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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 시민적

I. 문제의 제기

더...2
끼「

박 효 종*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시민뜰에게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삶의 계획(hfe

plan)을 실현시키려는 노력 못지 않게 정치공동체를 위한 일정한 헌신과 기여가 요구된

다. 정치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기여의 펼요성은 시민의 권리의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무의 범주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성(citizenship)에 관한

많은 논의를 보면 정치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기여를 의무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치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기여는 ‘의무’보다는 ‘덕목’으로 간주해

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덕목과 의무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주하는 한， 시

민으로서의 헌신을 의무로 규정하기에는 적지 않은 개념적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공동체를 위한 기여를 시민적 덕목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시민성에 관한 문

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덕목이라고 규정할 때 덕목의 의미가 일의적이 아니라 다

의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전적으로 플라톤이 말하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등의 4주덕 (cardinal virtues)이 있는가 하면， 중세의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천착하는 믿음， 사랑， 소망 등의 신학적 덕목(theological virtues)등도 주목할 만하다. 그

런가 하면 충(忠)효(孝) 등의 유교적 덕목도 꼽을 수 있다. 우리가 시민성의 문제를 덕

목의 범주로 접근할 때 물론 상기에서 거론된 고전적 덕목들과 일정한 연계를 맺고 있

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치공동체에 대한 헌선파 기여를 시민적 덕목으로 규정할 때 그

성격에 있어서 다소 특이한 측면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두 가

지 특성을 조명할 예정이다. 하나는 정치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기여는 불확실성 상황에

서의 헌신이라는 측면이며， 또 하나는 자기본위적(self-regarding) 성격보다 타인본위적

(other-regarding)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민적 헌신이 자족적 덕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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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보다 목적적 덕목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불확실성 상황 하에서의 헌신이 의무보다는 덕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베버(M. Weber)가 주목했던 칼뱅주의 (C머vinism)의 핵심적

가치와 연계시켜 옹호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성을 덕목의 범주로 규정하면서 시민적 덕

목이란 그 덕목을 가지고 있는 본인을 풍요하게 만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풍요하게 만

드는 효과를 야기한다는 의미에서 독특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기본

위적 성격보다 타인본위적 성격의 시민적 녁목을 역설하면서 매킨타이어(A. MacIntyre)

의 내재적 선(internal good)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한 ‘프락시스(praxis)’의 개념을 비

판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민성을 덕목의 차원으로 접근할 때 그것이 시민교육에서 갖는

함의는 의무의 차원으로 접근할 때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

점에 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지적할 예정이다.

ll. 시민성과 세 가지의 공동체

민주적인 정치공동체에서 부각되는 시민의 특성을 조명하고자 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선(moral good)이나 본질적 특성과 의미보다 인간관계의 양상(modes of

human relationship)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 인간은 다른 인간들과 여러 가

지 범주의 관계를 맺고 있다.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관계도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도 있다 또 종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관계도 유의미하며 친구로서의 관계도 중요

하다. 따라서 시민성 (citizenship)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할 때 시민성에서 전제되는 인간

관계의 독특한 측면에 주목함으로 시민성이 함의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가 쉬울 것이다.

실제 세계에서 인간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

하다. 그러나 몇 가지의 대표적인 양식과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

각된다. 만일 우리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 범주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거론하는 것이 필요하

다. 첫째는 유대적 공동처11 (solid않istic community) , 둘째는 도구적 결사체(instrumental

community) , 마지막으로 시민공동체 (civic community)이다1) 불론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범주가 인간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완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 이 세

가지가 서로간에 완벽하게 독립적인 관계를 견지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간에 침투할 수 있고 또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럼

1) 이 러 한 분석 적 틀에 관한 한， 밀 러 (D. Miller 1999, 25-32)의 통찰을 원용한 것 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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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독자적인 인간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하는데 무리

가 없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 인간관계의 양식은 ‘유대적 공동체’로서 사람들이 공동의 에토스(ethos)를 가

진 비교적 안정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정체성(identity)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

‘유대적 공동체’는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면대변

의 관계 (face-to~face relations) 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직

접적인 면대변의 범주를 넘어 공동의 믿음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보다 넓은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향리공동체， 민족공동체 등은 이에 관한 좋은 사레인 셈이

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양식을 기초적인 인간 결사체 (primordial mode of human

association)로 규정할 수 있고 특히 전통적 사회에서 사회적 유대의 원천으로 작용했다

고 상정해도 무방하다. 퇴니스(Toeniess)가 ‘게마인샤프트(Gemeinshaft)’라고 지칭한 공

동체에서 이러한 의미가 짙게 배어있다. 물론 ‘게셀샤프트(Gesellshaft)’의 특성을 가진

현대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공동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약화된 형태로만 존

재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게마인샤프트’

는 가족공동체 안에서 구현된다. 하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종교공동체， 향리공

동체 안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민족공동체도 이러한 ‘유대적 공동체’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체는 앤더슨(E. Anderson 1983) 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상상적 인 공동체

(imagined communities)"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민족이 피와 문화 그리고 역사 혹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유대적인 공동체다

실상 샌텔(M. SandeD이나 매킨타이어(A. MacIntyre) 등， 현대의 공동체주의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공동체는 바로 이 유대적인 공동체다. 유대적인 공동체의 특징을 공동체

주의자들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공동체(constitutive community)"로 규정함으로써 수단

적 공동체(instrumental community)와 질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개인

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여받는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이나 시민성

(citizenship)의 개념을 말할 때 이 유대적인 공동체를 반드시 전제한다고 믿을 필요는

없지만， 한편으로 유대적인 공동체와 전적으로 유리되어 규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다.

즉 시민사회 (civic society)가 반드시 유대적 인 공동체와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나， 적어도 일 민족 일 국가의 경우처럼， 민족공동체와 정치공동체가 동일한 내

연을 가지고 있을 때， 시민성은 정치공동체 못지 않게 민족공동체에도 유의미하게 작용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성은 시민들이 반드시 같은 문화나 역사 및 정체성을 공유해야한다고 전

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보자. 구성원들 사이에 종교나 문화가 달라도， 심지어

언어가 달라도 같은 시민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나 스위스 등 서구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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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국가는 이 점을 입증한다. 이것을 ‘다문화적 시민성 (multicultural citizenship)’이라고

하든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시민성은 면대면의 관계를 넘어가는 익명의 세계에서

도， 또 너와 내가 피를 나눈 동포며 형제라는 관계를 전제하지 않아도 가능한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성은 유대적인 공동체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그 관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또 한편으로 유대적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수단적인 공동체(instrumental association)다.

수단적 결사체에서 사람들은 주로 공리주의적 방식으로 상호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개인 각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함으로써 비로소 구현될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장이나 직장 혹은

경제적 관계는 이러한 수단적 결사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장사회에서

사람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로 상호간에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각종 계약관계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수단적인 결사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내적으로 같은 목적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직들은 그들의 목표가 좁은 의미에서 경제적이건 아니건 부분

적으로 수단적 결사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공동체에 주

목해보자. 국가공동체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흡스

(T. Hobbes)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계약론자들의 비전에 주목해보면， 인간의 생명과 자

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기제의 성격이 뚜렷하다. 그런가 하면 비정부 시민단

체나 구세군과 같은 구호단체들도 수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

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특히 이타주의적인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

현하기 위하여 하나의 결사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단적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배타적으로 수단성을 띤다고 단언할 필요는

없다. 수단적인 공동체가 유대적인 공동체의 특성을 지닐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이다.

즉 직장과 같은 수단적 공동체에서도 우정과 의리， 충성의 끈으로 뭉친 인간관계가 가

능하다. 종신고용， 연공서열 등은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수단적 공동체의 특성은 아니

다 하지만 그것은 수단적 공동체와 유대적 공동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이며

제도적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수단적 공동체에서 수단성과 효율성을 말할 경

우에도 그것은 배타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회사가 이익극대화를 목적으

로 한다고 하여도 X 효율보다 Y 효율을 중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성이 수단적 공동제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은 분명하

다. 물론 시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수단성의 범주를 넘어간다. 단순한 공리주의적 관점

에서， 즉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가시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배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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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민을 규정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II칼레의 시민』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스

타트 생피에르가 다른 여섯 명의 시민들과 함께 보여주는 자기 희생의 사례는 분명히

수단적 이익의 차원을 넘어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수단적인 공동체로서의 정치공동체는 그 자체로 의미를 상실하는 셈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성이 수단적 혜택과 전적으로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시민 자신이 제공하는 비용과 노력이 일정 수준 국가로부터 기인하는

혜택과 연관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립다. 이미 『크리톤』 에서 소크라테스는 국가로부

터 받은 혜택의 의미를 반추하고 있다. 그 혜택으로 인하여 국가의 법과 판결에 승복할

의무를 도출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흡스의 『리바이어던』 에서 역시 국가의 수단적 성

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자기보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를 만

든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강조하자면 시민성이 수단적 공동체와 공존 불가능한 것은 아

니다. 다만 시민성에 관한 한， 수단성 만으로는 조명할 수 없는 부분이 염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성과 수단성을 동일시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시민성과 수단성

의 연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화주의자들이다. 또 갤스톤(W. Ga1ston

1991) 이 나 머세이도(S . Macedo) 등， 덕목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독특한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인간 결사체의 양식은 정치공동체라

고 할 수 있다. 정치공동체， 혹은 정치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게마인샤프트

(GemeinschafO’나 혹은 수단적 결사체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관련성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동료시민(fellow citizen)으로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통료시민은 면대면의 관

계는 아니다. 대규모 정치공동체에서 시민성은 익명의 관계지만， 동료의 의미를 갖는다.

이 점은 특히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에서 확연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공동체의 구성

원은 그 구성원을 구성하는 일련의 권리와 의무의 보유자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정치

공동제의 구성원은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규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로마의 시

민(ego sum Rornanus)"이 라고 한 바울로의 진술을 이해할 수 았다. 하지만 그 구성원

자격은 단순히 법적 권리에 의해서만 규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민성은 때때

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어떤 일에 의하여 규정될 필요가 았다. 예

틀 들어 정치공동제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은 법을 지키며 국가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을 바쳐 방어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의 자격이 구체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의미하

고 있는바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쟁점사항이 다. 특히 정치공동제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하여 정치

참여의 폭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지는 자명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후술하

겠으나， 이 문제에 관한 한， 일정한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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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관계에서 자명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평등(equality)의 개념

이다. 정치공동제의 구성원이라면 다른 구성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정치적 평등의 개념은 흔히 “일인 일표(one person, one

vote)"의 개념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두말할 나위없이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의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계

약론자들이 상정해온 자연상태 (state of nature)의 평등을 방불케 한다. 자연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지시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자연적

자유(natural freedom)와 자연적 평등(natural equality) 이 야말로 자연상태의 분쟁을 야

기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정치사회에서의 평등은 이러한 자연상태에서의 ‘적대적 평

등’과는 상이한 ‘협력적 평등’이다. 즉 정치공동제의 구성원들에게는 일정한 목적의 공

유， 혹은 공동선 개념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명령과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이유와 근

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일정한 계약이나 동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

람의 권위를 받아들이면서도 시민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평등은 훼손되지 않는다

는 것이 이 정치공동제의 중요한 함의다2)

다만 이 정치사회의 특징은 유교사회나 전통적인 왕권사회에서 말하는 위계적인 질

서， 즉 왕과 신하， 남녀， 귀족과 평민 등의 신분적인 위계질서， 혹은 장유유서(長빼有序)

등의 상하질서를 금과옥조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민주적인 정치공동체

에서 너와 나는 나이나 선분， 부， 성별의 차이에 의해서 정치참여나 발언권이 차별화 되

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시민의 개념이나 시민성의 개념이 이 평등의 가치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시민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동료시민들과의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위계질서의 개념과는 양립힐 수 없다. 이 평등의

개념이 시민성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정할 수 었다. 결집 민주주의

(aggregative democracy) Y- 심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 참여 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 등이 그것이다. 결집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에서 통용되

는 ‘일인 일표’의 개념이나 이에 근거한 다수결에 의해서 집단선택 (collective choice) 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강조할 필요 없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심의 민주주의에서도

이 평등의 가치는 조금도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여 심의나

토론을 할 경우 장유유서의 원라나 반상구분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받는 것은 아니다.

2) 물론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철학적 무정부주의자들도 있다. 특히 이

러한 입장에 관한 한， 볼프(R. P. Wolff)의 입장은 대표적이다. 그는 국가공동체의 권

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자율성과 상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입장이 국가공동제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상치하고 있음을 지

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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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 Habennas)가 ‘이상적인 언어소통상황(i deal speech situation) ’에서 주장한

것처럼， 토론참여자 사이에는 ‘대칭성 (symmetry)’이라고 하는 평등의 원리가 구현될 때

비로소 심의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성의 특징을 평등이라고 할 때 특히 ‘유대적 공동체’의 지배적 관계와 다

르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라난다. 즉 시민들의 협력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

등에 기반한 협력이다. 이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정치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서는 시민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편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의 협력이

일사불란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지， 그 범죄행위를 목격한 모든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 사실은 물론 비협력이나 무임승차행위에 대한 유혹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는 편이 바람직하겠으나， 기실 시민적 협력의 문제는 공공재 (public goods)의 문제

와 유사하다고 해야하겠다. 즉 정치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기여는 모든 시민들이 다 할

필요는 없고 충분한 숫자의 시민들이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헌신과 기여를 하는 시민들을 어떤 사람으로 간주해야 하겠는가.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덕목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하

겠는가. 이 문제는 다음 항목의 관심사이다.

ill. 공공선에 대한 헌신과 시민성

시민과 시민성의 개념은 ‘유대적 관계’나 ‘수단적 관계’보다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개념임에 틀림없지만， 과연 시민성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는 쟁점이 아닐 수 없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면 정치에 대한 참여를 어떻

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막시말리스트(maximalist)’ 입장과

‘미니말리스트(minimalist)’ 입장， 두 가지가 있다. ‘막시말리스트’ 입장은 정치에 관한 전

적인 헌선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비전으로서 시민공화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이 지

지하는 입장이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로 규정

함으로 정치행위를 인간의 본성적 행위로 접근한 바 있고 또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치공

동체가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입장이 일정 수준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취약

점 또한 분명하다. 정치를 통하여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고도로 구현할 수 있다는 비

전은 공적 영역 못지 않게 사적 영역을 중시하는 개인들， 혹은 공적 영역보다 사적영역

을 우선시하는 개인들의 삶에서 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인간의 자아실현을 정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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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찾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 대표적 존재라면 물론 정치인들이다. 그러

나 예술에 정진하는 예술인이나 병상적 생활(vita contemplativa) 에 침잠하는 도인(道

人)， 신앙에 헌신하는 종교인， 혹은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들을 주목해 본다면， 인간의 자

아실현은 보다 다양한 삶의 여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치 한 영역에 고정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공적 영역 못지않게 다양한 사적 영역에서 인간의 잠재성은

꽃필 수 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관계가 인간의 정체성올 구성한다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

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다. 물론 정치가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명제를 받아들인다

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정체성 (parti떠 identity) ’에

불과할 뿐이다.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같

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정치를 ‘부분적 정체성’으로 간주할 때 인간이 종교나

예술， 학문 등에 정진하는 시민들의 경우 그러한 부분적 정처1성들 사이에는 충돌이 일

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 정치와 학문 사이에 충돌이 야기되는 경우， 정

치가 언제나 우세하리라는 전망이 확고한 것은 아니다.

물론 볼린 (S. Wolin 1960, 434)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만이 통합적 기능

(integrative function)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에 의하면， “시민성은 다른 역할

들이 할 수 없는 것， 즉 현대인의 다양한 역할활동을 한데 어우르며 또 다른 역할들이

보다 일반적 관점에서 조망되기를 요구하는 통합적 경험(integrative experience)을 제공

한다 "3) 또 밀(]. S. Mill)도 정치참여가 교육적 기능(educative function)을 수행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개인은 정치적 토론에 참여할 때 자선과는 상이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포용적인 태도를 학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빌의 관점이다. 그러나

정치보다 종교에서 통합적 경험을 체험하는 사람은 없을까. 뿐만 아니라 종교가 정치보

다 강력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평등에 관한 사상은 어떠한 정치적

이념보다도 종교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평

등하게 태어났다”며 인간의 평동을 강조한 것이 16·17세 기 사회계약론자들이었다먼，

3) 대거(R. Dagger 1997, 101)도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우리가 시민으로 행동할 때 단순히

부모나 노동자 혹은 소비자 혹은 이 집단이나 저 집단의 구성원으로 발언하거나 투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민성이 반드시 이려한 통합적 입장에서 개념화되어야 하는 지는 의

문이다. 왜냐하면 시민성의 개념자체가 경합적인 개념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통합적 시

민성의 개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대북문제나 의약통합 등 사회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 혹은

의사나 약사는 각기 아무리 통합적 관점에서 발언한다고 공언하더라도 자기자신의 가치

관을 개진할 수 밖에 없다. 그 가치관은 결국 부분적인 이해나 가치관을 반영할 공산이

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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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평등을 강조한 종교는 그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도교는 물론， 불교， 이슬람 등 모든 주요 종교에서 빈부와 귀천을 떠나 인간은

선 앞에 평등하며 모든 인간은 한 형제라는 점을 가르쳤기 때문이다4) 또한 신앙을 위

하여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을 보면 종교의 통합적 기능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종교의

관점에서 정치를 포함한 다른 모든 활동과 행위의 가치들을 평가 · 조망하고 있기 때문

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책과 이념을 달리하며 격렬한 논쟁을 별이는 정치인들이

교회에서 만나 화해하는 경우는 없을까 우리는 물론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정치인들

이 같은 정당에 몸담고 있음을 목격할 수 았으나， 한편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치인

들이 같은 신앙을 통하여 만나고 친교를 나누고 있음도 확인하고 였다. 이것은 정치 못

지않게 종교도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정치야말로 시민의 삶에서 ‘최고의 션 (summum bonum)’이 라고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리안이나 공화주의자 혹은 정체성의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공동체주

의자들의 ‘막시말리스트’ 비전이 일정한 수준에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할 용의가 있으나，

그것이 모든 시민들에게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는데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

다. 즉 『칼레의 시민』 에서 목격할 수 있는바 자원해서 희생자로 나온 사람들， 또 몽테

스키외의 『페르시아인의 편지』 에서 등장하는 “트로글로다이트인을의 공동체”를 구성

한 트로글로다이트인들이 이해했던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시민성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당성을 보편적 명제로 받아들일 경우， 사적 영역에

속하는 우정， 사랑， 효 등의 가치와 개념은 평가 절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

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치에 관한 ‘미니말리스트’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유주

의자들이 대표적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정치적 선(political good)이 야말로 다양한 사

회적 선(social good)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만큼， 정치참여도 역시 선택의 문제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성의 개념이나 정치

적 헌신의 문제도 선택의 문제， 즉 동의와 계약의 문제로 간주된다. 이처럼 선택의 문제

로 시민성과 정치적 헌신을 접근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접근방식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

을까.

자율과 자유의사의 가치를 자명한 가치로 간주하는 현대 사회에서 동의와 계약의 가

치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공공선의 문제

는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것이 문제다. 아마도 자유주의자들이 공공선의 문제에 접근하

는 전형적인 방식과 화두는 아담 스미스(A. Smith)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4) 물론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적인 종교도 있다. 예를 들어 힌두교는 사람들사이에 일정한

계급적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이라한 힌두이즙을 바탕으로 하여 이

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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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과 만드빌 (Mandeville)의 “벌들의 우화(fable of the bees)"다. 그것은 각 개인들

이 자신들의 사적 선(private good)을 추구하면 그들이 모여 공적 선(public good)을 이

룰 수 있다는 비전에 입각해 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성의 문

제에 부합하는 ‘정치적 비전’이라기보다는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에 부합

하는 ‘경제적 비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경제， 특히 시장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명제는 비교적 유의미하다.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바와 같이 빵 가게 주인이 돈을 별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으면 그 시간에 배가 고파하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려나 케인즈(M. Keynes)7r 지적한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 dilemma) 상황이 사적 선의 추구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실제적이다. 이 문제는 이미 공공재 문제 (public goods problem)로 불

려지는 ‘시장의 실패 (market f;려lure) ’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각자가 자기 자신

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분리 불가능한 재화(indiγisi비e goods) ’라고 볼 수 있는 공공

재는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산출되더라도 적정선 이하로 산출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사적 선택(individual choice) ’과는 상이한 ‘집단 선택 (collective

choice)’의 문제가 염존한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 집단 선택의 문제는 때때로 재

산권의 범주나 사유화의 방안으로 최소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

다.5) 시민성은 적어도 이 집단 선택의 문제와 갚은 관련이 있다. 왜 시민들이 항상은

아니지만 마을에 모여 공동의 관섬사를 논의해야 하는가‘ 시민들이 왜 자신의 일을 넘

어서서 ‘공동체의 일 (res publica) ’에 관섬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집단 선택이 나름대

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며， 집단선택의 문제는 아무리 가능한 사적 선택의 문제로

바꾼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이상 사적선택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 중요하

다. 그러므로 집단 선택의 질이 보장되려면 시민들의 ‘양식 있는(reasonable) 선택’， ‘책

임 있는(responsible) 선택’ ‘정통한(informed) 선택’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바로 시민성의

과제이기도 하다. 물론 사적 션을 다루는 문제와 공적 선을 다루는 문제에 공통점이 있

다고 상정할 수도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사적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이 공적 영역에서도

성공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자는 엄연히 구분되는 영역이며， 특히 정치공동체

가 순조롭게 작동하려면 공적 영역에 대한 투신과 헌신은 일정 수준에서 일정한 사람들

에게 요구된다.

그러므로 시민성이나 정치적 헌신에 관한 한， 단순한 ‘미니말리스트’ 입장만으로는 부

5) 이 점에 있어 코우즈(R. Coase)의 통찰은 인상적이다. 하지만 공공재의 모든 문제를 사유

화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산이나 강과 같은 재화는 그 자체

가 ‘공공재 (public goods)’의 범주를 넘어서는 ‘공유재 (shared goods)’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록 코우즈가 제시하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 등， 일련의 조건을 충

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유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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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사적영역에 대한 탁월성을 보

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공적영역에 대한 탁월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의

미가 될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공적 영역에 대한 투철한 헌선을 보일 필요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숫자의 사람들이 때때로 공적 영역에 투철한 헌신을 보

일 펼요가 있다.

정치는 ‘최고선 (highest good)'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션 (common good)'의 문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공동선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지고의 선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지만， 정치란 모든 사람들의 일정한 관섬사를 관통할 수 있는 공동선은 충분

히 될 수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의 ‘최소공배수(l east common denominator) ’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치참여란 최고의 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공동선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딸하는 편이 온당하다. 이 점에 있어 시민성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capacity)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정치공동체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민성을 규정할 때 강조점의 차원에서 특히 두 가

지 범주의 시민성에 대한 비전으로부터 구분할 펼요를 느낀다-

하나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또한 정치참여에 앞서 사적 헌

신을 선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즉 시민성을 권리로 간주

하는 엽장(citizenship as rights)으로 자유주의자들에게서 현저하다. 이 점에 관한 한 마

얄(T. H. Marshall)의 통찰이 고전적이다-6) 마살은 『시민성과 사회계급(citizenship and

social class 1950) .1 의 논문을 통하여 세 가지 범주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18세기 영국

에서 주장된 시민권(civil rights) , 19세기 의 정치권(political rights) , 20세기 의 복지권이

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social rights)이다.

이처럼 마살이 주장하는 권리로서의 시민성이 일정 부분 유의미한 것은 사실이나， 문

제는 수통적 시민성 (passive citizenship)으로 자리매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는 수동적인 권리취득(passive entitlement)에 치중하는 나머지， 시민적 의무(civic

duties)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권리의 개념이 시민들의 안전과

번영， 자유의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 권리의

수동적 공여에 치중된 시민성에 관한 한， 책임과 덕목의 능동적 실천을 수반해야 한다

는 반론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권리가 아닌 덕목을 강조

한다고 해도 어떤 덕목을 강조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덕목을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

6) 시민성을 권리의 범주로 접근한다고 해도 어떠한 권리의 범주로 보느냐에 따라 자유주의

자와 사회주의자의 구분이 가능하다. 즉 자유주의자는 시민권과 정치권 등， 소극적 권리

를 주장하는 반면， 사회주의자들은 사회권， 복지권， 문화권 등을 주장하고 았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지만 권리의 개념에 치중하는 한，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수통적 시

민성론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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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양할 수 았을 지는 쟁점이다.

한편 권리와는 달리，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전통적인 공화주의자들의 입장

이다. 물론 공화주의자라고 할 때 정치공동체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선봉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공화주의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았겠으나， 엄격

한 의미의 공화주의자는 정치적 헌신의 내적 가치를 선뢰하는 사람으로서 아라스토텔레

스의 비전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몽테스키외와 마키아벨리에 있어 시민들

은 국가와 정치공동체로부터 무엇을 향유하겠다는 것보다는 국가와 정치공동체를 위하

여 스스로를 희생하겠다는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비전이 두드러진다. 이런 관점에

서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시민으로서 최고의 덕목이다. 현대의 대표적 공

화주의자인 올드필드(A. Oldfield 1990)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올드필드의 표현을

원용하면， “정치참여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소망할 수 있는 공동체 삶의 최고 형태”라고

할 수 았다. 여기서 정치생활은 가족과 이웃생활， 직장 생활의 사적 즐거움보다 우위에

있는 생활로 평가된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헌신을 행복한 삶으로 받아들일

수 었어야 한다. 정치적 헌신은 더 이상 선택이나 권리의 범주가 아니라 운명의 범주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화주의자들의 정치관은 물론 정치공동체의 도덕적 수월성을 설득력 있게 주

장하는 측면이 았다는 점에서 그 유의미성을 인정할 수 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한

최고선으로서 정치적 헌신이나 의무로서의 시민성， 능동적언 범주로서의 시민성의 개념

이 오늘날 적지않은 사람들이 ‘좋은 삶(good life) ’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와 상당한 피리

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의 헌신이 이니라 가정， 직장생활， 여가생활을 통하여서이다. 또 정치 참여는

‘좋은 삶(good life)'을 설현하는 지속적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개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해주고 있는 가를 감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소극적이며 간헐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즉 정치가 바람직한 사적인 삶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인 현상이라는 비전이 특히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론 이처럼 사

적영역과 샤생활에 주안점을 두는 정치비전은 고대 아테네의 삶의 양식과 비교해보면，

정치의 품격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사적 영역의 풍요성을 반증

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N. 불확실성 상황하에서의 정치적 헌신

지난 항목의 논의를 감안한다면， ‘좋은 시민성 (good citizenship) ’의 의미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의 탁월한 측면을 강조하기보다 사적 생활의 가치나 매력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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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보다 조심스럽고 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치생활이

사적 영역과 수단적 영역을 압도한다는 확고한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정치적 헌신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성과

정치적 한선에 관한 불확실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민성을 권리 뿐 아니라 의무와 책

임을 수반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그 정확한 범위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

다는 점이다. 그것은 시민성이나 정치적 헌신의 개념이 시민으로부터 전적인 헌신을 요

구할 만큼 그렇게 자명한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두 번째로 정치영역

을 사적 영역에 비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지에 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다. 공화주

의자나 아리스토텔레리안 혹은 루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정치적 헌신이 언제나 질적으

로 사적 헌신을 압도할 수 있을는지는 불분명하다. 즉 내가 너와 시민으로서 만난다는

명제가 내가 너와 생산자와 소비자 혹은 이웃사촌으로 만난다는 명제보다 더 우월한 도

덕적 의미를 담고있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결국 이 두 가지 범주의 불확실성은 내가 다

른 사람의 동료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엄존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처럼 시민성과 정치적 헌신에 내재해 있는 불확실성이야말로

시민성을 덕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소이(所以)가 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불확실성의

시민성이 덕목이 될 수 있는 유비적 근거는 칼뱅주의자들의 신앙관에서 발견된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칼뱅주의자들은 신의 예정설을 믿었다. 누구든지 ‘신의 영광을 위하여

(sola gloria deD’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신의 실패를 위하여 (sola fiasco deD’ 태

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의 예정설을 감안할 때， 누구든

지 천당으로 예정되어 았는지 혹은 지옥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경건한 삶을 살아야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칼뱅주의자들은 이러한

딜레마에 직면하여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준칙을 원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경건한 삶을 살면， 그것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으로 갈 개연성(likelihood)이 높아진 것으로 믿고 행동했던 것이다. 강조하거니와，

이러한 믿음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확설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하지만 불확실성상

황에서의 종교적 헌신을 실천한 칼뱅주의자들이야말로 중세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믿

음의 덕 의 근거로 제시한 논라와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신학적 덕목(theological virtue)

을 실천한 사람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물론 칼뱅주의자 이외에도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헌선을 덕목으로 말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r심청전』 의 주인공인 섬청이의 효섬을 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불확실성 상황 하에서 자기 희생과 헌신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심청이는 공양

미 삼백 석에 자신의 몸을 용왕의 제불로 바치면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심봉사의 눈

이 떠질 것으로 확신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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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는 알았다. 그 증거는 나중에 심청이 환생했을 때 아버지 섬봉사를 눈뜬 사람들

가운데서 찾지 않고 눈먼 사람틀 가운데서 찾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랴나 이라

한 불확실성 하에서 모험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효도는 덕목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확

실한 상황에서 헌신행위를 했다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칭송할만한

‘덕목’이라고 지칭하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치적 헌신이나 정치 참여의 내재적 가치에 대하여 확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 점은 완벽주의자와 반완벽주의자 사이의 쟁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친숙한 정치현실이 밝기보다 어둡기 때문이다. 현실정치를 보면， 특히 한국정

치를 보면， 정치의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많은 전과자， 범법행위와 탈볍행위로 점

철되어 았다. 또한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처럼 지키지 못하는 허망한 공약도 없다.

또 정치인들이 정직한 사람들보다는 거짓말쟁이로 회자되고 있고 정치인의 행위가 시정

잡배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회자되고 았는 것이 현질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

실정치의 특성들을 감안했을 때 정치가 ‘최고 선’인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내재적 가

치를 가지고 있는 지에 관한 한， 의구심이 앞선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행위가 그토록 선

성한 행위인지에도 불확실성이 있다. 오히려 선거를 통하여 지역감정이 표출되는 상황

에서 또 님비성， 펌비성 선호가 표출되는 상황에서 한 표의 신성성을 주장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도녁 적 불확설성 (moral uncer때inty)’과 ‘시살성 불확실성 (factual

uncertainty)’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공동체에 한산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

것은 칼뱅주의자들의 경우와 심정이의 경우와 유의미하게 비교될만하며 시민으로서의

의무보다는 덕목을 실천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시민적 덕목은 공화주의자들

이 강조하는 정치적 덕목(political virtue)과 다르다. 차이점이라면 공화주의자들의 정치

적 덕목은 공동체와 공동선을 위하여 망설이지 않는 자기 희생정신에서 조망할 수 있으

나7)，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시민적 덕목은 최고선이나 공공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자기 헌신이라는 사실이다.

v. 매킨타이어의 덕목과 시민적 닥목

정치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덕목으로 간주한다면 그 덕목의 성격은 어떠한가.

7) 이 사실은 몽테스키외의 「페르시아인의 편지 J 13장의 주인공언 우즈베크가 기술하는 바

외적의 침입에 대한 트로글로다이트언들의 방어 태도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새로운

형태의 열정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은 친구륙 위해서 죽

기를 원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트로글로다이트 공동체를 위하여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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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과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은 매킨타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오늘날 덕목에 관한

설명에서 매킨타이어의 통찰은 가장 인상적이다. 또한 매킨타이어의 덕목의 개념이 아

리스토텔레스에서 기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보다 본위적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

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항목에서는 매킨타이어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음 항목에

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중심으로 시민적 덕목의 위상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논의의 핵섬은 정치적 헌신을 ‘자기충족적 실천’으로 볼 것인지， 혹은 ‘목적

적 실천’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덕이후(After Virtue 1981)01 를 저술한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덕목이란 그가 ‘실천

(practices) ’이라고 부르는 인간 활동의 특성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어떤 품성적 특

성이 덕목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덕목의 소유가 하나의 ‘실천’이나 다수의 ‘실

천’을 지탱하는데 본질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실천’들이 고양하고자 하는 그

러한 선들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 매킨타이어의 의견이다. 물론 매킨타이어의 원론적

인 덕 개념규정은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일련의 실천에 연루될

때 보여주는 구체적인 덕목들은 덕성스러운 생활이 특정 개인의 ‘좋은 삶’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서로 깊은 연계를 맺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실천에 관한 범위는

구체적인 덕목들이 명확하게 규정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좋은 삶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을 가진 공동체의 형성을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처럼 매킨타이어는 덕에 대한 최초의 설명에서 개인과 공동체사이에 일관성 있는

조화로운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

회는 덕윤리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주장이 먹목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중요한 자

리를 차지한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녁목에 일정한 내용을 공여

하는 실천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매킨타이어의 견해다.

그렇다면 매킨타이어 (1981， 175)가 ‘실천 (practice)’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 다소 복잡하다. “어떤 형태의 내적인 선이 그러한

활동의 형태에 적절하며 부분적으로 정의를 구성하는 탁월성의 기준을 성취하려고 노력

하는 과정에서 구현되는 사회적으로 정착된 협력적 인간활동의 일관되고 복합적인 형태

가 실천이다. 그러한 실천의 결과라면 탁월성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힘과 목적과 션에

대한 인간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확장된다는 데 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제시하고 있는 실천의 사례 가운데는 장기와 축구와 같은 게

임， 농사와 건축과 같은 생산활동， 과학과 역사와 같은 지적 활동， 그림과 음악과 같은

예술적 활동， 그리고 정치공동체를 만드는 정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와

는 대조적으로 엄격하게 배제되는 사례들도 있다 . 즉 장군멍군게임， 벽돌쌓기， 순무 섬

기 등이다. 결국 포함된 사례와 배제된 사례들에 주목해볼 때 실천과 관련하여 상기에

규정된 다소 난해한 정의에서 두 가지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하나는 ‘내재적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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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good)'에 대한 개념이고 또 하나는 ‘탁월성에 대한 기준(standards of

excellence) ’이다. 한 실천에 내재적인 선과 그것에 외재적인 선에 대한 구분이라면 전자

가 반드시 문제의 설천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필연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선이라고 한

다면， 후자는 우발적으로 성취되는 결과이다. 매킨타이어가 제시한 사례에 주목해보면

이 점이 분명하다. 장기를 능숙하게 두는 데서 얻어질 수 있는 선은 내재적 선인 반면，

한 개인이 장기 챔피언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외재적 선이다. 즉 장

기를 두는 것이 한 개인으로 하여금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연

한 일인 반면， 장기를 둠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선은 장기를 실제적으로 둠으로써 비로

소 성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은 수월성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내재적 션을 성취할 수 있다.

즉 실천의 역사를 만들었던 과거의 실천자들에 대하여 도전하고 능가하고자 하는 노력

을 경주함으로써 내재적 선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티태토나 벽돌쌓기，

순무심기 등을 실천의 범주에서 제외시킨 것은 비록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련의 즐거움이 있기는 하지만， 실천의 범주에 적용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발

전된 탁월성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즐길 수 있는 올바른 형태의 내적 선도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이나 용기， 정의 등을 포함한 덕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이

그러한 섣천의 범위에 내재적인 션을 성취하는데 요구되는 본질적인 방식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정직이나 용기 없이도 사람들은 사회의 제도가 실천에 부착하고

있는 어떤 외적 선을 얻는데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내적 선을 향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속임수로 상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적

션을 향유하기란 불가능하다. 내적 선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행동에 엄할 때 관련되

는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또 동료실천자들과 더불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것은 앞서 제시한 품성의 특성， 즉 덕을 취득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된다.

매킨타이어는 『누구의 정의인가， 어떤 합리성인가CvVhose Justice? Wh ich

Rationality 1988)01 의 저서에서 ‘실천’이나 ‘내적 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

지만，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 즉 ‘실천 (practice)’이라는 표현 대신에 “체계적인 활동유형

(types of systematic activity)"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내적 선과 외적 선 대신에 “탁

월성의 선(goods of excellence)"과 “효율성의 선 (goods of effectiveness)‘ 이 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내용은 같다. 결국 매킨타이어는 두 가지 저서를 통하여 실천의 이해

가 덕목의 이해에 본질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녁목이 제

시되는 실천의 범주와 영역을 잘 알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덕목을 소유한다는 사실이 무

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또 한편으로 그러한 실천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덕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한다면， 덕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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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만일 사람들이 “효율성의 선”에 대해서만 주목한다면 개인이나 사회에 있어 그러

한 션을 성취하는데 있어 최대한으로 유용히다고 볼 수 있는 특성들만을 가치로운 것으

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매킨타이어는 이러한 문제점이야말로 현대 도덕칠학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사이비 덕목의 범주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떤 벤자민 프랭

클린은 지상에서의 성공과 천국에서의 보상을 얻기 위해 유용한 품성적 특성들을 나열

하지 않았던가.

이제 덕목이란 구체적인 실천이 상호간에 조회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매칸

타이어의 주장에 주목해보자. 개인의 생활과 전반적인 공동체의 관점에서 조화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러한 매킨타이어의 입장이 이제까지 설명한 부분

에 대해서 일련의 제약적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첫째로 특정한 형태의 닥월성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도움이 되었던 품성적

특성은 그것이 동시에 다른 실천에 내재적인 선을 성취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덕이라

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매킨타이어가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특정

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얼방적으로 투신한다는 의미에서의 “가차없는 태도

(relentness)" 를 말한다(After Virtue , 2nd ed. 1984, 275). 즉 게염에 몰두하는 나머지 가

정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그러한 몰입적 태도를 덕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

째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천들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룬다면， 참

여자들은 상호간에 제기할 수 있는 요구들가운데 상대적 질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의 공동체에도 보편적으로 언정되는 파괴적인 행동

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매킨타이어는 이와 관련하여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

절도， 무고， 매반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구체적인 실천과도 연관이

되지 않는 도녁적 금기 사항인 셈이다.

상기의 논의를 통하여 매킨타이어의 덕의 개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보다 비판적언

관점에서 매킨타이어의 덕목관을 평가해보자. 무엇보다 실천의 개념과 내재적 선에 대

한 개념이 관심사이다. 매킨타이어가 제시하는 실천의 범주적 사례들을 면밀하게 점검

해보면 일관되기보다는 잡다하고 이질적인 것의 집합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이처

럼 실천의 범주가 잡다하고 복합적이다 보니 내적 션에 대한 이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일단 그의 사례에 주목해보면 참여자들이 성취하는 내적 선과 다른 사람들에

의한 성취에 대한 평가 사이에는 구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전자를 ‘자족적 실천’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후자에 관한 한 그 자체를 넘어서서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목적적 실천’이라고 지칭할 수 았을 것이다. 실천에 관한 매

컨타이어의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사례로 원용되고 있는 장기 등의 게임은 첫 번째

범주의 주요 사례다. 이 게임에 관한 설명에서 내적선과 외적션의 비교는 매우 명확하

며 적실성이 있다. 예를 들어 축구를 멋지게 끝내는 실천적 행위에 관한 한， 축구게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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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다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멋진 축구게임에는 탁월성의 기준이 분명히

존재한다. 멋있는 축구 역사， 또한 심판， 선수， 평론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평과 판단

들은 축구의 탁월성의 기준을 규정하는데 본질적이다. 그것은 프로 축구 선수가 게임

이외에 더 얻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나 명성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건축이나 농사일， 물리학과 같은 학문을 살펴보면 외적인 목적이 염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에 관한 한， 멋있고 안전하고 매력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공동체를 위해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농사의 목적이다. 같은 맥락

에서 자연과학적 진라의 발견이 물리학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보

면 매킨타이어의 분류에는 문제가 있다. 즉 탁월한 건축가， 탁월한 농부， 탁월한 불리학

자가 된다는 사실과 상기 분야에서 성공함으로 이룰 수 있는 외적 선은 분명히 구분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탁월한 건축가 등， 전자의 범주에 관한 한

반드시 각기의 실천에 있어 내재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의약에 관한 문제에 주목해보자. 금전적 보상과 같은 외적 선과는 달리 의술에 의하여

공여되는 내적 선은 탁월한 의사가 된다는 사실에 내재해 있는 선이다. 그러나 보다 엄

밀한 의미에서 탁월한 의사와 관련하여 외적선에 대한 고려없이 규정하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만일 어떤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수숨을 잘하지 못하면서도 자신

의 일을 즐기고 있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오히려 탁월한 의사란 병자를 탁월

하게 고치는 사람이거나 혹은 의료공동체에서 발전된 탁월성 기준을 구현하는 모범적

사례로 간주하는 편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가 매컨타이어의 주장처럼 이 두

가지 의미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탁월한 의사는 환자의 병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자선의 의술도 즐기는 사람으로 규정할 경우 양자는 불가분의 관

계가 되는 셈이다. 결국 ‘좋은 실천 (good practice)' 이 란 그 탁월성의 기준이 내적 선 뿐

아니라 외적 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견이다.

물론 매킨타이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족적 실천’과 ‘목적적 질천’에 대한 구분은

그 자체로 볼 때 명백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구분이

‘보편적 사례’인지 혹은 ‘제한된 사례’인지에 관한 한 불확실성이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몇몇 사례에서는 특정한 실천이 외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적 선이 중요한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점에 있어 시각 예술은 좋은 사례이다. 시각예술에 관한

한， 내적인 탁월성의 기준이 적용되는 실천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사적 공간이나 공적

공간의 장식을 위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지배되는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내적

션과 외적 목적가운데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좋은 예술가가 누구인지 하는 문제

가 결정될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치란 그 자체의 내적 선이 중요한가， 아니

면 일정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중요한가. 물론 매킨타이어는 정치를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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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범주로 간주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회적 필요의

측면에 주목한 바 있다. 특히 홉스나 로크 등， 사회계약론자들은 정치가 사회구성원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관련하여 충족시켜야 할 기능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비하면 공동체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틀은 정치의 내적 선에 무게를 두고 았다. 물

론 정치의 이 두 가지 기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쟁점으

로 남아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를 내적 선의 관점으로 정의하고 또

‘구성 적 공동체 (constitutive community)’를 강조한다고 해도 정치공동체에서 들어나는

수단적 공동체의 특성이나 외적 션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매킨타이어가 구분한 두 가지 형태의 실천에 대한 구분법이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상정해보자. 이 두 가지 실천의 커다란 차이점은 ‘자족적 설천’의

경우에 실천 자체로부터 비판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목적적 실천’의 경우에는

그것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의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축구의

경우 보다 공격적인 축구를 위하여 일련의 경기규칙을 개정할 수 있고 또 선수들이 단

순히 방어적인 축구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은 분명히 축

구의 내적 션과 탁월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환자들의 병을

고치는데 문제에 관한 한 내적 선보다는 효율성의 가치를 준거로 하여 의학 전체를 평

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비교하는 일이나 혹은 의료보험 제

도와 사적의료보험제도를 비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만일 그러한 비교의 결과가 공표

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탁월성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질환치료와 관련하여 외과 수술보다 침술의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상정해

보자. 이 경우 탁월한 침술사와 탁월한 외과의사를 같은 범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즉

좋은 침술사는 좋은 외과의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들어나게 된다. 이것은 다

시 말해 ‘목적적 실천’의 경우 문제의 기준은 실천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불론 매킨타이어가 우리의 주장처럼 ‘자족적 실천’과 ‘목적적 실천’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면서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덕에 대한 그의 설명 방식에 주목해보면 덕목

과 실천이 자족적 범주에 속한다는 점이 확실하다. 이것은 외적 목적의 달성이 현저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인 농사에도 해당된다. 이 사실은 그가 상세하게 제시하는 사례에

서도 확인되고 또 각 실천영역 내에서 내적 토론에 의해 발전된 탁월성의 기준을 묘사

하는 과정에서도 입증원다. 또 실천이 자족적이라는 상정이야말로 덕윤리 (virtue ethics)

를 기존의 목적론적이며 의무론적인 윤리이론과 범주적으로 구분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도하다.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덕목을 일반복지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품성적 특

성， 혹은 그 소유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규칙에 순응하게 만드는 특성 등은 모두 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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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개인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적절하게 인식된 덕이란 하나의

실천이나 다수의 실천에 내재적인 션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특성이다. 물론 이러한 션들

은 실천의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덕이란 불변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순간에 덕목의 내용은 일단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인격적 특성이 덕목의 성격을 지니게 되느냐하는 문제는 어떤 사회적 목적이나 목표

를 대입함으로써 바뀌어질 수는 없는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컨타이어의 엽장에 찬성할 경우이다. 하지만 매킨타이어

의 입장과 달리 덕목이 ‘목적적 실천’의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에는 사회적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고려 없이 덕목의 구체적 범주를 옹호하기란 불가능

한 것이다. 즉 실천의 적절한 형태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는 한， 그러한 논쟁은 인접한

닥목의 분야에까지 파급될 것이다. 이 경우 덕목은 더 이상 자족적인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즉 이들 덕목들을 플라톤적 이데아， 즉 원천적 ‘좋음’이나 ‘옳음’의 범주로 환원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의존적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즉 특정 사회에서 존재하는 지배적인 필요와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일련의 덕목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현저한 사례는 유교적 덕목

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유교적 덕목은 충과 효다. 하지만 충과 효의 덕목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유교적 사회의 비전을 이해하지 않고

또 유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전제하지 않고 단순한 내적 선만으로 접

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덕목이 연계되어 있는 실천이 자족적인가 목적적인

가 하는 점에 있다. 이점은 시민적 덕목을 자족적인 것으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목적

적인 것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자족적 실천에

관한 한， 두 가지 관찰이 가능하다. 첫째로 매킨타이어가 말하는 자족적 실천은 보다 기

본적인 사회적 기능이 수행된다는 조건 하에서 비로소 존재할 수 았다는 것이다. 그러

한 의미에서 자족적 덕목은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사치적 품목인 셈이다. 혹은 경제학도

들이 말하는 우등재(superior goods)라고 할 수 있다. 자족적 덕목들은 사회질서유지나

물질적 생산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의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이를 위한

인간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된 다음에 비로소 만개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자족적 실천

의 기조가 되는 ‘유희하는 인간’ 즉 ‘호모 루덴스(homo ludens) ’ 비전의 중요성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놀이에 연루된다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

겠는가. 그러나 ‘호모 루덴스’의 실천을 단순히 자족적 활동으로 간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원래 놀이의 형태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사회적 필요와 연계되어 있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기본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즉 사냥과 같은 기술을

익히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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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에로의 전이가 자기 자족적 실천에 해로

움을 끼쳤다는 매킨타이어의 입장이 반드시 설득릭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매킨타이어는

현대시장사회가 고양하는 소비적 문화가 실천에 내재적인 선의 추구로부터 돈이나 병

예， 효율 등의 가치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한편으

로 볼 때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운동， 예술 등의 자족적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덕목을 자족적 실천의 차원에서 본다면， 현

대사회는 매킨타이어의 진단과는 다른 역설적 결과를 산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덕목이 ‘자족적 실천’을 지탱하는 차원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관점에서 일차

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매킨타이어의 주장도 명쾌한 것은 아니다. 예를 틀어 용기의

덕목에 주목해보자 사람들은 언제 용기의 덕목이 시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당연히 첫 번째의 장은 전쟁터이며 다음으로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매가 파선하는 상

황이 그 단적인 예다. 또 장애아를 기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야 하는 경

우다. 이처럼 용기가 발휘되어야 하는 맥락적 환경은 비교적 자명하다. 또 카누타기， 번

지점프 등 스포츠에서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카누타기나 번지점프， 혹은 스턴트맨의 역할에서는 ‘용기’라기보

다 ‘모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

엇인가. 이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택적이다. 선택적 상황에서는 모험심이 중요하다. 그러나 용기는 다르

다. 모험심이 많지않은 사람도 용기의 덕목을 실천할 수 있다. 용기는 선택적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터에서의 용기， 돌발적 위기

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용기가 칭송을 받는 것도 단순한 모험심과는

다트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전쟁터나 돌발적 위기상황이라는 맥락을 제

외한 채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용기가 있다면， 그러한 용기를 진정한 의

미의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시 말해 용기를 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내적

선을 념어선 더 커다란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자족적 실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시민적 덕목에 있어서 지니는 함익는 무

엇인가. 첫째로 시민적 덕목과 연계되어있는 실천은 ‘자족적’ 이라기 보다는 ‘목적적’이

라는 사실이다. 자족적 실천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시민적 덕목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족적 실천을 가능케 하는 덕목이다. 민주적 사회질서

나 정치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개인들이 운동， 예술， 학문 등의 자족적

실천에 몰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성은 자

족적 실천에 대해서 ‘축차적 우위(lexical priority) ’를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시민적 덕목을 목적 실천으로 간주해야 하는 이유는 문제의 덕목은 정치공

동체라는 맥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민성을 덕목이라고 할 때，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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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기여의 의미가 크다. 정치공동체에 대한 커다란 연계 없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자율， 관용， 권리존중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용기를 예로

들어보자.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온 강도를 격투 끝에 물리쳤다면 문제의 개인은 용기

를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용기를 시민적 덕목으로 지칭하기에는 맥락적 관점이

부족하다. 지하철에서 옆의 시민을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강도를 뒤쫓아가 격투끝

에 참은 시민의 용기야 말로 진정한 시민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VI.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 그리고 시민적 먹목

매킨타이어의 실천에 내재적인 선(internal goods) 에 업각한 덕의 개념은 원래 그 원

천은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 (praxis)와 제조행위

(poiesis) 를 구분한다8) 전자는 자기 충족적이며 완전하지만 후자는 도구적 성격을 가짐

으로 상대적으로 불완전하다. 그는 “제조와 행위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기

서 ‘행위’와 ‘제조행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를 들고 있다. 행위 즉

‘프락시스’라고 할 경우 피리 연주자의 연주처럼 수행 (perrorrnance) 자체가 목적인 현상

을 총칭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자기충족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의 경우

처럼 다른 목적， 즉 생산불을 위해 수단화되는 행위와 구분되며 외부 목적의 달성에 농

사하는 노동은 자기 충족성을 결여함으로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자기 충족성이란 “다른 것의 수단이 되거나 그 자체의 기능 수행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기 충족성의 기준이야말로 인간의 활동

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니코마코스의 윤리학』 에서 그는 인간의 활동을

“비제한적 (unqualified)"인 것과 “제한적 (qualified) " 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활

동 그 자체로 완전한， 그것의 수행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 것을 지칭하며， 후자

는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되는 것， 즉 “활동의 중지와 더불어 목적이 드러나는 것”을 의

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행위 (eupraxi s )"는 자체가 목적이므로 자기충

족적이고 “비제한적”인 것이며 이것의 사례로 행위 (praxis)와 관조(theoria)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한적 행위”에 해당되는 제조행위 (poiesis )， 즉 생산은 그 활

동 자체 이외의 목적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각가의 조각품， 목수의 책상 등 자

8) 아렌트(H. Arendt)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 개념에 착안하여

Handeln, 즉 ‘행위 (action)’와 Herstellen, 즉 ‘제조(fabrication)’의 개념으로 구분한다. 그러

나 아렌트도 매킨타이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행위로 구체화되는 자족적 개념

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성의 개념에 직접적으로 원용하기는 어렵다

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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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충족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불완전하다. 따라서 그는 생산을 “제한적인” 활동의 대

표적 λ}례로 제시하며 드디어 “생산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급진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충족성의 기준에 입각하여 ‘좋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적극적 삶의 내적 요소인 정치행위와 관조적 삶의 사유행위를 포함시키고 았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조의 은유를 사용하면서 “목적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요， 수단은 우

리가 숙고하고 선택하는 것이므로 수단에 관계되는 행위는 선택에 의지한다”고 주장한

다. 그에 따르면， 사람의 정신 속에 존재하며 행위와 진리를 다스리는 것으로 감성， 이

성， 욕구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감성은 “행위라고 할 만한 것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강

조한다. 그는 운동의 시원으로서 행위의 단초는 선택이며 선택의 단초는 “욕구와 목적

적 이치”인데 이성과 욕구가 함께 결합하여 인간의 행위를 발동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목적적 이치는 실천지 (phronesi s， practical wisdom)를 지칭

하는데， 이 실천지는 “자기에게 좋고 아름답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에 해당된다.

또 이 실천지는 다른 지혜의 범주인 철학적 지혜(sophia， philosophic wisdom)와 직관적

이성 (nous， intuitive reason)과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건축가의 건축술(techne， art), 의

사의 의술은 건축술과 건강을 산출하는데 있어 목적적 이치이므로 실천지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앓Ornowing)은 행 (doing)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실

천지， 즉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에 관해서 지매력을 행사하고 명령

을 발동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성이나 철학적 지혜는 “최고의 덕을 따르는 활동”의 결과로 행복을 창출하

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떤 “이 활동은 관조적”인 것이다. 그는 이성을 매개로 하는

관조활동이야말로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최선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

는 그것이 가장 연속적으로 할 수 있고 가장 자급자족성이 강한 것이며 자율성， 활동

자체의 목적성， 한가함， 최고의 즐거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 의해 추동된 관조적인 삶이 적극적인 삶보다 가치에

있어 우월하며 같은 이유로 철학자가 정치가나 군인 또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 우윌

할 뿐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룰의 가치평가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그가 인간결사의 우열을 규정할 때나 행위 (praxis)의 완전성을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고 자기충족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천지에 바탕을 둔 정치행위나 이성에 근거

한 관조행위， 양자 모두는 엄격한 의미에서 자기충족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아렌트

의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천지에 바탕을 둔 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

니라 그 행위 이외의 어떤 결과를 겨냥한 행위로 드러나고 었다， 그러므로 실천지의 사

례를 보면 행위와 제조는 다르다는 명제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행위와 제조의 경계를 무

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둘째， 관조행위는 플라톤의 ‘동굴’을 나온 칠학자의 행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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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인 성격을 띤다. 철학자는 동굴로 돌아온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로 한시성은

곧 불완전함이며 이것은 자기충족성의 결함조건이다. 또 동굴의 비유 속에서 철학자의

귀환은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인간의 조건인 동시에 동거의 필요

성을 함의한다. 이런 의미에서 관조행위는 인간의 필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행위라

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완전히 자기충족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성， 즉 정치공동체에 대한 기여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

에서 자기충족성에 엄격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존속과 융성이

라는 목적적 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전

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참여를 자족적 활동으로 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같은 맥

락에서 경제활동 등은 ‘포이에시스적’ 활동이다. 하지만 시민적 헌신이란 스스로 자족적

인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자족적 활동을 가능케하는 보다 근본적인 것이며 목적적인 것

이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적 필요가 충족된 다음에 정치가 가능한 것이라고 믿

었다 뿐만 아니라 노예나 여자들을 시민의 자격에서 제외시켰다. 이들은 필요의 영역에

연루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충족적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정치는 필요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충족적 영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온

당하지 않을까. 정치가 작동함으로 경제의 ‘포이에시스’는 물론， 관조적 생활 등 다른 프

락시스 즉， 자기충족적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시민성을 덕목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전형적으로 자기본위적인 덕목

(self-regarding virtue)이 라기보다 타인본위적인 덕목(other-regarding virtue)이다. 물론

많은 덕들은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이 기도 하고 한편 도덕적 덕목(moral 띠rtue) 이 기

도 하다. 도덕적 덕목은 주로 자기본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용기를 예로 들어보자.

용기는 시민적 덕목이기도하고 도덕적 덕목이기도 하다. 일단 용기는 나름대로 자기본

위적인 속성， 즉 자기충족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의 삶을 풍요하게 만든다. 반드시 전쟁터나 위기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용기는

그것의 소유자의 인격을 풍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용기는 자족적인 실

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적 덕목으로서의 용기는 다르다. 조

국을 위해 용감하게 싸워 목숨을 바친 군인의 경우 그 소유자의 결실은 무엇일까. 다른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했을지언정， 정작 자신의 목숨은 잃은 것이다.

“세상을 다 얻는다해도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시민적

덕목으로서의 용기는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는 수단적인 것이 아닐까.

같은 맥락에서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혹은 선거일에 놀러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지는 내재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러나 만일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그것이 정치공동체에 던지

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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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 어

본 연구에서는 정치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의 헌신적 노력에 대하여 ‘의무’보다는 ‘덕

목’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치적 헌신을 덕목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엿보다도 정

치적 헌신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

참여나 정치적 헌신이 내재적으로 지고의 선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아리스토텔리안이나

루소주의자 혹은 공화주의자들만이 찬성할 뿐， 자유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현대인들의 생활철학과 생활형태를 감안하

면， 정치나 정치참여가 내재적으로 최고선이라는 명제는 경험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

한편 정치적 헌신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산출할 것인가 하는 점

에도 적지 않은 의구심이 있다. 예를 들어 심의정치와 토톤에 참여해도 언제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산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심의의 결과， 합의 (consensus)보다 바

합의 (dissensus)가 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또 정치적 헌신은 공공재 기여의 성격

을 노정한다. 그러므로 내가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집단 선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또 내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면 내가 굳

이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나의 정치 참여와 집단 선택과의 연계는 확고

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치공동체에 관한 기여와 헌신에는 불확

실성이 내재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현선이 시민성에서 전

제되는 덕목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간주하였다. 그것은 칼뱅주의자들이 구원에 관한 불

확실성 상황에서 경건한 삶을 영위하는 태도를 빙불케 하며 또 효녀 십청이가 섬봉사의

개안(開眼)에 관한 불확실성 상황에서 스스로를 헌신하는 상황과 유비적으로 비교될 만

하다. 따라서 시민적 덕목이란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정치적 헌신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셈이다.

이처럼 시민성 (citizenship)을 시민적 덕목으로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시민적 먹목

은 자기본위보다 다인본위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점과 관

련하여 매킨타이어의 덕 (virtue)과 실천 (practice)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옹호하였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 (praxis)’와 ‘포이에시스 (p이esis)’의 개념구분에도 유의하였다.

매킨타이어가 천착하는 덕의 개념이란 실천의 내재적인 선(internal good) 의 개념에 입

각해 았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 개념에도 자족성의 개념이 내포되어있다. 이

것은 달리 말하자면 내재적 가치가 아년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측면을 지니고 았는

경우， 혹은 ‘포이에시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 덕의 범주에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

져오는 셈이다.

그러냐 본 연구에서는 시빈성을 덕목의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이라한 내재적 선， 흑은

‘프락시스’로서 덕의 개념이 한계에 직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민적 녁목이란 그

자체로 내적인 가치를 가지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목표를 달성시키는 ‘포이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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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차원에서 -비록 그것의 확실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용감함은 도덕적 덕목(mor따 virtue)도 되지만， 한편으

로 시민적 덕목(civic virtue)도 된다. 용기를 도덕적 덕목으로 간주할 때의 특성은 문제

의 개인에게 현저하게 드러난다. 즉 개인이 역경에 직변하여 용기를 발휘한다면， 그의

인생은 찬란하게 꽃필 수 있을 것이다.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간다면， 자신의 인

생목표에서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매킨타이어의 내재적 선으

로서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로서 덕목의 개념은 유용하다.

그러나 용기를 시민적 덕목으로 간주했을 때， 우리가 기리는 용덕은 전쟁터에서 발휘

하는 덕이며， 또는 공동체가 처한 위급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덕이다. 맥락이 있고 목적

의 개념이 뚜렷하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다 전사할 경우， 그것

은 도덕적 덕보다 시민적 덕이며， 한 개인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덕이라기보다는 공

동체 전체를 풍요하게 만드는 덕이다. 그것은 마치 ‘스포츠맨십 (sportrDanship)’이라고 할

때 운동선수 개인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정신이라기보다는 선수들의 공동체를 풍요하

게 만드는 정신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치와 비슷하다. 이와 같이 시민적 덕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라는 맥락을 중시하게 마련이며， 공동체의 목표에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기여했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만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내재적 가치만을 중시한다면，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 ‘프락시스’는 될 수 있

고， 개인적 덕목이 될 수 있을지언정， 시민적 덕목은 아니다. 이 점에서 매킨타이어의

내재적 선으로서 덕목의 개념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로서 행위의 개념은 시민

적 덕목의 개념을 유의미하게 조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최종적으로 시민성을 의무보다 덕목으로 규정했을 때， 또 그것을 ‘자족적 실천’보다

‘목적적 실천’， 혹은 ‘프락시스’보다 ‘포이에시스’로 간주했을 때， 그것이 시민교육에 대하

여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흔히 덕목의 개념은 의무의 개념과 탈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군인은 많지만， 모든 군인이 용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겁한 군인도 얼마나 많은가. 또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들

이 모두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민이지만

모두 시민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시민적 덕목

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덕목처럼， 혹은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치적 덕목처럼， 엄격하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덕목의 극대화(maximization of viπues)’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목의 고양<Cultivation of viπues)’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비교적 넓은 범주의 사람들이 시민적 덕목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생

각된다. 또한 덕목의 극대화보다는 덕목의 고양이 시민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만이 이 시민적 덕목의 고양에 나설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혹은 자발적인 집단에서도 시민적 덕목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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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mocratic Society and Civic Virtue

Iiyo- chong Park*

In ancient Athens, citizenship was viewed primarily in terms of duties. Citizens

were legally obliged to take their turn in public office and sacrificed p따t of their

pri、rate life to do so. In modem world, however, citizenship is viewed as a matter

of rights than duties. Citizens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olitics, but also the

right to place private commitments ahead of political involvement. An influential

exposition of this conception of citizenship-as-rights is T. Ii. Marshall' s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This is often criticized as passive citizenship , because of its

emphasis on passive entitlements and the absence of any civic duties. Wh ile it has

helped secure a reasonable degree of security, prosperity and freedom for the

members of political community ,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passive acceptance of

rights must be supplemented with the active exercise of responsibilities and virtues.

Meanwhile, republicans offer another approach to good citizenship. They hold a

strong belief in the intrinsic value of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participation is, in

Adrian Oldfield' s words , the highest form of human li、ring together that most

individuals can aspire to. On this view, political life is superior to the merely private

pleasures of family, neighborhood and profession, and so should occupy the center of

people' s lives.

This study argues that such a view conflic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good

life in the modem world. Most people today find the greatest happiness in their

family life, work, religion or leisure , not in politics. Political participation is seen as

an occasional , often burdensome, activity necessary to ensure that government

respects and supports people' s freedom to pursue their personal projects and

attachments.

Nevertheless, it is true that democratic institutions will collapse if citizens lack

certain virtues, such as civic-mindedness and mutual goodwill. Indeed, many

democracies suffer from voter apathy, racial and religious intolerance , and significant

* Professor,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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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mpliance with taxation or environmental policies that rely voluntarγ

cooperation. This study claims that the health of a democracy depends not only on

the structure of its institutions, but also on the qualities of its citizens: for example,

their loyalties and political commitments; their ability to work with others who are

different from themsel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