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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롤즈의 정의론1)은 크게 ‘이상적인 이론’과 ‘비이상적인 이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론의 많은 부분은 이상론에 할애되

는 바, 이상론을 통해 롤즈는 최대한 우리가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할 

정의로운 사회관을 제시하고자 한다(TJ 216; 332). 원초적 입장의 당

사자들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원칙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

이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고 따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 결과 생겨

나는 정의의 원칙들은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정

하는 원리가 된다(TJ 308-09; 459). 하지만 이처럼 사회 기본 구조의 

정의를 결정해주는 정의의 원칙들만으로 정의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

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의로운 제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사회에서 의 개인들을 지도해줄 수 

있는, 일종의 보충 원칙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2) 즉 “비이상적인 정

의관의 부분적 준수론(TJ 309; 460)”이 요구되는 것이다. 
롤즈는 (이상적인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비이상적인 

‘거의 정의로운 사회nearly just society’에서, 부정의한 법이 “어느 정

1) Rawls, John(1999), A Theory of Justice (Rev. ed.),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정의론, 황경식 옮김(2003), 이학사.) 이하 TJ로 약칭하

고, 원본과 국역본의 쪽수를 차례로 표기한다.
2) Feinberg, Joel(1973), “Duty and Obligation in the Non-Ideal World by John 

Rawls”, The Journal of Philosophy, 70 (9),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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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부정의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TJ 312; 465)” 일반적으로 그것

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는 부정의한 법도 지켜야 한다

는 점에서 일견 보수주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장이지만, 사실 여

기서 핵심은 ‘어느 정도의 부정의’라는 한계를 넘어선다면 반드시 그

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부정의로부

터 고통을 당해온 항구적인 소수자들(TJ 312; 464)”에게 있어서는, 이

처럼 한계를 넘어선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의 문제는 롤즈 정의론의 비

이상적인 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합법적 다수에 의해 제

정된 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자신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부정의에 

반대할 의무에 비춰볼 때 어떤 지점에서 그 구속력을 상실하게 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TJ 319; 474). 본 논문의 목적은 

이처럼 부정의에 반대하는 시민불복종이란, 비이상적인 ‘거의 정의로

운 사회’를 보다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가 채

택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임을 보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절에

서는 먼저 롤즈가 시민불복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법에 대한 충실성’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고

자 한다. 3절과 4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위로서의 시민불복종

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시민불복종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이며, 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입헌 체제

(3절)’와 ‘공인된 정의관(4절)’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일 것

이다. 

2. 시민불복종의 정의(定義)와 법에 대한 충실성

전통적으로 시민불복종은 매우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

다. 적어도 은밀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힘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면, “양심적인 이유로 인한 법에의 어떤 불순종(TJ 323; 480)”은 모

두 시민불복종으로 통칭되어 왔다. 시민불복종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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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이 단어를 정치적 용어로서 처음 만들어 사용한 소로

Thoreau에게서 잘 나타난다. 1848년 당시 ‘노예의’ 정부, 즉 노예제

를 허가하는 정부를 ‘나의’ 정부로 인정할 수는 없었던 소로는 다음

과 같은 물음을 제기했다: “부정의한 법[노예제]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에 따르는 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우리가[노예제를 폐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성공할 

때까지 그 법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지금 당장 위반할 것

인가?”3) 각각의 물음에 대한 소로의 답은 물론 후자 쪽이었다. 
롤즈는 부정의한 법에 대한 위반이라는 소로의 기본적인 관념은 

받아들이지만 이보다는 좁은 의미의 정의(定義)를 시도한다. 롤즈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베도Bedau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데, 베도에 따르면: “누군가가 법, 정책, 혹은 정부의 결정(중의 하나)
을 좌절시키려는 의도로 불법적, 공공적, 비폭력적, 양심적으로 행위

할 때 그리고 오직 그러할 때에만 그는 시민불복종을 행하는 것이

다.”4) 롤즈는 이러한 정의를 채택하여, 시민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

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TJ 320; 475)”라
고 정의한다.5)

롤즈가 베도의 정의에서 채택한 부분, 즉 둘의 정의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부분은 다음 네 가지이다: 시민불복종은 (1)법에 반하는 

행위, (2)공공적 행위, (3)양심적 행위, (4)비폭력적 행위이다. 롤즈에

게서 네 가지 특성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1)먼저 시민불복종은 불복종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 기본적으로 ‘법에 반하는contrary to law’ 행위이다. 불복종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비록 어떠한 법령이 지켜져야 하는 것일지라도 

3) Thoreau, Henry David(1991), “Civil Disobedience”, in Civil Disobedience in 
Focus, Hugo A. Bedau (ed.), Routledge, 31-35.

4) Bedau, Hugo A.(1961), “On Civil Disobedience”, The Journal of Philosophy, 
58 (21), 661.

5) “I shall begin by defining civil disobedience as a public, nonviolent, 
conscientious yet political act contrary to law usually done with the aim of 
bringing about a change in the law or policies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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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령에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TJ 321; 476). 

(2)법에 반하는 행위로서의 시민불복종은 그 위반이 은밀히 또는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정한 주목을 받으면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공적public’ 행위이다(TJ 321; 477). 시민불복종

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자신의 불복종을 통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공중과 정부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불복종은 특정 

사안에 대한 공적 관심을 이끌어 냄으로써 법이나 정책에서의 변화

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런 점에서 시민불복종은 공중과

의 소통communication이라고도 할 수 있다.6)

(3)이러한 관점에서 롤즈는 시민불복종을 공공 연설에 비유한다. 
시민불복종은 ‘양심적conscientious’이고 신중한 정치적 신념의 표현

인 청원의 한 형태로 공개 석상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TJ 321; 
477). 시민불복종이 양심적 행위라는 설명은 불복종하는 시민들이 마

음 내키는 대로 아무 법이나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성실하

게 도덕적 확신을 가지고 불복종 행위에 참여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7)

(4)이와 같은 청원의 양식으로서의 시민불복종은 다치게 할 수 있

는 폭력적 행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폭력적nonviolent’ 행

위이다. 양심적인 신념을 표현하는 시민불복종은 경고나 훈계일 수는 

있더라도 그 자체가 위협일 수는 없다. “사실상 타인의 시민적 자유

에 대한 간섭은 어떤 행위가 갖는 시민불복종적 성격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TJ 321-22; 478).” 뿐만 아니라 폭력의 사용은 잠재적인 

우리 편을 적으로 만들 위험성, 상대편의 반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불복종하는 시민들이 폭력적 수단에 

호소할 경우, 동료 시민이나 정부로 하여금 불복종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을 재검토하도록 설득하기가 어려워진다.8) 이런 점에서 폭력

6) Brownlee, Kimberley(2010), “Civil Disobedience”,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0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0/entries/civil-disobedience/>, ‘1.1 Feautres 
of Civil Disobedience’; Bedau(1961), 655.

7) Brownlee(2010),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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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은 소통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베도와 롤즈가 정의한 시민불복종은 ‘법에 반

하기는 하지만 공공적이고 양심적이며 비폭력적인 행위’이다. 롤즈는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로서의 시민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fidelity to law’을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시민불복종은 

법에 반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

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TJ 322; 478)”
를 표현함으로써 법에 대한 충실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충실성은 우

리의 행위가 양심적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그리고 우리 자신)이 확

신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주의 깊게 숙고된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행위가 공동체의 정치적 신념에 충분한 도덕적 기초를 갖는 

것임을 타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TJ 
322; 479)”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불복종이 정의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타인들에게 설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할 의무와 부정의에 반대할 의무를 둘 다 추구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9)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전적으로 부정의한 사회이고, 따라

서 항의를 표현하는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서의 시민불복종이 효력

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폭력적인 혁명과 같

은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전혀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법에 대한 충실성을 견지하지 않는 전투적 행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롤즈에게 있어 시민불복종의 문제가 제기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이다. 즉 롤즈는 기본적으로 시민불복종을 통해 

부정의에 반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를 전

제한 뒤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시민불복종이 그 정의(定義)상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 있다는 것은 “대체로 질서정연하면서도 정

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TJ 319; 474)”

8) Raz, Joseph(1979), The Authority of Law: Essays on Law and Morality, 
Clarendon Press, 267; Bedau(1961), 664.

9) Feinberg(1973),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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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반면 전혀 질서정연하지 않

으며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만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시

민불복종을 통해 법에 대한 충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를 의미하는

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민불복종이 ‘정치적political’ 행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불복종이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베도

의 정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특성이다. 베도와 롤즈는 모두 시민

불복종을 법에 반하기는 하지만 공공적이고 양심적이며 비폭력적인 

행위로 정의했으나, 롤즈는 이에 더하여 시민불복종이 정치적 행위임

을 강조한다. 시민불복종은 단순한 법의 위반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된 법의 위반이라는 것이다.10) 
3절과 4절에서는 시민불복종이 두 가지 의미에서 ‘정치적인’ 행위

이고,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개념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시민불복종은 “(a)그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

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b)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

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

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이다(TJ 321; 477). 정치적 

행위로서 시민불복종의 문제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생겨나는

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란 “(a)입헌 체제”가 존재하며 “(b)공인된 정

의관”이 존재하는 사회를 뜻한다(TJ 339; 502). (a)와 (b)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특성이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3절에서는 (a)에 대

해, 4절에서는 (b)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정치적 행위로서의 시민불복종: (1) 입헌 체제 

롤즈는 시민불복종이 다수자, 즉 정치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다수

10) Raz(1979),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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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 시민불복종은 어

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정치권력의 주인인 사회

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를 평등한 개인들 간의 협

동 체제로 보는 민주주의적 관점”이 없다면, 시민불복종은 사실상 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TJ 336; 498). 평등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사

회와 대조되는 사례로서 주권자와 신민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상상해 

보자. 신의 권한을 부여받은 주권자가 국가를 통치한다고 생각한다

면, 국가가 그 구성원들의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박탈했으며 따라서 

구성원들은 불복종할 수 있다는 개념11)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롤

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민들은 탄원자로서의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애원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호소가 거

절될지라도 불복종할 수는 없다. [……] 이것은 주권자가 오류를 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민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TJ 336; 498).”
반면 사회가 동등한 사람들 간의 협동 체제 즉 민주주의적 ‘입헌 

체제’로 이해될 경우,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단지 주

권자의 자비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들은 시민불복종을 통해, 숙고된 관점에서 볼 

때 동등한 시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사

실을 알릴 수 있다. 이처럼 그 사회가 일종의 민주 정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주요한 특성이다. 
물론 그러한 사회 내에서도 심각한 부정의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입헌 체제의 시민들은 주권자－신민 체제의 신민들과는 

달리, 그들이 부정의로 인해 고통 받을 때 불복종이라는 방법에 호소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입헌 체제를 갖춘 사회는 비록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지만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TJ 335-56; 497-98). 
따라서 입헌 체제의 시민들은 예컨대 소수자라는 이유로 투표를 

할 권리, 직책을 맡을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 자유롭게 이주할 

11) Ibid. 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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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등을 거절당할 때, 또는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억압받거

나 여러 가지 기회를 거절당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불복종에 참

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TJ 327; 485). 이러한 사례에서는 정의의 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

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

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과, 제2원칙의 두 번

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공

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TJ 266; 400)－이 심각하게 위

배되었기 때문이다(TJ 326; 485).
이처럼 시민의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이 위반되고 있음

을 알리는 시민불복종은, 비록 그 정의(定義)상 법에 반하는 행위이

기는 하지만 사실상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책이 된다. “우리는 

타인들에게 호소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조건으로는 무한정한 복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한다(TJ 335-36; 498).” 즉 시민불복종

은 정의의 원칙들이 위배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 

그 사회의 지배적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압박함으로써 민

주적인 방향으로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따라서 부정의가 

존재할 때 단순히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된 시민불복종

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입헌 체제의 시민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12) 
요컨대 시민불복종은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탈이 발생

했을 때는 그것을 교정하는 데 이바지한다. 정당한 시민불복종에 참

여하고자 하는 일반적 성향은 질서정연한 사회나 거의 정의로운 사

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TJ 336; 498).” 정치적 행위로서의 시민

불복종은 그것의 가능 조건으로서 다수자가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헌 체제를 가정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러한 입헌 체제를 안정시

키는 방안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12) Brownlee(2010), ‘2.2 Motivation for 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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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행위로서의 시민불복종: (2) 공인된 정의관

시민불복종은 그것이 입헌 체제의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

서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또한 정치적 행위이다(TJ 321; 477). 롤즈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자, 동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인정된 협동의 원리를 환기시키는 행위이다. 시민불복종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랑

에 대한 확언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르

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존하고 있다(TJ 337; 500). 
롤즈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공인

된 정의관”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TJ 339; 502). 합당하게 

정의로운 민주주의적 입헌 체제의 시민들은 그들의 정치적 사안을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 정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관의 기본 원칙이 의도적․지속적으로 

위반될 경우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가능하게 된다. 소수자는 불복종을 

통해, 다수자로 하여금 공통된 정의감의 관점에서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게 된다(TJ 321; 477). 
이런 점에서 볼 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의 행위 동

기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혹은 친구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 소수자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시

민불복종의 동기가 아니다. 그저 법을 한 번 어겨보고 싶다거나 막연

히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겠다는 것도 불복종 행위를 채택하는 합

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13) 정당한 시민불복종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해서는 안 되며(TJ 321; 477) 이 점은 시민불복종을 일

반적인 법의 위반, 즉 일반적인 범죄와 구분시켜 준다. 아렌트Arendt
도 지적하고 있듯이 “일반 범죄자는 어떤 범죄조직에 속하더라도 자

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고, 특히 합의된 내용에 의해 제압당하지 

13)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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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려 하며, 단지 법집행 기관의 폭력에만 굴복할 것이다.”14) 반면 

불복종하는 시민은 공인된 정의관의 원칙이 침해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을 공유할 때, 시민들은 비

록 모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 정의의 문제들

과 관련된 많은 경우에서 합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다.15) 혹자는 이런 식으로 공인된 정의관을 전제하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시민들이 정의관을 공유하고 있다면, 법

을 위반하지 않고서도 그러한 정의관에 호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굳이 법을 위반할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해 롤즈는 시민불복종이란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성실하게 해왔지만” 그것이 모두 실패로 끝났을 때 채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라고 답한다(TJ 327; 486). 여기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다소 모호하게 보일 수 있는 개념인데,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은 끝없이 법적인 호소를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언제 최종적으로 불복종이 정당화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

이다.16) 하지만 롤즈에 따르면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다수자가 마음

이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무감각함이 밝혀진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더 이상의 시도는 효과가 없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민불복

종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TJ 328; 486). 지배적 다수자

가 이 사안에 대하여 협상하기를 계속 거부해왔을 때, 그리하여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는 정상적 통로가 작동하지 않고 불만이 더 이상 처

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시민불복종은 다수자로 하여금 이 사

안을 직시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최종적 방안인 것이다.17)

14) Arendt(2011), Crises of the Republic,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옮김, 한길
사, 117-18.

15) Rawls(1998), Political Liberalism,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옮김, 동명사, 
xxvi.

16) Brownlee(2010), ‘2.1 Mode of Action’.
17) King, Martin Luther Jr(1991), “Letter from Birmingham City Jail”, in Civil 

Disobedience in Focus, Hugo A. Bedau (ed.), Routledge, 71; Arendt(2011),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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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시민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청원함으로써, 진실하고 

숙고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위반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정치적 행위이다(TJ 335; 498). 그렇다면 이처럼 시

민불복종이 공인된 정의관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 가지는 의의는 무

엇일까? 롤즈는 먼저 (1)시민은 자율적이지만 (2)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1)사실상 각자는 상황이 시민불

복종을 정당화해주는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TJ 341; 505). 시민

불복종에 대한 이론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대략적 지침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모든 개별적 사례에서 법에 대한 복종이 옳은 것인

지 불복종이 옳은 것인지를 일일이 규정해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자는 그가 놓여 있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18) (2)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각자가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앞

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적인 이익이나 편협하게 해석된 

우리의 정치적 신념”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헌법 해석의 근간이 되

고 그 지침이 되는 정치적 원칙들”에 의거하여 불복종을 결정해야 

한다(TJ 341; 505-06). 
이처럼 시민이 정치적 원칙들에 입각하여 충분한 숙고 끝에 불복

종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는 양심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다. 비록 그가 실수를 했더라도 자기 좋을 대로 한 것은 아니며, 그

의 불복종은 보다 정의로운 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

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롤즈는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잘 생각함으로써 모두가 결정

하는 것”이라고 답한다(TJ 341-42; 506). 민주주의적 입헌 체제를 갖

춘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있어 “최후의 법정은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아닌 전체로서의 유권자이다.” 불복종에 참여하는 시민은 

바로 이러한 전체로서의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다(TJ 342; 507). 
민주사회에서는 (군주국과는 달리) 국가의 권력과 권위가 시민들로부

터 도출되는 바, 이러한 시민들을 보다 독립적이고 높은 권력의 소유

자로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19)

18) Bedau(1961),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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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민들의 불복종으로 인해 다소간의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정당한 시민불복종

이 시민의 화합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그 책임은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대가 정당화되게끔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에게 있다(TJ 342; 507).” 이 같은 언명은 시민

불복종이 단지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인된 정의관’에 입각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부정의한 법을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

문에 타당한 것이다. 국가의 강제력이 명백히 부정의한 제도를 유지

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면 시민들은 그것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TJ 342; 507). 시민들이 불복종을 통해 의도하는 바는 정의의 

원칙이 위반되고 있음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시

민불복종이 범죄적인 불복종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시민불복종과] 
범법 행위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므로 편견이나 악의에 의해서만 

무시될 수 있다.”20) 
따라서 공공적 정의관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서의 시민불복종

은 설사 그것이 다소 혼란을 일으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더라도, 그

러한 이유만으로 일반적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받거나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혼란의 책임은 오히려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게

끔 정의의 원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있으며,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손상된 정의의 원칙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의에의 

충실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 나가며

결국 시민불복종은 “공동체의 다수자가 가지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숙고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

19) Thoreau(1991), 48.
20) Arendt(201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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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다(TJ 320; 476).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그것이 공인된 정의관을 전제로 한 입헌 체

제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제 

내에 어떤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당한 시민불복종은 이러

한 결함을 수정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식을 나타내며 민주주의적 

이상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을 표현한다.21) 그동안 다수자들－소수

자를 억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침묵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 입장

을 잘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한 다수자들－이 시민불복종을 

통하여 소수자들의 압력을 받고 점차 변화해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시민불복종은 보다 정의로운 사

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가속화하는 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22) 
비이상적인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들이, 더욱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이자 현실 사회와 이상적 

사회의 간극을 매개해줄 수 있는 ‘정의로운’ 행위가 바로 시민불복종

인 것이다.

21) Brownlee(2010), ‘5. Conclusion’.
22) Arendt(2011), 143; Bedau(1961),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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