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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돌봄으로 살펴보는 덕 윤리(Virtue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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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 Hyojeong. “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Reading Virtue Ethics with the Meaning of Food 

and Car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1 (2020): 45-65. Virtue ethics has great meaning 

in that it embraces all the precious things of human life into the realm of ethics. Modern virtue ethics 

includes food, care, nature, environment, religion, and ethnicity,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value of 

human life. Among them, food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sustaining human life, so diagnosing 

literature as food ethics can be a new way to examine virtue ethics in modern society. At the same time, 

care ethics, which grew up in the late 1960s, also contributes to the practical and future values of virtue 

ethics because it focuses on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values of practice. So, the work in this context 

sheds mainly light on the practical and virtuous life of Bishop Latour, who practices virtue to realize the 

ideals of harmony and communication through religious activities in chaotic New Mexico. For the reason,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 of his efforts to turn back all ethical problems arising from food and care 

into practical ethics and contribute to the settlement of social ethics in New Mexico. Hence, it is to 

further expand the meaning of virtue ethics by showing that the implementation of ethics for better human 

lives can be realized as individual autonomy without distinction of any boundaries. (Daej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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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20세기 미국의 산업화와 기계화는 상실감과 고립감이 깊어진 미국인들로 하

여금 삶의 확실한 심적 지표를 갈망하게 하였다. 윌라 캐서(Willa C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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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1947)가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1927)를 집필하던 1920년대에는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정점에 이르렀

던”(Douglas 192) 시기로 이때 미국인들은 산업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빈번히 신

경쇠약증에 걸리기도 하였다.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탓에 그들은 덕과 부

덕의 양단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자신들 내면의 불안이나 우

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갈망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 작품의 주요 등

장인물인 두 성직자의 뉴멕시코 개척 활동 속에서 지향해야 할 덕 윤리(Virtue 

Ethics)1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남서부 배경, 그 지역에 사는 믿음이 강한 멕시

코인, 그리고 캐서의 신경쇠약증을 완화시켰을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 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Sevick 193). 이 작품은 뉴멕시코에 복음을 전파하는 두 사제인 

장 마리 라투어(Jean Marie Latour) 주교와 요셉 바이양(Joseph Vaillant) 신부

의 영웅적인 개척의 여정을 그들이 나누는 음식과 실천적 지혜, 돌봄의 정신, 인

류애, 욕망의 절제, 선의지와 행복의 구현 등을 포괄하는 덕 윤리로써 그려내고 

있다.

덕 윤리란 인간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으로 정립될 수 

있는 영역이다. 마이클 슬로트(Michael Slote)가 “현대의 덕 윤리는 독자성을 가

지고 그만의 윤리학으로 빠르게 위상을 갖추었다”(4)고 언급하듯 본래 행위자의 

덕과 성격을 강조하는 덕 윤리는 명확한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늘날에는 다

양한 형태로 분석가능한 분야가 되었다. 그렇기에 현대의 덕 윤리는 인간 삶의 

가치 절상을 위시해 음식, 돌봄, 자연, 환경, 종교, 민족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

를 포괄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음식은 인간의 삶을 지속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식 윤리로써 문학을 진단하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 덕 윤리를 진단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먹는 문제는 인간의 “정신적 반성과 먹음 자체에 대

한 성찰이 가능하기 때문”(변순용 외 2015 341)에 개인적인 차원의 윤리적 선택

의 문제이면서도 생명윤리, 환경윤리, 생태윤리, 종교윤리로까지 확장될 수 있기 

  1 덕 윤리의 대명사인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덕이 가장 잘 실천되는 삶이란 최고의 선에 이르는 

행복한 삶이다. 그는 탁월한 성격이 동반된 선이 깃든 목적과 강인한 의지 그리고 실천적 지혜를 강

조하며 행위의 형성적 측면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덕한 성품, 성숙, 선, 공동체, 

정의, 행복의 의미를 라투어 주교가 뉴멕시코에서 실천하는 덕 윤리인 음식과 돌봄의 윤리로써 집중

적으로 조명하여 본고의 개성을 살리고자 한다.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 음식과 돌봄으로 살펴보는 덕 윤리(Virtue Ethics)   47

때문이다. 이는 “인간이 먹는 음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고 인류문명의 미래마

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먹음’ 행위는 윤리적 방향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변순용 외 2015 12)는 점에 입각한다. 이와 함께 1960년대 후반에 성

장한 돌봄 윤리 또한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실천, 그러한 관계와 실천의 사회적 

가치에 집중”(헬드 48)한다는 점에서 덕 윤리의 실천적, 미래적 가치에 기여한

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들은 그간 윤리의 영역에서 배제되어온 삶의 가치들을 윤

리의 영역으로 소환한다는 점에서 덕 윤리의 개념을 확장하며 광범위한 덕 윤리 

연구에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덕 윤리의 형식과 의미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를 통해 이를 살펴보는 일은 그간 이 작품에 대한 논의가 다문화, 

생태인식, 개성화, 퀴어 코드로 분석된 데 더해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이 작

품은 도덕 질서가 없어 혼란스러운 뉴멕시코에서 종교 활동을 통해 화합과 소통

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덕을 실천하는 인물인 라투어 주교와 바이양 신부의 실

천적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이 작품으로 “캐서는 그녀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세계를 재창조하였다”(Roche 155)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 작품에는 

단순히 사제들의 험난한 종교적 개척 이야기만이 단편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개척의 과정 속에서 실천하는 식 윤리, 생명 윤리, 자연 

윤리, 돌봄 윤리 등이 다채롭게 환기되고 있어 덕 윤리의 의미 확장에 기여한다. 

이는 본고가 의도하는 경계를 아우르는 덕 윤리의 속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널리 퍼져 있는 어떤 문화적 행위는 어떤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과 결부되어

서 그들 종교의 중요한 한 국면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베네딕트 52). 이 작품

을 통해 본 논문은 문화상대주의를 인정하는 라투어 주교의 음식을 통한 종교적 

신념의 긍정적 변화 추이와 음식에서 생기는 모든 윤리적 문제를 실천적 윤리로 

환원하는 그의 노력이 뉴멕시코 내의 사회윤리 정착에 기여함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배려와 사랑에 바탕을 둔 돌봄의 행위가 여성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라

투어 주교를 통해 실현되는 과정과 그 자신 또한 토착민인 인디언과 멕시코인을 

통해 돌봄의 당사자가 되는 양상을 살펴 돌봄의 다각적 의미를 살필 것이다. 이

로써 더 나은 인간 삶을 위한 윤리의 구현이 종교라는 경계의 구분 없이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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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성으로써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라투어 주교가 윤리의 모

범자로서 독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협력 증진 및 인간 삶을 

위한 미래 비전의 메시지를 되새겨 덕 윤리의 현대적 의의와 의미 확장에 기여하

고자 한다.   

II. 식(食) 윤리의 실천

음식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태도, 음식과 관련된 도리, 음식에의 윤리적인 고

려 등을 내포하는 식 윤리는 인간의 생명과 행복 그리고 인류의 공존과 가치 실

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덕 윤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음식은 항상 캐서의 소설 속 인물들에 대한 지표이다”(Roger and Linda 

xiv)라는 언급처럼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에도 친교와 나눔의 기능을 하는 

음식이 첫 장면에서부터 등장한다. 뉴멕시코의 가톨릭 교구 및 이곳에 파견할 선

교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로마의 어느 저택에 모여 있는 여러 명의 사제들의 

저녁 식탁에는 포도주, 샴페인, 말린 물소 고기, 멕시코 고추가 들어간 콩 요리 

등이 등장한다. 여기서 그들의 음식에는 윤리적 음식(ethical food)으로 간주되

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가톨릭의 성찬식에서 포도주와 빵이 생명의 도구

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 있는 포도주는 새로 선출된 사제가 뉴멕시코의 타락

한 교구에 생명과 나눔의 의미를 전파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작품 초입부터 라투어 주교는 뉴멕시코 관할 교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심한 

갈증에 시달리다 ‘숨은 물(Agua Secreta)’ 마을에 당도한다. 물의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곳에서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뒤 이곳 마을 사람들을 위해 혼

배성사며 견진성사를 해주고 세례 축하 연회에서 친교의 음식을 나눈다. 이때 이

곳 멕시칸 가정의 딸인 요세파(Josepha)가 라투어 주교에게 고추 양념을 첨가해

서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성스러운 행위인지에 대해 묻자 그는 그들이 그들의 식

문화를 주체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프랑스 사람들

은 대체로 양념을 강하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우회적으로 설명한다. 

“먹는 행위는 생물학적이면서도 본능적인 성격을 갖지만, 이성적인 행위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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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변순용 2009 343)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라투어 주교의 대답은 음식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문화를 존중하는 윤리적 실천

의 일환이 된다. 

특별한 날에 나누는 음식은 나눔과 소통의 의미 이외에도 희망과 사랑을 전제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3주덕2을 실천한다. 라투어 주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그의 친구인 바이양 신부가 해준 수프를 먹고 그와 함께 구운 닭과 감자튀김, 말

린 자두, 과일청, 적포도주를 나눠 마신다. 바이양 신부는 또 성 토마스의 날 세

례를 해 준 뒤 구해온 음식을 라투어 주교에게 건네며 힘든 선교활동으로 지친 

그를 위로한다. 음식은 인간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주는 것이기에 특히 이 

두 사람이 외로운 성직 생활에서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흡사 “가족 재강화의 상

징”(럽턴 120)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라투어 주교는 때때로 바이양 신부가 성직

을 수행하다 다치면 바이양 신부를 살뜰히 보살피며 그의 “어머니 역할” 

(Lindemann 118)을 마다하지 않고 바이양 신부 또한 “완벽한 요리사”(변효정 

69)답게 라투어 주교를 위해 자주 요리를 하고 있어 “그들의 우정은 위대한 사

랑 중 하나”(Rosowski 163)가 된다. “누군가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사회적

인 공동체의 상징이자 상호간의 의무를 수락하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된

다”(Freud 174)는 말처럼 그들의 우정에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의무의 윤리까지 

담겨 있다.  

라투어 주교와 바이양 신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음식을 나누는 행위 이외에도 

성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변과의 음식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들은 멕

시칸인 돈 안토니오 올리바레스(Don Antonio Olivares) 부부와 좋은 포도주를 

나눠 마시며 훌륭한 저녁 식사를 하는 등 건강한 집단의식을 형성한다. 특히 올

리바레스는 바이양 신부에게 수제 체리브랜디를 선물하는가 하면 신년축하 파티 

자리에서 라투어 주교가 산타페에 건립할 성당 건립 기금을 후원하겠다고 말하

고 있어 음식을 통해 “신학적 덕”(Rosowski 164)의 신성한 정신을 보여준다. 이

처럼 음식으로써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행하는 올리바레스는 가난한 자들과 도

  2 기독교의 3주덕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라투어 주교는 이 작품에서 3주덕의 실천을 음식으로

써 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그는 점심을 거의 먼 교구에서 온 사제, 군 장교, 상인, 방문객 등을 

환대하는 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3주덕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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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이 작품에서 그야

말로 음식 윤리 실천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에 바이양 신부는 훗날 자신이 멕시

코인에 동화되었음을 음식을 통해 이야기한다.

나는 거의 멕시코인이나 다름없지요! 나는 콜로라도 고추와 양고기 지방을 좋아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터무니없는 방식도 더 이상 나에겐 걸릴게 없고, 

그들의 잘못도 내게는 사랑스러워 보여요. 나는 그들에 동화되었지요!

I have almost become a Mexican! I have learned to like chili colorado and 

mutton fat. Their foolish ways no longer offend me, their very faults are 

dear to me. I am their man! (208)3

라투어 주교는 원주민들과의 사이에서도 음식을 통해 덕을 실천한다. 선교활

동 중 하신토(Jacinto)의 안내로 폭설과 바람을 피해 들어간 입술동굴(Stone 

Lips)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로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이곳에서 라투어 

주교는 이내 하신토와 음식을 나누며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이때 하신토는 

그에게 빵과 블랙커피를 먹게 되어 행운이라고 말한다. “커피를 다 마시고 라투

어 주교에게 양철 컵을 건네면서 그는 하얀 이를 모두 드러내며 기쁨의 미소를 

짓고 손을 어깨띠에 문질렀다”(130). 여기서 음식은 어려운 상황에서 두 사람의 

친밀감을 돈독히 다져주며 그들이 “동료”(Farb & Armelagos 4)임을 증명해 주

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사회적 유대 강화의 덕을 확장시켜 준다. 그래서 그는 만

물을 지워 없애버릴 듯 어둑 캄캄한 이곳에서 “심연을 만나”(Rosowski 173) 동

료애에 대한 깊은 감정이며 인디언들의 문화에 대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을 가지게 된다.  

인디언들과 멕시코인들의 생활방식을 보면 그들은 콩과 호박과 고추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소박한 식단을 실천한다. 더욱이 그들은 자연이 주는 산물로 자

급자족하면서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어 생명윤리에 입각한 먹기를 따르고 

있다. 특히 바이양 신부는 멕시코인들이 물을 보존하는 방식에 감탄해 마지않는

다. 

  3 이후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 인용 내용은 페이지 숫자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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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의 원천지는 실로 아주 높은 산이어서 멕시코인들은 절벽의 정면에 나무로 

만든 관 모양 같은 것을 놓아 관개 시설을 설치하여 물을 보존해서 절벽 꼭대기에 

있는 저수지까지 수백 피트나 끌어들였다. 바이양 신부는 종종 멈춰 서서 이 나무

로 만든 관에 갇힌 물이 가파른 길을 따라 내려와 혼도가 시작되는 곳에 이르러 살

아 있는 사물처럼 빛 속으로 펄쩍 뛰어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Its original source was so high, indeed, that by merely laying a closed 

wooden trough up the face of the cliff, the Mexicans conveyed the water 

some hundreds of feet to an open ditch at the top of the precipice. Father 

Vaillant had often stopped to watch the imprisoned water leaping out into 

the light like a thing alive, just where the steep trail down into the Hondo 

began. (165) 

이곳에 사는 인디언들 또한 백인들이 파준 우물을 이용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자신들이 기존에 쓰던 샘에서 물을 길어 사용하며 선조의 덕을 그대로 이어간다. 

이들은 필요한 만큼만 물을 끌어서 쓸 뿐 결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의 이

치에 따르는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지향하는 절제와 성숙의 덕

으로 라투어 주교와 바이양 신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들의 삶은 이 두 성

직자에게 성현들의 삶 내지는 신성한 사랑의 삶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에서는 사제들의 생존에 기여하는 은총의 음식이 등

장하기도 한다. 초창기 프란체스코파 후니페로 세라(Junípero Serra) 신부와 선

교사들이 하루치 빵과 물만을 가지고 선인장 사막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 운 좋게

도 한 멕시코인 가족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이 멕시코인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다음 날 아침 양치기라고 소개한 그자들은 모두 사라

지고 없다. 아침 식탁은 차려져 있지만 그 가족들은 모조리 흔적도 없어진 것이

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이야기를 나중에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 수도사들은 그곳에 집이 없었노라고 말한다. 이로써 세라 신부는 그들이 받은 

환대를 예수님의 은총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초월적인 힘으로 인간의 덕이 깃

든 동기가 음식의 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일화가 된다.  

음식 윤리를 따르지 않으면 문화적, 지역적 정체성이 박탈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도 등장한다. 이 작품에는 음식이 주는 쾌락에 빠져 살면서 비윤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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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사제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아코마의 야만적

인 신부 발타차 몬토야(Baltazar Montoya)는 향락을 위해 사는 인물로 자신의 

입에 들어갈 좋은 음식을 위해 시중들을 혹사시킨다. 그는 성직에 관련된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육신의 향락”(105)만을 위해 사는 인물로 영양분을 너무 과하

게 섭취한 몸뚱이를 하고 있다. “식욕을 방치하는 것은 악”(나오미치 332)으로 

지나치게 뚱뚱한 몸은 자기 규율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쾌락과 방만한 삶

을 살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런 그에게 “입 속에서 음식의 감각은 에로틱한 욕

망”(럽턴 38)으로 환원되기도 한다. 그는 인디언들에게 그들이 수확한 것 중 가

장 좋은 옥수수, 콩, 호박을 요구하고 그들이 잡은 양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를 착

취하며 시중을 드는 소년에게는 자신이 육식을 금해야 하는 날을 대비해 닷새나 

걸리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와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도록 강제한다. 그밖에도 

그는 사제의 일은 제쳐두고 인디언들이 새로운 채소들과 약용 식물들 그리고 복

숭아나무들을 재배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감독하며 그들을 착취한다. “이 

헐벗은 바위산 위에서 입맛 도는 다양한 음식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그의 

식욕을 더욱 돋우고 그가 식욕을 채우도록 더욱 유혹하는 것 같았다”(105-6). 

이처럼 탐식을 거듭하던 어느 날 그는 음식 소스를 흘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서빙 보이를 죽이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름으로써 아코마 인디언들에 의해 

벼랑 끝에서 더러운 음식 찌꺼기 위로 내던져지는 처형을 당하게 된다. 이때 “음

식제물은 . . . 인간과 신, 이웃과 친족,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서로 연결”(코니한 

48)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이라면 응당 음식 생활에서 절제와 공경

의 태도를 갖고 평소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삶을 살아야 했음을 상기시킨

다.  

과도한 식음 행위는 인간과 자연과의 균형 파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본

능과 쾌감을 증폭시키는 식사를 하는 사제들은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앨

버커키의 안토니오 호세 마티네즈(Antonio José Martinez) 신부는 인디언들의 

구명을 핑계로 그들의 농토를 착취하여 교구의 부자가 된 인물로 “그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Roche167). 이 늙은 사제는 “. . . 사

기꾼, 정치 반역자로 그려지는데 그를 더 어둡게 만들고자 캐서는 그를 호색한에 

돈과 물질을 밝히는 이미지를 추가”(Dooley 131)하여 그리고 있다. 그는 고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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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하며 “영혼은 금식과 기도로 겸허해질 수 없다”(146)고 단정하는 인물로 자

신의 학생인 트리니다드(Trinidad)를 폭력으로 통제하고 있어 트리니다드의 욕

망이 식욕과 육욕으로 변질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그래서 트리니다드는 음식

을 먹을 때도 게걸스레 먹는데 그의 이러한 모습은 “저녁을 먹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다시는 음식을 못 볼까봐 두려운 듯 먹기만 할 뿐이었

다”(145)와 같은 대목으로 묘사된다. 그는 삼촌인 루체로(Lucero) 신부의 종부

성사를 청하고자 바이양 신부를 찾아갔을 때에도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탐내며 

모조리 비워낼 정도이다. 트리니다드의 이러한 식욕은 지나치게 음식을 섭취하

게 되면 배설의 횟수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종교적인 죄로까지 확장되어 자

신이 고백해야 할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식 윤리를 크게 벗어나 부덕의 

행위로 읽힐 수 있다. 

앨버커키의 갈레고스(Gallegos) 신부의 지하실에는 엘파소 델 노르트에서 가

져온 포도주들, 타오스에서 가져온 위스키, 버날리로에서 가져온 포도주 브랜디

로 가득하다. 그는 포커 게임과 사냥을 좋아하고 닷새 밤을 연속으로 환당고 춤

을 즐기며 환대를 마다하지 않는 사제로 힘든 성직을 수행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

을 느끼는 탓에 라투어 주교가 자신의 선교구 순방에 동행하자고 할까봐 불안해

한다. 그는 특히 순방 도중 음식이 부족하면 바위 위에서 노숙하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한쪽 발에 붕대를 감고 라투어 주교에게 통풍이 걸렸다는 핑계를 대는 우

스꽝스러운 부덕의 인물이다. 한마디로 그는 풍족한 음식을 제공받으며 자기만

족적인 생활방식에 젖어 있는 탓에 기꺼이 저속한 삶을 삶으로써 아리스토텔레

스가 습관으로써 자신을 완성하여 덕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한 점에 크게 반하는 

인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를 실행하지 못

하는 아크라시아(akrasia) 즉 자제력의 부족 혹은 의지 나약의 문제를 다룸으로

써 간접적인 의지 문제에 대해 언급”(황경식 2012 37)하고 “유덕한 행동을 함으

로써 유덕한 사람이 된다”(황경식 2012 40)는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

한 사제들은 사악한 자도 행복할 수는 있으나 참된 덕이 없어 진정한 행복에는 

이르지 못하는 인물로 남는다. 

먹는 행위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실행된다면, 위험할 수도 혹은 위

협적일 수도 있다”(코니한 35). 어느 날 라투어 주교는 모라로 가는 길에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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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벅 스케일스(Buck Scales)의 집에 들르게 된다. 그는 이 작품에서 죄의

식을 느끼지 못하는 비윤리의 정점에 있는 자로 서슴없이 인간을 희생시키는 탓

에 “개 그리고 퇴폐적인 인간”(71)으로 묘사된다. 그런 그는 폭력적인 지배로 아

내인 막달레나 발데즈(Magdalena Valdez)를 자신의 곁에 강제로 붙잡아 두고 

있다. 그는 막달레나를 두고 ‘잡아먹는다, 눈요기한다’와 같은 사디즘을 연상시키

는 음식의 은유들을 보이는데 그런 그의 사디즘은 자신의 세 명의 아기들을 죽인 

것과 막달레나를 자신의 뜻대로 지배하고자 자신의 집에 들르는 손님들을 잔인

하게 살해하는 행동으로 증명된다. 

이밖에도 상인인 제브 오차드(Zeb Orchard)가 어느 날 라투어 주교에게 전하

는 경험담 속에도 인디언의 야만적인 모습이자 인간을 제물화하는 이야기가 담

겨 있다. 그는 페코스 부족의 처녀가 아기를 안고 자신의 집 부엌으로 들어와 추

장들이 자신의 아기를 뱀의 제물로 바치려 한다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이는 

인간을 음식으로써 제물화하는 은유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먹힘의 비윤리, 윤

리가 동반되지 않는 음식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처럼 뉴멕시코에는 사제들이며 인디언들 그리고 미국인들 어느 누구랄 것 

없이 식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산재해 있어 라투어 주교는 이들을 

덕으로써 교정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문화일 수 있는 야만적인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소신껏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이 모

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또 다른 실천의 윤리인 ‘돌봄의 윤리’를 통해 이 험난

한 땅에 진정한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III. 돌봄 윤리의 실천

돌봄은 인간이 가치 있게 존속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 윤리로 인간의 

가치를 격상시키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덕 행위 지침으로서 덕 윤

리에 포함될 수 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 방점이 찍히는 ‘돌봄 윤리’는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서도 인식이 되는 만큼 인간뿐만 아니라 자

연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함의에서의 돌봄 윤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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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원적인 재건을 요구하는 급진적 윤리”(헬드 46)로 조안 트론토(Joan 

Tronto)는 도덕적 이상으로서 이를 바라보며 “최상위의 사회적 목표”(175)라 언

급하고 사라 러딕(Sara Ruddick)은 돌봄에는 “서로가 상대를 재창조하는 상호작

용이 존재한다”(21)고 본다. 돌봄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중히 여기는 페타 보덴

(Peta Bowden)은 돌봄이 “개인들 간의 관계를 존재론적 필요성 혹은 잔인한 생

존을 넘어서는 그 무엇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는 윤

리적으로 중요한 방식을 표현한다”(1)고 언급한다.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에서는 라투어 주교가 보여주는 호혜적인 돌봄의 실

천이 인간의 나약한 의지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

엇인지에 대해 숙고하게 하고 인간 상호 간의 목표와 가치를 격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며 돌봄의 의미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먼저, 라투어 주교의 돌봄을 받

는 인물인 멕시코인 막달레나는 자신을 위한 돌봄을 실천할 수 없는 폭력적인 가

정환경에서 살인마 남편인 벅에 종속되어 살다 라투어 주교와의 우연한 조우에 

감화되어 자신의 의지로써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다. 이후 그녀는 수녀들과 함

께 지내며 부엌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때 그녀는 생애 최초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돌봄의 관계가 “신뢰와 상호배려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전제”(헬

드 255)할 때 그녀가 라투어 주교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이처럼 일생일대의 큰 

용기를 얻어 탈출을 감행한 행동은 덕을 실천하는 그의 삶을 신뢰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돌봄이 깃든 덕의 긍정적 교정의 힘을 보여준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옷은 넝마처럼 찢겨 있었고 다리와 얼굴 심지어 

머리까지도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서 사제들은 그녀가 전날 밤에 자신들의 목

숨을 구해 주었던 그 여자라는 사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뻔했다. 

She was brought in, her clothing cut to rags, her legs and face and even her 

hair so plastered with mud that the priests could scarcely recognize the 

woman who had saved their lives the night before. (70) 

뿐만 아니라 이는 그동안 나약했던 막달레나가 최초로 단호함을 보이고 자신의 

강한 의지로써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이기에 그녀의 지적인 덕(intellectual 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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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덕적 덕(moral virtue)을 부각시킨다. 막달레나는 그동안 벅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임을 알았지만 그를 이겨낼 만큼의 강인한 의지와 정신이 없었던 탓

에 라투어 주교를 만난 이후 자신의 나약했던 삶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그에 대

한 도덕적 끌림으로 자신의 곤경을 인식하여 용기를 낸 것이다. 이를 아리스토텔

레스 식으로 볼 때 그녀의 이러한 실천적 지혜는 “행동을 잘 해내는데 필요한 지

적인 덕”(Zyl 10)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돌봄의 덕이 갖는 상호이익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그녀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덕을 찾고 스스로 덕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녀는 이제 사랑으로 변화된 적색의 홍조를 띤 예쁜 모

습으로 그녀의 손과 어깨에 앉은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먹이는 행복한 모습을 보

인다. 

선의에서 행해지는 돌봄에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감수성이 깃들게 된다. 

“잘 돌보는 것이 도덕목표가 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돌봄 관계는 도덕적 필수요

건이다”(헬드 125). 멕시칸인 사다(Sada)는 인종적, 민족적 차별을 자행하며 정

의를 무시하는 미국인 스미스 가정의 노예로 그들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여 어

느 추운 겨울날 라투어 주교를 찾아온다. “배고픔보다 더한 무력함의 절대적 징

후는 없다”(코니한 30 재인용)는 점에서 이런 사다의 종교적인 열망은 생존 욕구

를 넘어선 고결한 감정이다. 그녀는 오랜 노예 생활 탓에 19년 만에 성모마리아 

상을 마주하고 기쁨에 겨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비록 신발도 제대로 

갖춰 신지 못한 채 누더기 차림에다 그간 못 먹은 듯 마른 몸을 하고 있지만 그

녀에게 있어 성당 제단 위의 물건들은 실제 음식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준

다. 그녀에게는 성모 마리아가 “음식이자 옷이며 침구이자 어머니”(217)와 같은 

상징적인 존재로 성모 마리아를 대면한 후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그간 개척 활동

에 지친 라투어 주교의 쇠약해진 마음에도 큰 위로를 주고 돌봄의 신성한 사랑을 

극대화시킨다. 사다는 이 작품에서 스스로 실천적 지혜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종

교적 신념을 구현하고 광범위하게 돌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

다. 그런 그녀를 보며 라투어 주교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고결한 생각이 칼에 

찔리듯 자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관통”(217)하는 느낌을 받는데 이는 그를 초심

으로 돌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이곳 뉴멕시코에서 성직자로서

의 의무감을 넘어 진정한 돌봄인으로서 다시금 “정신적인 재생”(Dooley 13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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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라투어 주교는 그런 사다에게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은메달을 성부의 

축품이라 말하며 건넨다. 돌봄의 덕이 빛을 발하는 이 작은 은메달은 “그녀가 혹

사당해 지칠 때 그녀의 정신을 고양시켜주길 바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

다”(Sevick 199)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오, 성모 마리아의 성스러운 마음이여! 그녀는 주교 옆에서 중얼거렸고, 그는 그 이

름이 그녀에게는 음식이자 옷이며 친구이자 어머니임을 느꼈다. . . . 너희 중 가장 

낮은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되리니. 이 성당은 사다의 집이고 라

투어 주교 자신은 그 안에 사는 하인이었다. 

O Sacred Heart of Mary! she murmured by his side, and he felt how that 

name was food and raiment, friend and mother to her. . . . And whosoever 

is least among you, the same shall be first in the Kingdom of Heaven. This 

church was Sada’s house, and he was a servant in it. (217)

이처럼 사다를 통해 라투어 주교가 감화되는 것은 사다가 전해주는 덕에 기반하

여 그가 정서적 감수성을 재충전한 것으로 “윤리적 돌봄은 . . . 타인의 고통에 

의해 생긴, 타인의 요구를 인식함으로써 촉진된다”(에드워즈 211)는 점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이는 그녀가 라투어 주교의 내면에 진정한 공감을 통한 “도덕적 

끌림”(에드워즈 211)을 만들어내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라투어 주교가 실천하는 돌봄은 인간 개개인을 넘어 자연이며 인디

언들이 행하는 돌봄의 의미로까지 연계된다. 그가 직접적으로 자연으로부터 돌

봄을 받는 경험은 입술 동굴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하신토의 도움으로 폭설과 강

풍을 피해 입술 동굴에 들어가 물의 생명력에 귀를 기울이며 자연의 덕이 갖는 

신비로운 힘을 온몸으로 느낀다. 이는 라투어 주교가 자연의 돌봄을 받는 행위로 

그는 오랫동안 장엄하게 흐르는 강물 소리가 나는 이곳 바닥 틈새에 귀를 대고 

누워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소리 중 하나”(130)를 듣는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 

그리고 이때 그를 보호하고자 하신토가 몸소 실천하는 배려를 통해 라투어 주교

는 “조용히 눈을 감고 왜 하신토가 잠도 안자고 자신을 지키는지 궁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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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1)고 말하며 그의 절제된 기질적 덕과 돌봄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그리고 그는 하신토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지 않는 진일보한 자세를 보

이며 이상적인 인격 모델이 되어간다. 

라투어 주교는 하신토에게 그의 생각이나 신념에 대해 거의 묻지 않았다. 그는 그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유럽인의 문명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 인디언에게 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의 오랜 전통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언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당 생각

했다. 

The Bishop seldom questioned Jacinto about his thoughts or beliefs. He 

didn’t think it polite, and he believed it to be useless. There was no way in 

which he could transfer his own memories of European civilization into the 

Indian mind, and he was quite willing to believe that behind Jacinto there 

was a long tradition, a story of experience, which no language could 

translate for him. (92)

돌봄을 하나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나바호족 유사비오(Eusabio)는 라투어 주

교가 자신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가능한 간섭을 하지 않고 그가 환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비록 그의 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라투어 주교는 훗날 유사비오의 돌봄에 대한 좋은 기억 덕분에 “그

의 소진된 정신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림 같은 진정한 휴식처”(Sevick 199)를 

찾을 정도이다. 라투어 주교는 자신과의 선교 여행에 동행한 유사비오가 하나의 

자연 풍경처럼 최소한만을 먹고 어디서든 잠을 청하며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

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이런 유사비오는 환경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는 

인물로 자연의 도움을 받은 후에도 자연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 . . 라투어 주교는 백인들이 어떤 풍경을 자신의 방식대로 바꿔 만들거나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것(적어도 자신의 여행을 추억정도로 남기려고 하는 것)

과는 다르게 어떠한 것도 방해하지 않고 마치 물속의 물고기나 대기를 나는 새처

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 원주민의 방식이라 판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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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ather Latour judged that, just as it was the white man’s way to assert 

himself in any landscape, to change it, make it over a little(at least to leave 

some mark of memorial of his sojourn), it was the Indian’s way to pass 

through a country without disturbing anything; to pass and leave no trace, 

like fish through the water, or birds through the air. (232-33)  

여기서 유사비오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자연에 대한 그의 “도덕적 격위(moral 

standing)”(황경식 2015 56)의 일환으로 그는 인간과 자연은 물론 자신에게로까

지 환원되는 이상적인 덕을 실천하는 원시안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풍경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인디언들의 삶의 방식은 나바호족의 집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들의 집은 주위 배경에 맞게 모래와 버드나무 

가지로 지어진 것이다. 이런 나바호족은 또 백인들이 파준 우물보다는 선조들의 

돌층계와 샘을 유지하고 이용한다. 이에 라투어 주교는 그들이 관습을 존중하는 

정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들의 절제된 생활방식에 감화된다.   

그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재배열하고 재창조하려는 유럽인의 욕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보였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재능을 활용했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풍경에 그들 자신을 맞추고자 했다. 

They seemed to have none of the European’s desire to ‘master’ nature, to 

arrange and re-create. They spent their ingenuity in the other direction; in 

accommodating themselves to the scene in which they found themselves. 

(233)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정의로운 행위이자 절제하는 행위로 이러한 습관

화된 행동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호혜

적인 돌봄의 덕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라투어 주교가 선교 활동을 꾸준히 행하면서 원시 자연을 경험하며 원주민들

이 자연과 합일하여 살아가는 모습에 감화되는 에피소드는 아코마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라투어 주교는 아코마족이 바위에서 태어나 바위에서 죽는 것은 물론 

뜨거운 태양에 노출된 집들에도 만족하며 욕심 없이 사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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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코마족들은 신선한 빗물로 그들의 물탱크를 채우고 마시는 물은 그들만의 

비밀의 샘에서 길어다 먹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아코마족들을 “바위 

거북이”(103)로 여기며 그들을 보고 “마치 자신이 바다 밑바닥에서 태곳적 생물

들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100)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돌봄 윤리는 집단을 결속시키는 힘이 있어 실천의 가치가 빛나는 영역이다. 

이는 인간 사이의 연계성에 기여하며 개인의 도덕성을 최고조로 고취시키기도 

한다. 올리바레스가 보여주는 돌봄 윤리는 라투어 주교가 황량한 산타페에 대성

당을 짓는데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최고의 돌봄과 도덕으로 안내하

는 역할을 한다. “신뢰는 돌봄관계의 특징”(헬드 89)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배양된 신뢰가 라투어 주교로 하여금 이곳과 조화를 이루는 대성당을 

축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게다가 “특별히 고딕 성당은 . . . 고양된 사람들을 상

징하는 최고의 예술적 형태”(Kephart 78)라는 점에서 라투어 주교가 짓게 되는 

이 대성당은 그가 이 작품에 덕 윤리의 최고 상징물을 짓는 것과 진배없는 고결

한 행위가 된다. 결국 돌봄 윤리를 통한 대성당의 성공적인 건립으로 인해 라투

어 주교는 삶의 끝자락에서 유사비오를 포함한 동료들에 둘러싸여 성당의 높은 

제단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재생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때 미국인 가톨릭 신자들

과 멕시코인들 모두가 계급을 떠나 진심으로 라투어 주교를 경배하고 있어 그가 

그동안 뉴멕시코에서 유덕한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여 공동체와 진정으로 화합을 

이루었음을 증명한다. 이처럼 인간의 상호성을 요하는 “돌봄관계는 커다란 사회

를 뒤받쳐주는 가족과 우정으로 만들어지는 작은 사회를 만든다”(헬드 90). 이제 

이들은 라투어 주교를 통한 상호간의 돌봄의 실천을 통해 흡사 가족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 하나의 작은 사회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캐서

의 교회가 “문화적 다원주의를 보여주면서 이념적으로 중요성을 띤다” (Reynolds 

157)는 언급처럼 여기서 대성당은 뉴멕시코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과 수용

의 의미를 지니며 이 작품이 보여주고자 하는 덕 윤리의 총체가 된다.  

돌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좌표축으로부터 벗어나 타자의 좌표축으로 이동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돌보는 행위를 할 때, 우리는 타자의 관점을 고려하며, . . . 그

의 객관적 결핍사항 또한 고려한다. (에드워즈 재인용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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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을 쌓는다는 것은 수양의 결과를 지칭한다”(황경식 2012 42)는 점에서 이 

대성당은 라투어 주교의 수양의 최고봉으로 그동안 그가 보인 타인에 대한 순수

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충만해져 만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덕에 다다랐음을 증

명한다. 나아가 라투어 주교가 보이는 관용의 덕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를 수

도 있지만 상대가 옳고 내가 그를 수 있다는 지적인 겸손에서 나온다”(황경식 

2015 99)는 점에서 덕 윤리의 고일한 비전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그를 둘러싼 

공동체와 타인의 삶을 행복한 삶, 다복한 삶, 평화로운 삶에 성공적으로 이르도

록 추동하고 있다.   

IV. 나가며

덕이란 선이 수반된 실천의 원리로 인간의 진정성이 깃든 수양과 실천을 통해 

구현되는 영역이다. 본 논문에서는 규칙과 강제가 동반되는 의무 윤리의 개념보

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선, 유덕한 성품, 성숙, 공동체, 정의, 행복 등의 

목적론적 관점을 위시하여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식 윤리와 돌봄 윤리를 고찰

함으로써 덕 윤리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덕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존재 지속의 욕구를 넘어 보다 고차원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

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덕 윤리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의 문제를 

음식, 자연, 환경, 종교, 돌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그 의미적 

탄력성으로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지혜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음식의 섭취는 자기보존의 행위이자 동시에 자연의 긍정이며 진정한 향유의 

행위”(임홍빈 40)로 음식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훌륭한 방법”(코니한 

28)임을 고려할 때 식 윤리로써 덕 윤리를 살피는 일은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이 작품에서 고된 성직을 수행하는 라투어 주교와 바이양 신부가 인디언, 멕시

칸, 부덕한 사제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연회와 식사를 하는 모습이나 여

타의 음식 에피소드를 통해 식의 실천으로써 덕을 보여주는 행위는 유덕한 행위

가 된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사회적 결합으로서의 생명 강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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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과 포용의 의미를 지니므로 문화상대주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인류애와 종교적 덕을 실천하는 일환이 되기 때문이다.

도덕적 질서가 없어 혼란스러운 뉴멕시코에 파견된 라투어 주교는 토착민들인 

인디언들이 서로 적대하는 현실과 종교적인 혼란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그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돌봄 윤리의 실천으로써 화합과 통합을 시도한다. 그는 아리스

토텔레스가 “짐승의 삶”(프라이어 243)이라고 말한 먹고 마시는 쾌락적 탐닉의 

삶을 사는 부덕한 사제들이며 사회에 위협적인 인간들에게서 토착민들과 멕시코

인들을 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까지도 구제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

디언들이 자연을 부모로 여기며 섬기는 태도에 감화되는가 하면 오히려 그들의 

덕에 은혜를 입기도 하며 성직자로서 보다 성숙에 이르는 덕을 체화하게 된다. 

라투어 주교는 이 작품에서 비록 우위적 위치에 있는 사제이지만 그들과 평등한 

눈높이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나누며 상호보완적인 돌봄 윤리를 실천함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재생까지 경험한다.  

“돌봄에는 도덕, 문화,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전례 없는 신인류를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타인과 협력해가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유례없이 진일보된 잠

재력이 있다”(헬드 70 재인용). 라투어 주교는 38년간 뉴멕시코에 유럽식 복음

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작게는 동료인 바이양 신부와의 ‘상호 존중’의 돌봄 윤리

를 실천하고 크게는 인디언들과 멕시코인들에게 모성역할(mothering)에 맞먹는 

부성역할(fathering)을 실천하며 막달레나와 사다와 같이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

들을 직접적으로 구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총체적 덕의 실행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산물인 미디 로마네스크 대성당을 산타페에 건립함으로써 인

류의 공존과 과거와 미래의 화합 나아가 덕 윤리의 지속가능성의 장을 마련한다. 

이는 라투어 주교가 뉴멕시코 험지에서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조화를 고루 갖춘 고결한 삶을 산 증거이다. 인간을 

교정할 수 있는 덕에 주목한 필리파 풋(Philippa Foot)이 “덕은 실제로 의지와 

관련된다”(7)고 한 점에 기대어 볼 때 이처럼 라투어 주교가 뉴멕시코에서 실천

한 돌봄의 덕은 그의 유덕한 의지와 인류애가 이곳에 진정한 행복과 화합의 덕을 

전파하였음을 증명하며 덕 윤리의 광범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에서 라투어 주교가 실천하는 덕은 내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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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옳을 수도 있다는 진정한 자기이해에서 나오는 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절반을 환경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뉴멕시코에서 보내며 관용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의식을 갖춘 유덕한 실천자이자 

윤리의 모범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덕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즉 삶의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소유해야만 하는 성품”

(장동익 66)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성공적인 삶을 산 성직자인 라투어 주교는 현

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도 공존, 돌봄, 절제, 선, 배려, 생명 존중, 사랑, 행복 

등의 포괄적인 의미가 담긴 덕 윤리의 지표가 되어 보다 나은 현대 사회와 인간 

삶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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