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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국제법학자이자 국제정치사상가인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는 흔히 ‘베스

트팔렌의 사상가’로 일컬어져 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로티우스의 주된 관심이
주권원칙에 기초한 국제관계의 수립에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한편
으로는 역사적으로 실재한 베스트팔렌 조약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역시 적
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로티우스에 대한 회의
주의의 영향력을 강조한 리처드 턱(Richard Tuck)의 혁신적인 해석은 그의 사상
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려는 노력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하지만 턱의 해석이
전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다. 특히 그로티우스에 대한 회의주의의 영향력이 거의
전적으로 자기이익 개념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그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
다. 그로티우스가 지적, 정치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 지성계
및 사상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회의주의는 자기이익 개념을 통해 표출될 수 있
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철학 사조였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
의 그로티우스에 대한 영향력 역시 훨씬 더 포괄적이었으리라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몽테뉴를 비롯한 근세 초 회의주의 철학자들은 제한된 능력의
인간이 의연하게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으며, 그로티우스는 이러한 회의주의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였다. 그로
티우스는 정의로운 전쟁에 관한 앞선 사상가들의 주장을 계승하여 체계화하면서
도 이를 그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해했다. 그로티우스는 회의주의자의 관점에서
전쟁이라는 위기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는
그의 정전론에 이전의 정전론과는 다른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H

ugo Grotius, a seventeenth-century Dutch scholar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has long been asso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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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Treaty of Westphalia. This belief, however,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Grotius’s main interest did not lie in exploring the questions of sovereignty a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it.
It is also to be reconsidered, because the Treaty of Westphalia that really
existed was never geared to address such questions. Innovative interpretation of Grotius’s political thought by Richard Tuck helps us to rethink its
historical significance. Yet Tuck’s interpretation is not entirely satisfactory.
In particular, one can raise doubt on his claim that to Grotius, scepticism
meant more than anything else the idea of self-interest.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when Grotius was intellectually most productive, scepticism was a philosophical thought based on a worldview far more comprehensive than what can be defined in terms of self-interest. It is, therefore,
reasonable enough to suppose that its influence upon Grotius was also far
more comprehensive. Michel Montaigne and other early modern sceptics
tried to solve the question of how human beings, confronted with serious
crises, could deal with them without losing their dignity. Grotius inherited
and systematized the just war theory proposed by scholars of the previous
generation, but he did it in his own way. Grotius as sceptic understood
war as existential crisis and tried to tackle with it. This conferred on his just
war theory a distinctive character and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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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그로티우스와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17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국제법학자이자 국제정치사상가인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는 흔히 ‘베스트팔렌의 사
상가’로 일컬어진다(Keene 2006, 240-243). 이는 그가 평화조약의
체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로티우스가 국
제법학자로서 그리고 정치사상가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
가 ‘30년 전쟁(1618~1648)’ 시기와 겹치고, 특히 그의 주저라 할
『전쟁과 평화의 법(De Iure Belli ac Pacis)』이 전쟁 중인 1625년에
출판되기는 했지만, 또 그의 조국 네덜란드가 1648년 뮌스터에서
무려 80여 년을 끌어오던 전쟁을 끝내고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확인받기는 했지만, 또 그가 1634년부터 전쟁의 가장 중요한 참전
국 중 하나인 스웨덴의 프랑스 주재 대사로 활동하면서 두 나라 사
이의 동맹을 유지하고 쟁점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는 했지
만, 그리고 그러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스웨덴을 방문했다가 프랑
스로 귀환하던 중 조난 사고를 당해 독일의 로스토크(Rostock)에
서 최후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가 조약의 체결에 구체적으로 기
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신성로마제국의 팔츠(Pfalz)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가
보헤미아의 국왕으로 추대됨으로써 전쟁이 본격화된 1619년 즈음
에 그로티우스는 네덜란드 공화국 내의 정치적 내분에 연루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고, 이후 1621년 탈옥에 성공하여 파
리에 정착한 이후로는 프랑스 정부의 연금을 받는 망명객으로서
유럽의 정치·외교 무대에서 거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야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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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았으며,1 파리 주재 스웨덴 대사로 임명된 이후에도 그다지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고,2 그가 죽을 때까지 복귀를 갈
망했지만 끝내 그 희망을 이루지 못한 네덜란드 공화국이 스페인
과 체결한 조약은 베스트팔렌 조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로티우스가 ‘베스트팔렌의 사상가’라면 이는 주로 조약에
대한 그의 사상적 영향력 때문인데, 이 점은 일단의 국제법학자들
과 영국 국제사회학파 학자들에 의해 특히 강조되었다. 먼저 국제
법학자들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일정한 영토 내에서 국가가
보유하는 최상의 권위로서의 주권에 기초한 국제관계의 법적 원칙
이 확립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권 원칙의 확립은 두 가지 결과
를 가져왔다. 첫째, 국제관계에서 주권국가가 사실상 유일하게 중
요한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둘째, 이 국가들은 상호 간에
평등한 지위를 누리며 타국의 내정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는 새
로운 공존의 규칙에 합의했다. 황제와 교황으로 상징되는 상급 권
위체의 존재가 일체 배제되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국가들이 공존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서구의 국제법학자들은 그

1

그로티우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의 서문에서 자신이 그토록 노력을 기울여 위대
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조국에서 부당하게 쫓겨난 후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법에

2

대한 지식을 증진하는 것뿐이라고 적고 있다(Grotius 2005, 107).
스웨덴의 구스타브 아돌프 국왕은 『전쟁과 평화의 법』의 애독자로서 전장에서
도 이를 따로 챙겨 다녔던 것으로 전해지며, 그가 1632년 뤼첸(Lützen) 전투에
서 전사한 후 스웨덴의 사실상의 통치자가 된 옥센셰르나(Axel Oxenstierna,
1583~1654)는 주로 그로티우스의 학자로서의 국제적 명성을 고려하여 큰 성
과를 기대하지 않은 채 그를 프랑스 주재 대사에 임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Roelofsen 199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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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우스가 이와 같은 원칙의 사상적,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음을
강조한다. 특히 1625년의 저서에서 제시된 국제관계의 기본 속성
과 규칙에 관한 그의 주장은 20여 년 동안 널리 전파되고 수용되
어 1648년 무렵에는 조약의 협상과 체결에 관여한 이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의 상식화된 견해가 되었다. 『전쟁과 평화의 법』의 출
간은 1648년 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유럽에서 ‘국제공법질서(ius
publicum Europaeum)’가 출현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Hershey 1912, 30-33; Lesaffer 1997, 72).

영국의 국제사회학파는 국제법학자들의 이와 같은 견해를 이
어받아 그로티우스 국제정치사상의 핵심이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에 관한 그의 견해에 있으며,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이

의 존재에 관한 인식이 국가들 간에 처음으로 공유되었다고 주장
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관련성을 강화했다. 국제사회학파에 따르면
국제관계는 정치적, 법적으로 상호 독립적인 국가들로 구성되지만
이들이 아무런 규칙과 규범도 없는 ‘자연상태’에 놓인 것은 아니
다. 각 국가는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공존을 위해 주
권을 비롯한 일련의 규칙을 준수하려 한다. 그러한 규칙의 구속성
을 인정하는 것이 자국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
을 인지하기 때문이다(Kingsbury and Roberts 1990, 51; Bull 1990,
72). 그 결과 국가들 간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회’가 형성되는

데, 베스트팔렌 조약은 바로 이와 같은 그로티우스의 국제사회에
대한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구체화되고 정식화된 산물이다(Watson
1992, 186-189; Eyffinger 1998, 171-177). 불(Hedley Bull)은 프랑스

의 리슐리외(Richelieu)가 조약의 정치적 토대를 놓는 데 결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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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여했다면, 그로티우스는 이의 지적 산파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한다(Bull 1990, 75).
하지만 그로티우스를 ‘베스트팔렌의 사상가’로 정의하는 이러
한 견해는 그 설득력에서 한계를 가진다. 우선 『전쟁과 평화의 법』
을 비롯한 그의 주요 저작에서 그로티우스의 주된 관심이 독립적
이고 평등한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관계의 원칙을 정립하는
데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로티우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주권자는 그의 행동이 타인의 법적 통제에 종속되지 않으며, 따라
서 타인의 의지에 의해 그가 취한 행동의 결과가 무효로 되지 않는
존재”라고 주장함으로써 ‘주권’을 정의한다(Grotius 2005, 259). 이
는 보댕(Jean Bodin, 1530~1596)의 잘 알려진 주권의 정의와 유사
하다(Keene 2002, 43). 하지만 그로티우스가 주권에 관해 이야기
하는 이유는 주권 원칙 자체에 대한 관심에 있지 않았다. 대신 그
는 전쟁을 시작할 권리를 가진 전쟁 주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
와 관련하여 주권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로티우스는 전쟁 주체의
성격에 따라 전쟁을 ‘사적 전쟁’과 ‘공적 전쟁’으로 나누고, 후자
를 다시 ‘공식적, 합법적인 공적 전쟁’과 ‘비공식적, 비합법적인 공
적 전쟁’으로 나눈다. 그로티우스에 따르면 이들 중 주권을 보유한
이들에 의해 결정되고 시작되는 ‘공식적, 합법적인 공적 전쟁’만이
법적,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즉 자연법에
의하면, 개인들 사이의 사적 전쟁이나 주권을 보유하지는 않았지
만 공적 지위에 있는 이들에 의한 비공식적 공적 전쟁 역시 필요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의 폭력성과 파괴성을 감안하
면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의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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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권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
이다(Grotius 2005, 240-257).
더군다나 그로티우스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인
물도 아니다. 이미 중세 이래 아퀴나스를 비롯한 전쟁법 이론가
들이 동일한 문제를 두고 논쟁을 전개했으며, 이들은 그로티우
스와 유사한 해답을 제시했다. 예컨대 교황 인노첸시오 4세(재
위 1243~1254)는 전쟁을 시작할 권리를 “상급자를 가지지 않

은 군주”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고,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
1483~1546), 수아레스(Francisco Suarez, 1548~1617)와 같은 스페

인의 신(新)스콜라주의 국제법학자들 역시 오직 주권자만이 전쟁
의 시작을 결정할 수 있고, 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Duchhardt 2000, 281-28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로티우스
의 주권 논의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한편, 우리는 또한 베스트팔렌 조약이 가지는 역사적 의
미와 의의를 재해석하고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이 조약의 성격에 관해 이전과는 다른 해석과 이해가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스트
팔렌 조약에서 주권 원칙이 최초로 확립되었다는 믿음의 타당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주요하게 조명되고 있는데,3 그렇다면, 설
령 그로티우스의 주된 관심이 주권 원칙의 확립에 있었다고 하더
라도, 그와 베스트팔렌 조약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학자들과 국
제사회학파의 기존 견해는 재고되어야 한다.
3

이의 개관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Croxton(1999); Beaulac(2000); Osiander
(2001); Croxto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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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조약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베
스트팔렌에서 주권 원칙이 확립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로 평화조약의 결과 독일 신성로마제국의 여러 제후국들이 사실
상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들어 왔
다. 하지만 새로운 해석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들 제후국들이 신성
로마제국이라는 상위의 정치적, 법적 조직을 무력화하거나 해체하
고 스스로 주권국가가 되기를 원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Osiander 1994, 31-43; Steiger 1998, 67-69), 이 제국이 30년 전쟁

과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는 기존 견해
와는 달리 17세기 중반 이후에도 상당한 활력을 가지고 존속했다
는 점을 지적한다.4 새로운 해석을 주장하는 이들은 또한 스웨덴이
영토 할양의 대가로 황제의 봉신(封臣)이 되는데 동의한 점과 오스
트리아 황제가 프랑스에 알자스 일부를 할양하면서 양측이 일부
도시들의 경우 “기존에 신성로마제국이 부여한 자유와 특권을 계
속 향유할 수 있고, 프랑스 국왕은 이들에 대해 왕권의 우선성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과거 오스트리아가 행사했고 이 평화조약으
로 프랑스에 양도된 권리들에 만족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는데 이
는 ‘특정 영토에 대한 전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라는 오늘날의 주권
관념에 배치된다는 점 등을 들어 조약을 계기로 주권 원칙이 확립
되었다는 견해를 반박한다(Osiander 1994, 65; Croxton 1999, 581에
서 재인용).

물론 근세 초 유럽 국제관계사에서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이 차

4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Burkardt(2006); Whaley(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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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교_책.indb 73

73

2017. 2. 8. 오후 2:48

지하는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
후에 체결된 여러 국제조약의 전범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Croxton 2013, 331-332; Lesaffer 1997). 또한 이 조약으로 30년에

걸친 유럽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것만으로
도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 조약에서 17세기 중반 이후 유럽
국제관계 구성 원칙의 결정적인 기원을 찾으려는 것은 조약의 상
대적으로 제한적인 목표와 성취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큰 중요
성을 부여하는 것이다(Benjamin, Leira and Hobson 2011, 742).
이상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그로티우스를 ‘베스트팔렌의
사상가’로 규정하고, 그의 사상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
도의 타당성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로티우스의 주된
관심이 ‘주권 원칙에 기초한 국제관계의 수립’에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실재한 베스트팔렌
조약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양자 사이의 연관성은 후대인들에 의해 ‘발명’되었다.
에드워드 킨(Edward Keene)은 ‘베스트팔렌의 사상가로서의 그로
티우스’라는 신화가 19세기 초에 처음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이어
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유럽에서 나폴레옹 제국이 붕괴된 후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국제법학자
들이 그러한 과정에 이념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양자를 인위적으
로 결합시켰다(Keene 2006, 248-249).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로티우스 국제정치사상의 역사적 의
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특히 근세 초 유럽에서 근대적인 국
제관계가 성립된 과정과 관련하여 그의 사상이 가지는 위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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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평가해야 할까? 다음에서는 리처드 턱(Richard Tuck)의 그로
티우스 해석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자 한다. 결론을 미리 밝히면 다음과 같다. 그로티우스 생존 당시
의 유럽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
고, 당대의 지식인들과 사상가들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
다. 그로티우스의 사상 역시 이와 같이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위기
의 본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려는 지적 노력
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턱의 그로티우스 해석은 이러한 방향
으로의 이해를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

II 그로티우스와 회의주의
1. 리처드 턱의 그로티우스 해석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턱은 일련의 논문과 저서에서
1604년의 『포획법(De Iure Pradae)』과 1625년의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나타난 그로티우스의 사상에 관해 이전과는 사뭇 다른 해
석을 내놓았다(Tuck 1983; 1987; 1993; 1999). 턱은 그로티우스 국
제정치사상에 관한 전통적 이해의 타당성을 과감히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전통적 이해에 따르면 그로티우스에게서 각국
의 정책이나 행위의 정당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의와
도덕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으로서의 자연법의 존재와 이러한 자연
법을 기꺼이 준수하는 인간과 국가의 ‘사회성’이 강조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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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이익의 배타적 추구, 국가이성 등 마키아벨리로 대표되는 현
실주의적인 접근법에서 흔히 강조되는 요소들의 중요성은 최소화
된다. 한마디로 그로티우스는 국제관계에 대한 ‘이상주의적’ 접근
법을 상징하는 인물로 간주되었다(Lauterpacht 1946, 21-35; Cutler
1991, 46-48; Korab-Karpowicz 2006).

턱의 새로운 해석의 요점은 ‘이상주의자’로서의 그로티우스
에 대한 이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의 사상을
마키아벨리즘과 대비하여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턱에 따르면 『포획법』과 『전쟁
과 평화의 법』에서 그로티우스의 주된 관심사는 당시 유럽 사상계
에 만연했던 ‘회의주의’에 대한 대응에 있었다. 그로티우스가 내
심 염두에 두고 있던 회의주의자는 당대의 대표적인 회의주의 철
학자였던 몽테뉴(Michel de Montaigne, 1533~1592)와 샤롱(Pierre
Charron, 1541~1603)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유럽 고대의

철학자인 카르네아데스(Carneades, 214 B.C.~129 B.C.)로 하여금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했다(Tuck 1987, 109). 『전쟁과 평화의 법』
의 서문에서 그로티우스는 카르네아데스의 입을 빌려 회의주의자
의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법은 관
습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며, 동일
한 지역 내에서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한다. 자연법이라 불리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자연은 모든 인간과 동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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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거나 존재한다면 극단적인 어리석음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는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우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Grotius 2005, 79).

여기에서 중심 개념은 자기이익이다. 회의주의의 핵심적인 메
시지는 인간이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
재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 도덕 상대주의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회의주의자는 두 가지를 지적한다. 하
나는 모든 법은 개개 인간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소
와 시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인간이 만든 법의 정당성의 판별 기준으로서의 자연법이나
정의와 같은 도덕규범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 역시 비현실
적인 믿음이라는 것이다. 카르네아데스를 통해 대표된 회의주의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그로티우스는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턱
의 해석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로티우스가 이러한 회의주의자
의 주장에 “깊이 공감”했고, 그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본다
는 것이다(Tuck 1983, 52; 1999, 5). 이러한 해석이 더더욱 놀라운
것은 카르네아데스의 회의주의에 관해 언급한 부분에 바로 이어서
인간의 ‘사회성’에 관한 그로티우스의 잘 알려진 견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철학자가 한 말을 …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인간은 동물이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동물들과는 다른 고차원
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인간들 상호간의 차이보다 훨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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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인간에게 고유한 것 중 하나로 사회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들
수 있다. 아무 방식으로나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그리고 인
간의 최선의 지적능력에 따라 조직된 공동체 내에서 비슷한 인간들
과 살고자 하는 성향 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오이케이오시
스(Oikeiosis)’라고 불렀다. 따라서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존재
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견해는 옳지
않다(Grotius 2005, 79-81).

아마도 전통적인 해석자들은 그로티우스가 카르네아데스의
회의주의를 언급한 이유가 인간의 사회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턱은 오히려 사회
성에 관한 언급은 부차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로티우스의 진
심은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을 어떻게든 자신의 이론 체계 안으로
수용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는
그러한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그랬다면 아마도 마
키아벨리주의자로 낙인찍혔을 텐데, 이는 보수적인 칼뱅교도들의
통치하에 있던 고국으로의 귀환을 간절히 원하던 망명객 그로티
우스를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을 것이다(Tuck 1999, 95). 턱은
그로티우스의 숨은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그가 1604년에 완성했
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의 생애 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19세기
중반에야 원고가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진 『포획법』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의 서문에서 20대 초반의 그로티우스가 보편 원칙
으로서의 자연법이 존재함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법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Tuck 198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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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법』에서 그로티우스는 모두 9개의 자연법에 대해서 이야
기하는데, 그중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해의 위협을 회피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첫 번째 자연법과 “생명을 보존하는 데 도
움이 되는 것을 획득하고 보유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두 번째 자
연법은 각각 자기보존의 필요성과 관련된다. 이어서 “아무도 타인
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세 번째 자연법과 “아무도 타인
의 소유물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네 번째 자연법, “개개 시민은
다른 시민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체적
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일곱 번째 자연법, 그리
고 “시민들은 그것이 사적이건 공적이건 다른 시민의 소유물을 빼
앗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과 전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여덟 번째 자연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
지는 인간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Grotius 2006, 23-37).
턱은 여기에서 세 가지 점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자
기보존’이 자연법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이다. 턱은 이를 그로티
우스가 자기이익 추구의 편재성에 관한 회의주의자의 견해를 받아
들인 결과로 이해한다. 다음으로, 그로티우스가 자기보존에 관한
첫 번째, 두 번째 자연법을 인간의 사회성에 관련된 네 개의 자연
법보다 우위에 둔다는 점이다. 턱은 이러한 해석의 결정적인 증거
로 그로티우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인용한다.

(자연법을) 제시한 순서가 자기 자신의 이익이 타인의 이익에 우선하
거나 혹은 자연의 명령에 따라 각 개인은 그 자신의 이익을 타인의 이
익에 앞서 성취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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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교_책.indb 79

79

2017. 2. 8. 오후 2:48

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이익과 전체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비교
하는 문제에서 전체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두의 이
익이 각 개인의 이익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배가 보존되지 않으면 배
에 실린 화물의 안전 역시 보장될 수 없다(Grotius 2006, 38).

이러한 그로티우스의 주장은 얼핏 보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지만 턱에 따르면 사실은
전체의 이익이 확보되어야만 개인의 이익 추구 역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자기이익의 우선성에 관한 주장이지 결코 이타적 의무
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턱은 그로티우스가
사회성에 관한 네 개의 자연법을 ‘최소주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에 주목한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의무
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턱이 보기에 이러한 자연법은 회의
주의자나 도덕적 상대주의자에게조차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종류의 보편 규범이었다(Tuck 1983, 53; 1999, 86).
요컨대 턱은 그로티우스가 회의주의를 “초월했으되 이를 정면
으로 논박”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지었다(Tuck 1983, 54). 모든 인간
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연법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는 회의주의자에 대해 그러한 자기
이익의 추구 자체를 제1원칙으로 하는 자연법 체계를 제안한 것이
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성에 관한 자연법은 자기이익의 추구에 관
한 자연법을 내용적으로 보완할 뿐 그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로티우스는 인간에게 자기
이익의 추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회의주의자의 통찰을 도덕 상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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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다. 홉스를 비
롯한 이후의 사상가들이 그로티우스 자연법 체계의 타당성을 인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Tuck
1983, 60-61; 1987). 턱의 이러한 그로티우스 해석에 동의한다면 이

제 그의 사상을 마키아벨리즘과 대척점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하는
기존 접근법은 부분적으로라도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로티우
스에 대해 그간 가져 왔던 이미지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
분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턱의 그로티우스 해석에 대한 평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턱의 그로티우스 해석에 대
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가 얼마
되지 않는 증거에 바탕을 둔 무리한 해석으로 그로티우스의 사상
에서 회의주의의 영향력을 과장하고, 인간의 사회성이 갖는 중요
성을 부당하게 축소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5 여기에
서 이러한 비판의 타당성을 일일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
서 인용된 부분 이외에도 『포획법』과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그로
티우스가 수차례에 걸쳐 인간의 사회성이 자기 보존 욕구에 우선
한다는 점을 언급했음에도 턱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왜곡
했다는 셰이버(Robert Shaver)와 같은 이의 비판은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Shaver 1996, 30-37).
5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Shaver(1996); Zagorin(2000); Mautner(2005);
Strauman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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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로티우스 텍스트의 적지 않
은 부분이 완전히 상반된 두 해석을 동시에 타당하게 보이게 할 만
큼 모호하면서도 다의적으로 씌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호성과
다의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을 정립하
는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턱의 그로티우스 해석이 일정한 설득력을 갖
는다는 취지에서 다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앞서도 잠시 언
급했듯이, 그로티우스가 반복적으로 인간의 사회성을 언급함으로
써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때의 사회성은 많은 경우
‘소극적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비(Martin Harvey)에 따
르면 그로티우스의 사회성은 “빈약하다”(Harvey 2006, 32). 예를
들어 셰이버를 비롯한 턱의 비판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그로티우스
의 『전쟁과 평화의 법』 서문에서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살펴보자.

정의를 어리석음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 법
을 존중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국가의 법을 준수
하는 시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자신
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공동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국가 혹은 국민 역
시 어리석지 않다. 왜냐하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법을 위반
하는 이는 자신의 영구적인 이익과 후대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법과 만민법(law of nations)을
위반하는 국가는 자신의 미래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성루를 무너뜨리
는 것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법을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의 충동과 지시를 따르는 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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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의 표식이다(Grotius 2005, 94-95).

여기에서 그로티우스는 ‘사회를 위한 개인의 헌신’ 혹은 ‘전체
의 이익을 위한 자기 이익의 희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에 따
르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눈
앞의 이익 대신 보다 장기적인, 미래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셰이버는 이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만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지의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Shaver 1996, 31), “이외에도”라는
표현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문장은 앞선 주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추측컨대 앞서의 주장이 어느 하나
의 방향으로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를 미리 차단하려는 그로티우스
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획법』 서문의 다음과 같은 구절 역시 주의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은, 만일 인간 개개인에게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보살피도
록 명한다면, 그리하여 각각의 피조물이 다른 이의 안녕에 관심을 가
져 마치 영구히 지속되는 협약을 맺기라도 한 것처럼 상호 조화 속에
모두가 결합되도록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피조물이 보존되기에 충
분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세네카(Seneca)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고 싶다면 다른 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다른 이에 대한 사랑
이다. 전자의 경우에 이 사랑은 “욕구”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친화
성”이다(Grotius 20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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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셰이버에 의해 인용되고 있는 이 구절은 앞의 인용문에
비해 인간의 사회성을 보다 두텁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타인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자기 보존의 필요성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그로티우스가 인간의 사회성을 적극적으로,
즉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용된
세네카의 경구가 그러한 그로티우스의 의도를 잘 드러내 보여준
다. 이 인용문이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로티우스는 “안전을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다른 이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세네카의 또 다른 경구를 인용하기도 한다(Grotius 2006, 27).
이와 함께 하비는 그로티우스가 자연법이나 만민법이 아닌 국
가와 사회 내에서의 실정법을 다루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국가의
기원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인간의 빈약한 사회성
에 관한 그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Harvey
2006, 33). 다음의 두 짧은 인용문에서 그로티우스는 사회와 국가

의 기원이 인간의 ‘필요’에 있다는 전형적인 사회계약론자의 태도
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은 홉
스나 로크의 저작으로부터 발췌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이 애초에 시민사회를 통해 결합하게 된 것은 신의 특별한 명령
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 특히 단독으로는 폭력을 제
어할 수 없다는 깨달음 때문이다. 이로부터 정부의 권력이 나온다
(Grotius 2005, 358).

사회의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결합된 힘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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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을 안전하게 향유하게 하게 하는 데 있다(Grotius 2005, 184).

턱의 그로티우스 해석에 비판적인 견해를 이와 같이 반박하는
것이 턱 해석의 최종적인 타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로티
우스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를 둘러싼 논
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하
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잠정적으로나마 턱이 주장하듯 그로
티우스 사상에서 회의주의 철학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
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혹은 회의주의 철학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회의주의적인 ‘문제의식’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턱의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성 개념이 특히 『전쟁과 평화
의 법』에서 적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회
의주의의 핵심 개념인 자기이익의 중심성을 대체하지는 못했던 것
으로 보인다.
다만 턱의 도발적인 해석을 통해 그로티우스 사상에서 회의주
의 철학 혹은 회의주의적인 문제의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
실이 새롭게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의 해석이 모든 면에서 만족스
럽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로티우스에 대한 회의
주의의 영향력이 거의 전적으로 자기이익 개념을 중심으로 나타
났다는 턱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자기이익은 그
로티우스에 대한 회의주의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가장 명백한 텍
스트상의 증거이다. 하지만 그것이 유력한 단서라는 사실을 넘어
그로티우스와 회의주의의 관련성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단정해서
는 안 된다. 그로티우스가 지적, 정치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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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기에 유럽 지성계 및 사상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회의주
의는 자기이익 개념을 통해 표출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
인 ‘세계관’과 ‘삶의 태도’를 내포한 철학 사조였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의 그로티우스에 대한 영향력 역시 훨씬 더 포괄적이었으리라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6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로티우스 당
대에 회의주의가 어떤 이유에서 그토록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영향력이 전쟁법에 관한 그의 논의에 어떤 성격
을 부여했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로티우스 국제정치사상의
역사적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III

회의주의와 그로티우스 국제정치 사상의 이해

1. 16세기 유럽에서 회의주의 철학의 부상
먼저 그로티우스 당대에 회의주의가 어떤 종류의 사상이었는지
『수상록(Essais)』의 저자로 잘 알려진 몽테뉴의 회의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몽테뉴의 회의주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의 능력을 의문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신
을 둘러싼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조
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이기는커녕 무지와 비합리성, 비일
6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Shaver(1996); Zagorin(2000); Mautner(2005);
Strauman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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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존재이다(Larmore 1998, 11471149; Schaefer 1979, 516-519). 이의 단적인 예로 인간의 판단력이

육체와 기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몽
테뉴에 따르면 인간은 많은 경우 몸이 아플 때 건강할 때에는 가
지지 못했던 특별한 정신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또한 즐거
움을 느낄 때와 우울함을 느낄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
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육체와 기
분의 변화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그의 삶 전
체를 통틀어 인간의 판단력은 단 한 시간도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한
다”(Montaigne 1987, 635-636). 인간의 판단력은 장소와 시간, 관
습 등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몽테뉴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믿기 어려운 것은 없고, 인간이 늘 변한다는 것만
큼 믿기 쉬운 것은 없다”고 단언한다(Montaigne 1987, 374). 인간
은 늘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과신하지만 실제로는 몽테뉴의 유명
한 표현대로 ‘나는 무엇을 아는지(Que sais-je)’ 끊임없이 반문해야
만 하는 존재이다.
인간 능력의 근본적인 한계에 관한 이와 같은 인식으로부터 몽
테뉴를 비롯한 회의주의자들은 모든 주의와 주장, 신념의 진실성
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고, 각자의 믿음이 유일무이한 진리임을 주
장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게 마련인 격렬한 감정의 분
출과 타인과의 갈등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질 것을 제안한다. 흔
히 믿어지듯이 몽테뉴가 “두려움과 탐욕, 질투심, 과욕, 야망, 오만,
미신, 새로운 것에 대한 미혹, 반항, 불복종, 완고함 그리고 육체의
병 대부분의 원인이 되는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고요하고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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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삶의 규칙으로서의 아타락시아(ataraxia)”를 인간의 가장 중요
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론(Pyrrhon, 360
B.C.~270 B.C.)과 그의 추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Montaigne 1987, 560-561). 몽테뉴는 그보다는 ‘자기지(自己
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두가 앞을 바라볼 때 나는 내 안을 들

여다본다”(Montaigne 1987, 745). 짐짓 ‘초탈’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
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다(Hartle 2005, 190).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인간
은 종교적 교리의 진실성에 대한 집착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
다. 인간이 신에 대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묘사한 거의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감정과 편견을 투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교리상의 차이를 둘러싼 모든 논쟁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
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
은 인간의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Schaefer 1979, 524).
이와 같이 인간의 인식 능력과 행동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회의주의자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리라 예상하는 것
은 그리 어렵지 않다. 회의주의자는 기존의 법과 제도와 관습을 준
수하고 이에 순응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는 섣부른 변화나 개혁의
시도가 큰 혼란과 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상록』 곳곳
에서 우리는 그러한 시도가 초래할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몽테뉴
의 경고를 발견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오래되고 지속 가능하기만 하다면 어떤 체제도 변화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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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우리의 관습은 극단적으로 타락했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더 악화되고 있다. 프랑스의 법과 관습 중 많은 수는
도저히 말도 안될 만큼 야만적이다. 하지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너
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자칫하면 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바퀴에 쐐기를 끼어 넣어서 이
지점에서 멈추게 하고 싶다. … 현 상황에서 최악은 우리가 안정성
을 결여하고 있으며, 의복 패션이 그러하듯이 법 역시 하나의 고정된
형태를 취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어떤 정체(政體)의 불완전성을 비
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다. 국가의 오래된 관습을 비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하지만 그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바꾸려 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Montaigne 1987, 745).

새로움만큼 국가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없다. 변화는 부정
의와 압제를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 어느 일부분이 느슨해졌다면 우
리는 이를 다시 단단히 세우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타락과
질적 저하로 인해 원래의 원칙으로부터 소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
다. 하지만 거대한 덩어리를 완전히 다시 주조하거나 큰 건축물의 기
반을 옮기는 것은, 청소하는 것은 곧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믿
음으로 사회 전체를 무질서에 빠뜨림으로써 각 개인의 결점을 고치
려 하거나 죽음을 통해 병을 치료하려는 이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이
다(Montaigne 1987, 1084-1085).

몽테뉴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순응을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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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변화와 혁신에 반대하는 것이 기존 질서가 완전하거나 결함
이 없기 때문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당대의 프랑스의 법과
제도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나라의 법과 제도가 심각하게 결함 투
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제한된 사고 능력과 판
단력만을 갖춘 인간이 이러한 상황을 계획을 세워 변화시키려 한
다면 훨씬 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
한 시도는 가능한 한 자제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이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를 지켜
야 한다.” 설령 법을 만든 이들이 정의감이라고는 없는 지극히 어
리석은 자들일지라도 이를 준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생
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Montaigne 1987, 1216). 이와 함께 법과
제도의 결함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역시 자
제할 필요가 있다. “흔들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않으며, “로
마는 제국의 병폐가 극에 달했을 때 가장 번성했다.” 몽테뉴는 “신
께서 우리 몸이 오랜 기간 심한 병을 앓은 후에 정화되고 이전보
다 더 좋아지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도 의도하고 계신지 누
가 알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한다(Montaigne 1987, 1087-1088;
Schaefer 1980, 772-776).

몽테뉴가 이와 같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하지만 이로부
터 그가 모든 종류의 변화에도 반대했다는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
다. 오히려 철두철미한 회의주의자는 변화의 무용함에 관한 자신
의 믿음이 어떤 경우에나 적용된다는 결론 역시 경계할 것이다. 또
한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주로 거리를 두고
자 했던 것은 “큰 건축물의 기반을 옮기는 것”과 같은 대규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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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죽음을 통해 병을 치료하려는” 급진적 변화였던 것으로 보인
다. 반면, “일부분이 느슨해졌을 때 이를 다시 세우는” 수준의 변
화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변화가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
지고 그 과정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면 몽테뉴는 그러한 변화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회의주의자 몽테뉴는 사물의 외관을 넘어 본질을 꿰뚫
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믿는 계획에 따라 사회의 악과 부정의를 일거에 제거하려 시도하
는 것은 부질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는 점을 강
조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은’ 세계에서 최상의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부조리
한 현실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최소한의 안정과 질서를 확
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즉 우리는 정치적으로 관용과 절제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관용과 절제의 정치에서 지
침이 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가 자기보존 본능을 가진다는 사실이다(Montaigne 1987, 434;
Schaefer 1979, 532). 어떤 회의주의자도, 그가 아무리 극단적인 회

의주의자일지라도, 인간에게서 이러한 본능이 가지는 중심성을 부
인하지 못할 것이다. 몽테뉴는 인간은 자기보존을 위해 불가피하
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덕규범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어떤 행위가 좋은 의도에서 행해졌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음에도 불법적인 것과 마찬가지 원리에서 어떤 악은
합법적이다”(Montaigne 1987, 898). 특히 한 나라의 통치자는 자신
의 지위를 보존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통상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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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규범의 준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긴급한 상황이나 폭력적이거나 예상 밖의 사건이 일어나 군주가 그
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국사(國事)를 위해 약속과 신의를
깨거나 그 밖의 통상적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그는 그것을
신의 채찍질로 간주해야 한다. 군주는 그 자신의 이성을 더욱 공적이
고 더욱 강력한 이성을 위해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이 아니다
(Montaigne 1987, 902).7

물론 통치자가 반(反)도덕적인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실
천에 옮겨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한 행위가 “죄악”은
아니더라도 “재난”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Montaigne
1987, 902). 하지만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사실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인해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
운) 도덕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그로티우스 당대의 회의주의가 턱의 해석에서 제시
된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가진다는 점을 몽테뉴의 『수상
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회의주의는 인간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안정
과 질서, 관용과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상이었다. 턱이 강조
하는 바 자기이익 개념은 그러한 정치적 삶에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이 개념

7

이 구절은 턱(Tuck 1993, 56)에 의해서도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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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이 몽테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로 보이지
는 않는다.
그렇다면 회의주의 철학이 그로티우스 당대에 큰 영향력을 발
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근세 초 회의주의 철학의
최초의 기원은 종교 분열에 있었다. 팝킨(Richard Popkin)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판이 나온 그의 저서에서 지적했듯이 16세기 초
종교개혁의 성공으로 인해 단 하나의 신앙만이 존재한다는 그간
의 믿음이 깨지고 다수의 신앙이 유일한 진리임을 주장하는 상황
에서 처음에는 몇몇 가톨릭 신학자들이, 그리고 곧 이어서 몇몇 프
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신학적 진리를 판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애써 그러한 진리를 구하려 하는
대신 순수한 믿음의 힘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
들이고 이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가톨릭 신학자
중에서는 에라스무스(Erasmus, 1466~1536), 프로테스탄트 신학
자 중에서는 그로티우스에게도 영향을 끼친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 1515~1563) 등이 이러한 입장을 대표했다(Popkin 2003,
3-16).

하지만 굳이 이러한 신학적 논쟁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종교개
혁의 확산이 회의주의의 등장과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토양을 제공
했으리라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복수의 종교 교리가 존
재하고 이들의 진리성을 판별할 기준에 관한 합의 도출이 불가능
해 보이는 상황에서 16세기 유럽인들은 심각한 세계관과 가치관
의 혼란을 경험했다. 여기에 더해서 기독교의 분열은 이념과 사상
의 위기를 불러오는 데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정치적, 사회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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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갈등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주의 철학은 많은 이들
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사실 회의주의의 등장과 부
상 자체가 이러한 위기와 갈등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띠었
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몽테뉴의 회의주의 철학은 수십 년 동안 프
랑스를 큰 혼란에 빠뜨린 ‘프랑스 종교전쟁(1562~1598)’의 와중에
서 탄생했다(Langer 2005, 9-15).8 이 종교내전은 1572년 8월 24일
에 발생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祝日)의 대학살’로 절정에 달했는
데, 이 사건은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이 자신과 다른 믿음을
가진 인간에 대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
다.9 『수상록』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국의 비참한 상황을 언급한
몽테뉴가 어떤 이유에서 악과 부정의의 근본적인 제거 가능성에 대
해 그토록 비관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회의주의는 ‘위기의 시대’의 철학이었다. 이 철학은 이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위기를 위기 그 자
체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
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근세 초 많은 유럽인들
은 이 철학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보다는 매일매일의 위기를 견뎌 낼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고자 했
8

프랑스 종교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Holt(2005)를 참조.

9

대학살은 후에 앙리 4세로 프랑스의 왕위에 즉위하는 부르봉가의 앙리 나바르와
당시 국왕이던 샤를 9세의 누이동생 마그리트의 결혼식에 참석한 위그노 지도자
콜리니(Coligny)를 살해하려는 광적인 가톨릭교도의 계획에서 비롯되어 역시 결
혼식에 참석한 수십 명의 위그노 지도자의 학살, 파리와 다수 지방 도시에서의 가
톨릭교도에 의한 수천 명의 위그노 교도의 학살로 확대되었다. 학살의 결과 파리
에서 약 2,000명, 지방에서 약 3,000명의 위그노교도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
정된다(Holt 2005, 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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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교_책.indb 94

국제정치사상

2017. 2. 8. 오후 2:48

다. 이러한 점에서 회의주의는 인식론적이거나 이론적인 의미보다
는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는 철학이었다.

2. 회의주의와 그로티우스의 정전론(正戰論)
그로티우스 역시 몽테뉴와 마찬가지로 종교분열로 인해 초래된 혼
란과 위기의 시기를 살았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그의 조국 네덜
란드가 1570년대부터 무려 80여 년에 걸쳐 계속된 독립전쟁을 시
작한 이유 중 하나는 가톨릭 신앙을 강제하려는 합스부르크 스페
인의 강경책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조국은 일단 독립을 쟁취하자
가톨릭교도와 종교적 소수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1619년 그로
티우스가 주로 보수적인 칼뱅주의자들이 주축이 된 정치적 반대파
에 의해 올덴바르넨펠트(Johan van Oldenbarnenvelt, 1547~1619)
등과 함께 체포되어 투옥되었을 때 그의 죄목은 종교적으로 관용
적인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 1560~1609)의 교설을 추종
했다는 것이었다.10
그로티우스가 『전쟁과 평화의 법』을 집필하던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30년 전쟁 역시 종교 갈등이 발단이 되어 발발했다. 전쟁은
당시 반(反)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있던 예수회 신부로부터 교육받

10

아르미니우스는 칼뱅의 엄격한 ‘예정설(predestination)’에 반기를 들어 인간이
신의 심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신의 은총에 의해 구원받는 자들 이외에도 스스로의 선택
에 의해 은총을 거부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설을 전
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함으로써 그 엄격성을 완
화하려 한 것이다(MacCulloch 2003, 3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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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실한 가톨릭신자인 합스부르크의 페르디난트가 보헤미아의
왕위에 즉위하자 신교도가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던 보헤미아의 귀
족들이 이에 반발해 독립을 선언하면서 촉발되었다. 네덜란드 독
립 전쟁과 30년 전쟁은 적어도 그 기원에서는 종교전쟁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그 이전이나 이후의 전쟁과 비교할 때 매우 격렬하
게 치러졌고 그만큼 큰 피해를 낳았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사이의
오랜 전쟁은 이후 스페인의 쇠락을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
가 되었고, 30년 전쟁은 근세 초 유럽의 여러 전쟁 중에서도 가장
큰 후유증을 남긴 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쟁의 주전장이었
던 독일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낮
게 잡아도 전쟁 기간 동안 최소한 5%의 인구감소가 발생했고, 이
수치만으로도 30년 전쟁은 유럽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된다(Wilson 2009, 787).
그로티우스의 회의주의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러한 혼란과 위
기를 배경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는 당대의 사상적, 정치·사
회적 혼란과 위기의 본질에 관한 회의주의자의 문제의식을 공유했
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도 공감했다. 회의주의의 그
로티우스에 대한 영향력은 그의 정전론(正戰論)에서 가장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그로티우스는 회의주의자의
관점에서 전쟁이라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에서는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을 확립하
려는 그로티우스의 시도에서 회의주의의 영향력이 두드러져 보이
는 부분을 일별하여 살펴본다.
『전쟁과 평화의 법』의 서문에서 그로티우스는 자연법과 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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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해 논의한 후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이유들로 인해 전쟁 중이나 전쟁을 준비할 때나 모
두 유효한 모든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공통적인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이제 나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여
러 중요한 이유를 가지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나
는 전쟁과 관련하여 야만인들도 부끄러워할 방종을 목격했다. 예컨
대 아주 사소한 이유로 또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무기를 들고, 일단
무기를 들면 그 순간부터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무방하다는 듯 행동
하면서 인간의 법이건 신의 법이건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Grotius
2005, 106).

짤막한 언급이지만 그가 살던 시대에 일어난 전쟁의 잔혹성
에 대한 그로티우스의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
한 그로티우스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전쟁의 야만성에 충격과 분
노를 느낀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모든 인간을 예외 없이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진 기독교인”은 당장 자신의 국가와 그 통치자를 위
해 무기를 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들은 아
마도 “어떤 사물이 어느 한 쪽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을 때에는 이
를 반대 방향으로 세게 구부림으로써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과격한 해결책은 성공 가능성이 그리 크
지 않을 뿐더러 해롭기까지 할 수 있다(Grotius 2005, 106-107). 보
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전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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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가피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후에 이의 야만성을 줄일 방안
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로티우스는 악과 부정의를 일거에 제
거하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로티우
스는 전쟁의 법을 제정하여 정의로운 전쟁과 그렇지 못한 전쟁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전쟁이 정의롭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로티우스는 아리
스토텔레스의 정의에 관한 구분법을 원용하여 전쟁의 정의는 “적
극적인 의미보다는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에 따르면 전쟁이 정의롭다는 것은 전쟁이 부정의하지 않다
는 의미이다.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이 해
서는 안 되는 부정의한 행동인가? 그로티우스는 어떤 행동이 “이
성적인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본성”에 역행한다면 이는 부정
의하다고 정의한다. 그는 키케로를 인용하여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한다. 키케로는 어떤 이가 스스로 부유해질 목적으로 다른 사
람의 소유물을 강탈한다면 이는 부정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모든 이가 그와 같이 행동한다면 어떤 인간의 사회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간들 사이의 어떤 교류도 필연적으로 용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의한 행동이란 사회 구성원 대다수
가 그렇게 행동할 경우 더 이상 사회가 사회로서 지속할 수 없게
되는 행동이다. 한마디로 부정의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정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다(Grotius 2005, 136, 142-147; Forde 1998, 640-641).
이와 같이 정의를 소극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그로티우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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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쟁의 내용과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절
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막거나 중단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전쟁만이 정의로울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국가의 위협으
로 자국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전쟁은 정의롭다. 생명의 보존을 위한 자기방어의 권리는 모든 인
간의 자연적인 권리이고, 따라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
의이기 때문이다. 반면, 부를 늘리기 위한 목적의 혹은 군주나 왕
가의 명예와 위신을 위한 목적의 전쟁은 아무리 그것이 주어진 상
황에서 필요하고 숭고하다 하더라도 정의롭지 않다(Grotius 2005,
397).

하지만 전쟁이 자기방어의 목적을 갖는 경우에도 언제나 정
의롭지는 않다. 그로티우스는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몇 개의 조건을 더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먼저 전쟁
은 “여타의 모든 수단이 가용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되는 경우에만 정의롭다. 다른 나라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했더라
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을 전쟁 이
외의 방식으로 무력화시킬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또한 자기방
어로서의 전쟁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경우에
만 정의로울 수 있다. 특정할 수 없는 미래에 자국의 생존을 위협
할 것이라는 ‘예견’에 근거하여 다른 나라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Grotius 2005, 398-399). 어떤 국가의
힘이 계속 증대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언젠가는 자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시작된 ‘예방전쟁’ 역시 정의로운 전쟁으로 볼
수 없다(Grotius 2005, 4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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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쟁의 범위를 가능한 한 제한해야 한다는 그로티우
스의 믿음은 그가 자유를 위한 전쟁, 노예상태에 처하지 않기 위해
벌이는 전쟁에 반대하는 데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로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개인이 되었건 공동체 전체가 되었건 마치 자유가 모든 시대를 통틀
어서 모두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이를 위해 무기를 드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인간이 본성상 자유의 상태에 있다고 할 때 그 본
성은 모든 인간 행위에 선행하는 자연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자유
는 노예상태에 있지 않다는 의미일 뿐 노예상태와 절대적으로 양립
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어떤 인간도 그 본성상 노예
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떤 인간도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를 가
지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Grotius
2005, 1105-1106).

그로티우스는 어떤 인간도 그 본성상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점
을 분명히 한다(Grotius 2005, 1360). 따라서 인간이나 사회가 노예
상태에 처하지 않기 위해 벌이는 전쟁은 부정의를 막기 위한 전쟁
으로서 정의로운 전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는 일견 타당해 보인
다. 하지만 그로티우스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 그는 자유가 중
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전쟁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만큼 핵심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전
쟁으로 인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
신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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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존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그로티우스는 전쟁포로의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만약 자유의 소중함을 이유로 노
예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각각의 국가는 포로로 잡은
상대 국가의 병사나 시민을 죽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 포로를 살려
보낸다면 상대 국가의 전력에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포로를 노예로 삼게 함으로써 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Grotius 2005, 1364). 맥락은 조
금 다르지만 그로티우스는 전제군주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유사한 주장을 편다. 그로티우스는 군주가 아
무리 전제적이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저항의 결과
무정부상태가 초래되면 모두의 생존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로티우스는 심지어는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이에 대
한 저항에도 반대한다. 역시 무정부상태로의 전락에 따른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Grotius 2005, 338-377).
정의로운 전쟁의 범위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그
로티우스의 이와 같은 견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특히 부
정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나 상황을 막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전쟁만
이 정의롭다고 주장할 때 그로티우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
는가? 정의에 관한 그로티우스 해석의 독창성 혹은 근대성을 두
고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어 왔다. 일부에서는 그로티우스의 정의
개념이 독창적, 근대적이라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그가 이전 사
상가들의 견해를 충실히 계승했다고 주장한다(Irwin 2008,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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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umann 2015, 431-432). 여기에서는 두 입장 중 어느 쪽이 진실

에 더 가까운지에 관계 없이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그
로티우스의 방식이 근세 초 유럽의 회의주의 철학자들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위기에 접근한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 한다.
앞서 몽테뉴의 철학을 예로 들어 살펴보았듯이 회의주의자는
합리적인 계획하에 사회의 악과 부정의를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인간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한계를 지닌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너무나 부조리하다. 따라서 회
의주의자는 최상의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최소한의 안정과 질서를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로티우스 역시 전쟁의 폐해가 헤아릴 수 없이
많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전쟁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대신 도덕적, 법적으
로 허용되는 전쟁의 범위를 가능한 한 제한하고자 했다. 심지어는
자유를 위한 전쟁도 정의로운 전쟁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할 만큼
그로티우스는 정의로운 전쟁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회의주의자가 정치제도의 타락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잘 알았듯이 그로티우스 역시 아
무리 확고한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이 존재하더라도 전쟁의 야만
성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변화와
개혁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비극 역시 계속될 것이다. 다만 전쟁의 빈도와 강도를 계속 줄여
나감으로써, 즉 “바퀴에 쐐기를 끼어 넣음으로써” 파멸을 막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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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로티우스
는 회의주의자와 함께 이것이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인 존재인 인간
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쟁의 야만성을 제어하려는 그로티우스의 노력은 정
의로운 전쟁의 범위를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전쟁이 의심의 여지없이 정의로울지라도 전
쟁을 시작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정의-부정의의 구분과 이를 구현한 법을 절대적인 판단 기
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로티우스는 정의로운 이
유(예컨대 침략에 대한 자기방어)에서 전쟁을 결정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이유(예컨대 영토 획득을 위한 다른 국가의 침략)로 전쟁을 결정
한 국가는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그러한 구분을 버리고 모두 “자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
의로운 전쟁을 하는 국가의 군인과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하는 국
가의 군인은 폭력의 사용과 관련하여 동일한 의무를 진다는 것이
다. 그로티우스는 ‘정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폭력성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정의의 원
칙 그 자체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
다. 그 근거는 ‘신중’, ‘절제’ 등 정의 이외의 덕목에서 찾아져야 한
다(Grotius 2005, 1275-1276).11 그로티우스는 또한 다음과 같은 예
를 들기도 한다. 만약 완벽하게 정의로운 이유로 전쟁을 시작한 나
라의 병사가 역시 완벽하게 “자연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전쟁
11

최근 마이클 월쩌(Micheal Walzer)와 제프 맥머핸( Jeff McMahan)은 이 점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논쟁에 관해서는 McMahan(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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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던 중 불가피하게 적을 살해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
을 때 정의의 원칙에서는 그를 검(劍)으로 살해하든 독(毒)으로 살
해하든 차이를 두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우리는 검보다
는 독에 의한 살해가 훨씬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럽다는 것을 잘 알
고 있다. 그렇다면 독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의는 아니더라도 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Grotius 2005, 1290).
그로티우스는 “정의로운 이유에서일지라도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하지 말라는 조언”이라는 제목의 『전쟁과 평화의 법』 제2권
제24장에서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거나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며, “정의 이외
의 덕목이 전쟁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해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다(Grotius 2005, 1133). 그로티우스는 명백한 부
정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함을 강조한
다. 그는 심지어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명백한 권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경
우도 있다”고 지적한다(Grotius 2005, 1136). 그로티우스는 키케로
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위험과
어려움에 빠뜨리지 마라. 성급함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위험에 대
처할 때 우리는 병세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에게 약을 약하게 처방하
고, 위중한 환자에게는 강하게 처방하는 의사를 본받아야 한다. 현재
의 상황이 평온한데도 폭풍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다.
하지만 폭풍우가 온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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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폭풍을 흩어지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 과정에서 초래
되는 손해보다 더 크다면 말이다. 성공을 해도 큰 이득이 없는 데 반
해 조금만 실패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왜 모험을 하는
가? …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이를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의 어깨가 충
분히 강하고 넓고 우리가 진 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나 약간 힘
든 정도라면 우리는 가능한 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희망보다 크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Grotius 2005, 1141-1142).

정전론과 전쟁법은 전쟁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
는 최대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만으로
는 전쟁의 비극성을 막기에 부족한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그로티
우스는 그러한 경우 가이드라인 훨씬 안쪽에 위치한 행동일지라도
신중하게 숙고하여 폭력의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설령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적지 않은 피
해를 입혔고,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그를 처벌하거나 그로부터 보
상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의 사용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무고한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재고해야 한다. 우리는 원칙을 세운 후에 어떤 상황
에서도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은’ 현
실 속에서 인간과 그가 세운 정치·사회 질서가 근본적으로 부조리
할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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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최소한의 안정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 외
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로티우
스의 정전론에서 회의주의의 흔적을 읽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IV

마치며

히들리 불(Hedley Bull)은 국제법학자로서 그로티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독창성에 있기보다는 당시 존재하던 광범위한 자료를 집
대성하여 체계화한 데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Bull 1990, 74). 그
를 ‘국제법의 아버지’로 보는 것은 신화에 가깝다는 것이다(Ziegler
1996). 그로티우스를 ‘전쟁법의 아버지’로 보기도 어렵다. 『전쟁

과 평화의 법』에서 제시된 정전론의 상당부분은 아퀴나스를 비
롯한 중세 스콜라주의 철학자들과 16세기와 17세기 초반에 활
동한 비토리아, 수아레스와 같은 스페인의 신(新)스콜라주의 철
학자들, 그리고 이탈리아의 법학자 알베리코 젠틸리(Alberico
Gentili, 1552~1608) 등이 그에 앞서 주장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

다(Haggenmacher 1990; Kennedy 1986). 정의로운 전쟁의 문제를
‘전쟁의 정의(jus ad bellum)’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정의(jus in
bello)’로 나누어 『전쟁과 평화의 법』 제2권과 제3권에서 각각 다

루는 것부터가 이전 논의의 답습이다. 그로티우스 자신도 『전쟁과
평화의 법』 첫머리에서 지금까지 “자연법, 신의 명령, 관습, 암묵
적인 동의 등의 기원을 가지는 국가들 혹은 각국의 통치자들 사이
의 관계에 관한 제법(諸法)”이 “광범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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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적이 없으며, 자신의 저서는 바로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될 것
이라 밝히고 있다(Grotius 2005, 75).
그로티우스는 종합자였을 뿐 독창적인 학자는 아니었을지 모
른다. 하지만 그는 정의로운 전쟁에 관한 앞선 사상가들의 주장을
계승하여 체계화하면서도 이를 그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해했다.
그로티우스의 정전론은 위기의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는 정전론을
통해 당대의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과 질서를 회복할 방법
을 찾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그로티우스는 회의주의 철학의 상황
인식과 문제의식을 받아들였다. 근세 초 회의주의 철학의 가장 중
요한 목표는 제한된 능력의 인간이 의연하게 위기에 대처하는 방
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데 있었다. 그로티우스는 회의주의자의
관점에서 전쟁이라는 위기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는 그의 정전론에 이전의 정전론과는 다른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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