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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 사회에서 준법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그 의미 또한 부정적이다. 시민들은 준법을 자기
중심적이고 타산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피해)에 대해서는 민감하
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가 지닌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준법
이해로 극복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시민 간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를 중시하는 준
법은 법의 생성 근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맥락에서 동
기화되며, 따라서 도덕적 정서라 불리는 도덕적 공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판단과 행위의
측면에서 도덕적 가치를 가진 도덕적 공감으로부터 비롯되는 준법은, 시민 개인으로 하여금 그
저 당연한 일에 대한 행위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고통, 상황, 복지를 고려하게 하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주제어: 한국 사회, 준법, 관계, 도덕적 공감, 도덕적 지위

Ⅰ. 서론
얼마 전

TV

방송사를 포함한 각 언론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한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유쾌하지 않은 논조로 일제히 언급을 하였다. 이는 바로 여의도 한강 공원
에서 해마다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 관한 것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
여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화려한 불꽃을 수놓는 이 행사에 왜 수많은 언론들은 공격적
인 태도를 취하였을까?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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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초점은 행사가 아닌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있었다. 대표적으로 한국방송
공사(KBS)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불꽃축제는 말 그대로 ‘무질서와 쓰레기의 천지’였다.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에 의하면, 여의도 도로 곳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생기고 먹다
버린 음식물까지 길 위에 나뒹구는 지경이어서 치워도 치워도 그 양은 줄어들지 않았
다고 한다. 결국 밤새 수거된 쓰레기의 양만

60톤에

이르렀는데, 이뿐만이 아니었다.

기자는 축제 당일에는 불법 주차도 예사라 도로 한 차로를 점령하는 것을 떠나 도로
중앙에까지 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았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인터뷰를 하였던 한 시민
은 기본적인 준법과 관련하여 한국인이 지닌 부족한 시민의식을 탓하기도 하였다(이재
희,

2013. 10. 06: KBS).

문제는 위와 같은 불꽃축제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사회의 준법 수준을 반영하는 수
많은 예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나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있
을 때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시청 광장이나 휴가철 산과 바다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
가 늘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물론 큰 행사들이나 특
정 기간에만 주목할 필요는 없다. 당장 사무실을 벗어나 거리를 나서보면 불법 주정차
나 쓰레기 그리고 신호를 무시하는 차들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선진 국가의 여부는 시민들의 법치수준, 즉 준법에 대한 의지와 행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종덕,

2007: 422).

선진 시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식의

구성 요소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준법의식인 것이다(법무부,

2010: 11).

이점만

놓고 보았을 때, 현대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선진 국가의 특성과 거리가 멀다. 따라
서 많은 연구들은 선진 국가를 향한 한국의 열망과 함께 시민들의 준법의식 수준을 높
이고자 적지 않은 노력을 해 왔다. 대표적으로 법 교육과 관한 담론들이 그러한 예이
다. 준법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김종덕(2007)은 지도자들을 우선
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법의 가치와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김원기(2007) 역시 법과 규범에 대한 교육이 새롭게 강조 및 보완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법무부(2010)가 법 교육 확대 방안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연구하며, 실질적인 필요 및 요구 등을 반영한 즉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법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준법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미가 무엇인지, 따라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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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왜’ 준법을 ‘개인적 수준’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정의 사회 구현 및 공동체적 수준과 관련한 준법
의 가치들만을 언급하였을 뿐, 그것이 ‘나’의 수준에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이해되고 행
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들이 전혀 이해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그동안 준법의식이나 행위 자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므로,
도덕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 준법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
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하나의 의식 문제로 해석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은
종종 시민감식을 포함한 시민의식 운동과도 연결될 수 있었다(김원기,

2007: 31).

그러나 준법의 의미에서 도덕적인 지위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의식 및 행위에 있어
서는 도덕적인 지위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이는
거시적인 담론에서의 준법이 지닌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미시적 담론 즉 개인적
혹은 개인이 맺는 관계적 수준에서 준법이 지닌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사실 지
금까지 준법의 기능과 관련한 설명 및 분석들이 주로 사회 질서 확립 및 공동체 수준
에서의 시민의식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접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준
법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행위로 실천하는 대상은 결국 개체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수준에서 가지는 준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특히 그것이 도덕적으로 어떠한 맥
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한국 시민의 준법의식 실태를 살펴보며 그 문제점을 진단
하고, 한국 사회가 주어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준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서양적 준법 해석 및 전통이 아닌 한국 사회에 적절하며
적용 가능한,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준법 해석의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된 방향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준법이 어떠한 의미에서 도덕적 지위
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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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시민의 준법 수준 실태
준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의 주소는 어디인가? 한국 시민들에게 있어서 준법은 어
떠한 의미를 지니며 실제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준법이 주는 메시지를 분석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준법 수준과 관련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다. 이에
여러 연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한국 시민의 준법 실태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지
만, 그 결론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것은 바로 결론들이 모두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먼저 한국 시민이 가지는 준법 수준은 법의식 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황승흠(2010)은 우리나라 시민들의 법의식 조사 결과를 연대기적 방식을 따라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최근

10여년의

조사를 중심으로 법에 대한 인식

및 준법 수준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2000년에

실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의식 조사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한

국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대체로

60%

이상이 부정적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준법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하
였는데, 그 결과는 자아 존중감 및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긴장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낮을수록, 인습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일수록, 잘못에 대해서 수치심을 잘 느
끼는 사람일수록 준법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에 대한 준수 의지는
법 또는 법집행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수록 높아지고, 이를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록 낮은 정도를 보여주었다(황승흠,
다음으로

2004년에

2010: 76-77).

실시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법의식 조사 결과를 보자. 이 역시

우리나라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준법수준을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다수가 응답
하였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황승흠,
규모가 매우 컸던

2008년

2010: 77-79).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 조사 결과도 유사하다. 이 결과

에서도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인상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대부분
의 응답자들은 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였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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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가 가장 많은 응답이었다는 것이
다. 또한 스스로의 준법 평가에 대해서는 약
다른 사람의 준법에 대한 평가는

70%에

90%의

응답자가 매우 긍정적인데 반해,

가까운 응답자가 매우 낮은 평가를 하는 이중

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법에 대해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중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게다가 권리의
식의 측면에서 고발정신이 매우 높고, 본인의 손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겠다는 의식
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 구제 수단으로 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
려는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사
회의 준법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는 사실은 매우 일관적으로 발견될 수 있었으며, 시민
들의 준법의식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타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는 것도 알 수 있었다(황승흠,

2010: 80-81).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법무부(2010)의 연구 결과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
다. 이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시민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보였던 것처럼
스스로의 준법 수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준법 수준에 대해서
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평소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
를 이었다(법무부,

2010: 11-13).

결과에 대한 최종 분석은 기존의 법의식 조사 결과와

동일하였는데, 시민들의 준법 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법무부,

2010: 16).

이에 황승흠(2010)은 한국 시민의 준법 수준이 가지는 특성을 여러 연구 결과를 종
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자기중심적 법의식을 볼 수 있다. 법을 개인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한국 사회의 자
본주의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이익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익의 측면에
서 법 및 준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시민들의 법에 대한 호감
역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법 감정 측면에서는 결과가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조사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법 호감과 부정적 이미지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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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되고 있다. 셋째, 법에 대한 호감이나 감정도 부정
적이지만 법 행위의 차원은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다만 여기서는 자기중심적 준법의
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의 이익에 관련하거나 법질서 확
립에 있어 한국 시민들의 법 행위 의사는 높게 나왔다. 넷째, 한국 시민은 준법 수준의
평가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였다. 이 역시 매우 일관된 조사 결과인데, 사실 법 행위 의
사의 수준이 높은 것과는 모순되기도 하는 대목이다. 한국 시민은 다른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각자의 법 행위 의사가 강하다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본인의 준법수준과 다른 사람의 준법수준을 다르
게 평가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본인의 준법수준은 높고 다른 사람의 준법수준이 낮다
고 평가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편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을 평균 이상으
로 보는 자기중심적 편향이 작용하여 이와 같은 이중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법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황승흠,

2010: 83-85).

이처럼 한국 시민에게 있어서 법이란 서양식의 자유 혹은 평등 개념과 같이 공동체
수준에 맞물려 있기 보다는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이 조차도 이기적인 입장
에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
에 없었으며, 실제 법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수준에서도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결
국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적 사고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익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김종덕,
425).

2007: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의식은 법에 대한 불신과 경시풍조를 낳는 원인이 되기

에 이르렀다.
우리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교통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위반행위로 교통경찰에게 걸린 운전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재수가 없다.’, ‘운이 나쁘다.’는 생각을 한다. 다음으로 그들이 취
하는 행위는 구실이나 핑계를 대면서 봐달라고 애걸하거나, 도리어 경찰에게 대들고
따지는 일이다(김시업, 김지영,

2003: 68).

법을 주로 자신의 이익적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 법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는―마치 그것이 로크(Locke)가 말하
는 자연권에 속한 것처럼―일종의 저항을 하는 것이다. 결국 법은 한국 시민들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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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이익과 부합할 때 의미를 가질 뿐,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장애물로 인식될 수밖
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 시민의 준법 수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새롭게 이끌
어 나가야 할 것인가? 김시업과 김지영(2003)은 시민들의 이러한 준법 수준을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식의 정리적(情理的) 법리관(法理觀)이라 해석하며 일부 정당화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 고유의 특징인 관계적 문화를 언급하며 시민들은 정리와 법리가
갈등할 때, 심정적으로 정리에 동조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의 판단보다는 인정과 몰인정의 차원이 때
로는 더 중요하고 인정대로 행위 하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보다 인간다운 도리라고
생각한다. 법을 어길 때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남의 사정을 살피지 못할 때 더 죄책감
을 느끼게 되므로, 서로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식의 행태가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이다(김시업, 김지영,

2003: 75-76).

그러나 문제는 위법 행위에 관한 한 정리적 법리관의 작동은 앞의 조사 결과에서 살
펴본 것처럼 주로 자신의 이익과 합치할 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다. 시민 개인이 위법하는 이유는
결국 이익의 문제이며, 특히 이 이익의 추구가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막대한 피
해(고통)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이다.

2010년

법무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평소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다른 사람
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인데, 바로 이 점이 위 논의를 반증하
고 있는 셈이다.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낮은 준법 수준, 그리고 법과 이익을 서로 연결시켜 보는 관
점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리적 사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며, 양자를 서로 관계
짓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준법의 방향은 서양적 관점이
아닌, 정리적 사회라 일컬어지는 우리 고유의 시점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때는 정리적 사회의 특성으로 시민들의 낮은 준법 수준을 정당
화하는 것이 아닌, 준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모하는 것이 요청된다. 즉, 한국 사회
라는 특정 공동체 내에서 해석되어야만 하는 법 이해를 추구해야 하며, 이 법을 준수하
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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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사회에 적합한 준법의 의미와 방향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단지 우리 각
자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때문인가? 이제는 위와 같이 법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편협한 의식을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 우리에게 보다 적합한, 우리
가 가지고 있는 맥락과 상황 그리고 특수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준법의 방향을 설정해
야 하는 때이다.
한국 사회의 문화는 법에 대한 담론이 고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양 사회의 문화와
크게 다르다. 물론 최근 수 십여 년 사이 서양화되는 한국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의 의식은 서양보다는 우리 고유의 동양적,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적 의식 흐름
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을 단순히 합리적 이성의 총체 혹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
해주는 역사적 정신으로 해석하고 이를 우리의 준법 방향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람페
(Lampe)가

말한 것처럼 법의식을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형태(변학수, 조홍석,

2007: 173)로는

방향 설정이 어려운 것이다. 동양적 문화, 특히 동아시아적 문화권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은 서양과는 사뭇 다른 문화 혹은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
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 학자로는 니스벳(Nisbett)이 대표적
인데,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문화는 서양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니스벳은 동서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해 사회심리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학자이
다. 그의 분석에서 드러나는 동양의 모습은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준다. 그는 그의 저서 『생각의 지도』(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and Why)에서

동양의 모습을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서양의 모습을 ‘홀로 사는 삶’이라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시오”라는 요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기 개념(self-concept)을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문화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미국과 캐나다인들은 주로 성격 형용사(친절하다, 근면하다)
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행위(나는 캠핑을 자주 한다)를 서술한다. 이에 반해, 중국, 일본,
- 148 -

한국 사회에서의 준법, 그 도덕적 지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을 동원하여 대답하고(예를
들어,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직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한다.’), 또한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많이 언급한다(Nisbett,

2011: 53).

이렇게 볼 때 서양에 비해 한국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의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
는 특성 혹은 고유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관계적 의미를 중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니스벳이 언급하듯,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우리의 대표적
속담은 한국 시민들이 집단과는 유리된 혹은 관계없는 개성이나 성공보다는 집단 전
체의 목표 달성이나 화목한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 있
어서 개인의 만족감은 자신의 집단 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Nisbett,
동서양의

이러한

특성을

홀(Hall)은

2011: 53-54).
‘저맥락’(low-context)

사회와

‘고맥

락’(high-context) 사회의 구분을 통해 설명하였다. 서양의 특성으로 인식되는 저맥락
사회의 문화는 다소 파편화되고(fragmented) 개인화되어(individualized)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반면 동양의 특성으로 여겨지는
고맥락

사회의

(long-persisting)

문화

속

행위자들은

꽤

지속적이고(stable)

사회 체계 안에서 관계에 의해 인도된다(Hall,

Kouzmin, Kakabadse, & Savery, 2001: 7

오래

유지되는

1976: 113; Kakabadse,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저맥락 사회에서는

분명한 정보가 요구되지만, 고맥락 사회에서는 공유된 정보와 장기적인 관계가 더욱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Kakabadse,

Kouzmin, Kakabadse, & Savery, 2001; 11).

동아시아적 문화권에 있는 한국은 고맥락 사회에 속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각 시민
들은 서로 깊이 관계되어 있다. 시민들 간 연대는 기본적으로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친구, 동료,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순응적 이고 상호 호의적
태도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부각된다. 반면 저맥락 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양은
시민 간 유대가 연약하며,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관계에서
즉시 물러서거나 그 관계를 철회한다(Kim,

Pan, & Park, 1998: 510).

이렇게 볼 때 우

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는 항상 ‘인간다움’과 ‘정이 넘치는 사회’였음이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김시업, 김지영,

2003: 76).

관계가 가지는 가치는 한국 사회에서 최고선으로 다루어질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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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들은 개인을 상황과 맥락에서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늘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는 상대에 따라

‘you'에

‘Could you come to dinner?’라는

해당하는 말과

’dinner'에

말을 할 때, 한국에서

해당하는 말이 달라진다. 이러한 차

이는 우리가 더 예의를 차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개인은 각기 다
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동양
인의 깊은 신념이 담겨 있는 것이다(Nisbett,

2011: 57).

이처럼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분명 서양 시민들과는 다른 사회심리적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실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구조는 현재에도 쉽게
극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행위를 개인의 성격
과 환경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관계 측면에서 보는 반면에, 미국인들은 그것을 개인의
성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결과를 살펴볼 때 서양인들의 사고방
식은 분석적이며 개체 자체에 집중하고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서 인과관계를 규칙에
근거해 파악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종합적이고 개체가 위치한 장(field)에
집중하며 인과관계를 개체와 장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파악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개체를 장에서 독립시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장 의존성’(field
보이고 있다(Norenzayan

& Nisbett, 2000;

신호재,

2013b: 65

dependance)의

성향을

재인용). 또 다른 연구 결

과도 유사한 제안을 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상황적 정보가 현저할 경우 사회적 행동
예측에서 미국인들에 비하여 훨씬 강한 정도의 상황적 추론을 하였고 행동에 대한 상
황주의자적인 이론을 지지하였다. 또한 한국인들은 개인의 성격에 대해서도 독립 이론
을 지지하는 미국인들과 달리 보다 상황적 힘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점증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상호주의를 지지하였고 따라서 그들은 상황적
영향에 대하여 큰 민감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Norenzayan,
Nisbett, 2002;

신호재,

2013b: 66

Choi,

&

재인용). 결론적으로 볼 때 한국은 상호 관계적 의미

를 중시하는 시민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니스벳이 분석한 바와 같이 동양 특히 동아시아적 가치를 지지하는 한국은 상호의존
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기를 전체로부터 독립된 존재 즉 침해받을 수 없는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self)을 전체의 일부분으로 생각한
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인간관계를 희생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하는 서양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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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한국 사회 속의 시민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인간관계의 조
화를 추구한다. 물론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라고 해도 누구나 이러한 특성
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한국 사회 속에도 분명 서양인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차이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Nisbett,

2011: 79-80).

한국 사회가 이처럼 개인과 타자와의 관계 및 조화를 중시한다면 준법의 방향은 어
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서양과의 엄존하는 차이를 인식한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준법의 방향은 개인의 자유나 평등 혹은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관과
어울리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법을 준수하는 행위는 행위자 자신
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행위자 자신의 자율성 보존, 이익의 추구,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초석이 아닌
관계적 측면에서 준법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법이 생성되는 계기는 누군
가가 경험하는 ‘고통’(피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누군가에게 특정 행동양식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 다수 혹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그름’이나 ‘좋지 않은 것’으로 인
식된다면, 법은 그러한 고통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 하고자 규정을 만든다. 즉, 법 생
성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배려 행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결코 그저 어느 한 순간 논의될 수 있거나, 맥락
이나 상황으로부터 유리되어 생성되지 않는다.
고통을 주지 않고자 하는 배려심이 법 생성의 기본 원리로 일정 부분 인식될 수 있
다면, 이는 곧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
면 법 생성의 기본 원리는 곧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과 부합하다. 상호의
존적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며 정이 넘치는 사회를 중시하는 한국 시민들에
게 있어서 소위 ‘차가운’ 이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기술되는 법은, ‘따뜻한’ 감성적
관계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준법의 의미와 방향은 개인의 자율성 신장이나―앞서 분석
되었듯이, 한국 시민들에게 있어 예민한 사안인―이익 추구에 있어서의 유용한 수단
혹은 거시적이고 공동체적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초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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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기 보다는,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
고 배려하여 도출되는 행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법을 이와 같이 해
석한다면, 한국 시민들이 아주 작은 법을 실천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의 준법은 한국 시민들
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인간다움이 있는 사회’ 혹은 ‘정이 넘치는 사회’를 이룩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준법은 매우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준법의 이유가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방지하거나 혹은
줄이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이다. 사실 준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의 ‘당
연한 행위’로 인식되어져 왔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리 칭송받을만한 위치에 있는 것
이 아니었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 준법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동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Ⅳ. 준법의 도덕적 의미와 가치
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두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칭송할 수 있을까? 길거리에 쓰레기
를 버리지 않거나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까? 물론 이러한 것은 공중도덕이라고 하여 도덕적 맥락 안에서 논의될 수는 있다. 그
러나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거나 갓길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덕
적인 자긍심이나 뿌듯함을 느끼지는 않는다. 혹은 그러한 행위를 칭송하지도 않는다.
법을 준수하는 행위는 그저 규정을 따르듯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법의 동기 자체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행해진다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 도덕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데 가장 흔하게 사
용되는 것이 동기의 목적이자 의지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경험하
는 고통에 주목하여 행위를 하는 것을 무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행해지는 준법은 도덕적으로 의미를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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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과연 칭송할만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주목하여 준법을 하는 행위는 도덕적 공감(compassion)이라는 도
덕적 정서(a moral emotion)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도덕적 공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이 라자루스(Lazarus)가 비교적 간결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compassion'을 ‘도덕적
공감이라고 번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신호재(2013a), “도덕적 공
감에 기초한 시민성 함양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도덕적 공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서이다. 도덕적 공감이라는 정서를 경험하는 것
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
(suffering)을

경험하고 있을 그 개인적 곤경 상황을 느끼고 이를 개선(ameliorate)해 주

고자 하는 느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공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의해서 행위 하되 이를 돕기 원하는 것이다(Lazarus,
1991, p. 289; Goetz, Keltner, & Simon-Thomas, 2010: 352

사실 도덕적 공감을 일컫는
’compassio'는

다시

'compassion'의

‘com’과 ‘pati’로

재인용).

어원은 라틴어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는

을 가지고 있으며, 후자는 ‘고통’(suffer)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는 ‘누군가와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것’(to
2007: 12).

‘compassio'에
‘~과

함께’(with)라는 뜻

‘compassion’의

suffer with)이라고

있다. 이

어원적 의

말할 수 있다(Barad,

이처럼 도덕적 공감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이때 다른 사람의 고통은 과거나 현재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도덕적 공
감에서 언급하는 고통은 얼마든지 미래의 시점, 즉 앞으로 있을 고통의 문제까지 확장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단체에서 미리 성금을 하는 것은,
폭우로 인하여 생길 이재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통
을 예상하여 행위 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
는 행위는 도덕적 공감의 맥락에서 도출된다(신호재,

2013a: 141).

앞서 언급되었듯이, 법 역시 이러한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의 내용
자체는 거의 모두 누군가가 경험할 고통(피해)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러한 고통은 과거의 고통과 미래에 있을 법한 고통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법은 고
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체제로서 움직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은
도덕적 공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관계가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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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고통을 고려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는 것은 결국 도덕적 공
감의 맥락에서 행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준법이 도덕적 공감의 맥락에서 나온다고 할 때, 이 도덕적 공감이 어떠한 도덕적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한다면 준법이 가질 수 있는 도덕적 의미와 가치가 정립될 수 있
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도덕적 공감은 하나의 도덕적 정서이다. 그리고 이것이 도덕적
정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 즉 도덕적 판단을 이끌고 도덕적 행
위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러하다.
첫째, 도덕적 공감은 고통의 상황과 관련한 하나의 직관으로서, 자유과 권리 혹은 몸
과 마음의 순수성을 침해하는 사례, 즉 정의와 관련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고
려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여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중대하게 고려하는 하나의 도덕적 원리로서 도덕적 판단을 이끌 수 있다. 우선 도덕적
공감은 고통, 책임, 연약함, 그리고 다른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도움을 추구하는 자세로 개인을 인도하여
주는 하나의 직관으로 작용한다(Goetz

et al., 2010: 366).

이때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사고 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이트(Haidt)가 언급
하듯이, 도덕적 판단은 일반적으로 빠르고 자동적인 처리 과정에서 비롯되는 직관들에
의한 결과이다(Haidt,

2001: 814).

따라서 도덕적 공감의 직관적 작용은 도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도덕적 공감은 확장된 고통의 문제, 즉 자유와 권리 그리고 몸과 마음의 순수
성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역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Goetz
366).

et al., 2010:

왜냐하면 도덕적 공감은 아무 고통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닌 ‘부당한’ 고통

에 대해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서(a
justice-structured emotion)이기

때문이다(Goetz

et al., 2010: 358).

예를 들어 음주운전

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것과,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를 피하려다
가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것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전자에 대해서 우
리는 행위자의 잘못을 따져 ‘화’의 정서를 느끼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초래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정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덕
적 공감은 장애인 혹은 복지 대상자와 같이 유약한 대상이 경험하는 혹은 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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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통, 특히 자유와 권리 그리고 몸과 마음의 순수성을 침해하는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공감은 도덕적 판단의 ‘과정’에서 볼 때, 고통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복지가 ‘나’의 이익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판
단을 하고 있는 ‘나’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정신적 및 물질적 여유 혹은 이익이, 도
덕적 공감으로 인하여 고통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을 대면하였을 때 압도당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때의 판단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
에서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덕적 공감은 개개 시민이 고통을 경험하는 혹은
자유와 권리 그리고 순수성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다른 시민에 대하여 판단할 때 이러
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은 인류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삶이 나의 삶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며, 이에 기초하여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신호재,

2013a: 116-117).

물론 도덕적 공감이 도덕적 판단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를 유발시키는 실천적 기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공감은 피해
(고통)를

감소시키는 행위(harm-reducing

2001; Goetz et al., 2010: 366

actions)를

동기화시킨다(McCullough

et al.,

재인용). 복수의 연구 결과들로부터 발견되는 바에 따르

면, 도덕적 공감은 피해 및 부당한 고통과 관련한 도덕적 영역에 있어서―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하나의 수호자(a
2010: 366

guardian)역할을

하고 있다(Haidt,

2003; Goetz et al.,

재인용). 그것은 단순히 도움과 이타주의가 요청되는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도덕적 공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행위적 수준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빠르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
급한다면, 도덕적 공감의 경험이라는 것은 확장된 보살핌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리고 낮아진 자신의 요구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돕고자 하는 욕구가 복합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 것이다(Goetz

et al., 2010: 361).

둘째, 도덕적 공감은 기본적으로 정의(justice)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정의와 관련한 담론들 예를 들어 자유와 권리 그리고 순수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도덕
적 판단뿐만 아니라 행위도 촉진시킨다. 그러한 행위는 주로 위 담론들이 관련된 도덕
적 영역의 침해 사례 즉 고통을 유발시키는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데, 이때 도덕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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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의 정도를 줄이고자 하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
게 된다. 그렇다면 도덕적 공감의 맥락에서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한 개인의 부당한
고통의 차원을 넘어서서―개인을 포함한―공동체내 복수의 시민들이 경험하는 자유, 권
리, 그리고 순수성의 침해에 관한 차원에서도 역시 그 고통의 수준을 줄이고자 하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신호재,

2013a: 121).

마지막으로 도덕적 공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의 복지를 행위의 우선순위에 두게 한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행위
자 자신의 이익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의 해소 혹은 완화
에 초점을 둔 행위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때의 도덕적 공감은 사고의 수준
을 넘어서 실천적인 수준의 형태로 드러나며, 이는 ‘전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
람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다. 즉, 도덕적 공감은 이타주의적 행
위를 자극시키며 그것을 실행하도록 인도한다(신호재,

2013a: 123).

이처럼 도덕적 공감은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것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직관에서 비롯되는 빠르고 적절한 행위적 반응으로서,
고통이 확장된 문제인 정의와 관련한 영역들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익보다
고통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모습에서 도덕적 가치를 함의하
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법을 준수하는 경우로 연결된다면 다음의 예를 각각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이유를 환경 미화
원의 노고(고통)를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법
을 어겨가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대지 않는 이유를, 주차를 하기 위해 여기
저기 차를 이동시키며 고통 받을 장애인의 모습을 그려보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갓길 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다른 사람이
갓길 운전을 하는 자신을 볼 때의 불쾌함(고통)에서 찾을 때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물
론 이들이 수학 문제처럼 정확히 구분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
덕적 공감이 준법을 위한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충분한 도덕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도덕적 공감으로부터 준법을 논의한다면, 준법은 개인으로 하여금 그저 존재하는 규
정을 따르는 차원을 넘어, 즉 일종의 ‘당연한 일’이라는 영역을 넘어 다른 사람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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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그리고 복지를 직접적이고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하여 도덕적 지위를 가지게 된
다.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행하는 아주 작은 법 준수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게
하는, 즉 도덕적 영향을 지닌 행위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준법은 도덕적으로
볼 때 칭송할만한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법 조항에 인쇄되어 있든 혹은 그렇지 않든
그리고 규정에 제시되어 있든 혹은 그렇지 않든, 의식과 행위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 도덕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준법에서 도덕적 자긍심과 뿌듯함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준법과 도덕적 공감이 ‘고통’의 해소 혹은 완화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시될 문제가 아니다. 다음의 종교적 전통은 고통과 관계된 문제에서 도덕적 의미가
지대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테라바다 불교는 고통을 초래하는 것과 고통을 끝내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윤리에 접
근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정
확합니다. …(중략)…최고의 경지에 이른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
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초래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윤리체계의
기반에 도덕적 공감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Goleman

(eds),

2006:

30-31).

준법은 거시적 의미에서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하나의 구성물이 아니다. 또한 준법은
단순히 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성의 총체로서 설명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개체 인간의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도덕적 정서의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그 도덕적
정서는 다름 아닌 도덕적 공감이다. 준법이 지니는 도덕적 지위는 바로 여기서 발견될
수 있으며, 개인적 혹은 관계적 수준에서 그것이 지니는 강력한 설득력 역시 이 부분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준법은 그 어느
사회보다도 ‘정’과 ‘배려’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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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 시민들에게 준법은 어떠한 의미인가? 주변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관계된 여러
조사 결과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그것은 많은 경우 이익 추구와 함께 움직였으며 따
라서 매우 부정적인 위치에 있었다. 특히 시민들은 법에 따라 살 경우 손해 본다는 입
장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으며, 위법 행위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이 느낄 고통(피해)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준법 수준은 곧 자기중심적이고
타산적인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준법 이해와 수준은 한국 사회가 바라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것이
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준법은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며 전개되어야 하는
가? 우선 한국 사회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동아시아적 가치를 지지하
고 있는 문화, 즉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이다. 한국의 시민들은 상황과 맥
락의 의미를 중시하고 그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며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
서 시민들에게는 자율성이나 정의 사회를 강조하는 서양식의 준법 해석이 아닌 인간
관계에 초점을 둔 새로운 준법 해석이 요청된다.
사실 법의 생성에 대해 고찰한다면, 이 역시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경험하는 고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한 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화된다. 즉, 법 생성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
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적 관계의 맥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준법 의미와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준법 자체가 이
익 추구에 있어서의 유용한 수단 혹은 공동체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거시적 관점보다
는,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고 배려하여
도출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준법을 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면, 한국 시민들이 아주 작은 법을 실천하는 것조차 다
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의 준법
은 한국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다움이 있는 사회’ 혹은 ‘정이 넘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도 핵심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준법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되는가? 흔히 ‘당연한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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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준법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준법의 동기 자체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면 충분히 도덕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여기서
준법이 고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면 결국 논의는 도덕적 공감이라는 도덕적 정서
로 이어지게 된다.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체제인 법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도덕적 공감은 같은 맥락상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준법이
도덕적 공감의 맥락에서 행해진다고 할 때, 이 도덕적 공감은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도덕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도덕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공감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직관에서 비롯되는 빠르고
적절한 행위적 반응을 야기하고, 고통이 확장된 문제인 정의와 관련된 영역들에서 도
덕적 판단과 행위를 이끌며, 자신의 이익보다 고통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의 복지를 먼
저 고려하는 모습에서 도덕적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이끄는 도덕적 공감에서 비롯되는 준법은 당연히 도덕적 입장을 지니게 된다.
도덕적 공감으로부터 준법을 논의한다면, 준법은 그저 규정을 따르는 차원을 넘어서
서 다른 사람의 고통, 상황, 복지를 직접적이고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도덕적 지위를 지
니게 된다.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행하는 아주 작은 법 준수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게 하는, 즉 도덕적 영향을 지닌 행위로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준법은 도덕
적으로 볼 때 칭송할만한 자리에 오르게 되며, 준법으로부터 도덕적 자긍심과 뿌듯함
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
준법이라는 것은 거시적 측면에서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하나의 구성물이 아니며 단
순히 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성의 총체로서 설명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공감이라는 도덕적 정서의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 ‘정’과 ‘배려’ 등의 관계적 가
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준법이 지니는 도덕적 지위는 바로 여기서 발견될
수 있으며, 그 적합성도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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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ral Status of the Law-abiding Spirit in the Korean Society

Shin, Ho Jae

In Korea, the law-abiding spirit citizens own is somewhat backward and negative.
They recognize it with a self-centered and calculating attitude. Also, they are not
very sensitive to others' suffering or to the damage that their illegal acts cause.
These problems can be overcome by a new law-abiding spirit emphasizing the
Korean 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value relationships among citizens. The spirit
stressing relationships can be motivated in the context of consideration of others,
which keeps citizens from causing suffering, as the moral basis of the enactment of
the

law.

Thus,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moral

emotion,

compassion.

The

law-abiding spirit is founded on compassion, and has moral values in judgment
and action; it enables citizens to deeply regard others' suffering, specific situations,
and well-being, rather than just following the law mechanically as a matter of
course. So, following laws becomes more of a moral responsibility.

Key Words:

The

Korean Society,

Law-abiding Spirit,

Relationship,

Compassion,

Mor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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