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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플라톤에게는 국제정치사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견해
를 거부하고, 보편적 교훈으로서의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은 첫째, 플라톤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대
화편으로서 〈국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국제정치관을 지적했다. 둘째, 〈국가〉의
핵심 논제를 중심으로 플라톤적 정의의 국제적 확장을 검토하였다. 셋째, 플라톤
적 정의의 국제적 확장을 전제로 〈국가〉 1권의 소크라테스-폴레마르코스 대화 그
리고 소크라테스-트라시마코스 대화를 재조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플라톤적 국제
정치사상의 보편적 교훈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이러한 플라톤적 국제정
치사상이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정의 담론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검
토하였다.

C

ontrary to the traditional view that Plato had no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the paper interprets Plato’s Republic in order to search for

Platonic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In particular, the paper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extension of Platonic justice. First, the paper
points out that the main arguments of Plato’s Republic develop along the
line of international elements, for instance, the security issues of the ideal
state and then shows that Plato apparently engages diverse international
views ranging from realism, just war theory, to pacifism. Second, the paper
reveals that Platonic political philosophy requires consistent explication of
justice so that the harmony of individual soul is related ultimately to the
cosmic harmony, a part of which is the relations of Hellenic world. From
this perspective, the paper argues that the international extension of Platonic justice should be taken for granted. Thirdly, given that Plato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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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extension of Platonic justice, the paper reexamines the most relevant conversations in Book 1 of the Republic, that
is, the conversations between Polemarchus and Socrates, and between
Thrasymachus and Socrates, in order to show that Plato implies that the
existence of philosophers and the popular approval of the philosophical life
play an important role for supporting the international justice. Finally,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extension of Platonic
justice sheds a new light on the contemporary debates on glob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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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

플라톤에게는 소위 국제정치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플라톤은 이상 국가 수립에 있어서 국제적
고립을 전제로 하거나 고립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플라톤 정치
철학 안에서 의미 있는 국제정치사상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1 이
러한 맥락에서 기왕에 플라톤 정치철학을 연구해 온 대부분의 학
자들은 그의 정치철학이 국제정치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대체로
부인해 왔다.2 예컨대 플라톤 정치철학의 핵심적인 논제 중 하나
인 정의(正義)의 규명과 실현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일국
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다. 이에 따르
면 플라톤의 정의는 국경을 넘어 국제의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
이 없다. 그러나 플라톤이 자신의 정치사상에서 국제정치적 요소
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플라톤이 처한 역사적 맥락이 그로 하여금 국제정치적
요소를 주목하게 하는 요인이 됐을 것이다. 플라톤은 펠로폰네소
스 전쟁(기원전 431~403년)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기원전 428년에
태어났다.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아테네는 두 차례의 페르시아 전
쟁을 치르면서(기원전 490년, 480년) 국제정치적 환경의 강한 영향
1

플라톤을 국제정치사상가로서 제시한 연구서는 극히 예외적이고, 그나마도 초보
적인 수준의 개설서에 일부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Williams 1992; Thompson
1994, Pangle and Ahrensdorf 1999). 이 중에서 Pangle and Ahrensdorf(1999)
는 비교적 풍부한 전거(典據)와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2

20세기 가장 널리 읽힌 플라톤 정치철학 연구서들 중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을
포함한 예는 거의 없다(Shorey 1968[origin.1933]; Barker 1959; Friedländer
1958; Guthrie 1975; Guthrie 1978; Vlastos 1995; Klosko 2006[origi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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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체감했다. 헬라스 세계는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을 결성했고 이 와중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일종의 헤게모니
경쟁을 벌였다.3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양국의 경쟁이 초래한 패권
전쟁이다(Gilpin 1988). 플라톤이 나고 자랐으며, 그의 철학적 삶의
터전이었던 아테네는 그야말로 국제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아테네의 귀족 집안 출신인 플라톤이 일찍부터 이러한 국
제정치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플라톤의 사상 체계 안에 유독 국제정치
적 사고만이 결여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다.
사실 플라톤의 대화편 여러 곳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물
론이고 당시 아테네가 처해 있던 국제정치적 상황을 연상케 하는
대목들이 발견된다. 〈메넥세노스〉에는 페리클레스의 국장연설을
대체할 만한 연설문이 소개되어 있으며, 〈알키비아데스〉에는 펠로
폰네소스 전쟁에서 전세(戰勢)의 분수령이 된 시켈리아 원정을 주
도한 알키비아데스 장군이 등장한다.4 〈라케스〉에는 펠로폰네소
스 전쟁에서 아테네의 장군으로 활약한 니키아스와 라케스가 등장
할 뿐 아니라, 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용
기(andreia)가 이 대화편의 주제로 설정된다. 그 밖에도 〈고르기아
스〉에는 페리클레스는 물론, 이전(以前) 세대에 활약한 장군들(테미
스토클레스, 밀티아데스, 키몬)이 언급되고(503c), 〈변명〉에는 플라톤

3

투키디데스는 이런 사정을 50년사(Pentecontaetia)로 정리하면서, 펠로폰네소스

4

전쟁의 기원으로 설명하고 있다(Thuc. I. 89-117).
필자는 〈메넥세노스〉와 〈알키비아데스〉 대화편의 국제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여,
플라톤 정치철학을 재조명한 바 있다(박성우 2008; 박성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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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중무장병(hoplite-s)으로서 적어도 세 차례
에 걸쳐 전투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언급된다(28e). 플라톤
의 대화편에 이런 대목들이 나타나는 것은 플라톤이 적어도 전쟁
과 같은 국제정치적 요소가 정치적 삶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
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5
그러나 대화편에 파편적으로 나타나는 국제정치적 요소로부
터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을 일관성 있게 해석해 내는 건 어려운
일이다. 혹자는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존재하는 원칙을 단순히 국
제정치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의 국제정치사상이 구성될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6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렇게 플
라톤 정치철학의 일부분을 국제정치적으로 유추 해석한 것만으로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이 구성되기는 어렵다. 제한된 자료로부터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플라톤의 의
도를 왜곡할 위험이 뒤따른다. 이러한 위험을 배제하려면, 파편적
으로 발견되는 국제정치적 요소들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플라톤
정치철학의 일부 요소를 국제정치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의 국제
정치사상이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경계해야 한다.

5

전쟁을 플라톤 정치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로 간주하는 연구로 Saxonhouse(1983);

6

Craig(1999); Baracchi(2002)를 참조.
예컨대, 플라톤적 정의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세 계급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이므로, 이 정의의 원칙을 국제정치적으로 확장하면, 전 세계의 국가들을 통치
자 국가, 수호자 국가, 생산자 국가로 나누고 각각 그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 정의이고, 이러한 입장을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이라고 규정하는 것
이다. 또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철인왕이 통치하는 국가이므로, 이를 국제정치적
으로 확장하면 철인왕에 해당하는 ‘철학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플
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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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의 저
작에 명시적,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국제정치적 요소들과 플
라톤 정치철학의 핵심 논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
다. 다시 말해 플라톤 국제정치사상은 그의 정치철학과 따로 떨어
져 존재하는,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의 정치철학
의 핵심 논제를 보다 명확히 하고 풍부하게 설명하는 사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플라톤 국제정치사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는, 플라톤 정치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논제가 담겨 있는 〈국가〉에
서 플라톤 국제정치사상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7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국가〉를 재해석하고, 〈국가〉의 핵심적인 논제들이 플라톤의 국제
정치사상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2장은 우선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국가〉를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국
제정치관을 지적할 것이다. 3장은 〈국가〉의 핵심 논제를 바탕으로

7

〈법률〉 역시 플라톤 정치철학의 핵심적인 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법률〉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은 생략한다. 지
면의 제약이 하나의 이유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국가〉와 〈법률〉에 나
타난 논제들이 다소 이질적이어서 이로부터 도출되는 국제정치사상 역시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얼마나 〈국가〉와 구분되는 정치철학을 제시하는
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으나(Klosko 2006), 적어도 두 저작의 관
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한, 양자로부터 도출되는 국제정치사상은 별도로 정리
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법률〉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국제정치적 요소를 열거하자
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의 기초로서 전쟁의 항시성과 전쟁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1권, 626a ff). 2) 헬라스의 세 국가(아르고스, 메세네, 라케다이몬) 간의 우애에
기반을 둔 국제법의 작동(3권, 685a ff). 3) 식민지와 본국의 국제관계(6권). 4)
대외 무역(4권, 704b ff). 5)외국인의 대우 및 통상교류(8권, 846d ff, 11권, 949e
ff). 필자는 〈법률〉 해석을 통한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은 앞으로 별도의 논문에
서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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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적 정의의 국제적 확장을 검토하고, 4장은 플라톤적 정의의
국제적 확장을 전제로 〈국가〉 1권의 논의를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의 본질을 규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이러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이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글
로벌 정의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하며 글을 마
무리할 것이다.

II 국제정치적 맥락에서의 〈국가〉 다시 읽기
플라톤의 대화편은 기본적으로 철학적 탐구의 내용을 담고 있지
만, 이 철학적 탐구의 내용은 대화가 행해지는 극적(劇的) 배경이나
등장인물의 설정과 같은 독특한 형식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8 〈국가〉도 여러 극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이것들이 다분히 국제정치적 배경을 암
시한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의 대화가 행해진 극적 시점(時點)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기원전 431년)하기 이전, 혹은 적어도 펠
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기 이전으로 보인다.9 한편, 〈국가〉는 플라
톤의 소위 ‘중기 대화편’으로 분류되는바, 그 저술 시점은 기원전

8

대화편의 형식적 요소를 주목하여 플라톤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비교적 최근의 연

9

구로 Blondell(2002); Nails(2002); Zuckert(2009)을 참조.
〈국가〉의 극적(劇的) 시점을 이보다 더 늦은 시기로, 즉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간
중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어찌됐건 〈국가〉의 극적 시점은 적어도 전쟁
이 끝나는 기원전 403년 이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Zuckert 20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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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년대 전후로 파악된다.10 따라서 이 대화편을 저술할 즈음에 플
라톤은 아테네가 겪은 일련의 국내외 격변에 대해서 잘 인지한 상
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는 기원전 490년과 480년 두 차례의 대
(對) 페르시아 전쟁을 치렀고, 이후 약 50년간 아테네와 스파르타

는 헤게모니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년~403년)이 발발했다. 그 와중에 아테네는 두 차례의 과두정

쿠데타(기원전 411년, 403년)를 경험했고, 이 소용돌이 속에서 소크
라테스는 다시 회복된 민주정권에 의해 처형당했다(기원전 399년).
플라톤은 아테네가 겪은 전쟁과 국내정치적 변화, 특히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국제정치적 격변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지하
고서 〈국가〉를 저술했다고 볼 수 있다.
대화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에서도 플라톤이 당시의 국
제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우선 〈국가〉의
도입부에 거론되는 인물들의 국적이 다양하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등장하는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는 칼케돈 출신
으로서 기원전 407년 칼케돈이 아테네에 대한 반란을 꾀하다가 실
패했을 때, 그의 도시가 너무 심한 보복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
해 외교관으로 아테네에 파견됐던 인물이다.11 폴레마르코스라는
이름은 전쟁 사령관[polemos(전쟁)+archon(통솔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니케라토스와 함께 30인의 참주에

10

일반적으로 〈국가〉는 플라톤의 중기 대화편으로서 기원전 380년대 혹은 기원전
370년대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Guthrie 1975). 저술 연대기에 대한 대표
적인 연구로 Thesleff(1989); Howland(1991); Kahn(2003)를 참조.

11

외교관으로서의 트라시마코스에 대해서는 White(199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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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사형당했다. 30인의 참주는 기원전 403년 아테네가 전쟁에서
패한 후 스파르타의 사주를 받아 아테네 민주정을 전복시키는 데
성공한 이들이므로 그의 죽음은 다분히 국제정치와 연루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 30인 참주의 과두정을 무너뜨린
민주정에 의해 기원전 399년에 처형당했다. 한편, 폴레마르코스,
뤼시아스, 에우튀데모스는 모두 이 대화편이 벌어지는 장소를 제
공한 케팔로스의 아들들인데, 이들은 아테네가 기원전 415년 시켈
리아 원정을 감행할 때 주적국(主敵國)이었던 시라쿠사 출신이다.
요컨대, 〈국가〉는 다양한 국제적 인물들을 등장시킨 기록물이고,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이 대화편 전체의 배경으로 설정된 대화편
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기본적인 구도 역시 플라톤의 구상 안에 국제정치적
요소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즉 최선의 국가
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호자(군인) 계급의 필요성이 대
두되는데, 이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가 결코 국제적 진공 상태를 상
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그
의 이상 국가가 필연적으로 국제적 안보 위협을 고려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소크라테스의 이
상 국가가 시민들의 최소한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단순하고 건
강한 나라”가 아니라(글라우콘은 이런 나라를 “돼지의 나라”로 칭한다
(372d)), 여가와 사치를 허용하는 “호사스런 국가”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변 국가를
공격하여 재물과 땅을 탈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소크라테스
는 다음과 같이 이상 국가가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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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목축하고 경작하기에 넉넉한 땅을 가지려 할 경우에는 우리
로서는 이웃 나라 사람들의 땅을 일부분 떼어내야만 되겠고, 다시 그
들은 그들대로 만약에 그들 역시 필요 불가결한 것들의 한도를 벗어
나, 재화의 끝없는 소유에 자신들을 내맡겨 버리게 될 때는, 역시 우
리 땅을 떼어 가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겠지… 전쟁이 나쁜 결과를 빚는지 아니면 좋은 결과를 빚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하세나. 다만,
이 정도만큼은 즉 우리가 전쟁의 기원 또한 발견했다는 것은 말해 두
도록 하세나(373d-e).12

“돼지의 나라”에서 벗어나 “호사스러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는 침략과 강탈이 불가피하고 침략과 강탈로 성립한 국가가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충직하고 강인한 수호자
(군인) 계급을 필요로 했을지 모른다. 어쩌면 이 나라의 성패는 이

수호자 계급이 얼마나 강한 전투력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
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수호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강한 전투
력 못지않게 동료 시민들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국가에서 이들만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반
란을 일으키게 되면 대외적인 위협과는 별개로 국가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수호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용맹과 함
12

플라톤 저작의 인용 페이지는 스테파누스 페이지를 사용한다. 한편 이 인용문과
비슷하게 전쟁의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파이돈〉(66c)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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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충성심을 내세운다. 우스꽝스럽게도 소크라테스는 수호자의 자
질을 “낯선 대상에 대해서는 난폭하고, 친근한 대상에 대해서는 온
순한 혈통 좋은 개”의 특성에 비유한다(375a-c). 이처럼 대외적으
로는 용맹하고 대내적으로는 충성스런 수호자를 길러내는 것이 이
상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소크라
테스는 이 국가의 부(富)의 정도나 영토의 크기조차 이러한 수호자
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즉 국가의 부나 영토
의 크기는 수호자가 “대외적으로는 용맹하고, 대내적으로는 온순
한”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의 부가 지나치거나 영토가 지나치게 크면 수호자들은 파당을 지
어 싸우게 되고 시민들 간에 우애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한정된 부를 가진 이상 국가는 다시금 국제정
치적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 아데
이만토스는 단적으로, 보다 크고 부유한 국가의 공격을 이 국가가
적절히 방어해 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422a). 이에 대
한 소크라테스의 일차적인 대답은 규모가 큰 국가는 대부분 파당
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시
민들 간의 화합과 우애를 최적점으로 삼은 이상 국가야말로 진정
한 의미의 “하나의” 국가이고, “사실상 가장 큰 국가”라는 것이다
(422b-423a). 즉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는 이상 국가의 수호자들이

크고 부유한 국가의 군인들보다 용감하고 강인하므로 보다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면, 이상
국가는 이제 국제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중요한 것은 영토의 크기나 부의 정도가 아니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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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의 자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유하고 규모가 큰 국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주
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아테네 제국이 성장하고 강
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헬라스의 자원과 자금이 아테네로 모
였기 때문이다(Rhodes 2007; Kallet 2007). 이러한 사실을 플라톤이
모를 리 없다.13 이런 맥락에서 플라톤은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
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고 부가 적은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소크
라테스는 최선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대외정책을 제시한다.
첫째, 소크라테스는 동맹을 통해 이상 국가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적국들 중에서 하나의 국가와 동맹하여,
자신보다 더 부유한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소크라
테스는 이상 국가가 적국들 중 한 나라에 사절을 보내 다음과 같
이 제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금이나 은을 사용하지도 않
지만, 우리에겐 그건 불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겐 그건
합법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한편이 되어 싸우고서, 상대편의 것
들을 가지십시오.” 소크라테스와 아테이만토스는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이상 국가의 잠재적인 적국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
라고 확신한다.14

13

부(富)와 아테네 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시에 페리클레스도 강조한 바 있다
(Thuc. II. 13).

14

“이를 들은 사람들이 개들과 한편이 되어 살찌고 연약한 양들과 싸우기보다도 튼
튼하고 힘센 개들을 상대로 싸우는 쪽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소크로
테스의 물음에 아데이만토스는 “제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다
(42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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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데이만토스는 그들이 만드는 최선의 국가가 상대할
나라가 복수(複數)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부유한 국가일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그 부유한
국가가 사실상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빈자의 나라와 부자의 나라
로 나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한쪽의 재물과 세력 또는 인력 자체
를 다른 쪽에 넘겨” 주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
한다(423a). 즉 적국의 내란을 조장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요컨대, 이상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대외정책이란 적국들을 이
간하면서 동맹을 맺거나 적국에 내란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되는 대외정책이 이상 국가의 대외정책으로서 타당한 것인가
에 대해서는 차차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플라톤의 이상 국가가 국제적 고립을 전제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이상 국가의 대외정책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적은 분
량을 차지하고, 또 그 내용이 이상 국가의 대외정책이라고 하기에
는 저속하고 비열해서인지, 전통적인 플라톤 연구자들은 이 부분
을 아예 무시하거나 논외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 국가
가 국제적 고립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한, 플라톤의 국
제정치관을 간과할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플라톤의 국제정치관은 다분히 현실주의적
이다. 이상 국가의 외교정책에서 정의(正義)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플라톤의 정의론(正義
論)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는 대화편이다. 또한 〈국가〉는 정의를 추

구하는 것이 세속적인 판단과 달리 이득이라는 것을 강변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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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15 아울러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희
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발휘
함으로써 개인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적어도 지금까지 살펴 본 이상 국가의 대외정책은 플라톤적 정
의론에 구애받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정의론은 전적
으로 국내적 범주 안에 묶여 있다고 봐야 하는가? 플라톤적 정의
론이 국제적으로 확장될 가능성과 필요성은 전혀 없는가?
그러나 〈국가〉에는 플라톤의 정의론이 국내적 범주를 넘어 국
제적으로도 적용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들이 있다. 우선, 1권
에서 폴레마르코스가 제시한 정의관을 논박하는 과정에서 이상 국
가의 현실주의적 대외정책을 부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폴레마르코스에게 정의란 “친구에게 득을 주고 적에게 해(害)를 끼
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자는 어떠한 경우
에도 남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논지를 펼친다(335b-c). 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부과해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으로부터 나쁜 것을 생산해내야 하고, 이
는 스스로가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자는 스스
로 더 나쁜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는 어떠한 경우
에도 남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논
지를 국제정치에 적용하면,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
이므로 내적으로 정의롭고 좋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당하게

15

최선의 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에게도 이로운
것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필자도 이 논쟁에 참여하여 견해를 밝
힌 바 있다(Par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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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을 공격하거나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정의
로운 자는 남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반론을 보편
적 원칙으로 받아들이면, 이상 국가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어
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주의를 따라야 한다.
또한 〈국가〉에는 정전론(正戰論)적 요소들도 발견된다.16 소
크라테스는 수호자가 누구에게 적대적이어야 하고, 누구에게 우
호적이어야 하는가(375b-c)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느슨하게나마 전쟁 개시를 위한 정전론(jus ad
bellum)적 요소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전쟁 수행 방식도 규제한다. 우선, 그는 헬라스 종족 전체를 동족
(同族)으로 규정하고, 동족 간의 불화는 전쟁(polemos)이 아닌 내

란(stasis)으로 간주한다(470b). 이러한 맥락에서 소크라테스는 적
어도 헬라스인들 간의 전쟁에 있어서는 “시체를 유린하고”(469e),
“농지를 토벌하고 가옥을 불태우며, 남녀를 불문하고 상대국의 사
람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전쟁 관행”을 비판한다(471a-b).17
소크라테스의 비판은 전쟁 수행 과정의 정의(jus in bello)일 뿐 아
니라, 적을 패퇴시킨 후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정의로운 처벌(jus
post bellum)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헬라스인들에 대해서는 덜 보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인데, 이는 헬라스 세계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 우월감에 기초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 정

16

최근 플라톤을 정전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17

서는 다음을 참조(Busch 2008; Syse 2010).
〈알키비아데스〉에도 비슷한 주장이 제시된다(107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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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론적 요소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
이렇게 보면, 플라톤의 〈국가〉에는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적
어도 현실주의, 평화주의, 정전론(正戰論)이라는 다양한 국제정치
관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입장이 플라톤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플라톤
을 현실주의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이상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대외 전략에서 발견된다. 이 부분이 이상 국가의 대외
정책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단편적인 언
급이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을 대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
의로운 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대어 플라톤
을 국제적 평화주의자로 보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플라톤의 정의
론 중 한 요소를 국제적으로 확대한 것을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
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전론적 요
소에 대한 언급 역시, 단순히 당시의 역사적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
토한 것이어서 그것만을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사실 〈국가〉에는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의 단서로 삼을 만
한 여러 요소들이 관찰된다. 그러나 어느 것도 플라톤 정치사상과
더불어 포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이
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국가〉에서 단편적으로
발견되는 국제정치적 요소들이, 플라톤 정치사상의 핵심논제를 고

18

플라톤의 헬라스 중심주의는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을 보편적 세계시민주의로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Pangle and Ahrensdorf(1999:
46-50) 참조. 그러나 플라톤의 〈정치가〉에는 헬라스-야만 구분의 허구적 요소에
대한 비판이 제시된다(262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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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했을 때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가를 해명하면서, 플라톤 정치
사상의 기본 틀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을 구
성해 보고자 한다.

III

〈국가〉의 핵심논제와 정의의 국제적 확장 문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 전체의 핵심논제가 ‘개인-국
가 유추’의 틀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국가 유추
란 개인에게 정의(正義)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어려우니, 우선 국가
에 있어서 정의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 원칙을 개인에 적용한다
는 구상이다(369a). 이러한 유추 구상에 따라서, 소크라테스와 그
의 대화상대자들은 국가의 정의를 각 계급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개인의 정의를 혼의 각 부분, 즉 이성, 기개, 욕구
가 각자 “제 일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
게 된 것은 〈국가〉 4권이지만(441d-e), 5권에서 7권의 논의가 유추
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고, 8권, 9권의 논의가 다시 유추의
구도를 활용하여 부정한 국가와 부정한 개인을 논한 것임을 고려
할 때, 〈국가〉 전체가 유추의 틀 안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19
유추의 틀 안에서 〈국가〉를 재조명할 때 제기할 수 있는 문제

19

〈국가〉는 10권까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10권의 논의는 9권까지에서 나온 최종적
인 결론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애초에 1권에서 제기된 문제는 9권에서 마
무리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Anna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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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의가 개인의 내적 상태(즉 영혼의 상태)와
외적 행위로 규정되듯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의도 국가의 내적
상태와 외적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가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
을 끄는 것은 유추 구조에 입각한 플라톤의 정의론이 정의로운 국
가의 외적 행위, 즉 타국에 대한 대외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가이
다. 앞 절에서 이상 국가의 대외정책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
분을 확인했지만, 이것이 〈국가〉 전체에서 플라톤이 추구하고 있는
정의론과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 국가의 대외 관계에 관
한 플라톤의 일관된 입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관
장하고 있는 유추의 틀 속에서 이상 국가의 대내외적 행위의 특징
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국가 유추의 복합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추의 구조적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
자. 이상 국가는 지혜를 갖춘 통치자 계급, 용기를 갖춘 수호자 계
급, 그리고 절제와 정의를 갖춘 생산자 계급으로 나뉘고, 정의란
다름 아니라 이 세 계급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433b). 유추 구조에 의존할 때, 이상 국가에 상응하는 최선의 개

인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혼의 세 부분, 즉 이성, 기개, 욕구가 각
자 제 일을 해야 한다(441d-e).20 영혼의 세 부분이 각자 제 일을 한
다는 것은 “이성이 기개의 도움을 받아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의

20

왜 개인의 세 부분이 몸은 제외한 영혼의 세 부분만으로 치환됐는지, 영혼의 세
부분(tripartite soul)이 존재한다는 것이 충분히 논증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글의 성격상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플라톤
의 영혼삼분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Ferrari(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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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이렇게 국가와 개인의 정의가 유추를 통해 깔끔하게 규정
된 듯하지만, 유추 구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불안정하
고, 모호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Blössner 2007).

가장 큰 문제는 ‘플라톤적 정의를 갖춘 개인이 과연 충분히 정
의로운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
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행위에 의해서 판명된다. 적어도
정의로운 사람이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거래를 할 때 남을 속
이지 않으며, 남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다. 그런데 플라톤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영혼의 내적(內的) 상태,
즉 순수하게 혼의 세 부분의 관계로만 규정되므로, 플라톤적 정의
를 갖춘 자가 과연 세속적 정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즉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요체로 하
는 이성이 영혼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이 곧바로 세속적 욕구를 제
어할 수 있는 덕성과 등치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는 것
이다.21 예컨대, 엄청나게 큰 부정의를 행하는 자(예컨대, 전대미문의
사기꾼이나, 권력을 찬탈한 독재자)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욕

구를 이성으로 다스린 영혼을 가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이성 지배적인 인간’은 플라톤적 정의의 소유자이지만 세
속적 의미의 정의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딜레마를 낳는다.
이런 맥락에서 아데이만토스도 4권 말미에 혼의 세 부분의 관
계로만 규정된 정의(正義)가 세속적으로도 정의로운가라는 문제
21

플라톤 연구자들에게 이 문제는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Sachs(1963); Kraut(199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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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한다(443a).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영혼을 갖
고 있는 자는 세속적인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이성을 지배자로 두
고 있어서 세속적 정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고 주장한다(443a-d). 아데이만토스는 소크라테스의 설득을 받아
들이지만, 관건은 이성이 단지 영혼의 다른 부분들을 지배할 수 있
는 내적 영향력만을 갖는지, 아니면 외적으로 무엇을 욕구의 대상
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까지 갖추고 있는
가이다.22 이 문제를 여기서 논증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유추 구조는 적어도 개인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
어서 내(內)-외(外)의 일체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23
유추 구조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플라톤적 정의를 갖
춘 자, 즉 ‘이성을 영혼의 지배자로 두어 모든 욕망을 다스릴 수 있
는 자’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이상 국가 안에서도 이런 영혼
을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의 통치자에 불과하다. 만일 플라톤적 정
의만을 진정한 정의로 간주한다면, 이상 국가에서 다수를 차지하
는 생산자들은 이성 지배의 영혼을 가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들
은 욕구가 영혼을 지배하는 자들로 정의(定義)되어 있다), 이상 국가는

플라톤적 정의를 가지지 못한, 즉 부정의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는 불편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가
22

플라톤적 정의가 세속적 정의의 기준을 통과하려면, 후자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는 Cooper(1977); Kraut(1992); Lear(1992); Blössner(2007); Park(2015)
를 참조.

23

즉 플라톤적 정의는 개인의 내적 상태와 외적 행위 사이에 일종의 긴장을 야기한
다. 혼의 구성에 초점을 둔, 플라톤적 정의를 갖춘 자라 하더라도 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지 의심스럽고, 반대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라 하더라
도 그의 혼이 어떤 내적 상태를 가졌는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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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정의롭다고 간주되는 이유는 국가 내부의 구성원들이 사회
적으로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국
가에는 개인의 내적 상태, 즉 플라톤적 정의보다, 개인의 외적 행
위만 관여하는가? 이 문제 역시 플라톤 연구자들의 골칫거리로 남
아 있으나, 여기서 더 깊이 논의할 수는 없다.24 다만 여기서 또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정의(正義)와 개인의 정의는 단
순히 형식적인 수준의 유추의 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도 연계되
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외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정의가
곧 국가의 정의,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의 내적 정의가 되어, 정의
의 관점에서 개인과 국가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굳이 전통적인 유추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 플라톤적 정의의 국제적 확장을 조명할 수 있는 지점이
기 때문이다. 먼저 위에서 문제가 됐던, 정의로운 개인의 외적(外
的) 행위, 즉 타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유추 구조를

형식적으로 적용해 보면, 개인의 외적 행위는 국가의 대외적 행위
와 대칭된다. 그런데 앞 절에서 이상 국가의 대외정책이 적국을 분
열시켜 동맹을 결성하고, 적국의 내란을 조장하는 등 부도덕한 정
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만일 이것이 이상 국
가의 대외정책의 전형(典型)이라고 한다면, 개인-국가의 유추 구조
에 따라, 내적으로 정의로운 개인이라도 외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24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은 영혼의 구성에 바탕을 둔 엄격한 의미의
플라톤적 정의와, 공동체에서 각자 제 일을 하는 공화주의적 정의를 구분하기
도 한다(Kraut 1992). 유추를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한 비교적 포괄적인 논의로
Blössner(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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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크다(내적으로 정의로운 국가가 외적으로 부도덕한 대외
정책을 실행했으므로). 따라서 개인과 국가 간의 대칭성이 유지되는

한, 개인의 내적 정의와 외적 정의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있
어서도 내적 정의와 함께, 대외적 정의도 유지되어야 한다. 즉 이
상 국가의 대외정책은 앞 장에서 언급된 것과 달리, 부도덕한 수단
을 동원해서는 안 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런데 플라톤적 정의를 가진 개인이 외적 정의를 추구할 동
기를 가지는 것은 이상 국가를 설립한다는 공동선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상 국가에는 국가를 초월하는 글로벌 차원의 공
동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플라톤은 개별 국가를 초월하여 헬
라스 지역 전체에서의 정의를 주장한 바 있다. 플라톤은 전 세계를
글로벌 정의가 추구되어야 할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진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정의론이 국내적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라, 초국가적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암시한 것이다.
〈고르기아스〉에는 플라톤의 정의론이 초국가적 영역으
로 확장된 사례가 발견된다. 여기서 플라톤은 그의 정의론을 국
제적 영역보다 훨씬 넓은 우주 전체와 연결시킨다(〈고르기아스〉,
507e-508a).25 앞서 플라톤적 정의를 갖춘 자라도 외적 행위에 있어

서는 큰 부정의를 저지를 수 있음을 염려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25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자들은 함께 나눔과 우
애와 절도 있음과 절제와 정의로움이 하늘과 땅과 신들과 인간들을 함께 묶어 준
다고 말하네. 그렇기 때문에, 친구여, 그들은 이 전체를 세계질서(cosmos)로 부
르며 무질서나 무절제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네. 그런데 자네는 지혜로운데도 불
구하고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네. 오히려 자네는 기하학적 동등이
신들 사이에서나 인간들 사이에서나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네”
(507e-5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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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세속적인 것(엄청난 부나 절대적 권력)을
목표로 두지 않을 만큼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
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이성이 관여해야 할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안
목이란, 개별 국가는 물론 헬라스 지역을 넘어 시공적으로 대단히
포괄적인 “전체” 혹은 “우주(cosmos)”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여
기서 우주적 범주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플라톤적 정의가 무엇인
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플라톤에게 정의의 확장은 헬라스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될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플라톤적 정의는 개인의 내적 상태(혼의 상태)(a)에서
부터, 개인의 외적 행위(b), 이어서 국가의 내적 상태(즉 시민들을
규율하는 국가의 행위)(c)와, 국가의 대외적 행위(d), 나아가 우주적

질서(e)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플라톤적
정의가 온전히 규명되기 위해서는 이상 국가의 대외정책(d)을 포
함한 모든 영역(a~e)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앞서 개인의 내적 상태(a)와 외적 행위(b) 간의 불일치를 문
제 삼은 바 있다. 이때의 개인의 내적/외적 정의 간의 불일치는 유
추의 대칭적 구조에 입각해 볼 때, 국가의 내적 상태(c)와 대외정
책(d)의 불일치와 모종의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것이 어떤 연계성을 갖는가에 대한 한 가지 단서는 개인의
외적 행위(b)와 국가의 내적 상태(c)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
지만, 서로 연속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개인의 외적 행위(b)란 타
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이므로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이 있고,
나아가 국가를 전제로 한 행위이다. 한편, 국가의 내적 상태(c)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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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국가 구성원에 해당하는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규율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b가 개인의 관점에서 국가로 향하는 정의(正義)라면,
c는 국가의 관점에서 개인으로 향하는 정의(正義)이다. 개인과 국
가 두 영역 간의 이와 같은 연계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국가의 대외적 행위(d)는 나머지 영역과 어떤 관계에 있
는가? 만일 (d)를 중심으로 나머지 영역과의 관계를 해명할 수 있
다면, 비로소 〈국가〉의 핵심 논제를 중심으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
상이 정립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플라톤은 정의의 여러 영역들과 그 관계를 논리적으
로 해명하지 않았다. 대신 대화법적 방식으로, 정의의 여러 영역들
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플라톤적
정의가 어느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고, 각 영역들 간의 관계가 어
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의미심장한 국제정치적 교훈을 담고 있으면서도 기왕에 그 의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되는,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
스의 대화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폴레마르코스의 대화를 검토하면
서, 〈국가〉 전체의 유추 구조에 바탕을 둔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
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IV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을 향하여

먼저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살펴보자. 트라시마코
스는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강자의 이익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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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부정한 일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야말로 강자라고 주
장(338c-339a)한 것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소피스트이다. 이에 대
한 소크라테스의 반론은 여러 차원의 것이 있으나,26 특별히 이 논
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부정한 것이 강하다”라
는 명제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론(351a-352c)이다. 트라시마코스
의 주장에서 부정의를 행할 수 있는 자란 단지 사소한 수준의 부정
의를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부정의를 행하고도 사후적으로 보복당
하지 않을 수준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있는 자이다. 이러한 상황
은 어딘가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개인들 사이에서보다 힘의 격
차가 지속적이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국가들 사이에서 쉽게 발견된
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국가 간의 관계
로 치환해서 반론을 시작한다.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 선생, 당신은) 부정한 나라가 다
른 나라들을 부당하게 굴복하게 하여 예속화하려 시도하고, 실제
로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를 휘하에 속국화해서 갖고 있다고 보시
오?”(351b)27라고 묻고, 트라시마코스는 이에 동의한다. 이어서 소
크라테스는 “나라나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강도단(團)이
나 도둑의 무리 또는 그 어떤 집단”이라 할지라도 뭔가를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부적으로 서로 부정의를 행한다면 대
외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351c). “부정의는 서로
26

트라시마코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논박이 갖는 전체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박성

27

우(2014: 180-188)를 참조.
사실 이 대목이 〈국가〉에서 처음으로 국가(polis)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점이고,
개인 간의 정의/부정의 문제가 국가 간의 정의/부정의 문제와 결부될 가능성을 최
초로 암시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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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립과 증오, 다툼을 초래하나, 정의는 합심과 우애를 가져
다 줄”(351d) 것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되풀이해서, 부정의
가 깃든 곳에는 “그것이 나라이건 씨족이건 군대이건 또는 다른 어
떤 것이건 간에 자체적으로 대립과 불화를 만들어 내어 뭔가를 해
내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한다”(352a)고 주장하며, 아무리 부정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의 정의
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352d). 이런 소크라테스
의 논변은 사실 ‘완벽하게 부정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하다’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개인-국가 유추를 최초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8 내부적으로 부정의가 만연해 있는
국가나 집단은 내부적인 불화와 반목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단결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부정의로 꽉 차 있는 개
인은 내부적 갈등과 모순으로 인해 외부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
게 된다는 것이다(351d-352a).
그런데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논지는, 완벽하게 부정한 사람이
나 완벽하게 부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내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정의를 유지하는 경우에 외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예시
한 강도단과 같이 외적으로 부정의를 행하면서, 내적으로 최소한
의 정의를 유지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의
를 유지하는 집단이라면, 외적으로 부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
28

개인-국가 유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권의 368e부터인데 트라시마코스와
의 대화는 이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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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다. 강도단은 외적으로 부정하지만,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강도단 내부의 규율이 유지될 정도의 정의─그것을 정의
로 일컬을 수 있는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만 있다면 그 강도
단은 외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외적 부정의와 내적 정의
가 공존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극단적으로 부정한 집단, 즉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나 완벽하게 부정한 집단만을 상정하고, 그러한 경우에 아무런 힘
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극단
적으로 부정한 집단만을 가정하는 이유는 이 대목에서 설득하고자
하는 바가 부정한 국가나 집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인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는 국가나 집단과 달리, 외적으
로 부정의를 행하기 위해 내적으로 최소한의 정의만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의 혼은 전적으로 조화롭고 정의롭
든지, 전적으로 갈등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전적으로 부정한 경우에는 개인이
든 국가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하긴 했지만, 적어도 집
단의 경우에는 외적인 부정의와 내적인 정의가 공존할 가능성을 부
인하지 않았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인가? 앞 절에서 검토한,
플라톤적 정의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의 구분은 소크라테스의 국제
정치적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개인의 정의는 내부와 외
부 영역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즉 내적 불화, 혹은 자기분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개인은 외적으로 어떤 일도 온전히 성사시킬 여력
이 없다. 또 외적으로 행하는 부정의는 지나친 욕망에 기인하는 바,
다분히 내적으로도 다양한 욕망을 촉발시켜 내적 분열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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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이 외적으로 부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곧 내부적 갈등과 분
열을 초래한다. 앞 절에서 제시한 도식에 의하면 (a)가 (b)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동시에 (b)도 (a)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국가의 경우는 어떠한가? 국내적으로 최소한의 정
의만 있으면, 대외적으로 부정의를 행하는 것이 앞서 확인한 일차
적인 가정이다. 우리의 상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외
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의는 유지되어야 한다. 즉 소크라테스는 일단 (c)가 (d)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완벽하
게 부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c)와 (d)의 관계는 애매한 상태로 남
게 된다. 더구나 (d)가 (c)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고려된 바
없다. 국가의 대외적 행위가 국내적 정의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내적/외적 정의가 상호 밀접하
게 영향을 주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대화는 암묵적으로나마
국가의 외적 행위(d)가 국가의 내적 행위(c)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내비친다. 즉 상식적으로는 국가가 내부적으로 화합과 결속을
유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어떤 부정의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만일 개인-국가 유추의 틀 안에서 개인과 국가의 대칭성
을 유지한다면, 개인의 경우 내부/외부의 균열을 배제해야 하는 것
처럼 국가의 경우에도 상식적 이해와 달리 내부/외부의 균열을 배
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물론 대외적으로 부정의를 행한 국가가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도 부정의가 발생할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논증한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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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교_책.indb 47

47

2017. 2. 8. 오후 2:47

없다. 그러나 유추의 구조를 고려하면 국가의 대외적 부정의가 국
내적 정의의 잠식을 초래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예컨대, 국
가가 대외적으로 이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팽창과 침략
을 거듭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국가의 시민들은 자국의 행위
를 한편으론 자랑스러워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국가의 행태를 개
인적으로 모방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부도덕한 대외적 행위를 개
인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부정의를 낳고 급기야 국가
의 쇠퇴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국가가 대외적으로 부도덕한 행위
를 한다고 해서 당장 국가가 와해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국제적
지위와 명예에 고무되어 여전히 사회적으로 충성을 보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대외적 부정의가 늘어나게 되면, 이를
모방하여 타락하는 시민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국가의 쇠퇴 역
시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대
외적으로 힘을 발휘할 때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국가
의 대외적 부정의가 곧바로 내부적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
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을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부정의를 행하
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29
이제 폴레마르코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플라
29

물론 어떤 메커니즘으로 대외적으로 부정의한 행위가 국내적으로 부정의를 낳는
가에 대해서는 논증이 필요하다. 이 논증은 사실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는 텍스
트적, 실증적 변호가 필요하다. (a), (b), (c), (d) 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
는가를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의 투키디데스 연구자들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짐(pleonexia)”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아테네가 강력한 제
국으로서 대외적으로 부정의를 행했을 때, 대외적으로 행한 부정의가 국내적으로
“침투”하여 시민적 덕성을 파괴시키고 궁극적으로 제국이 쇠퇴하는 결과를 낳았
다고 지적한다(Strauss 1964; Orwin 1984; Park 200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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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적 정의가 국제적으로 적용될 때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는지 검
토해 보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소크라테스의 물음에 폴레마르코
스는 “적(敵)에게는 해(害)를 주고, 친구에게는 득을 주는 것”이라
는 대답을 내놓는다(332d). 폴레마르코스의 대답은 개인적 차원에
도 적용될 수 있지만, 다분히 공동체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폴
레마르코스는 군사령관이라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전시 상황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일반적 정의로 규정한 것이다. 일견 타당해 보이
는 폴레마르코스의 공동체적 정의관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일차적으로 소크라테스는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친구에게 줘야 할 이득이
고 무엇이 적에게 가해야 할 해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가
를 의심한다(334c-335a). 소크라테스의 문제 제기처럼 인간사(事)
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친구와 적, 그리고 절대적인
의미의 이득과 해는 규정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레
마르코스는 친구와 적의 구분, 해와 이득의 구별을 문제라고 여기
지 않는 듯하다. 개인사(事)에 있어서는 양자의 구분에 왕왕 오해
가 발생할지 몰라도, 적어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누가 적이고 친구
인지, 무엇이 마땅히 적에게 가해야 할 해이고, 친구에게 주어야
할 이득인지는 국가가 정한 규정에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정해 준 적국과 우방국은 불변하는가? 국가가 정해 준 국
익은 의심할 바 없는가?30
〈국가〉의 전체적인 줄거리에 비추어 볼 때, 폴레마르코스의
30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나치 정권하에서 충성스런 독일시민들이라면, 국가
가 정해 준 적, 유태인을 학살하는 데 동조해야 했다.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국제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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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은 수호자들에게는 매우 바람직하다. 수호자는 대외적으로
는 사납고, 대내적으로는 상냥한 기질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런 성
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된 교육을 필요로
한다. 폴레마르코스의 국가관, 즉 국가가 지정한 적과 시민의 구
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무엇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고 무엇이 적을 해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명령에 절대적
으로 복종하는 태도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수호자 계급에게는 절
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과 영원한 적국
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때의 국익으로 여겨졌던 것이 어느 순간
국가에 해(害)가 될 수도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개인사의 경우뿐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좋
음(Good)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적 구분이나 득실
개념은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좋음에 대한 지식이란 단지 국익과 관련해서,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거나, 기술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국익을 산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31 국익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좋음(Good)이 무엇인
가를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한 지식은 적어도 국가의 범주를 초월하
는 “전체”(이 전체가 어느 범주까지 포괄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헬라스
세계일지, 지구 전체일지, 우주일지 말이다)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한

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자는 사실 철학자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라톤은 이상 국가의 통치자로 가장 포괄적인
31

필자는 국익 추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플라
톤의 〈알키비아데스〉 해석에 기초해 검토한 바 있다(박성우 2011; 박성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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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인, ‘좋음’의 이데아(the Good)를 추구하는 철학자를 내세웠
다(473d). 수호자들이 국가가 제시하는 ‘좋음’을 맹목적으로 받아
들인 것은 이들이 자신의 땅에서 나고 자랐으며 계급적 위치까지
도 땅에 의해서 정해졌다(authochthony)고 하는(414d-415c) 일종
의 “고상한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철인왕은 이
런 “고상한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389b-c, 414b-c). 폴레마르코스
의 정의관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론은 대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서 적어도 수호자들의 용기나 맹목적 충성심 이외에 지혜가 수반
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문제는 이러한 ‘좋음’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가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이다. 플라톤 정치철학을
철학의 절대적 권위를 바탕으로 전체주의를 주입시키기 위함이라
고 해석하는 이들을32 을 제외하고는, 플라톤의 철인왕의 기획을 액
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자는 많지 않다.33 무엇보다 이런 지혜

32

20세기 중반 전 세계가 전체주의의 위협에 놓여 있을 때,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의 서구적 기원을 천착하면서, 플라톤 정치철학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적
이 있었다. 포퍼를 위시해서 아렌트 역시 이런 기조에서 플라톤을 비판한 바 있다
(Popper 1966; Arendt 1990; Thorson 1963). 그러나 이런 해석은 한 때의 유행
에 불과하다. 1990년대 이후 플라톤이 상당 정도 민주적 사고틀을 갖고 있었다는,
적어도 민주주의의 신봉자는 아니더라도 민주주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밝
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Ober 1998; Monoson 2000). 플라톤이 민주주의자
였는가 비민주주의자였는가라는 구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주의가 근대 이후 다
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기에 연구자들은 그때그때 다른 판단을 내리기 일쑤였
다. 이에 대한 판단은 역설적으로 플라톤의 문제였다기보다 근대인의 문제였다.

33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Lane(2001)을 참조.
대표적으로 스트라우스는 철인왕의 기획을, 역설적으로 철인왕을 빙자한 어떤
보편적 국가주의도 비극적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한다(Strauss
1964); 박성우(2014,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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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은 적어도 자발적으로 통치에 임하지 않는
다.34 또 이론적으로는 좋음의 이데아와 관련된 지혜가 필요하지
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지혜를 온전히 갖고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려움도 있다. 사실 철학자(philosophos)란 이러한 지
혜의 존재를 믿고 이를 추구할 뿐이지 이런 지혜를 이미 획득한 자
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플라톤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철
인왕의 지혜를 기대한다기보다, 시민들 중 철학자 이외의 다른 구
성원들이 갖고 있는 절제나 정의를 대외정책 결정에 수용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검토하면서, 정
의라는 덕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달리, 국내적 범주에만 한
정되지 않고 국가의 대외적 행위와 국내적 상태가 연계되어 있어
서, 대외적으로 부정의한 행위를 하면, 국내-국제의 연계에 의해
국내적으로도 부정의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방금 검
토한 폴레마르코스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는 용기라는 덕의 한계
를 지적함으로써 국내적 원칙으로만 간주되던 정의가 국제적으로
도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
이면 국내적 차원의 정의를 상당 부분 국제적으로 확장시킬 필요
가 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는 불분명하지만(이
를테면, 국내적 차원의 분배적 정의를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국내

34

학자들은 〈국가〉에서 철학자가 자발적으로 통치에 임할 수 있는 근거를 찾
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 왔다. 이에 대해서는 Kraut(1973); Brickhouse(1981); Andrew(1983); 박성우(2014: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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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법이나 기본법의 근거가 되는 자연법을 국제적으로 확장하여, 자연
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법의 연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폴레

마르코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재조명함으로써 적어도 정의(正
義)의 경계가 국경을 초월할 수 없다는 편견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플라톤적 정의의 국제적 확장과 현재적 함의
본 논문은 과연 플라톤 정치철학의 핵심논제에 부합하는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플라톤적 정
의의 국제적 확장 문제를 검토하였다. 정의가 과연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플라톤 정치철학만의 주제는 아니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많은 현대정치이론가들이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정
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글로벌 정의의 본질이 국내적 정의와 동
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35 본론에서 조명한 플라톤적 국제정
치사상은 오늘날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정의의 본질 그
35

예컨대 베이츠는 롤스가 국내적 정의 원칙으로 지목한 분배적 정의를 국제적으
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작 롤스 자신은 이러한 시도는 자신의 정의
론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Beitz 1979; Rawls 1999). 인권보장
의 관점에서도 정의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 여부는 논란을 일으킨다. 혹자는 인권
보장을 위한 정의의 원칙이 국경을 넘어 타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혹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권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자
의적인 힘의 정치로의 타락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Pogge 2010; Carens 2010;
Walzer 2008; Juba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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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것의 실현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까?
앞서 검토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이, 오늘날 글로벌 정의
의 주요 쟁점 예컨대,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개입, 국제적 불평
등 해소를 위한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실현, 재앙적 기후변화를 막
기 위한 국제적 협력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은 적어도 정의의 영
역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설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하고 있다. 특별
히 주목할 만한 것은, 플라톤이 정의의 국제적 확장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오늘날처럼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
라, 최선의 삶을 추구하고, 최선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보편적 동
기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플라톤에게 정의의 국제적 확장은 인간
이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한, 시대를 초월해
고려해야 할 보편적인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은 우리에게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에 따르면, 정의
의 실현은 공동체나 개인의 영혼 안에서 개별적으로 달성되는 것
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의 내적 상태에서부터 우주의 전 영역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문제이고, 이 영역들 간의 상
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 영역
들 간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
지는 않았다. 다만 글로벌 정의가 개인의 혼 내부의 조화와 국가의
질서, 그리고 우주적 조화 안에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
시했다. 따라서 어떤 대외정책이 플라톤적 정의와 부합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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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의 관점에
서 보면, 정의는 적어도 각 영역별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상 국가
의 대외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중함과 절제라고 할 수 있
다.
절제된 대외정책은, 국가가 행한 대외적 행위의 결과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인간 능력의 한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한
다. 따라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이 지지하는 대외정책이란 시민
들이 이와 같은 절제의 덕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
러한 정책은 단순한 평화주의와 구분된다. 플라톤은 이상 국가도
어느 정도의 부(富)를 축적해야 하고, 이를 위해 주변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국가의 궁극적인 목
적은 지배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내적인 덕의 함양에 있다. 이런 점에서 플라
톤적 국제정치사상은 분명 단순한 현실주의와도 구분된다. 그렇다
면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은 대외적으로 어느 수준의 절제를 지
향하고 있는가? 개인의 삶에서부터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 질문에 단적으로 답하기는 어렵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선의 국가가 대외정책에 있어서 절제를 발
휘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나 대외정책이 전체에 대한 지식에 비하
면 매우 제한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간 지식의 한계를 자각
해야 한다. 이러한 자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동체 내
에 존재하는 철학자들이다. 철학자들이야말로 전체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특정 정치공동체의 이익에 매몰되지 있고, 절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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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존재이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철학
자는 본질적으로 세계시민주의적 성향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철학자가 실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철학자가 정치권력을
갖고서 대외정책에서 절제를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플라톤 정치철학은 철학자의 권력 행사를 사실상 부인
할 뿐 아니라 철학자의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국가의 대외정책이 절제된 방식으로 표
출되기 위해서는 철학자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요소를 찾아야 한
다.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철학자와 비슷하게 보
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들은 철학자들처럼
보편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삶 전체에 반영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특수이익보다는─그것이 사적인 이
익이거나, 계급적 이익, 혹은 국가적 이익인가를 막론하고─보다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보편적 가치의 지향은
기본적으로 개방적이므로 글로벌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글로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시
도해야 할 것은, 글로벌 정의의 토대로 여겨지는 세계시민주의를
이념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국내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요소
들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원적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정체는 비교적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적어도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맹목적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보다 바람직한 정체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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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가의 규율에 반대하는 이들까지도 건전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정체이다. 이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단지 자유주의
적 관용이라는 소극적 차원의 인정이 아니라, 정의의 국제적 확장
의 필요성에 동력을 제공한다는 적극적 차원의 인정이다. 이런 관
점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들은 단기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철학자의 존재를 대체하는 자들로
서 존중받아야 한다.
끝으로 플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이 제공하는 인간본성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지적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글로벌 정
의를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인간본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
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인간은 한편으로는 인류공동체
의 일원이라는 속성을 갖지만, 동시에 개별 국가에 속할 수밖에 없
는 시민적 속성을 갖는다. 양자의 속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
라서 글로벌 정의의 본질과 구속력은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즉
인간이 특정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동포애를 최고의 덕으로 간주
하는 것이 인간본성상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의적인 편
견에 불과한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본성은
적어도 모든 인간을 적으로 돌리지는 않을만한 사회성(sociability)
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사회성이 인간본
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세계시민주의자들은
전 인류에 사회성을 확대할 때 진정한 인간성(humanity)이 실현된
다고 할 것이고, 민족주의자들은 인간은 본성 상, 국경을 넘어 사
회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플
라톤은 이에 대해 공동체적 유대감이 급진적 세계시민주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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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는 것처럼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감성적 애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덕성을 갖추고 훌륭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이 애
국적 민족주의자들처럼 민족이나 국민이라는 단위가 본질적으로
고정적이고 불변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컨대, 플
라톤적 국제정치사상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하는 정
의와 절제의 덕성은 불가피하게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함양되어야
하지만, 정의와 절제에 내재해 있는 보편적 가치의 속성은 공동체
의 구성원들을 보다 개방적으로 이끌 것이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정의의 추구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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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교_책.indb 61

61

2017. 2. 8. 오후 2:47

Reconsid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0(2).
Zuckert, Catherine. 2009. Plato's Philosophers: The Coherence of the Dialog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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