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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20세기중반활동했던미국의사상가라인홀드니이버(ReinholdNiebuhr, 1892～1971)의

정치사상과국제정치사상을살펴본다. 본고는니이버의국제정치사상이21세기국제정치에관한이

론적문제를해결하는데에는물론, 향후의국제정치의미래에관한실제적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

많은시사점이있다는점을보여주고자한다. 니이버의사상은자유주의, 구조주의적설명에대한현

실주의이론의유용성을보여주는한편, 고전적 현실주의와신현실주의의차이를보다명확히함으

로써, 현재국제정치학이당면하고있는이론적, 실천적과제를해결하는데많은도움을주고있다.

니이버는인간이성과자연과학의발전에대한믿음을바탕으로한, 근대주의신학과, 인간이성의한

계를강조하고성경의무오류성과축자적해석을강조한근본주의신학사이에서인간의자기애라는

개념을중심으로독자적인인간관을제시한다. 소위기독교적현실주의(Christian Realism)라고

명명된니이버의사상이다. 니이버의인간관은정치사상과국제정치사상에투영되고있다. 니이버는

인간들의 정치적 권력욕과 이기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민주주의해석에는비판을가하면서, 원죄적인간이스스로의무오성을확신하여자만과

자기애를극대화시키는것을방지하는기제를민주주의사회가가지고있다는점을지적함으로써민

주주의를옹호하고있다. 국제정치에관해서는비도덕적사회들간의국제정치적성격의본질을보

이고, 평화와질서를향한노력으로는자국의무오성과도덕성에과도한확신을경계하는것이가장

중요하다는점을역설하고있다. 이와연관하여니이버는냉전기미국외교정책의내용과전개과정

을비판함으로써, 현재 미국외교정책을보는현실주의의시각을새롭게하는측면을보이고있다.

주제어: 라인홀드 니이버, 기독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자기애, 실천지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42-

B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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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1세기 국제정치학에 주는 니이버 사상의 의미

본고는 20세기 중반 활동했던 미국의 사상가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 1892-1971)의 정치사상과 국제정치사상을 살펴본다. 목사이자, 신
학자, 정치사상가이자 정치활동가였던 니이버는 학문적으로 신학과 정치사상
의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사상과 미국외교정책론의 분야에서도 많
은 업적을 남긴 사상가이다. 니이버는 전간기에 활발한 저술활동을 시작하면
서, 소위 기독교적 현실주의라는 국제정치사상의 한 조류를 형성하였고, 이
는 국제정치학 전반의 현실주의이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정치학 이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대표적 현실주의자이자 외교정책가인 케난
(George Kennan)이 “니이버는 우리 현실주의자들의 아버지”라고 언급한 것
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이다.1 또한 20년간의 위기를 저술하여 국제정치학
과 정치적 현실주의의 초석을 놓은 E.H. 카아(Carr)는 이 저서에서 니이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가 자신에
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두 권의 저서 중 한 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2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 역시 니이버가 정치사상에 끼친 큰 영향을 염두
에 두고 그를 “현존하는 미국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정치철학자”라고 평가
한 바 있다.

니이버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그가 살았던 격변기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다양한 사상적 조류가 부딪혔던 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니이버는 제1차 
세계대전과, 볼세비키혁명, 공산주의의 확산, 경제대공황, 나치즘과 제2차 세
계대전, 그리고 냉전의 시작과 같은 세계정치의 격변을 체험하면서 정치실천
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초 미국 내 모더니즘과 

1 현실주의 전통에서 니이버가 차지하는 위치에 관해서는 Forde(1992), Smith(1986),

Good(1960) 등 참조.

2 다른 한 권으로 카아는 카알 만하임(Karl Mannheim)이 저술한 이데올로기와 유토
피아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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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주의라는 신학 논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정치이론 논쟁, 그리고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라는 국제정치사상 논쟁의 중심에 서서 치열한 지적 작
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생산된 기독교적 현실주의라는 사상은 비단 신학
과 정치사상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사상의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남기
고 있으며, 이는 인간본성론과 민주주의론, 외교정책론과 같은 기초적인 사
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이후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사상가들에게 지속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3

본고는 니이버의 국제정치사상이 21세기 국제정치에 관한 이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물론, 향후의 국제정치의 미래에 관한 실제적 문제를 해결
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재의 문제의식 하에서 니이버의 기독교적 현실주의 사상을 분
석하고 그 유용성을 살펴본다. 

첫째, 21세기 국제정치를 설명하는데 있어 현실주의의 유용성에 관한 것
이다. 21세기의 국제정치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현상들로 이루어져, 간명하
고 적실한 이론적 설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시장의 확산과 자유주의 경제규
범의 확산으로 인한 복합적 상호의존의 증가와, 경제적 세계화의 전개 속에 
국가와 비국가행위자가 모두 국경을 넘어선 교류와 협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고 보는 자유주의자들은 통합되어가는 세계경제와 사회,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지구적 거버넌스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고 논하고 있다. 국가영역과 비국가영역에서의 관계의 제도화와 법제화로 인
하여 전 세계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거버넌스체제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다.4 반면, 자본주의의 세계적 작동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조주
의자들은 자본주의적 모순이 세계화의 경향과 함께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세계적 민주화와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해 붕괴의 위험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

3 오늘날까지도 니이버의 사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Brown(2003),

Fox(1997), Lovin(1995), Patterson(2003), Halliwell(2005) 등을 참조할 것.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로 신학적 관점에서 니이버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고 보여진다.

김종순(1976), 노정선(1991), 이우찬(1999), 이형대(1997), 장종철(2003), 전현식
(2004) 등을 참조할 것.

4 Slaughter(2004), Goldstein et al.(2001)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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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환경문제의 악화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 복지사회 
및 민주화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인한 자본이윤의 감소 등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주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가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
으며, 향후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의 틀이 등장하는 대변혁이 21세기에 놓여있
다고 주장하기도 한다.5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냉전의 종식을 설명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으나, 탈냉
전의 10년간의 평화(1991-2001)와 9 ․ 11테러 발생 이후의 국제정치를 설명
하는데 새롭게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명이 국제정치의 기본을 
이루는 폭력현상을 기반으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현실
주의자들은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 테러와 같은 인간안보의 등장에도 불구하
고 국제정치의 본질을 이루는 기본 논리는 여전히 국가에 의한 폭력의 분산
적 소유와, 국가주권에 기반한 무정부상태적 조직원리, 그리고 안보경쟁과 
갈등이라고 보고 있다. 니이버의 사상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구조주의
의 견해와의 대립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21세기 국제정치
를 설명하는데 현실주의가 어떠한 지속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니이버의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의 메타이론적 가정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20세기 국제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과 이론 중의 하나인 현실주
의는 20세기 중반, 모겐소의 작업을 중심으로 고전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
로 나뉜 바 있다.6 고전적 현실주의가 국제정치에 관한 규범이론과 설명이론
을 모두 고려하여 이론화작업을 수행한데 반하여, 신현실주의는 실증주의 메

5 Hopkins et al.(1997), Hardt and Negri(2000) 등 참조할 것. 이밖에도 경제와 사회 
영역의 발전과 통합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명과 문화, 그리고 정체성의 충
돌은 더욱 거세어져 가고 있으며, 오히려 세계화의 추세 속에 이러한 충돌이 더욱 파
괴적으로 표출되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서구의 합리주의적 과학문명이 폭력적인 
제국주의의 물결을 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으나, 서구문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서구문명 자체가 상대화되고, 각 지역의 고유문명의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현상에 주
목하는 것이다. 문명충돌론이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이 국가와 사회의 분석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문명 혹은 정체성 집단 단위의 국제정치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Hungtington(1997), Wendt(1999) 등을 참조할 것.

6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의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전재성(1999a; 1999b)과 Nardin and

Maple(1992)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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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론의 영향 하에 설명이론의 체계화에 주된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세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신현실주의가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
지만, 정태적이고 문제해결적 이론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여 왔다.7 반면 고전적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에 대한 이론적 작
업에 관한 비판의식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에 관한 실천적 관심과 지혜를 
생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니이버의 사상은 국제정치의 실상을 과학
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가지지만, 국제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규범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니이버의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의 설명이론적 가정과 분석수준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21세기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주로 2차 대전 이후에 
정교화된 현실주의의 이론틀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신현실주
의, 혹은 구조주의적 현실주의라고 부르는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개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인간의 본성과 정치집단, 특히 대표적으로 국가의 성격
을 중요한 설명이론의 분석단위로 삼고 있는 고전적 현실주의자, 특히 니이
버의 관점과 대조적이다. 일례로 케네츠 월츠(Kenneth Waltz)는 그의 저서 
인간, 국가, 전쟁(Man, the State and War)에서 국제정치이론의 분석수준
을 인간, 국가, 국제체제의 세 수준으로 나누고, 인간의 행위와 본성의 분석
수준에 근거하여 국제정치이론을 수립하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논
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이란 그 정의상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초역
사적으로 불변의 것인 바,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특정한 사건을 설명하기에 
너무도 정태적인 변수라는 이유에서이다. 즉, “사회적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인간 본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요인처럼 보이지만, 인간 
본성을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끝없이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을 동일한 본성
만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Waltz, 1959: 27). 그러면서 “인
간이 본성과 상반되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세계 역사상의 사건들은 이를 
만들어 온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지만” “사회적 형태를 심리학
적 자료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심리학주의의 오류, 즉 집단 현상을 설

7 신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Keohane(199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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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데 있어 개인적 행동의 분석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저지르
는 것”이라는 지적이다(Waltz, 1959: 27-28). 또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느
니, 악하다느니 하는 논의가 증명되기 어렵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
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Waltz, 1959: 39). 그러면서 월츠는 국가차원, 더 
나아가 국제정치구조의 차원에서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소위 “구조주의적 신
현실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니이버는 자신의 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독교적 현실주의의 견해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국가의 성격, 민주주의론을 발전시켜 국제정치에 대한 포괄적 견해를 보
여주고 있다.

결국 니이버의 국제정치사상은 21세기 국제정치가 세계화, 정보화, 민주
화, 탈냉전, 테러리즘의 대두, 탈근대와 같은 격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현실
주의가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 현실주의 이론의 구성체계를 근본부터 
재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으며, 특히 신현실주의와의 관계 속
에서 현실주의의 바람직한 사후의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실증주의
적 메타이론의 전제 하에서 규범적 관심을 주변화하고, 국제구조의 분석단위
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과 집단본성에 대한 이론화를 도외시하며, 강대국 위
주의 규범성을 내재함으로써 정태적이고 문제해결적인 편향성을 갖는 신현
실주의에 대해 일정한 교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심 하에서, 니이버의 국제정치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인간
본성론을 살펴본다. 니이버 사상의 핵심 중의 하나는 근대 합리성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다. 즉, 인간이 이성을 바탕으로 인식론적, 존재론적 과대희망을 
가지는 데에 경계를 보이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이 이성 이외의 정신범주에 
의해 규정된다는 데에 예리한 통찰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니이버는 인
간의 자기애가 이성을 넘어선 인간본성의 핵심적 요소라고 본다. 인간이 가
지는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이기주의와 권력지향성, 그리고 자만과 과대한 
자기확신이 생겨나며, 이는 인간집단의 정치적 본성을 결정하는 기독교적 원
죄라는 것이다. 이러한 본성에 대한 통찰은 월츠의 경우에서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집단의 성격과 국제정치의 모습, 그리고 향후 인간이 추진해야 할 바람
직한 실천의 기초적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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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고는 인간 집단의 정치적 본성에 관한 니이버의 사상과 국제
정치에 관한 니이버의 현실주의 이론을 고찰한다. 니이버는 자기애라는 인간 
본성이 집단에 투사되어 비도덕적 사회를 산출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비도
덕적 사회간의 충돌이 근대적 주권국가간 국제정치의 모습으로 실현될 때의 
문제를 근대 국제정치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과제로 삼았다. 니이버는 전간
기와 냉전기의 국제정치에 대한 사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문제와 
향후의 실천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II. 자기애라는 원죄를 가진 인간: 니이버의 인간본성론

니이버의 사상적 편력은 인간으로부터 국제정치에 이르는 단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니이버의 직업과 활동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우선 
니이버가 신학적 인간관을 둘러싼 고민을 하게 된 데에는 목사인 아버지에게
서 태어난 가족적 배경과, 이후 신학대학을 거쳐 1915년부터 1928년까지 디
트로이트에서 목사로 봉직한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8 목사로 봉직하는 동
안 니이버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과 경제공황
을 여파를 경험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민주주의 
사회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1930년대를 통하여 니이버는 마르크
스주의 사상의 가능성에 관하여 고민하고,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기도 하였
으나, 곧 그 한계점을 비판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냉전의 시작

8 니이버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구스타프 니이버와 리디아 니이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복음주의 북아메리카 노회’ 소속의 목사였으며, 이
러한 집안의 배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일리노이 주에 있
는 자기 교단 소속 엘름허스트대학(1910)과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에덴 신
학교(1913)를 졸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사
(1914)와 문학석사(1915)학위를 받았다. 이후 1915년에는 ‘복음주의 시노드’의 목사
가 되어 1915년에서 1928년까지 디트로이트에 있는 벧엘 복음주의 목사로 일하면서 
목회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928년 목회사역을 그만두고 뉴욕 시에 있는 유니온 신
학교 교수가 되어 1960년 은퇴할 때까지 학계에 몸담아 다양한 지식인 활동을 하였
다. 니이버의 동생인 리처드 니이버(Richard Niebuhr) 역시 신정통주의 신학자로서 
미국 신학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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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니이버는 신학에서 다져진 인간관과 미국 정치사회 비판을 통해 
갖게 된 정치사상을 국제정치학의 영역으로 확산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으로
부터 국제정치에 이르는 단계적 사상의 발전은 니이버의 국제정치사상의 배
경을 돈독히 해주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국에서 발전한 구조주의적 신현실주의와 다른 맥락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이
유로 작용한다.

국제정치학에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론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국제정치
학 이론 전반에서 실증주의 메타이론이 국제정치학에 도입되고 현실주의 이
론 내에서 월츠의 구조주의적 신현실주의가 주류가 된 이후 인간본성론은 인
간의 합리적 이기주의자 가정에 맞추어 매몰되어 버리거나, 국제체제 혹은 
국제구조의 작동 원리에 비해 변수적 역할이 매우 제한된 분석수준으로 격하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구성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인간의식 차원에 대한 
연구가 부활되었으나, 본성과 구성의 문제의식 속에 여전히 명확한 위치가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9

그러나 니이버는 당시까지의 신학적,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사회와 정
치, 국제정치를 설명할 수 있는 인간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정비하고자 노력
하였다. 니이버의 사상이 형성되어 가던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고 자유주의 및 합리주의, 시민사회의 평화운동과 자유주의 신
학, 그리고 이상주의적 국제정치철학 등 낙관론이 풍미하였다. 정치에 있어
서의 민주주의의 이상과 국제정치에서의 세계정부의 목표는 합리주의, 이상
주의 및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지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러한 

9 구조주의적 신현실주의는 인간본성을 상수로 취급하고, 국제적 세력배분구조를 국제
정치의 주요 변수로 여긴다. 탈냉전기에 들어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를 합리적 이기
주의자로 규정하는 가설을 유지시키는 가운데, 국가의 안보추구욕을 가장 중시한다.

다만 안보추구의 방법에서 공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을 구별하여 공격적 현실주의
와 방어적 현실주의로 나눌 뿐이다. 그러나 고전적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내부의 인간 
본성의 작동, 정치집단의 성격 등의 변수를 고려하며, 이로부터 현상유지세력, 현상변
경세력, 특히 정치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세력이 등장할 수 있음을 이론화한다. 신현실
주의는 결국 21세기 강대국, 특히 미국의 외교정책을 방어적 목적에서 비롯된 공격적 
일방주의로 규정하는 규범적 입장을 견지하게 되나, 고전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자국의 절대도덕성에 기반한 팽창주의, 제국주의의 가능성의 합리화논리일 
수도 있다. 공격적/방어적 현실주의 논쟁에 관해서는 Mearsheimer(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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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론과 동시에, 현실에서는 점차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 그리고 경제대
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조짐이 생겨나는 역설과 모순의 시기였다. 니이버
는 정치와 종교에 관해 자유주의적-합리주의적 개념이 풍미하고, 사회복음주
의(Social Gospel)와 존 듀이(John Dewey)가 대표했던 사회적 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가 발전하던 시기에 새로운 역설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다른 논리를 수립하고자, 이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였다. 

니이버는 자신의 시대의 사상적 흐름을 서구의 지성사 속에 위치 지으면
서, 헤브라이즘과 기독교 전통의 한 흐름과 헬레니즘 및 합리주의의 또 다른 
전통을 구분한다. 전자의 전통에 따르면 인간은 육체, 정신, 영혼의 조합이며, 

각 부분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맡게 되어있다. 특히 영혼은 자아를 초월적 존
재와 연결시켜준다는 점에서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반면 헬레니
즘과 합리주의의 전통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보다 이성적 능력에 의해 규정되
며 인간은 그의 비이성적 측면 즉, 감정과 의지와 같은 측면을 제어함으로써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합리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을 소유함으로써 모든 비이성적 측면들을 
용해시킬 수 있으며 전체적인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타자를 돌보고 인간들 사이의 도덕성을 정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성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은 지성적이 되며 정의로울 수 있고, 특권에 대해 저
항하여 공평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의 지성이 증가됨
에 따라 사회적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은 타자의 필요를 이
해할 지성적 능력을 결여하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 이기적 인간에 
대해 자신을 변호할 지적 능력을 결여하여 인간 이기심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사회적 문제는 지성 혹은 이성의 결여나 오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합리주의자들은 사회의 부정의가 이성의 발전에 의해 제거
될 수 있다고 본다(Niebuhr, 1932: 23). 이성에 기초한 대단한 낙관주의이다.

합리주의가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없이 18

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이고,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세의 사회부정의 전통, 미신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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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게 된다. 니이버가 보기에 자신의 시대의 자유주의는 계몽주의의 직접
적인 상속자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이 더욱 고차원의 사회형태로 진보하고 있
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진보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은 사회에 
대한 더욱 강력한 충성심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자유주의가 인간 역사의 완
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지속적 과정이 완전성에 접근할 수 있
다는 낙관적이고 목적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David and 

Good, 1960: 12-3).10 역사의 진보를 가능케 하는 힘은 물론 인간의 이성이
며, 근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정의의 실현, 국제정치의 평화가 이
러한 이성에 근거할 수 있다고 본다.11

니이버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계획되고, 추동되는 목적론적 역사관의 허구
를 비판하고자 노력하였다. 후에 현실주의의 이상주의 비판의 원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니이버는 이상주의를 연성 이상주의(soft idealism)와 경성 이상
주의(hard utopianism)로 구별하는데, 전자는 자유주의, 후자는 공산주의를 
일컫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양자 모두 인간의 이성에 의해 역사를 파악하
고, 변혁의 계획을 세우며, 실제 역사를 완성에 이끌 수 있다는 낙관론에서 
닮아 있다는 니이버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자유주의의 내적 구성요소를 니이버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인간사회에서 부정의가 나타나는 것은 무지 때문이며 교육과 보다 높
은 수준의 지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 둘째, 문명은 점진적으로 더욱 
도덕적이 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점진적 발전의 불가피성이나 효율성을 
의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 셋째, 사회체제나 제도보다 개인이 사회정
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는 점; 넷째, 사랑, 정의, 선의, 형재애 

10 David and Good(1960)은 니이버의 주요 저서를 편집한 판본으로 이 글에서는 니이
버의 원저와 편집본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11 인간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은 니이버 뿐만 아니라, 카아, 모겐
소 등에게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고전적 현실주의의 일관된 요소이다. 인간의 이성
으로 자기이해는 물론, 정치세계, 더 나아가 물리세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
기 어렵다는 인식론적 회의주의와, 인간의 존재범주 중 이성은 다른 비이성적
(a-rational)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존재론적 회의주의가 고전적 현실주의자에
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가정이다. 이는 인간을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보는 신현실주의
와 대비된다. Morgenthau(1944; 1946)과 Carr(1964)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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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호소는 결국 효과적이 될 것이라는 점; 다섯째, 선한 본성은 행복
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은 
극복될 것이라는 점; 여섯째, 전쟁은 어리석은 짓이며 전쟁의 어리석음을 깨
닫는 자보다도 더욱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전쟁이 발발된다는 점 등이다. 결
국 자유주의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인간의 본성
을 교화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에 대한 믿음, 인간의 기본적인 선한 본성에 
대한 믿음 등이 자유주의의 핵심적 요소라고 파악한 것이다. “자유주의는 역
사에 내재한 힘에 따른 단선적 발전을 믿으며, 인간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비이성이나 초월적 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니이버의 언명이 이러한 자유주의의 역사관을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다(David and Good, 1960: 15).

니이버는 이상에서 논한 합리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에 대해 총체적 비
판을 가하면서 자신의 인간관, 사회관, 정치관, 국제정치관 및 역사관을 정립
하여 가는데, 그 핵심적인 요소는 인간 이성에 대한 과신을 비판하는 일이다. 

니이버는 인간의 이성이 자동적으로 “합당성(reasonableness)”을 산출하거나 
정치 정의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성은 “언제나 개인적 혹은 집단
적인 생명력의 한 중심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성이란 하
나의 생명력과 다른 생명력의 관계에서 방어와 공격을 위한 무기로 사용되기
도 하고, 상충하는 생명력을 조정하는 초월적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성은 비이성적인 영혼, 상상력, 혹은 생명력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논리적 과정이 아니며, 단지 비이성의 근본적인 목적에 봉사할 뿐이다. 

“합리주의자들은 지성 혹은 이성이 홀로 우리의 도덕적, 정치적 문제들을 해
결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지성은 이익에 의해 타락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David and Good, 1960: 121-124).”

결국 이성이란 상반되는 명제들 간의 진리값을 결정하는데 있어 무력하며, 

이성에만 의지해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진리는 
비이성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라는 것인데, 이상과 같은 이성비판으
로 니이버는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 기독교의 교부철학, 흄과 같은 근대적 
회의론, 그리고 더 나아가 탈근대의 이성비판론과 연결되는 접점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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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Diggins, 1992). 흄의 논의에서 단적으로 표현되었듯이 “이성은 감정의 
노예”의 역할을 할 뿐인 것인데, 니이버는 비이성의 근원적 요소로 생명력을 
들고 있으며, 생명력은 영혼, 상상력, 자기이익과 같은 요소에 의해 추동된다
고 보았다.12

이성이 인간 존재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그것도 주도적인 요소가 아니며, 

인간의 보다 근원적인 이성 이외의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때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가? 니이버는 인간이 에너지와 생명력, 

이성, 상상력으로 조합된 ‘생명의 영혼’이라고 보았다(Niebuhr, 1930: 610). 

그는 지성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합리주의 인간관을 비판하여, 지성이란 인
간 본성의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인간 본성의 다른 부분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간에 대한 성경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인간이 부여받은 독특한 능력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이는 ‘신
의 이미지’을 담고 인간자유의 근본적 형태를 보여줄 뿐이다(David and 

Good, 1960: 71).” 니이버는 오히려 인간의 이성이 다른 능력 전반을 압도
하여 비정상적으로 발전할 때, 인간 사회가 닥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상상력과 사회적 공감능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세계를 지성이 
창조하고 말았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보편적 갈등과 도덕적 능력상실”을 
초래하였다고 본다. 니이버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적 지식이 아닌 지혜이며, “혼란에 빠지고 당황한 근대인”이 “삶에 
있어 새로운 통일성”과 “정열과 확신 및 위대한 전통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
기 위해서는 내성적인 상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이 불가결함을 주장하
고 있다.13

이성 비판에 이어 니이버의 인간관이 가지는 특성은 인간 본성이 근원적

12 합리주의, 계몽주의에 대한 철학적 회의주의에 입장은 고전적 현실주의 회의주의와 
연결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Hume(1975; 1978), Loriaux(1992)를 참조할 것.

13 인간에 대한 합리주의적 해석을 넘어서려는 니이버의 노력은 20세기 합리주의에 대
한 다양한 도전과 비교될 수 있으며,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카알 융
(Carl Jung)의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분화(individuation), 진화생물학에서 논
하는 통섭적 인간학, 켄 윌버(Ken Wilber)의 홀아키적(holarchy) 세계관 등이 그러한 
논의들이다. 이부영(1998), Wilson(1998), Wilber(2001)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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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니이버에 있어 기독교적 개념인 원
죄(sin)로 표현되는데, 원죄란 인간이 자신의 피조성(creatureliness)을 망각하
고, 자신을 역사와 자연의 주체로 그릇 이해하며, 이로 인하여 자기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이익을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원죄
를 가진 인간은 “근본적이고 무한한 자유를 타고 태어났으며, 이는 건설적일 
뿐 아니라 파괴적인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떠한 힘에 의해서
도 제약되지 않는 고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어떠한 역사적, 자연적 상황
도 초월할 수 있는 완벽한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노력은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꿈꾸게 하고, 이는 원죄의 근원을 구성한
다고 본다.14 이러한 인간관은 소위 기독교적 현실주의(Christian realism)로 
체계화되어 니이버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하게 된
다: 즉, 첫째, 인간은 나약하며, 종속적이며, 유한하고, 자연적 세계의 필연성
과 우연성에 제약된다는 점; 둘째, 인간은 자신에게 내재된 악으로 인하여 
자신의 종속성, 유한성과 불안함,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을 강화시키는 악순
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점; 셋째, 이에 근거하지만 좀더 낙
관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항목으로 인간은 ‘신의 형상’이라는 원칙에 근거하
여 인간이 자기초월을 이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니이버가 이해
한 원죄 개념을 니이버의 언명에 따라 상술해보자면:

원죄란 인간이 자신의 ‘피조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에 의해 이
해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삶의 전체적 통일체 안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14 니이버의 기독교적 현실주의는 4세기 로마의 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많은 영
향을 받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신국>에서 신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두 나
라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맥락에서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비교하는데 
이는 니이버의 인간세상에 관한 견해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두 개의 사랑이 이 도시들을 생겨나게 했다. 신을 경멸하는 자기애(自己愛)

는 지상의 나라를 생겨나게 했고, 자기를 경멸하는 신에 대한 사랑은 천상의 나라를 
생겨나게 했다. 전자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고, 후자는 양심의 증거이자 최고의 영
광으로서의 신만을 추구한다. 지상의 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육체나 정신 혹은 
양자의 쾌락을 육체에서 찾지만 … 천상의 도시에는 인간의 지혜는 없고 참된 신을 
섬기고 거룩한 천사들과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보람을 찾는 경건함만이 있는데, 이는 
신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Niebuhr, 1932: 69). 아우구스
티누스 신학의 체계 전반에 관해서는 이석우(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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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한다. 인간은 자신이 자신 이상인 것처럼 가장한다. 또
는 합리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이원론자들처럼, 자신의 원죄가 자신의 진정
한 자아가 아닌 한 부분에 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육체적 필연성의 한 
부분에만 내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에 의하면 유한한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무한한 인간이 아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영원하고 신
성한 하나님이다. 또한 유한한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영원한 인간의 손에 달
린 것이 아니다. 인간은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본질적 부분과 비본
질적 부분을 나눌 수도 없다.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 속에서 모순된 존재
이다. 인간의 본질은 자유로운 자기결정능력이며, 인간의 원죄는 이러한 자신
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파괴를 야기한다는 사실이다(David and Good, 

1960: 76).

니이버의 이러한 인간본성론과 원죄관은 인간사회의 본질과 정치세계에 
대한 관찰로 이어진다. 니이버는 원죄를 가진 인간들이 실제 세계에서 살아
가면서 자기애의 가장 기초적 발현으로 생존욕구를 가진다고 본다. 모든 생
물은 생존욕을 가지고 있고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홉스적 무정부상태에 빠지지 않고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생존욕과 더
불어 자기초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가능성이 어떻게 발현
되는가가 인간사회와 정치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생존욕은 인간의 경우, 영
적인 요소에 의해 변화된다.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생
존욕의 최고형태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에의 의지로 
귀착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인간은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를 넘어서서 삶
의 의미를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실현의 욕구는 자기희생(self-giving)으로 승화된다. 생존욕이 영적으로 승화
된 경우이다. 다른 경우는 자신의 생존욕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타자에 
대한 권력을 극대화시키려는 경우이다. 전자가 빛의 아이들의 최고형태라면, 

후자는 어둠의 자식들의 일반적 형태이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 권력욕을 도
덕적으로 설득력 있는 형태로 합리화시킨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인간역
사를 통하여 훨씬 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라는 점이다. 생존욕구가 자
기희생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이상주의자의 견해는 생존욕이 권력욕으로 귀
착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다는 역사의 경험을 도외시한 위험한 결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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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니이버의 견해이다(Niebuhr, 1944: 19-22).

III. 비도덕적 인간들의 민주주의 사회: 니이버의 정치사상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니이버의 사회 및 정치관이다. 앞에서 논의된 인간
의 원죄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동료 인간들
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니이버의 생각이다. 이는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정치의 기초를 이루는 논리가 된다. 정치적 세계에서 인간 원죄의 도덕
적, 사회적 차원은 부정의로 나타난다. “자신을 존재의 중심에 잘못 두고 자
만과 권력에의 의지에 빠지는 자아는 필연적으로 다른 존재를 자신의 의지 
하에 종속시키고 그러면서 다른 존재에게 부정의를 행하게 된다.” 인간의 교
만과 자기애 및 자기중심성, 이기주의는 자연적으로 사회에서의 부정의를 심
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은 통상 자
연의 우연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고양시키기 위해 단지 자신
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의 의지를 강화하거나 “권력과 영
광”을 향한 열망을 불태우게 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단순히 자
연적 피조물로서 육체적 생존에만 관심을 가지는 존재임을 넘어서서 위신과 
사회적 승인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권력정치의 출현은 
자유주의자들이 상정하는 바와는 달리 오히려 이성에 의한 현상으로, 인간은 
자연과 역사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는 지성을 가짐으로써,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권력을 증가시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David and Good, 1960: 77). “인간의 자기의식이 이성의 산물”이고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 및 환경과 관련시켜 바라봄으로써 자기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기의식은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하려는 
충동을 강화시킨다. 동물의 경우에 자기보존본능은 자연이 제공해주는 필요
성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 동물은 배고프면 죽이고, 위험을 느끼면 싸우거
나 달아난다. 반면에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보존의 충동들은 쉽게 세력강화에
의 욕구로 전환된다”(Niebuhr, 193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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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은 그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동
시에, 동맹을 형성하고, 서열을 설정하여 자신의 안전과 세력을 강화하기에 
이른다. 니이버는 “모든 사회집단이 제국주의적 야심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야심은 그 집단의 지도자들과 특권계급의 탐욕에 
의해 가중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모든 집단
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생존의 본능에 뿌리를 두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려고 하는 팽창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 삶에의 의지는 권력의 의지로 전환된
다”는 것이다(Niebuhr, 1932: 18).15

그렇다면 자기애에 기반하여 적대적인 자연과 타인들 속에서 자신의 생존
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력정치의 와중에 놓여 있는 인간 집단이 과연 어
떻게 정의로운, 혹은 최소한의 질서를 가진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가? 니이
버는 인간이 모두 원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강제를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강제와 독재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만 사회정의를 가질 수 있
다고 보았다.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애에 의해 추동되며, 자만의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순수히 자발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대규모의 협동을 이
루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David and Good, 1960: 182). 

이러한 견해는 자유주의자들의 낙관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조정하고, 결국 이익의 조
화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니이버가 보기에 인간
은 상상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동료인들의 이해를 자신의 이해 속에 포괄하여 
이해하고, 실행하지 못하며, 결국 정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강제

15 신학자 니이버는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만이 “온전히 자기의식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초월”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고양시키고 실현하는데 있어서 종교의 영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만일 이
기심의 인정이 그것의 힘을 완화시키거나 사회에서 그것의 반사회적 영향을 감소시
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 종교는 인간의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
하면 종교는 회개하는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전파하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은 스스로
를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눈길 아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의 작은 
의지를 거룩하고 전능한 의지와 병립시키기 때문에 자기중심의 생활에 대해 수치심
을 느낀다”(Niebuhr, 1932: 51). 그러나 니이버는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이 국가의 정
치상황이나, 국가간 국제정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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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력에 관한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인간의 정신과 상상력은 많은 한계
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동료 인간들의 이익을 충분히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
실들로 인하여, 우리는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강제력을 사
용하게 된다”는 것이다(Niebuhr, 1932: 6).

니이버는 자신의 의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제할 상위의 법, 

도덕을 인정하지 않는 도덕적 회의주의자(moral cynics)인 “어둠의 자식들”
과 개인의 이익을 상위의 법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하는 “빛의 자식들”을 구별
하여 논하고 있다. 어둠의 자식들은 인간의 본성과 이기심을 적절히 이해하
고 있으므로 사악하지만 지혜롭고, 빛의 자식들은 이상주의적 사고에 사로잡
혀 이익보다 보편적 도덕률을 상위에 두므로 덕스럽지만, 어리석다. 빛의 자
식들은 손쉽게 사회적 무질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적 문명을 가질 수 있다고 
상정한다.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빛의 자식들은 인간 본
성에 대하여 너무나 순진하고 이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세속적 자식들
이나 종교적 자식들 모두 마찬가지이다. 세속적인 빛의 자식들은 사익을 초
월할 수 있는 인간들의 능력을 믿는 나머지, 그렇게 믿는 자신들 사이에서도 
이익관계가 생겨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종교적 빛
의 자식들은 원죄에 관한 기독교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가톨릭적 
이상세계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빛의 자식들은 착하고, 초월적
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관계에서 왜 그리도 사악한 정치체제와 독
재로 귀결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Niebuhr, 1944: 19-22).

니이버는 앞에서 논한 빛의 자식들의 논의의 대표적인 한 예로 아담 스미
스를 들어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
럼 스미스는 개인의 사욕추구를 인정하고, 복수의 개인이 사욕을 추구하더라
고 결국 사회적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익이 증진된다고 보았
다. 단지 한 사회에서의 공익이 아니라, 인류전체의, 국제사회의 공익이 증진
된다고 보았다. 물론 보편적 도덕론에 입각하여 개인의 도덕률의 필요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사욕추구와 도덕률을 같이 논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사욕추구의 행위가 집단의 공익증진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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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어둠의 자식들은 빛의 자식들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한다. 스미스가 논
한 이익조화설은 어둠의 자식들에 의해 자본주의 착취이데올로기로 전환된
다. 사욕추구의 권리를 인정하는 순간, 스미스가 말한 도덕적 함의는 박탈되
고, 무한정한 자본의 확장욕구가 전면에 들어선다. 개인이 자신의 자본을 확
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이데올로기가 자리잡는 것이다(Niebuhr, 

1944: 24-26).

경제중심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빛의 자식들과 별도로, 정치적 자유주의 역
시 빛의 자식들의 논리이다. 자유주의자는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보
편적 이익이 증진될 가능성을 논한다. 개인이 이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진
정한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과 상통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것
이 자유주의이다. 또는 개인이 자기보존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공동체의 이익
에 배치되는 행동을 할 수는 있으나, 점차 “자연상태의 불편함”을 깨닫게 되
면서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를 통해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시
키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고 본다. 이것이 정치적 자유주의이고, 니이버는 존 
로크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 역시 빛의 자식들의 논조를 답습하고 있다. 더 나아
가 정치적 자유방임주의의 모습으로까지 발전하여 개인의 사익추구를 용납
할 뿐 아니라 인류가 합리성을 구현하는 진보적 역사발전의 노정을 따르고 
있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은 니이버가 말하는 바, “민주주
의적 이상주의(democratic idealism)”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정치적 차원에서 
개인의 이기주의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과
정은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니이버의 논의 중 혜안을 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역시 자유주의와 마찬
가지로 빛의 자식들의 논리라는 주장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역사가 계급투
쟁으로 점철되어 발전한다는 과학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좋았으나, 자본주의 
계급혁명 이후에는 폭력을 사용할 필요성, 개인들 간의 이익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순진하게 상정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매함을 가진다고 보
았다. 자유주의가 자유방임에 의한 이상사회를 꿈꾸었듯이, 마르크스주의는 
계급투쟁과 혁명에 의한 이상사회를 꿈꾸었다는 것이다(Niebuhr,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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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물론 니이버는 자기애뿐만 아니라 타자와 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의 능
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랑의 정신은 사회적 투쟁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
을 한데 이어주는 공통된 약점과 정서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정신도 역시 억제와 강제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수단들을 통해 저항자의 도덕적 능력에 대한 신뢰
가 표현되고, 또 이런 능력을 줄이기보다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무되고 격
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강제력이라는 수단의 사용 자체에 
의해 드러난 도덕적 불신감을 은폐할 수 없다. 따라서 순수하게 개인적인 도
덕과 적당한 정치적 전략 사이에는 여전히 일정한 갈등과 대립이 남아 있게 
된다”(Niebuhr, 1932: 272-273). 결국 가능태로 존재하는 이타성과 사랑의 
능력은 인간들의 사회에서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서만 발휘될 수 있다는 결론
이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니이버도 “원죄의 세계에서 정의를 수
립하는 것은 정치질서의 비극적인 임무가 된다”고 보고, “법 없이 정의가 바
로 선 적이 없으며, 모든 사회적 평형의 안정을 위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것이다(David and Good, 1960: 180).16

이러한 상황에서 니이버는 어떠한 정치질서가 가장 바람직한 질서라고 보
았을까? 그는 민주주의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고 
보았다. 즉, 민주주의는 “경쟁하는 집단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문제에 가장 좋은 정치적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
방적인 정치체제로서 “모든 문화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지속적이
고 유용한 방법을 제시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생명력 간에 자발적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David and Good, 1960: 183).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우선 니이버는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그릇된 견해로서 자유주의를 들어 공박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역사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

16 그러나 Loriaux(1992)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인간 외부로부터의 
힘, 특히 신의 은총(God's grace)에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니이버는 기독교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의 실천을 중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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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자 사이의 이익조화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니이버는 
자유주의와는 사뭇 다른 근거를 들어 민주주의가 왜 바람직한지를 기독교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근대 민주주의는 보다 현실주의적인 철학적 종교적 기반을 필요로 하고 있
는데, 이를 통해 위험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설득력 있
는 정당화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정의를 향한 인간의 능력으로 인해 민주주
의가 가능하게 되지만, 부정의를 향한 인간의 습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민주주
의를 필요로 하기도 하는 것이다(David and Good, 1960: 186).

인간이 사익을 초월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나치게 확신한다면 그것은 
오류이다. 물론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들 사이의 
어떠한 사회적 조화도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적으로 그러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갖춘 개
인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익에 대한 생각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
한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때때로 자신이 추구한다고 고백했던 고
귀한 이상과 가치와 모순되는 상황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Niebuhr, 1944: 

39-40).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 혹은 정의로운 사회질서란 “관리되고 있는 무정
부상태(managed anarchy)”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자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합리적 인간들 사이의 협조와 타협의 길을 열어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의지와 이기성에 대해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성공적인 정치체제라는 것이다. 민주주
의는 국내 세력들 간의 세력균형 혹은 평형점으로 인해 형성되며, “한 측에 
의한 다른 측의 지배가 힘과 생명력의 평형에 의해 불가능하게 될 때, 그리
하여 약자가 강자에 의해 노예화되지 않을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David and Good, 1960: 108).17

17 니이버는 이를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문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진무구함이 필요하다. 빛의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
들의 지혜로 무장되어야 하나, 이들의 사악함에서는 벗어나 있어야 한다. 빛의 자식
들은 인간사회에서 이기심의 힘을 깨닫되, 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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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의 각 세력간 세력균형과 질서, 정의는 잠정
적이고, 불완전하며, 취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이버는 인간의 본
성과 인간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가장 나은 
제도이며, “자유로운 사회에서보다 다양한 인간의 정신을 해방시켜 줄 수 있
는 더 나은 길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David and Good, 1960: 184).

IV. 비도덕적 국가 간의 국제정치와 실천지를 향한 희망: 
    니이버의 국제정치사상

자기애와 이기심, 자기보존과 안전을 위한 권력욕, 그리고 이익의 아슬아
슬한 균형점에서 존재하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서의 인간의 정치적 본질
은 이들 인간집단들 간의 관계에 그대로 투영된다. 그리고 이것이 니이버의 
기독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사상의 기반이 된다.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정치집단, 혹은 국가가 다른 정치집단이나 타국과 대립하여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국가가 대변하고 확장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 하에, 자신의 이기성을 
과감하게 버리는 특징을 가진다. 즉, 개인적인 이기심과 자기애를 국가에 투
사시키고,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개인의 생활세계에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개인의 충성심에서, 자기애와 다른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고 니이버는 보았다.18 그의 저서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위 “도덕적 인
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관계이다. 

우선 니이버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큰 사회집단들, 즉 공동체, 계급, 

인종, 민족 등은 사람들에게 자기부정과 자기확대의 이중적인 기회를 제공한
다”고 본다. 보통 개인은 집단에 속하면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며 심지어는 생명을 버리는 경우까지 있다. 그렇다면 집단 속에

지혜를 가지고 개인적이거나 집단의 이기심을 적절히 이용하고, 통제하고 제한해서 
공동체를 위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Niebuhr, 1944: 41).”

18 반면, 이러한 책임을 가진 집단의 지도자는 베버의 구분에 따르면 심정윤리
(Gesinnungsethik)보다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를 중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Smith(198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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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의 자기애와 이기심은 극복되는 것인가? 니이버는 “애국심이란 보다 
저급한 충성심이나 지역적 충성과 비교해볼 때, 높은 형태의 이타주의”이라
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절대적 전망에서 보면 한갓 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논한다(Niebuhr, 1932: 47-48). 인간은 자신의 개
인적 이기심과 자기애를 국가에 투사함으로써 개인적 생활세계에서의 이타
심과 희생정신을 실현하지만, 국가는 개인에게 위임받은 이기심을 집단적, 

전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오히려 개인들보다도 더욱 강력한 이기성과 권력
추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니이버는 따라서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설사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 속한 개인들은 순수한 자애심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국가의 개인들의 입장에 자신을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의 선의지는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의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난다(Niebuhr, 1932: 75).”19

그렇다면 ‘비도덕적 사회’ 간의 관계, 니이버가 경험한 20세기 국제정치에
서 주권을 소유한 주권국가라는 ‘비도덕적 사회’ 간의 관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는가? 니이버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자기보존 충동으로 
인해 국내 평화는 신속히 이루어지지만, 불필요한 대외전쟁이 조장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가가 말하는 평화는, 이러한 평화를 저해함으로써만 제
거될 수 있는 사회적 불의와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불의는 
국제적 분쟁을 촉발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가에의 복종은 계급투쟁보
다 국제적 분쟁을 선호한다는 뜻이 된다”(Niebuhr, 1932: 229). 결국 국가간 
관계는 이기적 집단들 간의 권력투쟁이며, 국가와 소속원들은 힘을 증대시켜 
국가간 관계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란 힘에 의해 획득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고 정
의롭지 못하다. 힘을 가진 계급들이 한 나라를 조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

19 니이버는 말년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라는 저서제목을 ‘비도덕적 인간과 더욱 비도덕적 사회(Immoral Man and More

Immoral Society)’라고 했어야 했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이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
해 더욱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말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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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를 조직하는 것도 바로 힘을 가진 나라들이다. … 평화는 상충하는 이
해관계의 조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달성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만, 그것도 서로의 권리들에 대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에 의해서는 결
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는 스스로 너무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도저히 강대국에 도전할 수 없다고 느끼는 나라들이 앞으로 강대국에 
도전할 만큼 강해졌다고 느끼게 되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Niebuhr, 

1932: 19).

국제정치의 본질에 관한 이러한 니이버의 사상은 21세기 초 다양한 현실
주의 이론들의 이론적 과정과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존재론
적 차원에서, 니이버는 국제관계의 본질을 규정하는 존재범주로서 인간, 사
회, 국가의 범주를 중시하고,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국제관계의 본성을 논
하고 있다. 반면, 구조주의적 신현실주의는 대부분 국제적 세력배분구조만을 
유의미한 변수로 인정하며, 다른 차원의 변수적 가치를 인정하는데 주저한다. 

둘째, 니이버는 각 수준에서 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범주의 가치를 중시
하나, 실증주의적 메타이론에 기반한 신현실주의는 비이성 범주를 이론화과
정에서 주변화한다. 셋째, 자기애와 권력욕의 집단적 투사와, 비도덕적 사회
간의 관계에서 국가의 팽창과 확대의 동기를 인정하는 니이버는, 국가를 기
본적으로 안보추구자(security maximizer)로 보는 공격적 ․ 방어적 현실주의의 
기본가정에 중대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넷째, 인식론적으로 니이버는 신현
실주의의 실증주의와 합리주의적 낙관론을 비판하고, 역사와 이해의 방법에 
의한 국제정치의 인식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론은 역사를 봄에 있
어서 완전지에 도달하려는 그릇된 희망을 버리고 실천에 있어서의 신중함으
로 인간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규범적 노력으로 이어진다. 바로 설명이론
과 규범이론의 내재적 연결성을 주장하는 것이 다섯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인간 집단의 본성에 관
한 정치철학을 거쳐, 국제정치에 대한 현실주의적 견해에 도달한 니이버의 
처방은 무엇인가? 신학자로서 니이버는 인간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초월하
여, 타인과 신에 대한 사랑을 고양할 무한한 자유와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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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이 신의 은총에 의해 완성될 수 있음을 논하고 있기는 하다. 그
러나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으로서 니이버는 인간과 국가가 자신의 원죄성과 
피조성을 철저히 깨달아, 자유주의적 이상주의나 낙관론을 버리는 한편, 자
신은 옳고 타인은 그르다는, 자기애의 발현인 자기확신(self-righteousness)을 
경계하기를 충고하고 있다.

니이버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적절한 기독교적 정치윤리를 만드는 일이 단
순히 정치문제에 대해 가장 이상적이고 가능한 해결책을 개념적으로 제시하
는 일이 의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만 한다고 본다. 

인간은 겸손을 가지고 이상적 가능성뿐 아니라 인간 본성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니이버는 각자가 모든 역사적 상황에서 비타협적인 요소들이 
타국의 원죄, 혹은 정치가들의 어리석음에 의해서만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경계하며, 인간의 집단적 행위는 본래 개인적 행위보다 훨씬 더 이기
적이므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인간사회를 실현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David and Good, 1960: 246).

니이버는 인간의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 역설(irony)의 개념을 제시함으로
써 국제정치에서의 자기중심성과 도덕적 무오성에 대한 확신이 가지는 위험
을 경계한다. 인간은 자기애와 원죄성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초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구별되며, 바로 이러한 점이 국제정
치에서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월성
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자기중심적 무오성을 확장하여 과신하고 행동하다 보
면, 그야말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덕이 악으
로 전환되는 순간이며, 초월이 타락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니이버는 역사상 과도한 자기확신으로 역설적 몰락의 길을 걸은 국제정치
의 역사를 제시하는 한편, 냉전기 미국의 외교정책이 공산권에 대한 과도한 
자기확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니이버는 미국
이 자국의 이익에 대한 생각 없이 세계 속에서 현재의 책임을 지리라고 희망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또한 국가이익이 언제나 협소하게 정의되어 우
리가 하는 일의 덕목이 타락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한다. 즉, 모든 정치적 수단에 덕목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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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논리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David and Good, 1960: 282). 니이
버는 “역사를 볼 때 모든 정치적 정의와 질서는 자기이익을 넘어서는 선과 
미덕의 여분을 가진 사람 혹은 국가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러한 행동을 부분적으로 가능케 하는 동기가 이익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서
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분의 덕목도 악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David and Good, 1960: 282).20

결국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는 인간으로 이루
어진 비도덕적 사회의 이기성을 상호적으로 인정하고, 타자가 타자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한 상태에서 나의 이익을 조정하는 신중하고, 자기규제적
인 실천지(實踐智)라는 것이 니이버의 기독교적 현실주의의 권리이다. 인간
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초월의 계기를 가지며 평화를 희망할 있다는 점에서
는 기독교적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역시 기독교적 원죄론에 입각하여 
신의 은총에 매달리기보다 인간의 실천지적 능력에 의존하여 세속에서의 평
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니이버의 사상은 현실주의적이다. 이는 최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차악을 택하라는 모겐소의 결론이나, 이상향주의(utopianism)

를 추구하다 최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카아의 경계와 일맥상통하는 고전적 
현실주의의 가정이다. 니이버는 “앞으로 다가올 수세기에 대한 집단적 인간
의 근본 관심은 강제가 없이 완전한 평화와 정의로 충만된 이상적 사회의 건
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의는 있되 그의 공동작업이 전적으로 재앙
에 빠지지 않도록 강제력이 충분히 비폭력적으로 되는 그런 사회의 건설에 
있다”는 말로 국제정치의 규범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Niebuhr, 

20 이는 달리 말하면, 인간의 이기주의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는 반드시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윤리학 이론의 이기주의 
이론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별하
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중심주의를 공리화하면, “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을 필요충
분조건은, 나에게 고통에 대한 최고의 쾌락값을 산출하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경
우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나는 물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행위할 때에도 그들
은 나의 쾌락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단히 자기중심적 사
고 있다. 반면 이기주의를 공리화하면, “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을 필요충분조건은,

… 에게 고통에 대한 최고의 쾌락값을 산출하는 어떤 대안이 없는 경우이다”라는 것
으로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전제하에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
하는 것이다. 상호적 이기주의에 대한 인정이 협력과 안정으로 가는 가능성을 열어주
는 것이다. Feldman(1978: 134-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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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22).

V. 결론: 21세기에 주는 니이버 사상의 의미

니이버는 인간이성과 자연과학의 발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
제정치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견지한 근대주의 신학과, 이에 반대하여 인간 
이성의 한계를 강조하고 성경의 무오류성과 축자적 해석을 강조한 근본주의 
신학 사이에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자 노력하였다. 니이버는 인간이 이성
적 존재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성을 추동하고 인간 행동의 동기를 제
공하는 근본은 이성을 넘어선 인간 존재 전체의 차원이며, 이 차원은 자기애, 

감정, 의지, 영혼, 생명력(vitality) 등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더욱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인간본성이 기독교적 원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는 점이다. 이는 인간의 자기초월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소로서, 말 그대로 
본성적, 생래적 차원의 것이므로, 인간의 존재를 항구히 구속하는 요소인 것
이다. 니이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근본주의 신학은 
은총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존해서만 자기초월을 이룰 수 있다고 본
다. 니이버 역시 이러한 외부의 신적인 힘을 긍정하지만, 니이버에게 다급한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어떻게 평화와 협력을 유지하며, 야만적 폭력의 행사
를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니이버는 지나친 낙관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 효과를 경계하며, 이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차원에서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니이버는 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구원의 두 가지 길의 상보성을 인정하였다. 

민주주의야 말로 인간의 상호협력과 자기초월을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정치
체제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것은 사회를 이루고 있
는 개인들의 합리적 판단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적 차원
의 합리적 기제 때문이 아니다. 이는 원죄적 인간이 스스로의 무오성을 확신
하여 자만과 자기애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기제를 민주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들, 혹은 집단들 간의 세력균형이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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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체제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란 이런 면에서 관리되
는 무정부상태인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합리성과 사회적 제도에 대해 지나
친 확신을 하게 될 때,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빠질 수 있는 지나친 낙관주
의의 위험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사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민주주의적으로 작동할 때, 이러한 사회
는 매우 강력해질 수 있다. 강력한 사회는 자신의 체제에 대해 과도한 확신
을 가지게 하며, 이러한 과도한 확신은 인간집단들, 특히 폭력을 소유하고 있
는 정치집단들 사이의 관계를 위험에 빠트리게 한다는 것이 니이버의 생각이
다. 전간기의 공산주의, 파시즘의 발흥과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목격
하면서, 니이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모두 자신의 사회체제의 무오성
과 도덕성에 과도한 확신을 가질 때, 이들 국가 간의 국제정치적 관계가 긴
장되고,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경계하였다. 특히 미국
의 외교정책에 관하여 비판하면서 미국이 자신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해 지나
친 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경계하는 실천지, 혹은 프루던스를 상실할 경우, 

이는 결국 미국의 약화는 물론, 세계의 불안을 가져올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
였다. 덕이 악으로 변화하고, 도덕이 비도덕성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작
동하는 인간의 지나친 자기확신이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니이버의 사상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많은 함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니이버는 자유주의, 구조주의와 같은 21세기 현재
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하며, 세계화되는 시대의 국제
정치설명에 총체적인 현실주의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사회집단의 성격이라는 변수를 주변화하고 국제제체의 구조에만 초
점을 맞추는 구조주의적 현실주의와, 합리성 변수에만 주목하는 실증주의적 
신현실주의를 같이 비판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와 함께 작동하는 국제체제의 
성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실천적으로 니이버는 인간의 변화, 반성,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대한 재고, 그리고 외교정책 수립과정과 국제정치의 
운영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인간이 개인적, 사회적, 국제정치적으
로 지나친 자기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무오성과 절대도덕성을 주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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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매우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니이버의 이러한 비판은 냉
전기 소련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매우 실랄하게 가해졌으며, 이는 21

세기 초 반테러/비확산기를 맞이하여 근본주의와의 관련 하에 일방주의적으
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미국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함의를 가진다고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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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studies Reinhold Niebuhr's Christian Realism, which has shed new

lights to political philosophy and international thinking. It argues that Niebuhr's

realism is still relevant to theorizing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What's

more, it suggests that the Realist paradigm still remains useful. It also portrays the

difference between classical realism and neorealism. Niebuhr formulated his views

on human nature in the midst of the debate between modernist theology and the

more orthodox fundamentalism. Niebuhr, on the one hand, accepts the result of

modern rationality but on the other hand, stresses human original sin, the co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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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self-love or self-centeredness. This neo-orthodox view of human nature

leads to Niebuhr's political philosophy, through which he criticizes liberal and

communist views of human society. Both view advance wrong prognosis about

human society with unsubstantiated optimism about human nature and institutions.

Although he defends democracy, Neibuhr alerts us to realist justification of

democratic polity. International relations, according to Niebuh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mmoral societies, the worst form of human society. By depending on more

realist cure such as overcoming self-righteousness and emphasizing the role of

prudence, Niebuhr criticizes American foreign policy during the Cold War period,

which still provides clues to policy studie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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