 전통

의 공화주의를 강조하지만, 헌정주의의 스펙트럼 상에서 그의 공화주의는 ‘자

유주의적 헌정주의’보다는 ‘공화주의적 헌정주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적극적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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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헌정주의’는 시민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

로 헌법을 규정한다.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권리는 천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자유주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법의 주요한 기능은 국가의 시민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제한하는 데 있다(곽준혁, 2005: 39). 이에 반해, ‘공화주의적 헌

정주의’는 국가 권력을 법을 통해 제한하기 보다는 시민의 견제력을 통해 국

가 권력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곽준혁, 2005: 39).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구성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두 이론 모두 정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자의적 정부를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려는 입장이 ‘자유주의적 헌정주

의’라면, ‘시민들의 견제’로 조정하려는 입장이 ‘공화주의적 헌정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이론의 결정적 차이점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그들의 입장’에

달려 있다. ‘자유주의적 헌정주의’는 오로지 정부 권력의 상호 견제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 반면, ‘공화주

의적 헌정주의’는 ‘법이 정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민주주의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한다. ‘공화주의적

헌정주의’는 ‘자유주의적 헌정주의’와 달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모든 사안을

공적토론과 비판적 검열의 대상으로 놓으려 하고, 변화의 요구들에 대하여 공

청회와 포럼을 통해 해결하려는 반응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의 결합

을 최대한 도모한다.

페팃이 견제력에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정확한 근

거는 “비지배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헌정주의적 제약과 관련된 논의보다 실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개념”이라고 강조하는(Pettit, 1997:

200-201) 그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체계적으로 논의

한 성공적 공화국의 조건들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그러한 조건들이 예상하

지 못한 경로로 이탈하거나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비지배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주주의적 견제력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

한다(Pettit, 1997: 200-201). 국가의 헌정적 조건들이 비지배를 보장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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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당 조건에 대한 정치적 논쟁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치적 부당

함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페팃을 단순

히 정책에 대한 ‘반다수결주의자’ 혹은 ‘약한 공화주의자’로 치부하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적극적

공화주의자’로 평가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샌델 역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정치 참여

를 통해 삶의 통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삶에 대한 통제권

은 페팃이 말하는 비지배 자유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 전통에서 샌델은 합리적 이성을 통해 동료 시민들

과 개방된 분위기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기준을 찾는 토론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권장한다. 그는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좋은 삶의 기준을 찾아야만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샌델은 최선의 기준은 혼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우리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 옳은 행위에 관한 판단을 재검

토하거나 애초에 옹호하던 원칙을 재고한다. 또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자신의 판단과 원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에 비추어 원칙을 재고하

고 원칙에 비추어 판단을 재고한다. 이처럼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또 그 반대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사고의 기본이다”라고 주장한

다(Sandel, 2009: 28-29). 그러나 샌델은 우리가 타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

을 할 때 더욱 최선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Sandel, 2009: 28-29).

즉 자기 스스로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기 주위에 있

는 가족, 친구, 동료, 다른 시민과 함께 토론을 했을 경우에만, 우리에게 주어

진 좋은 삶의 기준과 분배 정의와 같은 도덕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도덕적 반성과 토론의 방식이 정치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사고를 정치에 적용할 때, 어떤 법으로 사회를 다스릴지 질문을 던질 때, 도시

는 술렁이고 사람들은 여러 주장과 사건으로 들끓게 마련이다. 구제금융, 가격폭리, 소

득 불평등, 소수집단우대정책, 병역, 동성혼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철학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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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들은 가족과 친구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도덕적․정치

적 신념을 명확히 하고 그 신념의 정당성을 증명하라고 촉구한다(Sandel, 2009: -29).

이러한 주장을 통해 샌델이 왜 우리에게 토론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

는 우리의 삶의 지배할 수 있는 여러 도덕적․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토론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는 우리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도시에서의 자유와 행복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샌델이 말하는 토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여러 도덕적 현안들이 설령 합의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

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는 점

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샌델 역시 페팃이 강조하는 비지배 자

유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팃이 ‘공화주의적 헌정주의’를 표방하고, 샌델이 비지배 자유와 거의 유사

한 삶을 추구한다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페팃과 샌델 모두 적극적으

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 공화주의를 도덕 교육에 적용할 때, ‘현대 공화주의적

덕성’을 ‘정치적 현안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규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3) 규범과 교양을 통한 준법정신의 고취

두 공화주의 전통의 ‘준법’에 관한 수렴적 요소를 탐색하는 논리 과정은 다

음과 같다. ① 로마 전통은 비지배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에만 관심이

있고, 이를 준수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② 그러

나 로마 전통은 법을 지키기 위한 규범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따라서

법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강조하는 아테네 전통과 수렴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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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팃이 자신의 공화주의적 자유가 ‘자신이 동의한 법률에만 복종하는 것’으

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법률이

라도 그러한 법률을 존중하고 기꺼이 준수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성”을 요구

한다. 페팃은 입법과 정책의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준수하는

‘규범의식’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이러한 준법의식 혹은 규범의식의 강조 자체

가 샌델의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와 수렴될 여지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아테

네 전통의 공동체의 법률에 대한 절대적 헌신과 달리, 로마 전통이라고 한다

면 흔히 규범보다는 비지배 자유의 보장과 같은 소극적 형태의 자유에만 관심

이 많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보겠지만,

페팃, 그리고 로마 전통의 시초인 키케로 역시 ‘규범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강

조하였음 알 수 있다. 페팃의 주장을 살펴보자.

적절한 공화주의 법률의 고안을 넘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정체를 달성하기 위해 필

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안된 법이 비지배라는 명분을 너무나 잘 충족시킨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법이 공화국이 갖추어야 할 적절한 목적과 형태를 규정하고,

공화국의 공직자를 규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효과적인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비지배 자유가 정말 증진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의 보완책으로는 무

엇이 요구될까? 그것은 바로 규범(norms)이라고 말할 수 있다(Pettit, 1997: 241).

여기에서 페팃이 주장하는 규범은 비지배 자유를 위한 ‘수단적인 역할’에 머

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지배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

다고 하더라도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비지배는 향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에게 규범의 역할은 ‘수단적’이라기보다는 ‘필수

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화주의적 법을 뒷받침하는 규범이 있는 정체에서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비지배를 

누린다. 만일 그러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경우에만 

법을 지킬 것이다. 시민적 교양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들은 마지못해 법을 존중하게 

된다. 규범을 지키려는 교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법의 규제 하에서만 타인을 지배하

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지배의 진정한 향유는 간섭받지 않는 영역을 감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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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필요로 한다. 즉 법이 감시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비지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으로 성립된 규범을 필요로 한다(Pettit, 1997: 246).

페팃은 시민에게 규범이 체화된 상태를 ‘시민적 교양(civility)’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적 교양은 공동체의 문화적 속성을 시민 스스로 구성하여

체득한 것으로서, 그러한 문화적 속성에는 도덕적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

러한 시민적 교양은 비지배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위해 단순히 필요로 요

청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법과 제도의 존립에 의존하지 않는 그 자체로 존립

가능하며, 심지어 법과 제도보다 앞서 그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한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

여성의 역할 개선이나 소수민족의 지위 향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자. 만일 이

러한 여성 평등 문제와 소수민족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제정된다면, 그것

은 바로 여성과 소수민족의 불평등을 먼저 인식했던 시민적 교양의 힘이 없었다면 불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적 교양은 법과 제도보다 오히려 창조적인 역할

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Pettit, 1997: 247-248).

페팃의 공화주의에 있어 ‘시민적 교양’은 법과 제도보다 오히려 더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페팃은 ‘시민적 교

양’을 공화주의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민적 덕성’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하면

서, 이러한 ‘시민적 덕성으로서의 시민적 교양’은 공동체 전반에 걸쳐 광범위

하게 존재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Pettit, 1997: 245).

사실 ‘시민적 교양’ 개념은 키케로 공화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페팃

의 ‘시민적 교양’이 키케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민

적 교양이 지닌 함축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앞의 Ⅱ장의 1절

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키케로는 ‘준법의 신성함(divinity)’을 강조하였다. 이

러한 ‘준법에 대한 강조’가 페팃의 공화주의에서 ‘공화주의 전통의 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키케로의 공화주의는 법과 시민들의 준법정신의 적절한 조화

를 통해 보다 발전된 형태의 공화주의를 완성한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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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동선, 정의, 혼합정, 준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국가(Res Publica)는 인민의 것(res polpuli)입니다. 인민은 어떤 식으로든 군집한 인간

의 모입 전체가 아니라, 법에 대한 동의와 유익의 공유에 의해서 결속한 다수의 모임

입니다. 한편 인간이 결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들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것, 마치 군집성(congregatio) 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은 홀로 떠

도는 종류가 아니라, 모든 것의 풍부함을 부여받았어도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 자연에 

의해서 강제되도록 태어난 것입니다(Cicero, 2007: 130 ).38)

위의 인용문에서 키케로가 “법에 대한 동의와 유익함의 공유에 의해서 결속

한 다수의 모임을 국가”로 명명한 것은 국가의 존립의 이유가 인민의 정의 실

현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즉 키케로의 발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체제(res privata)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 혹은 공동선(salus populi)를 추구하

는 공화주의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발언의 함축된 의미는 통치자의 권

력과 힘에 따르는 ‘자의적 통치’보다는 공동선을 위한 ‘인민들이 합의한 법률

에 따르는 통치’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키케로의 공화국(Res

Publica)은 각자 개별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

공동의 합의를 통한 법 제정을 통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 형태였음을 알게

된다.

키케로는 시민들이 정한 이러한 법을 신성하게 지킬 것을 강조한다. 즉 법

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경건함과 엄숙함을 가져야 하며, 법을 단순히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공화(res publica)’의 개념인데, 키케로는 ‘공화국’

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법과 권리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 실재’로서 정의한

다. 하지만 이때의 ‘동의’의 의미가 ‘근대적 의미의 동의’를 내포하지는 않는다.

38) 이 인용문에서 주목할 점은 로마 전통 공화주의의 시초로 평가되는 키케로 역시 아리스토

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군집성을 자연적 본성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키케로의 

군집성은 스토아학파의 본성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 논

제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론적 논거라 하더라도, 인간은 필연적으로 군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로마 전통 공화주의 역시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와 같은 존재론적 출발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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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는 공화국을 ‘인민의 것(res populi)’으로 규정했으며, 이때의 인민은 단

순히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군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조승래, 2010:16).

“그것은 어떤 법체계에 동의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다수를 의미한다(조승래,

2010:16).” 여기에서 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인민이 동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가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협상이나 전

략으로서의 동의가 아니라, 공화국에 속한 구성원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공화국의 시민들의 공동의 노력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

하면, 키케로는 국가를 협의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

로 인식하며, 시민은 사회적 본성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공동

의 노력을 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Radford, 2002: 28-41).

그러나 키케로의 준법의 근거로서의 공화(res publica)가 근대적 의미의 사

회 계약적 동의 개념이 아니고, 또한 순전히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

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키케로의『의무론』에 기술된 국가 설립목적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런데 국가 행정을 담당해야 할 사람이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각자 자기의 것

을 소유하게 되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에 의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공화국 제도와 시민공동체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록 인간은 자연이 부

여한 인간 본성에 따라 본능적으로 한데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각

자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그들은 도시의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이다(Cicero, 2006: 163).

여기에서 키케로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를 이루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

나기는 했지만, 각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화국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설립 목적’은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 즉 ‘본성적 요소’와 ‘재산 보호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로마 공화국의 설립 목적에 있어 재산 보호적 요소는 고대 그리스의 사유 재

산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보다 발전된 시민의 요구를 정치



- 132 -

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Ⅱ장 1절 2)항에서 살펴본 것

처럼, 그리스 시대보다는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사유재산 개념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키케로의 국가 설립목적이 근대적 요소

의 계약적 관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키케로의 국가 설립목적

이 ‘순수하게 계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 측면에 기인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하여 보자면, 키케로에게 공화주의적 인간은 본성적

으로 사회적인 존재이지만, 이들은 적극적으로 공적 영역의 참여를 통해 자신

의 권리와 이익을 법이라는 안정적 장치를 이용해 보장받으려는 존재라고 정

리될 수 있을 것이다.

키케로는 이러한 공동선과 정의, 재산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처럼, 결국 ‘혼합정’이라는 공화주의적 정치 체제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키케로는 『국가에 관하여』Ⅰ권 26(41,42,43)에서 “군중의 결합인

전체 인민(populis), 인민의 구성체인 나라(civitas) 전체, 인민의 소유물인 공

화국(Res Publica) 전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consilium)에 의해

서 지배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떤 원인이 도시를 창출했는지에 언

제나 연관되어야 한다(Cicero, 2007: 131-132 ).”라고 주장하면서 폭군과 참주에

의해 지배되는 계획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키케로는 인민이 주도하는 정치 체

제 역시 그것이 정의롭고 온전한 것일지라도 평등 그 자체는 전혀 권위의 등

급을 지니지 않으므로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Cicero, 2007: 1303). 이는 민주정

이라는 계획이 정착된다면, 인민 사이에 어떠한 권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

로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며 결국 다수의 폭정이나 민중주의(populism)로

흐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한다.

결국 키케로는 폭군의 정치, 과두정, 민중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내세우면서,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순수한 정체의 약점과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키케로는 혼합정이 공화국의 적합한 정체

임을 주장한다. 키케로는 평민은 선거를 통하여 원로원과 통치자를 선출하고

원로원은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통치자는 원로원과 국가정책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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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가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다양한 계급인 평민, 귀족, 통치자가 서로 균형을 맞추어감으로써 진정한 공화

국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Cicero, 2007: 132-155).

그렇다면, 과연 각 계층의 사람들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할까. 바로 이 지점이 키케로의 공화주의가 지닌 매력이자 고

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키케로가 제시하는 공화국의 구성원들이 서로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절제의 미학’을 살리는 것, 그리고 ‘법에 대해

신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우선, 공화국의 구성원들이 왜 절제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

해 키케로의 주장을 살펴보자.

『의무론』에서 키케로는 윤리학 논의에서 개별 행위와 상황에 일반 지침으로 적용되

는 원리를 의무(officium)라 부른다. 의무는 다시 둘로 나뉜다. 하나는 행하기(facere)이

고, 다른 하나는 말하기(dicere)다. 그런데, 행위는 임의의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이 어떤 것이든 특정 목적에 의해서 한정 받는 

것이 행위(praxis)이다. 행위는 대개 명예(honestum)나 유익(utilia)을 목적으로 한다. 물

론 키케로는 명예에 무게 중심을 두는데, 명예는 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다음의 덕목들을『의무론』에서 강조한다. 지혜 (sapientia), 정의

(iustitia), 큰마음(magnanimitas), 용기(fortitudo)와 절제와 절도(moderatio et

temperantia) 등을 말이다. 흥미로운 점은 키케로가 “절제와 절도”를 “어울림

(decorum)”으로 통칭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울림(decorum)”의 

하위 개념으로 적절함(aptum), 멋(pulchritudo), 품격(dignitas), 우아함(venustas), 잘짜

임(eutaxia), 때맞춤(eukairia), 절도(moderatia), 절제(temperantia) 등을 열거하고 이것들

을 어울림의 구체적인 양상이라고 주장한다(안재원, 2013: 4).

키케로에 따르면, 인간은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 행위와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때의 행위(praxis)는 자신의 영광과 유익함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영광의 성취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예와 영광은

로마 공화국의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으로서, 키케로는 이러한

명예의 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절도, 즉 ‘어울림(decorum)’39)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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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본다. 이러한 어울림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과 ‘분별력과 품위를

갖춘 행동’ 등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키케로는 “일상생활에서 빛을

발하는 이 어울림(decorum)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질서, 일관성, 중용을 준

수케 함으로써 공생하는 자들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Cicero, 2006: 77)”이라고

말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필수적

인 덕목으로 표현하고 있다. 키케로에 따르면, 이것은 마치 “육체의 아름다움

이 적절한 조화를 이룸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또 신체 각 부분이 조화

를 이루어 균형미, 우아함을 보여 주는 것과 같다(Cicero, 2006: 77).”

또한, 키케로는 어울림(decorum)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닌 고유

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키케로는 이

것을 연극에서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키케로는 이것은 마치 배우들이 극에 출연할 때, ‘최상의 드라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드라마’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

라고 말한다. 자기의 분수와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적합하게 수행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포기

하지 말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주장한

다(Cicero, 2006: 88).

키케로는 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덕목으로 ‘어울림(decorum)’에

이어, 신성한 준법정신을 강조한다. 그는 『의무론』의 Ⅲ권에서 도덕적 선과

유익함의 상충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법과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설

명한다. 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그는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에 관

한 일화를 소개한다.

레굴루스가 두 번째 콘술일 때, 아프리카에서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 휘하의 라케

39) decorum: 키케로가 그리스어 prepon을 라틴어로 번역한 말이 decorum인데, 이 말의 뜻은 

사물의 적합함의 올바른 인식, 내면적 감정이나 외면적 표상, 언어, 행동, 의상 등에 있어서

의 적합함을 의미한다. 영어표기로 형용사로는 proper, 명사로는 property이다(Cicero, 200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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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모니아인인 크산팁푸스 장군의 책략에 걸려 포로가 되었다. 그러자 카르타고는 만

약 그가 로마에 포로로 잡힌 포에니의 귀족 출신인 장군들의 송환에 실패한다면, 그 

자신이 카르타고에 되돌아와야 한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그를 로마 원로원에 보냈다.

그가 로마에 왔을 때 그는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하였다. 즉 

조국에 남는 것, 처자식과 함께 자기 집에서 사는 것, 전쟁에서 당했던 파멸은 전쟁의 

공통의 운명인 병가상사라고 판단하면서 콘술의 권위와 신분을 유지하는 것 등을 말이

다. 그러나 그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것은 헛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누가 부정하는가? 너는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레

굴루스의 위대한 불굴의 정신과 용기가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중략)…그는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저 

포로들은 청년들이며 훌륭한 장수들인데 반하여, 자신은 이미 늙어 쇠약해졌기 때문이

라고 말하였다. 그는 권위가 있어서,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 포로들을 남겨

놓고 그는 카르타고로 돌아갔다. 결국 조국애와 가족들의 사랑도 그를 가지 못하게 붙

잡지를 못했던 것이다. 사실 그때 그는 자신이 가장 잔인한 적을 향해 가장 잔혹한 처

벌을 받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그러나 맹세한 것은 반드

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Cicero, 2006: 238-239).

키케로는 레굴루스가 보여준 ‘맹세의 서약’이 흔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

지는 죽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불굴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자

신의 앞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을 모두 포기하고 서약을 지키려했던

레굴루스의 도덕적 선함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또한 왜 자신은 카르타고로 돌

아가는 길을 선택했을까.

키케로는 이에 대해 특히 2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그 중 한 가지는 전쟁들

에 관한 법과 적에게 맹세한 신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Cicero, 2006: 244-245). 그 전쟁은 합법적인 전쟁이였고, 일반적인 전쟁법에 따

라, 레굴루스가 로마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레굴루스가 카르타고로 다시 돌

아가는 서약은 당연히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욱 중요한 2번째 이유는 “서약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신의

는 없다(Cicero, 2006: 248)”는 키케로의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신의를

지키는데 있어서 서약보다 더욱 효과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고 주장한다(Cicero, 2006: 248). 그러면서, 키케로는 “그가 돌아갔다는 사실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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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우리에게 감탄할만한 것으로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는 그렇

게 하지 않고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그 시대가 그

랬던 만큼, 따라서 바로 그 감탄은 레굴루스 일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한 것이다(Cicero, 2006: 248)”라고 일갈한다. 이것은 바로 그 로마

시대의 공화국의 시민들(civitas)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투철한 준법정신의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신의를 통

해서, 단기적이고 사사로운 유익함보다는 공동 운명체로서의 국가를 위해서

도덕적 선함을 택하는 행위이며, 그것이 바로 로마 공화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 이유임을 레굴루스의 일화를 통해 강조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 전통의 원류인 키케로에게 있어서 공화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준법정신의 2가지 도덕적 토대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어울림

(decorum)이라는 분별력을 갖춘 행위의 덕’이며, 또한 ‘법이나 서약은 신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키케로의 공화주의에는 ‘절제의

정신’을 통해 ‘서로가 동의한 법’에 관해서는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공화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화주의 정신’

을 이어받은 페팃은 시민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규범적 이유를 강조하고, 이

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소양인 ‘시민적 교양’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 전통의 페팃 공화주의가 단지 자유의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구축에만 관심이 있고, 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적 규범에는 관심이 없

을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테네 전

통의 샌델 역시 준법의 정신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시민의 역할을 인식

하고 시민권을 따르는 의무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고 보고 있으므

로, 결국 페팃과 샌델 모두 준법의 가치에 대해서는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페팃과 샌델 모두 ‘준법 행위’를 ‘시민 스스로

동의한 법에 대한 신성한 준수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공동의 연대감을 통한 시민적 우정의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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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팃은 비지배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공통적 지식

(common knowledge)’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민 사이의 간주

관적인 심리적 공유는 권력자의 전략적인 자의성과 조작가능성을 집단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시민 사이의 권력관계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의 긴장을 자체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공통적 지식’의 조건은 자유주의에서는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공화주의에서는 비지배 자유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 A입장에서 국가 권력자가 복지 정책

X를 시행하는 경우, 그 정책 X가 자신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혜택

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그런데 경제 전문가인 시민 B가 그

정책 X는 시민 A에게 단기적으로 달콤한 정책으로 보여 지지만, 장기적으로

는 세금의 증대로 인해 오히려 시민 A에게 불리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서 정책 X의 시행에 대해 반대할 것을 충고할 수 있다. 이때 정책 X에 대한

희망에 젖어 있는 시민 A입장에서는 시민 B의 충고가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

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간섭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페팃이 구상

하는 공화주의 국가라면, 시민 A는 시민 B의 충고가 그들 모두의 비지배 자

유를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조언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동시에 공

화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A는 이러한 혜택을 주는 ‘공통적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게 될 것이다.

페팃의 공화주의에서 ‘공통적 지식’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는 만일 ‘공통적

지식’이 없다면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시민들의 비지배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페팃은 제도와 비지배간의 인과성을 부인하면서, 단지 시민

들은 그 제도들을 구성함으로써 비지배를 향유한다고 본다(Pettit, 1997:

107-108). 쉽게 말하면, A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X라는 비지배가 형

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X라는 비지배는 원래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

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A라는 제도는 B제도, C제도 등 다른 제도들의

연쇄적인 반응과 시민들의 ‘공통의 지식’이 결합되면서 원래 존재했었던 X라

는 비지배가 드디어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Pettit, 1997: 107-108).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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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지배는 인과적 필연성에 입각해서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제도와

정책을 시민들 스스로가 구성할 때 향유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잘 제정

되었으니 이제 비지배가 보장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안일한 생각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하나의 제도만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지배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통적 지식’이라는 원칙에 입각하

여 서로가 협력하고 시민적 우정을 발휘하여 여러 제도들을 구성해내야만 진

정한 비지배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페팃은 비지배 자유가 ‘사회적 선(social good)’인 동시에 ‘공동선

(common good)’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비지배 자유는 시민들의

연대감(solidarity)과 상호작용(interactive dispositions)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

하다고 본다(Pettit, 1997: 121). 비지배 자유는 공공재처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지며, 어떤 이의 선의 증진으로 인한 어떤 이의 선의 감소는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단순히 A라는 제도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비지배를 달성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비지배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연대와 협력

이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지배 자유가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질뿐더러, 특정 시민의 비지배 자유 보장이 다른

시민의 비지배 자유의 권리를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페팃의 ‘공통적 지식’의 개념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

동체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샌델의 ‘구성적 공동체’ 개념과 공유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판단이다. 샌델은 롤스를 비롯한 절차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연고적 자아(unencumbed self)의 개념을 반대한다.

무연고적 자아는 시민 자신의 지적, 사회적 조건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괄호를

치는 것으로, 자신의 지적 능력이 얼마인지, 자신이 속한 가족, 직장 등과 같

은 공동체의 관계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공동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착근성(embeddedness)과 고유한 맥락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민들 사

이의 상호 관련성을 무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샌델은 무연고적

자아관은 공동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며, 공동선의 추구에 있어 비정상적

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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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델은 절차적 자유주의가 무연고적 자아를 채택하고, 착근성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절차적 자유주의자들이 수용하는 ‘도덕적 개인주의(moral

individualism)’를 지목한다.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은 자유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동의한 의무만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본다(Sandel, 2010: 213). 샌델이

보기에 이러한 개인주의적 사고는 결국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에 의해 발생하

는 의무를 부정하게 만든다. 즉 도덕적 개인주의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역

할을 부정하거나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샌

델이 보기에 이러한 도덕적 개인주의는 칸트와 로크, 롤스로 이어지는 자유주

의 철학의 흐름 속에서 정당화되어 온 것으로서, 인간이 지닌 서사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샌델은 매킨타이어의 의견에

따라, 인간은 서사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샌델은 인간이 살면서 서사적 탐색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

한 탐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고민’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선택

과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에

더욱 가깝다고 주장한다(Sandel, 2010: 221-222). 그러면서 그는 “내 앞에 놓인

어느 길이 내 삶의 궤적과 가장 잘 어울리는지는 나보다 남이 더 분명히 알

수도 있다. 도덕적 행위자를 서사로 설명하는 방식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허용

하는 미덕이 있다.”고 주장한다(Sandel, 2010: 222). 이러한 주장을 통해, 샌델

은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의 맥락을 부정

하고, 자신들의 선택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관점을 비판한다. 더 나아가 샌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펼쳐진 배경과 맥락을 고민해야 함

을 강조하면서,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인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조언과 협조

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은 그 스스

로의 이야기(narrative)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러한 이야기의 정확한 이해는 타

인과의 나눔과 협력 속에서만 가능하다(이양수, 2005: 321). 따라서 샌델에게

공동체는 단순한 ‘선택적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해줄 수 있

는 ‘구성적 공동체’로 간주되며, 롤스가 말한 ‘수단적 협력으로서의 공동체’나

‘정서적 교감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양태를 구성해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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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수적인 기초로서의 공동체’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정’의 가치와 관련하여, 페팃은 ‘공통적 지식’, 샌델

은 ‘구성적 공동체’의 개념을 통해 이들이 ‘우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페팃의 ‘공통적 지식’은 오로지 비지배 자유를 위해서만 필요

한 것이기 때문에, “샌델의 ‘구성적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처럼 다소 강한 유

대감은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페팃은 여

전히 약한 유대감, 샌델은 강한 유대감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지

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들의 유대감에 대한 강조의 차이점을

떠나, 페팃의 ‘지배받지 않으려는 공통의 연대’는 샌델의 ‘보다 좋은 삶을 영위

하기 위한 구성적 공동체의 개념’과 그리 다르지 않은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두 학자의 수렴 지점이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샌델이 강조하는 좋은

삶이라는 것도 결국 공동체 자치 능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삶

의 통제권 회복을 위한 노력은 페팃이 강조하는 비지배 자유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소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유발하여

소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리주의를 정의의 원칙으로 삼을 수 없

다고 주장한 부분과, 『민주주의의 불만』에서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자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부분에서 ‘전정치적

(pre-political) 방식’을 거부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지배의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이성적이고 언

어적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폭력과 강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 해법들을

설명하듯이, 샌델 역시도 공리주의나 자유지상주의가 지닌 지배적 구조를 비

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논쟁들을 공론화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것은 바로 아렌트와 샌델이 사회나 국가에 잠재되어 있는 자의적

지배와 폭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안은 경제 성장에 따른 분배 정의의 문제, 환경 문제, 먹거리 안정성 문제,

인권 문제, 양성 평등 문제, 동성애 문제, 대학 입시 문제 등등의 것들인데, 이

러한 논쟁적 이슈들 대부분이 비지배 자유의 보장과 관련된 논쟁이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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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샌델의 구성적 공동체 개념 입장에서도 공동체 구성원의 이야기를 외면하

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샌델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

동의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페팃의 ‘우정’의

방향은 서로 상충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유하는 지점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에 보편화되고 있는 콜센터 직원의 ‘전화를 끊을 권

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 만일 페팃의 주장대로 우리가 진정한 공

화국에 살고 싶다면 콜센터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감정에 서린 폭언을 해

서는 안 된다는 ‘공통적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은 ‘임페리움’의 문제이기

보다는 시민 상호간의 비지배를 보장하려는 ‘도미니움’의 문제이다. 만일 콜센

터 직원이 손님에게 전화로 폭언을 듣게 되는 상황이라면, 손님에게 전화를

끊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언이 이어진다

면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에 입각하여 전화를 끊을 수 있다. 콜센터 직원

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막기 위한 법률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 토

론과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이 ‘공통적 지식’의 관

점에 의한 것이든, ‘구성적 공동체’의 관점에 의한 것이든 두 관점 모두 콜센

터 직원의 보다 ‘좋은 삶을 위한 시민적 우정’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

는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법 제정 과정에서 샌델은 콜 센터 직원을 공동체

이야기의 한 등장인물로 고려할 것이며, 그의 도덕적 고민과 딜레마를 동료

시민들과의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고, 페팃 역시

콜센터 직원이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적 감시와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이다.40)

이상의 페팃의 ‘공통적 지식’과 샌델의 ‘구성적 공동체’ 개념의 유사성에 대

한 논의를 통해, 공화주의의 ‘우정’이라는 가치를 도덕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우정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연

40) 물론 페팃은 그의 ‘공통적 지식’의 개념이 샌델의 ‘구성적 공동체’와 중첩되는 것에 거부감

을 가질 수 있다. 샌델의 구성적 공동체가 필연적으로는 전체주의나 민중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페팃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샌델이 자신의 공화주의 사상은 

민중주의와 전체주의로 경도될 가능성이 없음을 여러 근거를 들어 일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페팃의 거부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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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과 책임
개인의선택권과 자율및권리의개념이인간의존엄성에 뿌리를두고있음을이해

한다. 이를 위해 권리와 책임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 다원주의와 관용

현대의다원주의사회속에서자신과는다른상대방의의견이나가치관을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나’와 ‘너’의 의견이 다를 때의 해결 방법에 대

해 토론하고 관용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

대를 추구하는, 다시 말해 “지배받지 않는 삶을 보장받기 위해, 즉 행복하고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가 인식을 공유하고 연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윤리와 사상』41)에서 공화주의 도입의 배경 분석

1) 『윤리와 사상』사회사상 단원 성취기준의 변화 분석

1절에서 살펴본 페팃과 샌델의 공화주의 사상의 수렴적 요소를 적용하기에

앞서, 『윤리와 사상』의 2009 교육과정, 2012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

과정 각각의 ‘사회사상 단원’ 성취 기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2015

『윤리와 사상』에서 공화주의 사상이 도입된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

한 고찰을 통해, 2015 『윤리와 사상』에서 공화주의에 기대하는 바를 알아보

고자 한다.

2009 『윤리와 사상』사회사상 단원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42)

표4. 2009 『윤리와 사상』사회사상 단원 성취기준

41) 이하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은 ‘2015 『윤리와 사상』’이라고 칭하기

로 한다. 또한,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은 ’2009 『윤리와 사상』‘으로,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은 ’2012 『윤리와 사상』‘으로 칭하기로 한다.

42) 교육과학기술부, 20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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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와 연대
개인은단독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공동체에뿌리를두

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주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토론한다.

㈑ 민본주의와 위민
동양 사회에서바람직한국가는민본과 위민사상에근거하고 있음을이해한다. 이

를 위해 민본주의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에 대해 조사한다.

㈒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사회에서시민의정치적권리와의무의규범적근거들을비판적으로이해

하여 정치적권리와의무를바르게 행사하려는자세를갖는다. 이를 위해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가지는 특징과 그것의 규범적 근거를 조사한다.

㈓ 자본주의의 출현과

변화

자본주의가 출현하게된사회적및 사상적배경과변화 양상을이해하고, 자본주의

의 윤리적장점과문제점들을인식한다. 이를 위해자본주의사회의 특징과도덕적

장점에 대해 토론한다.

㈔ 사회주의의 출현과

변화

사회주의 사상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ㆍ사상적 배경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사회

주의의 도덕적장점과문제점을인식한다. 이를 위해사회주의사상의 이론과실천

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윤리적 교훈을 조사한다.

㈕ 자유와 평등의 조

화

바람직한 민주공동체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에 근거함을 알고, 자유경쟁과 평등의

윤리적 장점과문제점들을인식한다. 이를위해 오늘날의우리사회에서 자유와평

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 민족과 국가

민족과 국가가개인의생존과자아실현에 유기적관계를맺고 있음을이해하고, 이

를바탕으로 개인발전과나라발전이균형있게상호공존할 수있도록노력하는태

도를 기른다. 이를위해맹목적인나라사랑 정신과건전한나라사랑 정신의차이점

을 분석한다.

㈗ 세계주의와 세계

시민

우리가 한 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를 위해 세계 시민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토론한다.

2009 『윤리와 사상』사회사상 (가)∼(차) 단원 중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

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는 단원은 “(가) 자율과 책임, (나) 다원주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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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사회사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가 개인과 집단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 더

불어살아가는인성을함양하는데 사회 사상이어떠한도움을줄수있는지토론

한다.

㈏ 개인과 자율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권리와 의무 및

책임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관용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 공동체와 연대

개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역할과의무를충실히 이행하려는자세를가진다. 이를 위해공

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용, (다) 공동체와 연대, (마) 민주주의와 참여”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자

율과 책임’과 ‘다원주의와 관용’은 자유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며, ‘공동체와 연

대’는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내용이고, ‘민주주의와 참여’는 개인이

공동체에 지니는 의무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밝히는 내용이다.

‘자율과 책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자유의 철학적 근거를 밝히는 동

시에, 타인의 자유에 대한 배려 차원의 책임을 강조하는 등 자유주의의 이론

적 토대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다원주의와 관용’에서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관들에 대한 관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자유주의를 실천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 ‘공동체와 연대’는 공동체

주의를 소개함으로써 개인의 입장에서 연대를 이루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데 치중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참여’는 민주적 관점에서 시민이 지

녀야 할 정치적 의무의 근거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2009 『윤리와 사상』에 이어, 2012 『윤리와 사상』사회사상 단원 성취기

준은 다음과 같다.43)

표5. 2012 『윤리와 사상』사회사상 단원 성취기준

43) 교육과학기술부, 2012 :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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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윤리

국가의 발전은 개인의 생존 및 자아실현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이 균형 있게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노

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 간에는 상호성의 측면에서 충성과

호국 정신뿐만아니라, 청백리 정신이필요함을 조사하고, 맹목적인 애국심과건전

한 애국심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 윤리

현대의 민주주의는민본과위민사상, 자연법적 계약사상에근거하고 있음을이해

하고, 시민으로서의 정치적권리와 의무를바르게 행사하려는자세를 갖는다. 이를

위해 현대 민주주의의 규범적 특성과 바람직한 시민 윤리에 대해 토론한다.

㈓ 사회 정의

현대의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정의임을 알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구현하기위해노력하려는자세를 지닌다. 이를위해현대 사회의다양

한 정의관을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한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 윤리

자본주의적 경쟁 사회는 윤리적 장점과 더불어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자본주

의의 윤리적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 노력하려는자세를가진다. 이를 위해자본주

의 사회의윤리적 장점 및단점에 대해토론하고, 그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우리

가 할 수 있는 일을 조사한다.

㈕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함의

사회주의적평등사회는자본주의사회에윤리적시사점을제공하고있음을이해하

고, 자유경쟁사회와평등사회의조화를추구하려는자세를가진다. 이를위해사

회주의의 기본정신과한계를조사하고, 자유와 평등의조화를추구하기 위한방안

에 대해 토론한다.

2012 『윤리와 사상』 사회사상 (가)∼(아) 단원 중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단원은 “(나) 개인과 자율, (다) 공동체와 연대,

(라) 국가와 윤리”라고 볼 수 있다. ‘개인과 자율’은 2009 『윤리와 사상』의

‘자율과 책임’과 ‘다원주의와 관용’을 한데 묶어서 재구성한 단원으로 볼 수 있

으며, ‘공동체와 연대’는 구성적 공동체 개념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자유주의

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모색한다. ‘국가와 윤리’는 2009 『윤리와 사상』의

‘민주주의와 참여’ 단원의 역할이었던 시민이 지녀야 할 정치적 의무를 소개하

는 단원이다. 2012 『윤리와 사상』이 2009 『윤리와 사상』과 눈에 띄게 달

라진 부분은 구성적 공동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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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사04-01] 동 서양의 이상사회론들을 비교하여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

[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

의 특징을이해하고, 국가의역할과정당성에 대한비판적이고체계적인 관점을제

시할 수 있다.

[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참여에 대한 자유

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

할 수 있다.

[윤사04-04]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

주주의 등현대민주주의사상들이 제시하는가치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민주

시민의 자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윤사04-05]

자본주의의규범적 특징과기여및이에 대한비판들을조사하고, 이를 통해우리

사회가인간의 존엄과품격을보장하는자본주의사회로발전해 갈수있는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윤사04-06]
동 서양의 평화사상들을 탐구하여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윤리의 원칙 및 지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모색하는 보다 세련된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이제 2015 『윤리와 사상』사회사상 단원 성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44)

표6. 2015 『윤리와 사상』사회사상 단원 성취기준

44) 교육과학기술부, 2015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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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윤리와 사상』 2012 『윤리와 사상』 2015 『윤리와 사상』

㈎ 자율과 책임

①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

② 인간의 기본적 권리

③자율및권리의개념과 ‘선(善)’

의 과의 일치

④ 권리와 의무, 권리와 책임의

상호보완성

㈐ 공동체와 연대

①공동체의 ‘정체성및소속감형

성’의 기능

② 공동체 범주의 다양성

③ 공동체구성원의 의무와 갈등

㈏ 개인과 자율

①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국가

중립성 논의 포함)

② 권리와 의무, 권리와 책임의

상호 보완성

③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관용의 중요성과 갈등 해결의 바

람직한 방법

㈐ 공동체와 연대

① 공동체의 정체성 및 소속감 형

성 기능(구성적 공동체)

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 자아의 갈등(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논의

포함)

③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윤사04-03]

①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②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

성

2015 『윤리와 사상』 사회사상 단원 성취기준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단원은 [윤사04-03]이라고 볼 수 있다. [윤사04-03]에서

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2009 『윤리와 사상』과 2012 『윤리와 사상』에서 도

입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 모색’의 방식을 탈피해, 자유주의의 대안

으로 공동체주의 대신 공화주의를 채택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르는 하위 내용요소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7. 『윤리와 사상』 사회사상 단원의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와 연관된 단원

의 교육과정별 성취기준과 내용요소45)

45) 교육과학기술부, 2009 : 56 ; 교육과학기술부, 2012 : 56 ; 교육과학기술부, 2015 :

336,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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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내용을 통해, 2009, 2012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계’에

대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풀어나갔던 반면, 이번 2015 교육과정에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 교육

과정의 하위 학습요소인 “① 공동체의 정체성 및 소속감 형성 기능(구성적 공

동체), 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 자아의 갈등(자유주의와 공동

체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논의 포함), ③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가 2015

교육과정에서는 “①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②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

적 덕성”으로 변경된 것에 주목하여 보자.

2012 교육 과정의 “① 공동체의 정체성 및 소속감 형성 기능(구성적 공동

체)”을 통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집단주의로 경도되지 않는 공동체 개념인

구성적 공동체 개념을 이해시켰으며, “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개인

적 자아의 갈등(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논의 포함)”에서는

자유주의가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하며, 공동체주의가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

선한다는 점을 기술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두 사상의 대립을 이해시킨다. “③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에서는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개인선의 관점과, 공

동체주의가 강조하는 공동선의 관점을 조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적 입

장의 서술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선과 공동선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

음을 이해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2015 교육과정에서는 “① 시

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와 “②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을 통해, 자

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자유와 권리의 근거, 그리고 공동선과 시민적

덕성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2012 교육과정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개인선과 공동선을 두 개의 실체로 인정하고 이

를 서로 조화시키는 방안, 즉 변증법의 관계처럼, 정(개인선)과 반(공동선)의

합(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을 이끌어내는 세부 성취기준의 방식을 채택한 반

면, 2015 교육과정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공화주의를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바로 제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2012 교육과정처럼 변

증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공화주의 사상은 그 안에 이미 자유주의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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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동체주의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46)

즉 2012 교육과정에서는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를 ‘대체하거나 대립하는’ 개

념으로 작동되었다면, 2015 교육과정에서 ‘공화주의’는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개념으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5 교육

과정에의 공화주의의 의미 규정의 작업은 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자유주의

의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공동선을 위한 노력의 부재’와 ‘적극적 정치 참여의

결핍’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공화주의 특유의 강점을 살려야 하는 작업이 포함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용 분석47)

2009 『윤리와 사상』, 2012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각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비교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2015 『윤리와 사

상』에서 공화주의 사상이 지녀야 할 학습적 역할 모색하고자 한다.

(1) 2009 『윤리와 사상』교과서 내용의 분석

‘자율과 책임’ 단원에서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는 내

용을 살펴보자.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국가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질 것이다. 밀이 자유를 개인의 본성이나 권리의 차원

46) 이러한 주장은 현대 공화주의자인 페팃과 샌델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아우를 수 있는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 페팃은 자유주의와 공동체

주의를 아우르는 제 3의 자유 개념으로서 비지배 자유를 강조하고, 센델은 ‘공동체의 연대’와 

‘개인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추구한다. 이러한 근거로 

보았을 때, 도덕 교육에서 공화주의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내용 요소

로 선정한 것은 적합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47) 교과서별로 서술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서, 각 교육과정별로 교과

서 1종을 선택해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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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파악한 것도 자칫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였다.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공동선을 추구하려면 자유를 자율로 인식하

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율이란, 인간의 어떤 행위가 감각적 충동이나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나 이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천재교육 『윤리와 사상』,

2012 : 215)

위의 서술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적절한 수준

에서의 권리의 제한’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밀(J. S. Mill)의 ‘위해의

원칙(harm principle)’을 제시함으로써,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

조한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시도하는 이러한 설명 방식은 공동

체주의보다는 자유주의에 보다 초점을 둔 설명 방식이다. 이에 비해, 다음 서

술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정치사상 이론을 통해 이해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권리와 의무는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권리는 다른 누군가의 의

무를 수반한다.…(중략)…이처럼 권리와 의무의 유기적 연관성은 결국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선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공동체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사회계약론자가 사회란 구성원의 동의와 합의에 따른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회는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

무를 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

에 그들이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공동 이익을 지키려고 약속을 하고 국가

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공동체주의와 유사한 입장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유기적 관계는 공리주의에서도 확인된다. 공리주의자는 ‘최

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에 근거하여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

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들은 행복의 충족 조건으로 각자 

개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이익이 타인의 이익과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였다(천재교육 『윤리와 사상』, 2012 :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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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교과서 서술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근

거로 ‘권리와 의무의 유기적 연관성’을 제시한다. 또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가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로,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를 소

개한다.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사회계약론’과

개인과 공동체 양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공리주의’를 예로 들면서, 학생

들로 하여금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자연스럽게 이해시킨다.

한편으론, ‘공동체와 연대’ 단원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다

른 방식으로 시도한다.

자유주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함으로써 무질서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자유주의는 지나치게 개인의 독립성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갖는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공동체주의이다. ‘공동체’란 

‘개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하는 집단을 

뜻한다.…(중략)…즉,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항상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한다.

이처럼 공동체는 우리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천재교

육 『윤리와 사상』, 2012 : 222-223).

앞선, ‘자율과 책임’ 단원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사회계약

론과 공리주의와 같은, 이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함축되어 있는 사상을

통해 모색하려고 한 반면, ‘공동체와 연대’ 단원에서는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체주의를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조화를 모색한다.

또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공동체주의가 집단주

의가 아님을 밝힘으로써 자유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히는 서술 방식도

사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과 책임’ 단원에서 공동체주의에 대한 오해를

미리 차단하려는 서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

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주의할 점이 있다. 공동체주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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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침해하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지만, 결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경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

거이다. “권리의 진정한 뿌리는 의무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회 구성

원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할 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조화

를 이룰 수 있다(천재교육 『윤리와 사상』, 2012 : 217).

위의 서술에서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강조

한 이유는 공동체주의가 집단주의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

써, 자유주의와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서술을 ‘공동체와 연대’ 단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공동체주의가 극단적으로 강조될 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극단적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에 의한 자아의 구속성, 가치의 통합 등을 강조함으로써 

권위주의,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

를 억압하고 구속하여 결국 개인을 사회나 집단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천재교육 『윤리와 사상』, 2012 : 223).

위의 교과서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공동체주

의를 서술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공동체주의의 전체주의

혹은 권위주의로의 경도 가능성 때문에 공동체주의에 대해 서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경계심을 요구하는 서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교

과서 서술의 부담’이 존재한다. 공동체주의가 지닌 한계로 인해 2009 『윤리와

사상』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개념을 언급함으로써, 공동체주의가 지닌

집단주의적 성격을 완화시킨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에서 인간은 독립적인 인격을 갖춘 자유로운 존재인 동시에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천재교육 『윤리와 사상』,

2012 : 225).

이러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대한 서술을 통해 2009 『윤리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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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함축된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 사상을 소개함.

②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힘.

③ 공동체주의가 전체주의나 권위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통해 조화를 모색함.

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2009

『윤리와 사상』에서 서술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조화를 모

색하는 교과서 서술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8. 2009 『윤리와 사상』의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하는 교과서 서술

방식

(2) 2012 『윤리와 사상』교과서 서술 분석

‘개인과 자율’ 단원에서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

하는지 다음 교과서 서술을 통해 살펴보자.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와 결정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이루어가는 적극적 

자유를 포함한다. 그런데 자유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살 권리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나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누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이 욕망에 따르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며, 이성에 근거한 도

덕 법칙을 따를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욕망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고 일정한 원리에 따라 스스로 자신을 규율하는 삶을 ‘자

율적인 삶’이라고 한다. 그리고 개인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자율

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즉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 질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

한 자율적 행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비로소 사회 속에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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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있는 개인이 될 수 있다(금성출판사, 2014 : 212).

2009 『윤리와 사상』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인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강

조하기 위해 ‘자율’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모습이 보인다. 물론, 5개 출판사별

로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자율 개념을 소개하지만, 자율적인 삶을 통해 사회

속에서 개인이 타인과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은 모두

공통적이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권리라고 한다.…(중략)…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그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밀은 개인에게 자유가 최대한 허용될 때 각 개인이 최대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지

만, 이때 자유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닌 인격체로

서 존중받아야 하며, 따라서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할 의

무를 지닌다(금성출판사, 2014 : 212).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밀의 ‘위해의 원칙’

은 2009 『윤리와 사상』과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 『윤리와 사상』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자아와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

하기 위해서 보다 세련된 방식을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샌

델의 ‘구성적 공동체’ 개념으로 인한 것이다. 2009 『윤리와 사상』에서 자유

주의의 대안으로 공동체주의를 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동체주의가 지닌

전체주의로의 경도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12

『윤리와 사상』에서는 공동체주의를 표방하지만, ‘자유주의적 요소’를 함께

추구하는 ‘구성적 공동체’ 개념을 제안한 것이다.

공동체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맺는 여러 

관계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존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인 공

동체주의와는 달리, 공동체를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함께 강조한다. 샌델은 개인 

스스로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 존재임을 인식하지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숙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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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를 넘어서는 보편적 권리를 자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금성

출판사, 2014 : 219).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개념이 비록 2009 『윤리와 사상』에서 사용하였던

개념이기는 하지만, 2012 『윤리와 사상』에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는 구성

적 공동체의 의미로 소개된 것이다. 구성적 공동체의 개념은 비록 개인이 공

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율적 능력과 권리를 통해 공

동체에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성

적 공동체 개념을 통해 2012 『윤리와 사상』은 공동체주의보다 발전된 형태

를 제시하게 된 것이다.

보다 발전된 공동체주의 개념인 구성적 공동체 개념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2012 『윤리와 사상』은 2009 『윤리와 사상』과 동일하게, 공동체주의를 지

나치게 추구할 경우의 문제점을 함께 기술해 놓는다.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연대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대 의식이란 공

동체 구성원이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공통으로 

나누어 가지는 귀속 의식을 말한다. 구성원들은 연대 의식을 가짐으로써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연대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제약받을 수 

있으며, 공동체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내거나 결정된 바를 거부할 경우에

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이익과 연대

를 이유로 의사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며 개인의 희생을 강요

하지는 않는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개인을 존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

다(금성출판사, 2014 : 220).

연대 의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공동체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을 너무 강요

할 경우,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서술

이다.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서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2009 『윤리와 사

상』과 2012 『윤리와 사상』이 동일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개인선과 공동선이라는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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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당위적으로 서로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방식을 취한

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인적 선과 공동선이 항상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 보

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적 선과 공동선은 조화를 이룸으로써 양립할 수 있다. 그렇

다면 우리는 개인적 선과 공동선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

우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상호 존중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권리

를 온당하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자유나 권

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

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또한, 개인은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해야 한다.

개인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

여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인이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연대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삶의 안정과 보

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개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

다.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만약 공동체의 제도와 

정책이 개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개인적 선과 공동선은 조화를 이룰 수 없

다. 따라서 공동체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금성출판사, 2014 : 222-223).

위의 서술은 “① 개인 상호간의 존중의 필요성, ②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헌신의 필요성, ③ 개인을 위한 공동체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의 필요성”과

같은 구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는 2009 『윤리와 사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선과 공동선을 각각의 실체로 두는 변증법적 조화를 시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2012 『윤리와 사상』의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모색을 위한 서술을

바탕으로, 2009 『윤리와 사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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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윤리와 사상』 2012 『윤리와 사상』

차이점
① 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가함축된 사회계

약론과 공리주의 사상을 소개함.

① ‘구성적 공동체’의 개념을사용하여 ‘자유

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세련되게 발

전시킴.

공통점

①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힘.

②공동체주의가전체주의나권위주의로흐를위험성이존재하기때문에 ‘자유주의적공동

체주의’의 개념을 통해 조화를 모색함.

③ 개인선과 공동선의 각각의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변증법적 조화를 모색함.

표9. 2009 『윤리와 사상』과 2012 『윤리와 사상』의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관련 교과서 서술 방식의 비교

이러한 표를 통해, 우리는 2015 『윤리와 사상』이전의 2009 『윤리와 사

상』과 2012 『윤리와 사상』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법은

자유주의를 제시하고 이후에 공동체주의를 설명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즉, 자유주의를 소개하는 한편, 무제한적인 자유의 허용의 남

용에 대한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공동체주의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지닌 한계를 또 다시 소개함으로써 두 이론 사이의 조화를 모색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선과 공동선의 변증법적이고 당위적인 조화를 위해 노

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것을

“자유주의 소개 → 공동체주의 소개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조화 모색”이

라는 구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선 교육과정들이 긴 호흡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단원이 주어

진 데 비해, 2015 『윤리와 사상』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원

은 [윤사04-03] 으로서, 이에 대한 학습 요소는 “①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

거, ②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 의 2가지 요소 외에는 없다. 이전의

사회사상 단원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습 요소가 6∼7개 정

도 되었던 것에 비해, 2015 『윤리와 사상』에서 2개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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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기존의 “자유주의 소개 → 공동체주의 소

개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조화 모색”이라는 구도를 벗어나, “자유주의 소

개 → 공화주의 소개”의 구도로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

다.

이와 같은 자신감이 바로 공화주의가 교육과정에 도입된 배경이다. 공화주

의는 자유주의적 요소와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효율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팃의 로마 전통

의 공화주의는 비지배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약

점들을 보완한다. 소극적 자유는 자유주의적 자유를, 적극적 자유는 공동체주

의적 자유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손색이 없다. 샌델과 같

은 아테네적 전통의 공화주의 역시 자치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집단주

의로의 경도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대안으

로 적절하다.

이러한 공화주의의 이론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학습 요소

“①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②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을 실현

할 수 있는 교과서 집필 기준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교과서

의 내용을 심화학습 할 수 있는 원전읽기, 탐구 활동의 예시들을 제안할 것이

며, 실제 공화주의 관련 평가와 관련된 교수․학습 방안과 이에 따른 수행평

가, 지필평가 예시도 제언할 예정이다.

3.『윤리와 사상』에서 현대 공화주의의 실제 적용

1) 교과서 집필 기준의 예시

본 연구는 앞선 현대 공화주의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2015 『윤리와 사

상』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공화주의 관련 교과서 집필 기준의 예시

를 제안하고자 한다. ‘①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관련 집필 기준에서는

자유주의적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의 의미를 각각 비교․설명하고, 각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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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권리의 근거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②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

적 덕성’에서는 본격적으로 공화주의 사상에 대해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다룬

자유, 덕성, 준법, 우정의 핵심 규범 가치에 관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집필 기

준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 집필 기준 예시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와

같은 해당 단원의 성취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서술될 것이다.



- 160 -

영역 내용 요소 하위 내용 요소 집필 기준

사회사상

개인과공동

체의 조화

(예시)

시민적 자유와 권리

의 근거(예시)

- ‘시민적 자유의 의미’를 기술한다.

- 자유주의적자유는 ‘소극적자유’와 ‘적극적자유’로 나

누어지는데, 각각의 자유를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각

각의문제점이발생할수있으며, 이로인해공화주의

자유의 개념이 등장하였음을 부각한다.

- 현대 공화주의의 유력한 자유 개념인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자치로서의 자유 개념’을 각각 형평성 있게

기술한다.

- ‘권리의 근거’를 기술하면서, 자유주의는 천부인권 사

상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 공화주의는 정치

적․도덕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게만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서술한다.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예시)

- ‘공동선과 시민적 덕성’을 기술하면서,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와 ‘아테네 전통의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덕

성의개념이서로차이가있는것처럼보이지만, 결국

두 전통 모두 ‘공화’ 달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노

력의 자세를 시민적 덕성으로 이해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여 서술한다.

- ‘공화주의 준법정신’을 기술하면서, 준법정신은 ‘시민

적 교양’과 같은 ‘규범정신’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실

천함으로써 함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술한

다.

- ‘공화주의와 시민적 우정’을 기술하면서, 공화주의의

우정의 개념이 단순한 사적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우

정이아니라, 사적이익과공적이익의조화를고려하

는 우정임을 부각하여 서술한다.

표10. 2015 『윤리와 사상』교과서에서 공화주의 관련 집필 기준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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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내용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자료의 예시

본 연구가 제안한 교과서 집필 기준이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교과서 내

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거나 심화된 이해를 돕기 위한 원전 읽기, 탐구 활동의

예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48) ‘시민적 자유의 의미’ 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과

관련하여,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에 대한 원전 읽기 자료는 ‘로마 전통의 자

유 개념’과 ‘아테네 전통의 자유 개념’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로마 전통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에 관한 원전은 비지배로서의 자유에 관해 설명한 페팃

과 비롤리의 원전을 원용하였다.

48) 교과서 보조 자료의 예시는 본 연구의 본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으며, 일부는 

신문이나 학술 저서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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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읽기> 로마 전통 공화주의의 자유의 개념

(가) 비지배 자유의 개념이 우리가 공화주의 전통에서 발견하는 자유의 관점이라고 생각하

는 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라는 근대주의적 접근과는 대조적으로 

공화주의 전통에서 자유는 항상 리베르(liber)와 세르부스(servus), 즉 시민과 노예 간의 대

조를 통해 표현된다는 것이다. 자유의 조건은 노예와는 달리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

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 그렇기 때

문에 실질적 간섭이 없어도 자유의 손실은 있을 수 있다고 간주된다. 간섭하지 않는 주인의 

시나리오에서처럼 간섭이 없어도 노예화와 지배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페팃『신공화주의』  

(나) 우리는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이 벌린과 콩스탕이 묘사하는 소극적 자유나 적극적 자

유, 그 어느 것과도 같은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공화주의적 자유는 그것이 자유가 

없는 상태를 단순히 간섭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의적 권력에 의해 간섭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상태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자유와 다르다. 어떤 공화주의적 정치

사상가도 벌린이 생각하듯이 자유를 ‘자유주의적’ 전제군주 치하의 신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제군주는 언제라도 자신의 판단에 의

해 신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신민들은 어떤 간섭도 받고 

있진 않지만 실제로는 예속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자유주의자는 자유로운 상태로 묘사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공화주의자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또한 공화주의자는 자유를 

위해 특정한 삶의 유형 또는 특정한 자아의 유형을 강조하지 않는다. 자유를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종관계(예속)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비롤리 『공화주의』

표11.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에 관한 원전 읽기의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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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읽기>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의 자유의 개념

현재 우리가 신봉하는 자유주의 공공철학의 핵심은, 자유란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를 스

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정치는 시민의 덕성이나 인성을 육성하거나 교화

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도덕을 법률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이나 

법률을 통해 “좋은 삶”에 대해 특정 개념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

의 가치관과 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 권리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중략)…

이 같은 자유에 관한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기에, 이것이 미국 정치의 전통이

자 유구한 특성인 듯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에 널리 퍼져 있는 이 공공철학은 사

실 상당히 최근에 대두된 것으로, 고작 지난 반세기 동안 발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론의 독특한 특성은 그것이 점차 대체하고 있는 또 다른 공공철학, 바로 공화주의 정치이

론과 비교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

공화주의 이론의 핵심은, 시민의 자유가 자치에 참여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사고는 자유주의적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다. 정치 참여는 개인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

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주의 정치이론에 따르면 자치에 참여

하는 데는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공동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며 정

치 공동체의 운명을 만들어가도록 돕기 때문이다. 공동선에 대해 숙고하기 위해서는 나 자

신의 목표를 선택하고 타인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음을 존중하는 능력, 그 이상의 것이 필

요하다. 공적 사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전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 현재 기로에 놓

여 있는 공동체와의 도덕적 유대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자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민적 덕성을 보유하거나 습득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공화주의적 정치가 시민들이 지지하

는 가치와 목표에 대해서 중립적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공화주의자들

이 생각하는 자유는 형성적 정치(formative politics), 다시 말해 시민들에게 자치에 필요한 

자질과 특성을 계발하는 형태의 정치를 필요로 한다.

-샌델『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아테네 전통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에 관한 원전은 자치로서의 자유를 설명

한 샌델의 원전을 원용하였다.

표12.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에 관한 원전 읽기의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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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활동> 공화주의 사상에서 강조하는 ‘진정한 준법정신’에 대해 생각해보기

레굴루스가 두 번째 콘술일 때, 아프리카에서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 휘하의 라케다이

모니아인인 크산팁푸스 장군의 책략에 걸려 포로가 되었다. 그러자 카르타고는 만약 그가 

로마에 포로로 잡힌 포에니의 귀족 출신인 장군들의 송환에 실패한다면, 그 자신이 카르타

고에 되돌아와야 한다는 맹세를 하게끔 하고 그를 로마 원로원에 보냈다. 그가 로마에 왔을 

때 그는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하였다. 즉 조국에 남는 것, 처자식

과 함께 자기 집에서 사는 것, 전쟁에서 당했던 파멸은 전쟁의 공통의 운명인 병가상사라고 

판단하면서 콘술의 권위와 신분을 유지하는 것 등을 말이다. 그러나 그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것은 헛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누가 부정하

는가? 너는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레굴루스의 위대한 불굴의 정신과 용기가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중략)…그는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유

익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저 포로들은 청년들이며 훌륭한 장수들인데 반하여, 자신

은 이미 늙어 쇠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권위가 있어서,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고 그 결과 포로들을 남겨놓고 그는 카르타고로 돌아갔다. 결국 조국애와 가족들의 사랑

도 그를 가지 못하게 붙잡지를 못했던 것이다. 사실 그때 그는 자신이 가장 잔인한 적을 향

해 가장 잔혹한 처벌을 받기 위해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그러나 맹세

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키케로 『의무론』

탐구활동 1. 위의 예화에서 레굴루스는 자신의 목숨이 달린 약속이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레굴루스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

이제, 원전 읽기에 이어 탐구 활동의 예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공화주의 준

법정신 관련 탐구 활동의 예시는 키케로가 소개한 ‘레굴루스 신화’를 원용하였

다. 학생들로 하여금 레굴루스가 보여준 준법정신의 고귀함과 신성함을 이해

시킬 수 있도록 탐구 활동을 구성하였다.

표13. 공화주의 ‘준법정신’에 대한 탐구 활동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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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활동 2. 만일 자신이 레굴루스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지를 상

상해 보고, 이를 글로 표현해보자.

탐구활동 3. 레굴루스의 행동과 관련하여,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준법정신의 신성함이란 무

엇인지 설명해보자.

또한, 공화주의는 권리의 근거를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서 찾는다는 부분을

심화 이해시키기 위해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의 사례를 이용하여 탐구활

동을 제시하였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는 확률추출을 통해 선정된 사람

들에게 위원회 참가 여부를 묻고, 2박 3일 동안 치열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치는 대표적인 공화주의적 자유와 권리 근거의 사례이다. 이러한 공론화 위

원회를 학생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탐구활동으로 꾸며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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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활동>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에 가상 참여해보기49)

1차 조사 → 시민 참여단 구성 → 시민 참여단 숙의과정 → 최종 조사 → 결과 공표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 확률추출을 통해 선발된 2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

함.

△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숙의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확률추출

을 통해 선정된 500명으로 구성함.

△ 시민참여단은 토론 자료집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청취하여 토론회

에 참여하는 등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됨.

* 공론화 위원회 참가 시 유의 사항

1) ‘공론화’란,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

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책

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의미한다.

2)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란,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시민이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중요한 공적 사안에 관하여 전문

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

출’하는 조사 방식이다.

3)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둘 다 시민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수집․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여론’은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감적인 의견인 반면, ‘공론’

은 숙의과정(학습과 토론)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공론은 여론보다 훨씬 질 높은 집단의견으로 평가된다.

4) 공론화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의 활용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보고서를 권고형식으로 정부에 전달한다. 그 후 정부는 위원

표14.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적극적 정치 참여’에 대한 탐구활동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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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4) ‘공론화의 성공에 필요한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국민은 공론화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러한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탐구활동 1. 위와 같이 공론화 위원회에 본인이 참가한다고 가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적어보자.

탐구활동 2. 공론화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해 생각해보자.

탐구활동 3. 공론화에 참여할 때, 공화주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49) 탐구활동에서 참고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모든 정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

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gr56.go.kr/npp/index.do)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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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성취기준
소단원

(예시)

적용시간배정

(예시)

[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

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

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

을 모색할 수 있다.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2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
2

3) 교수․학습 방안의 예시

(1) 단원명 : [윤사 04-03] 1.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예시)

2.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예시)

(2) 단원의 구성과 성취기준 및 적용시간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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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1차시

․공동선의 의미

․시민적 덕성의 의미

․현대 공화주의 의미

․강의

․시청각 매체활용

․모둠별 학습

․발표

․수행평가

2차시
․공화주의 준법정신의 의미

․공화주의의 시민적 우정의 의미

․강의

․시청각 매체활용
․형성평가

(3) 교수․학습 방안

① 단원명 : [윤사 04-03] 1.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② 교수․학습 활동 편성의 개요

③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중점

학생들로 하여금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시키고, 현실에서 공화주의를 통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해

결하는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학생들이 공화주의를 현실 사례에 적

용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모둠별 발표 수행평가 방식을 통해 평가

한다. 또한, 학생들이 현대 공화주의를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서

술형, 논술형 문제를 통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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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도입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건 관련 영상을 보여준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 사는 학생들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

고 있는지 물어본다.(“소음방지 매트를 깔기”, “발걸음을 조심해서 걷기”와 같은

문제 해결 방법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집이기때문에다른사람을배려해야할필요가없다고생각할수있음에

도 불구하고, 아래층을 배려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

해 질문한다.

전개

․ 자유주의에 따르면, 공동선보다는 개인선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래층을 굳이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주의에 따르면, 개인선과 공

동선의조화를모색하는데중점을두기때문에, 아래층이느낄소음에공감하여

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의적인 침해와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페팃의 비지배 자유론을 설명한다. 이러한 페팃

의비지배자유론에따르면, 아파트층간소음이아래층주민의삶을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아래층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주민끼리 주민자치회의를 열어 해결

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공동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샌델이 말하는 자치로서의 자유의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시킨다.

․페팃과 샌델의 공화주의 자유론을 실현하기 위해, 즉 아래층 주민에게 소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가에게 아파트 건설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대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시민

적 덕성’의 개념임을 주지시킨다.

④ 1차시 (강의, 모둠별 학습, 발표)

․ 학습 목표 : 공동선, 시민적 덕성, 현대 공화주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 171 -

<낙태죄를폐지해야한다는여론이형성되고있다는뉴스를영상으로보여준다.>

․낙태죄를폐지하자는 민원이청와대 게시판에 20만 건이 넘어, 국가가낙태죄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임을 알려준다.

<낙태죄 폐지 이슈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모둠별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모둠별 발표를

통해 공유한다.>

․낙태죄폐지논쟁에는, 여성에게불리한현재낙태금지법이여성의삶을지배

하기도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현대 공화주의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해 볼 것을

주문한다.

정리

․수업 시간에 배운 공동선, 시민적 덕성, 현대 공화주의의 의미를 정리하여 설

명한다.

․다음 시간까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화주의 해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 올 것을 주지시킨다.

․평가

수행평가를 통해 성취수준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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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고등학교 1～3학년군 영역
3. 시민 : 개체적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인가?

성취기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평가 유형 모둠 토론(10점 만점)

출제 의도 및 

평가 내용

1. 아파트 층간소음 공익 광고에 드러난 현대 공화주의의 자유 및 덕성 

개념을 이해하였는지를 모둠별 발표 내용을 통해 관찰․평가한다.

평가문항

1. (아파트 층간 소음 관련 공익 광고 영상을 보여 주고) 시청한 공익 광

고에서 말하는 이웃에 대한 배려 정신이 현대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덕성의 개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모둠별로 토론하여 발표하시오.

<층간 소음 공익 광고 멘트>

집에서 왜 까치발로 걸어요?

아랫집에 아기 재우는 초보 아빠가 있으니까요.

사진 거는 걸 왜 내일까지 미루세요?

시험 앞둔 수험생이 있으니까요.

오디션이 코앞인데 왜 기타는 안치세요?

내일 면접인 아랫집 청년이 자고 있으니까요.

층간 내리 사랑. 이웃 간의 새로운 사랑법입니다.

예시 답안

<페팃 관련 답안>

첫째,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아파트 건설법의 제정에 대한 시민들

의 적극적 노력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층간 소

음 광고가 동료 시민들 간의 지배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층간 내리 사랑이라는 표현이 시민들에게 서

로의 비지배 자유를 보장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샌델 관련 답안>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공론화 과정이 

․ 수행 평가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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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데, 이를 위해 이러한 공익 광고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민

자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공익 광고와 같은 효율적인 자체 광고를 개발

함으로써 자치로서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채점기준

10점
페팃과 샌델의 공화주의와 공익 광고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

힌 경우

6점
페팃과 샌델의 공화주의와 공익 광고의 연관성을 비교적 명

확히 밝힌 경우

2점
페팃과 샌델의 공화주의와 공익 광고의 연관성을 잘 설명하

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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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고등학교 1～3학년군 영역
3. 시민 : 개체적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인가?

성취기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문항 유형 논술형(10점 만점)

출제 의도 및 

평가 내용
1. 샌델의 공화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평가한다.

평가문항

<제시문>

낙태나 동성애 금지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논리에는 두 가지

가 있다. 어떤 이들은 낙태와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다른 이들은 낙태와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피하는 대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다수가 그들의 도덕적 

신념을 법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낙태나 동성애 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한다. 어떤 이들은 낙태와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

는 일이며, 때로는 바람직하기도 하므로 그것을 금하는 법이 부당하다고 

말한다. 한편 다른 이들은 낙태와 동성애의 도덕적 지위와 관계없이 이와 

같은 법에 반대하면서, 각 개인에게는 그런 행동을 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논리는 각각 “단순한 논리”와 “세련된 논리”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논리에서는 법의 공정성 여부가 그것

이 금지하거나 지지하는 행동의 도덕적 가치에 달려 있다고 본다. 세련된 

논리에서는 법적 정의가 해당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도덕적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다수의 지배(민주주의) 또는 개인의 권리(자유)

를 말하는 이들 각각의 주장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이론에 달려 있다고 

본다.

․ 수행 평가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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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나는 단순한 논리에 담긴 진리를 살펴볼 것이다. 그 진리란 

바로 낙태나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적 정의(또는 부정의)가 적어도 부분적

으로는, 해당 행위의 도덕성(또는 부도덕성)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세련된 

논리는 이와 다르다. 다수주의를 옹호하는 경우든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경우든, 세련된 논리에서는 정의의 목적에 관해 논란이 되는 도덕적․종교

적 관념을 배제하려고 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법의 정당성 논의를 할 때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대립적 논쟁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고 주장한다.

-샌델,『정치와 도덕을 말하다』중에서

<문항> 도덕적․ 종교적 이유를 들어 국가가 낙태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

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법 제정을 반대하는 글을 제시문에 등장하는 ‘세련

된 논리’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400자 내외].

예시 답안

낙태 금지법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자유주의 원

칙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또한, 도덕적․종교적 이유를 들어 

낙태 금지법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기존의 낙태금지법을 유지한다면 법 제

정 시 도덕적․종교적 판단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해치는 비윤

리적 행위이며, 더 나아가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여 사회적 혼란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도덕적 관점이 낙태죄의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또

한, 종교적 교리를 위반한다는 관점에서 기독교와 카톨릭교가 낙태를 강

하게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종교적 입장이 낙태죄 입법의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낙태 행위를 할지 여부는 도덕적이고 종교적 근거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점기준

10점
세련된 논리에 따라 낙태 금지법을 반대하는 글을 매우 잘 

작성한 경우

6점
세련된 논리에 따라 낙태 금지법을 반대하는 글을 비교적 

잘 작성한 경우

2점
세련된 논리에 따라 낙태 금지법을 반대하는 글을 잘 작성

하지 못한 경우



- 176 -

․ 수행 평가 예시 (3)

학년군 고등학교 1～3학년군 영역
3. 시민 : 개체적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인가?

성취기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문항 유형 서술형(10점 만점)

출제 의도 및 

평가 내용
1. 현대 공화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평가한다.

평가문항 1. 페팃의 공화주의와 샌델의 공화주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예시 답안

페팃은 자유를 비지배 자유로 보는 반면, 샌델은 자유를 자치로 인식한다.

또한, 페팃은 비지배 자유의 보장을 위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 반면, 샌델은 공동체의 도덕적 논쟁에 참여함으로써 절차적 자유

주의로 인해 초래된 정치적 무관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상가 모두 시민들에게 유대감과 준법의

식과 같은 시민적 덕성을 강조함으로써, 시민들이 공동체의 공화(res

publica)와 공동선의 성취를 위해 헌신해야 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오랜 

‘공화주의 전통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점기준

10점
페팃과 샌델의 공화주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명확하게 밝

힌 경우

6점
페팃과 샌델의 공화주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적 명확

히 밝힌 경우

2점
페팃과 샌델의 공화주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설명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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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현대 공화주의를 도덕 교육에 적용하는 연구가 보다 유의미한 성공을 거두

고, 앞으로 교육 과정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

엇인가? 현대 공화주의를 도덕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현대 공화주의가 자

유주의와의 차별성을 보다 분명히 확보하거나, 자유주의의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로마 전통의 공화주의자인 페팃의 공화주의가 지닌 도덕 교육적 함의를 쉽

게 표현하면, “우리는 타인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

해 우리 모두가 합의한 법을 잘 지키고, 정부의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

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견제하는 시민적 덕성과 교양을 지녀야 한다.”로 정

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을 때, 페팃의 공화주의가 자유주의 주장과 큰 차

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유주의 역시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준

법정신과 시민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물론, 페팃의 공화주의가 말하는 비

지배 자유 개념이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보다 더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

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 교육적 관점에서 그것만으로는 자

유주의와 큰 차이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페팃의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보다 더욱 강점을 보이는 부분은 따로 있다. 그

것은 바로 그의 공화주의가 시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비판적 감시의 덕성

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내면화 및 일

체화의 덕성”도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 있다. 자유주의 이론의 입장에서는 시

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신뢰와 함께 국가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

감을 요구하지 못한다. 만일 이를 강요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팃의 공화주의는 비지배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협력하는 자세를 요구하며, 국가를 비판적으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를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페팃은 비지배 자유를 성취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공동선을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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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共和)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페팃의 공화주

의는 억압과 압제, 폭력과 협박과 같은 비(非)공화주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전

(前)정치적 방식’보다, 이성과 지혜, 공감과 협력이라는 공화주의 언어들을 사

용하는 ‘정치적 방식’을 통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모색하려고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팃의 공화주의는 소극적 덕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

니라, 적극적 덕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주의와

차별화되는 교육적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샌델의 공화주의를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발

전으로 인해 점점 우리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무관심해져가고

있다.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보장받아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심한 경쟁과 함께, 점점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태와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도덕적, 종

교적 관점이 필요한 논쟁들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심의

와 토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시민들과 함께 도덕적 논쟁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나와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다.

도덕적 토론이 극단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국가나 다수파가 시민들에게 도덕

적 제약을 가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태의 경우, 시민들의

도덕적․종교적 입장이 모두 다를 수 있는데, 국가가 특정 도덕과 종교에 입

각하여 낙태 관련 입법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거나, 다수파가 특정 종교적 교리

에 입각하여 낙태 관련 입법을 맹목적으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샌델이 주장하는 정치적 논쟁에 특정 도덕적․종교적 논변을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히려 특정 도덕적․종교적 논변에 의해 시민들이 자의적

지배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샌델은 이러한 강압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

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샌델의 입장은 토론에서 도덕과 종교가 허용될 수 있

다는 입장이지,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도덕이나 종교를 강요할 수 있다

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샌델은 자신의 공화주의가 시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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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공동선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독립성과 판단력을 육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공화주의에서 ‘억압의 위험

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시민 교육은 강압적인 방식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조용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득과 습

관화의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샌델의 공화주

의는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루소의 일반의지와 같은 종류의 공화주의가 아

닌, 토크빌이 말하는 보다 점진적 방식의 공화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샌델의 공화주의가 지닌 도덕 교육적 함의는 개인의 자

유를 보장하는 가운데서도, 공동선을 모색하는 시민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샌델은 자유주

의의 ‘억압의 위험성 논제’에 대응한다.

두 전통의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자유주의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두 전통의 공화주의를 도덕 교육에 적

용할 때 유의해야 할 두 번째 전제 조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페팃과

샌델의 현대 공화주의가 현실에서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시 2가지 정도의

조건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첫째, 페팃의 ‘비지배 자유론’이든, 샌델의 ‘자치로

서의 자유론’이든 두 공화주의 모두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심의의 장(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군대 내 성추행 문제로 인한 비지배의 침

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화주의 입장이라면, 전문가 집단 및 일반 시민이 공

론장에서 토론과 숙고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페팃이든, 샌델이든 현대 공화주의 입장에서 개인선과 공동선을 해결

하는 과정 자체는 동료 시민에 대한 배려와 우정의 정신이 발휘될 때 가능하

다는 점과 관련된다. 우정은 현대 공화주의 자체가 강조하는 덕목이기는 하지

만, 현대 공화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 덕목이라는 점에서 우정의

덕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갑을 관계의 문제”와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

여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높이는 일”과 같이 동료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배려하는 우정의 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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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편견을 갖지 않는 풍토가 형성될 때, 진정한 공화

주의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공화주의를 학교 현장의 도덕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도덕 교육에서 공화주의 관련 단

원을 위해서는 토론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각

종 보조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공화주의적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학생들이 자유

롭게 토론할 수 있는 전용 교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동료 학생이나 친구에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에 대해 부

정적인 시선이 아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학생 본인의 도덕적

성향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성향의 요구는 무조건 타

인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타

인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 자체에 접근하는 데 있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

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논의할 만한가? 만일 논의할 정도의 문제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

다면, 객관적 근거를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토론할 수 있다.”는 수준의 도덕

적 성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현대 공화주의를 도덕 교육에 실현할 때 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거

두기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현대 공화주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고전적 공화주의의 매력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플라

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치 사상과 로마 전통의 기원인 키케로 공화주의의 이

론적 풍부함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 것은 “공화주의의 온전한 매력을 도덕 교

육에 모두 적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발판으로 삼아, 공화주의의 풍부하고 심오한 사상을 도덕 교육에 적용하는 후

속 연구가 학계에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대 공화주의를 도덕 교육에 적용하는 것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격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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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공화주의가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자신들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수용하기 때문에 공화주의의 정체성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를 도덕 교육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근거한다. 한편, 격려의 목소리는 공화주의가 지닌 역사

적․이론적 풍부함이 드디어 도덕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화주의 도덕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

식시키기 위해 공화주의의 본질적 정체성을 찾는 데 집중하였으며, 공화주의

가 지닌 강점과 매력을 도덕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시

작점으로 삼아 앞으로 도덕 교육에서 공화주의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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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pplication of Moral Education by Contemporary Republicanism

Sunggeun Park,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anism is an unfamiliar subject that has not been taught in moral

education. For that reason, it is anticipated that applying republicanism as

teaching materials will not be easy and even more difficult to teach its

ideology in schools. And so, this study established its purpose on the

generalization of theoretical tradition on republicanism, selection of

normative elements of republicanism and their application in moral

education. Key normative elements of republicanism opted for modern

republicans such as M. Viroli are republican freedom, civic virtue,

obedience to law and political friendship.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al philosophy of Republicans P. Pettit and M. Sandel on the basis of

those 4 normative elements and to analyze the elements converged by

both. Based on the findings, it is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to apply

republicanism in the moral curriculum.

Until now, ethics textbooks efforted to teach the students the weight of

‘balance of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through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Liberalism stresse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good

and communitarianism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mmon good, seeking

‘balance of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by presenting the normative

balance between the two ideologies. However, the Ethics and Thought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designated ‘republicanism’ in preference to

‘communitarianism’ as an alternative to ‘liberalism’. The rationale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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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ove was that whereas ‘communitarianism’ stopped at prioritizing

common good over individual good, ‘republicanism’ encompassed the desire

to balance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Differently put, if the

previous curriculum tried to balance the two ideas dialectically, the new

2015 curriculum suggested ‘republicanism ideology’ which balanced the

elements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in place of ‘liberalism’.

A simplified definition of republicanism is that it is an ideology of

projecting individual good in ‘res publica’ and of being a citizen in a state

as a republic under which the people hold popular sovereignty. It demands

‘civic virtues’ to maintain a constitutional order and pursues ‘polity’ to

prevent ‘extreme communitarianism’. In the course of interpreting the

fundamental meaning of republicanism, contemporary republicanism is

divided into traditional Roman republicanism and traditional Athenian

republicanism. Whereas the ‘traditional Roman republicans’ represented by

P. Pettit focuses on ‘making of law and system’, the ‘traditional Athenian

republicans’ represented by M. Sandel focuses on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Moreover, whereas P. Pettit criticized that, “the active

participation particular to traditional Athenian republicans may induce

populism’, M. Sandel criticized that, “traditional Roman republicans are

indifferent to civic responsibilities.”

Although it may appear that these two concepts conflict one another on

the surface, it is determined in this study that they actually share all

normative values of republicanism. Also, it is determined in this study that

the contemporary republicanism put forth by P. Pettit and M. Sandel may

be sufficiently accepted within the 4 normative elements. The convergent

elements explored in this study include: (1) freedom through pursuit of

republicanism, (2) civic virtues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3)

law-abiding spirit through norms and refinement, and (4) civic frien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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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common solidarity. Latter portion of the paper presents various

methods for applying these 4 convergent elements in moral education.

Keywords : republicanism, liberalism, communitarianism, Pettit, Sandel,

freedom, civic virtue, political friendship, law-abiding spirit

Student Number : 2007-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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