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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의 삶과 신념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법과 종교적 신념 때문에 기꺼이 

사형을 선택한 성인 토마스 모어 - 『유토피아』에 나타난 

이상 사회의 전망 속에서 그의 올곧은 생을 오버랩해 본다.



오인영

토마스 모어의 생애 

토마스 모어의 ‘침묵’에 담긴 의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읽기 - 인물 및 문제

토마스 모어의 사상이 지닌 근대성

역사학자. 고려대 역사연구소 교수.  

저서  『개화기 한국과 영국의 문화적 거리와 표상』  

『개화기 한국 관련 구미 삽화신문 자료집』 등



제목 :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의 삶과 신념

강사 : 오인영 (고려대 역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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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학자이자 사회철학자. 르네상스의 영향 

속에서 인간을 신의 섭리에 의해 운명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행위하고 스스로 의지하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주요 저작으로 『유토피아』  『우신 예찬』 

등이 있다.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영국 국교회의 수장)와 대법관

을 지냈다. 어린 토마스 모어를 시동(侍童)으로 삼았고 

모어에게 학문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존 모턴(John Morton, 1420~1500)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질적 공리주의 이론을 

전개하였으며, 정치학, 경제학, 논리학, 윤리학 등 

방대한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공리주의자 

벤담의 제자이기도 하다. 저서는 『공리주의』  

『자유론』 등이 있다. 

존 스튜어트 밀(1806~1873)



토마스 모어는 영국에서 당대 최고의 지위에 

올랐음에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을 택한다. 

토마스 모어는 존 모턴 밑에서 공부하고 기숙하면서 

일찍부터 사회적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평민 출신의 토마스 모어는 뛰어난 능력으로 국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족하지 못한 토마스 모어는 

법학원(Inn)에 진학한다. 

토마스 모어는 공부는 법학원에서 하되 나머지 

시간은 카르투지오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보낸다. 

수도원 생활 이후에도 그는 한평생 거친 모직물로 된 

수도사 내의를 입고 지냈다. 

토마스 모어는 자신이 높은 지위에서 육체적 

편안함만을 좇게 될 것을 경계하여 수도사 내의를 

입음으로써 정신의 긴장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공정으로서의 법률

법은 엄격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할 때 비로소 힘을 낸다. 

 

『유토피아』(Utopia, 1516) 

토마스 모어의 저작이자 그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  

‘유토피아’는 저서 『유토피아』에 등장하는 상상의 

섬 이름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뜻하며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토마스 모어는 개인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면서도 언제나 자신의 능력이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할 것으로 여겼다. 

 

헨리 8세(Henry Ⅷ, 1491~1547) 

잉글랜드 튜더 왕조의 왕이었으며 당시 로마 교황의 

권한 아래 있던 가톨릭 교회가 왕과 왕비 캐서린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자 영국 국교회를 설립한다. 

 



헨리 8세의 이혼과 관련하여 토마스 모어는 그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다. 

토마스 모어의 침묵은 왕의 이혼이라는 사태에 직면해 

‘도덕적 무게’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런던 탑(Tower of London) 

영국 중세의 대표적 성채이며 설립될 당시에는 수도 

방비와 감시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고문과 처형이 이루어지는 감옥으로서 

기능하였다. 

 

토마스 모어는 왕의 이혼을 통해 새로 맞이하는 앤 

왕비의 소생이 왕위 계승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령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런던 탑에 

투옥된다. 

토마스 모어는 끊임없는 왕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법령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고, 이런 도덕적 

침묵의 무게는 헨리 8세를 크게 압박하였다. 



헨리 8세는 토마스 모어를 반역죄로 기소하고 

논리적으로 그를 굴복시키려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만다. 

검찰 총장이었던 리처드 리치는 공개 법정에서 토마스 

모어에 대한 위증을 함으로써 모어는 현장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처형된다. 

리치의 물음 : “의회가 나를 왕으로 임명한다면 당신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는가?” 

모어의 답변 : “의회가 인정한다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

할 것이다.” 

모어의 반문 : “의회에서 하나님을 사탄으로 규정한다

면 당신은 그 결정을 따를 것인가?” 

토마스 모어의 이러한 신념은 ‘왕은 만인 위에 있으나 

하나님과 법의 아래 있다.’ 말에 잘 드러난다. 

 

리치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어에게 반대의 의미를 

내포한 질문을 하고 차후 이를 반역의 증거로 



내세운다. 

“나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내버려두라.” 

리치의 위증으로 토마스 모어는 반역죄로 런던 탑에서 

처형당하게 된다. 

토마스 모어의 최후 진술

“내가 탑에 갇히면서까지 밝히지 않은 내 내면의 

모습을 보여줄 리 있겠는가? 나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다.” 

 

『유토피아』에 담긴 핵심 메시지

‘네 생각이 정말 네 생각인지를 물어보라!’ 

소설 『유토피아』의 등장인물 

토마스 모어, 피터 힐데스(네덜란드의 휴머니스트), 

라파엘 히에로다에우스(항해자, 철학자) 

 

작중 화자 토마스 모어의 의견이 저자 토마스 모어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인클로저 (enclosure) 

양모 생산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서 토지를 사유화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 

이러한 인클로저는 농가의 황폐화와 빈곤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많은 면에서 유용하고 그에 비교하여 

우리 제도를 성찰해 볼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작중 인물들을 통해 

제기한 영국 사회의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작가 자신의 강력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의 분신인 등장인물 히에로

다에우스와 모어의 대화를 통해 당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며 볼 수 있게 한 작품이다. 

토마스 모어가 제기하는 질문 

①사유재산 제도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②절도죄를 오로지 경제 문제로서만 볼 수 있는가? 

③누군가가 절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토마스 모어는 절도죄를 형법이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로 다룬다. 

 

카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과학적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이다.  

 

토마스 모어의 근대성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는 점에 있다.  

사회 문제에 대한 당시의 처방은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되었다. (개인의 교화) 

토마스 모어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회의 제도와 질서를 고쳐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 사회의 가난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의해 

제도를 개혁함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 

사회는 자연적인 소여물이 아니라 인공적인 

구조물이므로 인간의 의지에 의해 고칠 수 있다. 

토마스 모어는 중세 수도원의 이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카를 카우츠키(Karl Kautsky, 1854~1938) 

독일의 역사가이자 경제학자이며 사회민주주의 

이론가였다. 마르크스, 엥겔스와 친분을 유지했고 

마르크스주의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자본 증식의 논리에 의해 한 사회가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 

→ 사유재산 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토마스 모어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 

토마스 모어가 자본 증식의 논리를 거부하는 바탕에는 

중세 가톨릭적 이상이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 

이탈리아의 가톨릭 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관념론적 요소를 기독교에 적용시켜 신학을 

집대성하였다.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이는 재화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가난한 이웃의 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 

경제 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과적으로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토마스 모어는 중세 가톨릭의 경제적 윤리 감각을 

가지고 사유재산 제도를 비판하였다. 

사회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교화가 아닌 사회 질서와 제도를 고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토마스 모어의 

근대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토마스 모어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자신의 능력을 공공의 것으로서 여겼다. 

헨리 8세의 이혼과 관련하여 토마스 모어의 침묵은 

도덕적 무게의 상징성을 지녔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작중 인물들을 통해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보여주었다. 

토마스 모어의 사상이 지닌 근대성은 제도를 통한 

현실의 개혁 가능성과 사회의 문제를 대하는 비판적 

태도에 있다.



1. 영국의 법학자이자 사회철학자로, 르네상스의 영향 하에 인

간을 신의 섭리로 운명 지어진 존재가 아닌 사회적으로 행위하

고 스스로 의지하는 존재로 이해,  『유토피아』(Utopia)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인물은?

(1) 존 스튜어트 밀    (2) 프랜시스 베이컨

(3) 토마스 모어        (4) 존 모터

2. 당대 사회의 병폐를 비판하고 이상적 국가를 그린 서양의 고

전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의 생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그는 헨리 8세의 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2) 그는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다.

(3) 그는 수도원 생활 이후에도 한평생 거친 모직물로 만든 내의

를 입고 지냈다.

(4) 그는 자신이 높은 지위에서 육체적 편안함만을 좇게 될 것을 

경계하여 정신의 긴장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3. 영국의 법률가이자 사회철학자·가톨릭교회의 성인인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제기한 질문

으로 보기 힘든 것은?

(1) 대부분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

은가?

(2) 사유재산 제도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3) 절도죄를 오로지 경제 문제로서만 볼 수 있는가?

(4) 누군가가 절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이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1. (3)   2. (2)   3. (1)



강의 보기 

http://en.wikipedia.org/wiki/File:Hans_Holbein,_the_

Younger_-_Sir_Thomas_More_-_Google_Art_Project.jpg

지식 노트 

http://en.wikipedia.org/wiki/File:Hans_Holbein,_the_

Younger_-_Sir_Thomas_More_-_Google_Art_Project.jpg

퍼블릭 도메인

http://en.wikipedia.org/wiki/File:John_Stuart_Mill_by_

John_Watkins,_18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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