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교육센터 http://www.civiledu.org제목제목제목제목:::: 샌델에 대한 학자들의 논문들 발췌요약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의 보충강의교안.(‘ ’ )발췌요약자발췌요약자발췌요약자발췌요약자:::: 이한괄호 안은 발췌요약자의 논평이나 덧붙인 말( )아래 논문 발췌본들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염두에 두면 좋을 듯 합니다.생각해볼 점생각해볼 점생각해볼 점생각해볼 점....정의란 무엇인가 의 많은 독자들이 다음의 사례에 대한 샌델의 논의가 진정으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샌델이 자신의 공동체주의를 드러내놓고 옹호하지.않고 간단한 사례별 직관에 의존해서 독자들을 슬그머니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음 각 사례에 대한 샌델의 논변과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샌델이 자유주의적 논변이 이와,관련해서 잘못되었다고 든 논거는 무엇인가 독자가 생각하는 타당한 추론과 결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위 책을 더 풍부히 읽는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허리케인 찰리와 가격폭리처벌법은 정의로운가1. ?전투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상이군인훈장을 받을 수 없는가2. ?켈리를 응원단에서 쫓아낸 결정은 부정의한가2-1. ?금융위기에 일조를 한 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은 정당화되는가 그 회사들의 보너스 파3. ?티는 잘못되었는가?징집 대리인 면제 모병제를 정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4. , ,는가?(112)소수집단우대정책 적극적 차별조치 를 시행하는 대학에 대한 드워킨의 논변의 패러디에5. ( )서 샌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러한 샌델의 조롱은 올바른가 이 문제를 기부, ?금입학제도 일부 정원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입학생 선발 를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거부할( )수 있는지를 살피면서 논하자.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죄나 개인으로서 공동체의 도덕성에 대한6. ,책임감을 무력화시키는가?샌델이 연대 형제애 의 의무라는 특수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의무에 대한 설명이 자유주7. ( ) ,의적 정의관에 대한 올바른 반박인가 샌델이 든 다음 사례를 생각하면서 논해보자 단지? . (개별 사례 자체에 대한 논평만에 함몰되지 않고 샌델이 든 사례 자체가 정치적 정의관에, ‘서 도출되는 보편적 의무와 관련된 자유주의의 주장과 애초에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보자 또한 샌델이 든 사례들에 대한 개인 차원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그.러한 결정에 무엇을 참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자. )가족의 의무- 폭격기 조종사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고향 폭격 거부-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만 딱 구해서 수송하기- 자기 나라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막는다거나- ,국산을 사라는 주장에 도덕적 근거가 있을까.부정의한 노예제를 옹호하는 남부의 고향을 그래도 내친척 내자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



에 북부와 전쟁을 하면서 충직해야 할 곳으로 생각한 로버트 리의 사례형제를 지키는 사람들 벌저 형제 유나바머- ( , )성인 오락물 낙태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자유주의8. , ,적 공적 이성에 의한 제한 또는 자유주의적 중립성에 대한 샌델의 비판은 타당한가 오바, ?마의 연설에서 드러난 것처럼 법이란 공적 이성을 넘어서는 범위에까지 지침을 이야기하는,각종 종교나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음미한 후 제도화한 것이어야 하는가( ) ?낙태의 권리에 관한 자유주의적 주장을 샌델은 제대로 요약하였는가 낙태 사례를 자유9. ?주의적 중립성에 대한 반례로 드는 것은 타당한가?동성혼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샌델이 실질적 근거 로 가치를 직접 다루어야지 형식적10. ‘ ’ , ‘인 권리 를 논거로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가’ ?샌델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판단 선에 대한 판단 과 올바른 사회 제도란 무엇11. ( )인가에 대한 판단 옳음에 관한 판단 이 같은 차원의 것이라 논한다 즉 후자에 관한 판단만( ) . ,으로는 아무런 결론을 낼 수 없으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화국은 전자에 대한 논의를 계속치열하게 하고 정치가 도덕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 희. ‘ ’, ‘망찬 기회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 치열한 논의의 귀결은 무엇인가 샌델이 생각하는 회피’ . ?하지 않는 진짜 존중은 강압과 배타성을 피하면서 어떻게 입법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 ’ ,가 가능한 한 가지의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라는 종교가 가치가 없다? ? ( X고 생각하면서 비배타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가 그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가 도덕적 이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가 그럴 경우 상호 존중의 토대가 강화되는 한 가지 사례를?생각해 볼 수 있는가?제목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가치의 객관성제목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가치의 객관성제목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가치의 객관성제목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가치의 객관성: < , , Liberalism, Community, and the: < , , Liberalism, Community, and the: < , , Liberalism, Community, and the: < , , Liberalism, Community, and theObjectivity of Values>Objectivity of Values>Objectivity of Values>Objectivity of Values>저자저자저자저자: Charles Fired: Charles Fired: Charles Fired: Charles Fired출처출처출처출처: Harvard Law Review, Vol. 96. No. 4 (Feb, 1983), pp. 960-968.: Harvard Law Review, Vol. 96. No. 4 (Feb, 1983), pp. 960-968.: Harvard Law Review, Vol. 96. No. 4 (Feb, 1983), pp. 960-968.: Harvard Law Review, Vol. 96. No. 4 (Feb, 1983), pp. 960-968.I.샌델의 책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은 샌델이 의<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무론적 자유주의 이라고 칭하는 주요 개념과 논변에 대한 비판적”(deontological liberalism)인 검토다 샌델은 자유주의가 그 전망은 결함이 있고 그 포부는 불완전하다 고 평한다. “ , ” .그는 자유주의의 주된 정리 가 그릇되고 모순된 것이라고 논하며 자유주의(theorem, ) ,定理는 그 자체의 기준에서 보아도 결함에 차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도덕적 경험에“대한 설명이 되기에는 결함이 있다 자유주의 자신의 기준에서 자유주의는 덜 해방적이고.덜 권능을 부여하는 교의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특성이 결여된 것이다 고 한다 샌델은 자, ” .유주의를 공동체의 보다 광대한 가치의 관념을 강조하며 공동체가 도덕적 주체를 만드는,핵심이 되는 전망으로 바꾸고자 한다.샌델의 주된 타겟은 롤즈다.샌델은 자유주의 전통의 근본적인 구분은 옳음과 좋음 사이에 놓여 있고 옳음이 좋음에II. ,우선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라고 한다 칸트는 선험적 자아의 것인 도덕 법칙은 우연적 여건.



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했고 롤즈는 형이상학적 흔적을 지우며 같은 개념을 구축하려 했다.샌델은 롤즈의 가상적인 원초적 입장을 자세히 검토하는데 전통적인 롤즈에 대한 논자들,과는 달리 두 원칙 자체나 롤즈의 전제로부터 두 원칙의 도출과정 자체를 문제삼기보다는롤즈 이론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샌델이 생각했던 부분을 공격한다 그것은 바로 롤즈가 생.각하는 자아는 무연고적 자아이며 칸트의 변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롤즈가 칸트랑 다른.유일한 점은 롤즈는 그 자아들에게 인간 여건 심리 그리고 욕구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만, ,을 더 허용해줬다는 점에 있다 샌델은 그러한 자아관은 인간이 자신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훼손하게 된다고 한다 옳음의 우선성은 근본적으로 이 자아를 인지적으로 무.능하게 만든다 철학적 반성은 우리가 우리자신이게끔 하는 바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일 수.없다고 한다 롤즈가 주장하는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은 선택되는 대상에 대한 선택 여.건의 우선성이 개인 통합성의 기반이라는 소리라고 한다 그런데 가장 심층적인 가치를 선.택한다는 롤즈의 관념은 말이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바로.이들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선택의 기준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샌델은 현실에서 우리가 내리는 구체적인 선택과 정치. (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선택 사이의 구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라는 사람은. A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가치가 가장 심층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 라는 사람은 한나라당이. B주장하는 가치가 가장 심층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라는 사람은 한나라당을 찍지. A않을 것이며 한나라당이 하는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상대, . .방의 주장이 가치 없고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와 가 모두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 A B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롤즈가 천착한 문제이고 이것을 구성하기 위한 장치가 원초적? ,입장이다 샌델은 그걸 라는 사람이 이미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 B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라는 사람은 여당을 비판하는 표현은 도. B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그의 깊이 속박된 연고다 이것을 도외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그의 연고는 여당을 비판하는 표현이 나쁘다 는 이해를 이. ‘ ’(bad)루고 따라서 여당을 비판하는 표현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옳게끔 하는 하나의 논거가 된다, ‘ ’는 소리다 어처구니가 좀 없다. )샌델은 또한 이렇게 자유주의의 자아관이 빈약하기 때문에 공동체관도 빈약하게 되어버렸다고 한다 자유주의에서처럼 래디칼하게 분리된 자아 다원적인 개인들의 전제 하에서는. ,공동체의 선은 정서적 으로만 파악될 수 있다 즉 각자가 자신들이 우연히 욕구하게 된“ ” . ,것을 만족하는 느낌을 갖는 것의 단순한 합산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롤즈의 고도로 재분배.적인 차등의 원칙은 극단적으로 과도한 공동체적 권리에 경도된 것이어서 그의 무연고적 자아와는 심각한 모순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샌델이 여기서 차등의 원칙을 고도로 재분배. ( ‘적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샌델이 롤즈의 재산권에 관한 논의를 불’extremely redistributive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분배는 분배를 다시 한다는 뜻으로서 시장의 작동에.의해서 일차적으로 점유하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인 권리를 이미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풍부한 공동체적 관념을 갖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걸 뺏기는 일 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내 것 이 아니라는‘ ’ . ‘ ’것 과 일단 내것이지만 공동체가 좋아 준다 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가족(A) , (B) .중 어느 한 사람이 어려워서 그 사람에게 돈을 보태주는 것 은 일단 내 것이지만 주는 것(B)이다 그러나 동업자들 사이에 투자로 인해 발생된 수익을 분배하는 것 은 애초에 그 수. (A)



익이 확정적으로 누구에게도 귀속하지 않는데 적절한 몫을 결정하는 것이다 동업자들이 그.문제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는 몫이라는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동업자 명 중 직접 경영을. 3하고 금전출납기를 다루는 갑이 당연히 일차적으로 그 수익금을 점유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물리적인 사정이 그 수익금에 대한 갑의 권리를 우선적인 것으로 만드는 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롤즈는 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샌델은 로버트 노직이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에서 발전시켰던 롤즈에 대한 반< , >대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롤즈의 관념은 궁극적으로 재능 능력 성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 ,공동자산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롤즈는 이러한 성향들이 도덕적으로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기여하는 경우 외에는 그것으로부터 이점을 누릴 권리가 없다는점을 이유로 집단화한다 여기서 집단화 라는 용어도 샌델이 노직의 권리론을 암묵적으로. ( ‘ ’이 쟁점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니면 샌델은 재능 능력. , ,성향이라는 개인적 성향 자체 와 그러한 개인적 특성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협동적 과업(A) ,에 참여해서 생긴 산물 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브라는 사람이 야구를(B) .잘 하는 소질을 타고 났다 그런데 우연히 야구가 인기 있는 나라의 인기 있는 시대에 태. ,어나서 최고의 프로 야구 선수가 되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은 연봉을 벌어들인다 이 때. . ,누진세를 써서 그 사람의 연봉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걷는다 그러면 베이브라는 사람의.야구 재능이 집단화 된 것인가 거두어들이는 것은 야구와 관련된 거대한 산업에 참여하는‘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협동적 과업으로 생긴 산물 중 베이브가 일차적으로 점유하게 된것이지 베이브의 야구 재능 자체는 아닌 것이다 야구 재능 자체는 일신전속적으로 베이브.에게 계속 속한다 베이브는 언제든지 야구를 계속할 수도 있고 야구를 그만둘 수 있다 집. .단화된 재능이라면 베이브는 야구를 잘한다는 이유로 계속 야구를 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능 자체에 대해 공동체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둘을. .구분 못하는 것은 협동적 과업에 참여해서 일차적으로 점유하게 된 산물에 대한 권리를 확정짓는 구성적 방법 이외의 무언가 기계적인 자연적 방법이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생긴‘ ’다 예를 들어 울타리를 치면 내 것이라든가 합의해서 주기만 하면 내 것이라든가 침을 바. , ,르면 내 것이라든가 내가 우연히 주으면 내 것이라든가 하는 이상한 규칙들 말이다 이런, .규칙들을 전제하지 않으면 어떠한 산물도 그것에 재능을 투여한 인이 특정 비율을 주장할1수 있는 재산권을 미리 가진다고 말할 수가 없다. )노직은 이런 이유로 그런 특성들을 집단화하는 것은 의무론적 자유주의가 금지하는 바로그 방식으로 개인을 수단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샌델은 그리고 나서 비록 롤즈가 능력주의. ,적 자격 에 대한 권리에 대해 롤즈가 의문을 던지기는 했지만 그 대신 공동체(entitlement) ,의 자격 를 성공적으로 확립시키지는 못했다고 한다 공동체가 그런 자격을 갖(entitlement) .는다는 주장은 의무론적 자유주의가 활용가능한 것과는 다르고 그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공동체관을 요구한다고 샌델은 말한다 당연하다 롤즈는 공동체가 하나의 의인화된 인격으로. ( .서 그런 자격을 갖는다는 결론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샌델은 롤즈가 그런 결.론에 다다랐으면서 논거는 허약하다는 괴이한 해석을 하고 있다 노직의 반론은 이 문제를.다루는 정치철학자들의 대다수에게 있어서 설득력이 없다는 합의가 다 나와 있다 샌델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롤즈는공동체가 권한을 갖고 있고 노직은 개인이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자유주의는 이 둘 중 어느 한 쪽을 택하건 자의적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간다 참으로.거시기하다.)



로널드 드워킨 역시 옳음과 좋음 사이를 구별하며 그것을 법적 권리와 현대 사회 쟁점에,대한 분석을 조직하는 중심적인 도구로 채택하고 있다 샌델은 적극적 차별 철폐조치에 대.한 드워킨의 논의를 자유주의 이론을 구체적인 사회 이슈에 적용할 때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딜레마의 사례라고 보았다 드워킨의 역차별에 대한 논변은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빈약. (한 권리가 존중되는 한 구체적인 개인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개인을) ,활용하는 정책은 완전히 허용된다고 한다 샌델은 실제로 이들 권리들이 너무 빈약하고 그.로 인해 개인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넓은 이유는 바로 자유주의의 자아관이 면도날처럼 얇은 것이라고 한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적 비전에 따라 드워킨의 결론을 매도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주의적 논변 내에서의 변칙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샌델은 롤즈와, .드워킨의 자아관이 그토록 허약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론이 공동체에 부여할 수,있는 권한은 과도할 정도로 광범위하여 의무론적 자유론이 혐오의 대상으로 공언하고 있는공리주의와 동일한 외연을 갖는 지점까지 넓혀 놓는다고 한다 그리하여 래디칼하게 무연고.적 자아 그리고 옳음과 좋음 사이의 구분은 롤즈와 드워킨을 그들의 출발점이었던 자아의,불가침성과 래디칼한 분리성의 정 반대의 지점으로 보이는 공동체주의적인 방향으로 몰아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유주의를 래디칼한 분리성과 무연고적 자아의 불가침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어떤 사례에서는 공리주의와 동일한 외연을 갖.는다는 점은 전혀 참신한 주장이 아니다 특히 규칙 공리주의와는 비슷한 외연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권리가 우선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체의 선을 위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세기 건축양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주. 18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개축을 금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애초에 부동산은 그 소유자에.게 완전하게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각종 외부효과와 공공재성을 감안해서 활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두고 엄청나게 광범위한 공동체주의적 결론이라고 부른.다면 할 말이 없다.)샌델은 분배 정의와 사회 정책의 그 딜레마를 공동체와 공유에 대한 다른 관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그가 승인하는 종류의 공동체는 더 구체적이고 개인의 정체성과 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인은 특정한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결속을 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결속은 그의 도덕적 본성의 친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와 자연적 자산과 이점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용된다는 식의 분배의 의미에서의 공유가 아니라 농담 고취 이해에서 마찬가지로 공유로서 아무것도 잃을 게, , ,없는 식의 공유다 이 얼마나 낭만적인 희망인가 이것은 현실에서 보완적인 동기는 될 수. ( .있으되 정치철학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자연적 이점으로, .인해 생긴 이득을 정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그리하여 샌델은 롤즈주의적 자유주의의 두 원칙과 대비되는 자신의 두 원칙을 내어놓는다 첫째로 좋음은 단순히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성찰 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다. , (reflection) .둘째로 개인은 래디칼하게 분리되거나 개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그들의 역,할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현실의 개인들이 좋음을 그렇게 발견하고 공동체에서의 역할. ( ,이 개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명제는 자유주의 원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바다. )III.



샌델의 책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첫째로 그 책의 제목에서 언명하는 주제와 텍스트 내에서 수시로 언급되는 주제는 샌델,자신의 적극적인 입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논변은 정말로 의무론적 자유주의의.정의관의 한계 만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샌델은 자기자신의 온전한 이론 체계를 적극적으‘ ’ ?로 제시하지 않았다.둘째로 샌델은 대안적 전망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남겨 놓는,다 샌델은 특정한 공동체의 성찰에 의해 발견되는 공유된 선 에 의해 구성되. , (shared good)는 자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변하고 발전하고 이동하기도 하는 것. , ,같다 그러면 옛날 것이냐 새 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속박되거나 연결되거나만.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선택이라는 부분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새로운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과거의 이해와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개인의 정체성이 그의 물리적인 신체를 넘어서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까지확장된다는 샌델의 주장은 롤즈가 사람들 사이의 차이 를 이유로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하“ ”여 공감할 정도로 충분히 불명확하다 샌델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책임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는 정도와 종류까지 포함한 삶의 방식 이 개인 의 직설적인 의미에서 개인적 책임- “ ”라는 결론을 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responsibility) .셋째로 샌델은 의무론적 자유주의가 전적으로 선택되는 선에 대한 헌신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대안적 논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는 인간적 선을 탐.구와 성찰 확신의 대상으로 보는 자유주의의 견해에 매력을 느낀다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 .회 내에서 비속한 삶과 고귀한 성취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개인들이 가진다는 명제만큼이나 객관적으로 진리인 것으로 나에게는 보인다 소프트 포.르노 멜로드라마의 생산자보다 위대한 예술가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인진리라는 나의 확신은 후자가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면 얼마든지 거래할 권리가 있다는 나의확신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단순히 전적으로 선택된 선이라는 견해는 자유주의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개인주의를 주관적인 가치관에 연결시키는 것 또한 자유주의에 필수적이지 않다.좋음에 대한 관념은 수학이나 과학이 자아를 초월한 진리치를 가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자아초월적일 수도 있다 우리가 같은 견해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진리에 도달할 책임이 덜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따.라나올 이유는 없다 또한 왜 래디칼한 개인주의가 공동체의 선이 객관적인 선의 중요한. ,일부를 이룬다는 맞는 명제에 의해 위협을 받아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 .롤즈와 드워킨의 자유주의는 개인에 대한 조직화된 강제를 정당화하는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의와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논변은 제한된 자유주의 국가 덕택에 일.부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을 활용한 결과가 일부 객관적으로 다른 이들이 맞이한 결과보다 나쁘다는 점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칸트는 그가 권리의 침해. (infringement를 다루는 정의 와 덕 을 구분하면서 바로 이러한 종류의 객관주의of rights) (justice) (virtue)를 지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덕이란 비자발적인 주체에게 정의롭게 강제될(endorse)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하더라도 칸트가 덕을 덜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은 아,니다 선이란 개인이 그것을 자유롭게 좋음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는 생각은.기독교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각자가 선을 파악할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닥치대는 대. ,



로 상대방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덕을 강제하려고 하는 압제와 편협한 종교인 그리고 광신,자들에 대항하는 방어벽을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자유주의의 위대한 힘이다.샌델은 결국 자유주의가 중심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하여 자유주의가 갖는 힘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단지 계속 분리,된 개인이니 전적으로 선택한 선관이니 하는 허수아비를 수십년 동안 반복해서 격파하고,있다).



제목 에 대한 의 서평제목 에 대한 의 서평제목 에 대한 의 서평제목 에 대한 의 서평: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harles Lamore: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harles Lamore: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harles Lamore: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harles Lamore저자저자저자저자: Charles Larmore: Charles Larmore: Charles Larmore: Charles Larmore출처출처출처출처: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81., No. 6 (Jun, 1984), pp. 336-343.: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81., No. 6 (Jun, 1984), pp. 336-343.: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81., No. 6 (Jun, 1984), pp. 336-343.: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81., No. 6 (Jun, 1984), pp. 336-343.샌델은 자유주의의 한 버전만을 다룬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논의에 들어가면 자유주의를싸잡아 매도하고 있다 샌델의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라는 책의 가장 주된 단점은 그것. < >이 다른 자유주의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샌델은 우리의 개성이 부분적으.로 좋은 삶에 대한 관념에 대한 헌신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깨닫게 되면,우리는 정치 질서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이 더 실질적인 이상에 종속된다고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유주의에 특별히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선택지의 관점에서는 정치체제란 상이한 궁극적인 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잠정 협정 을 대변한다 이 체제는 상호에게(modus vivendi) .이득이 되고 자신이 헌신하는 가치를 평화롭게 추구할 수 있으며 다양성으로 인해 가치에,대한 우리의 감각 풍부하게 해준다 이 잠정 협정 모델은 우리가 정의에 대해 타산적인 이.이해관심이나 본질적인 이해관심을 결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타산적인 이해관심이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에 대해 충성하는 주된 동기라고 본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정치적 영역에.서 추상적인 정의의 으뜸성은 샌델의 용어로 구성적인 애착 을 보유한 개인의 이상과 양립“ ”가능하다 옳음은 정치적 영역에서 좋음에 우선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 .이 자유주의적 사상의 패턴은 로크 베일 흄 훔볼트 밀을 거쳐 오늘날에, (Bayle), , (Humbolt),까지 이르고 있다 그 전통은 공적 정치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질성을 강조하였다. “ ”( ) “ ” .그 전통은 오늘날의 다원적 사회에 특별히 맞추어져 발전된 것이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상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대안을 무시함으로써 샌델은 자유.주의가 처한 위기를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하였다.I.샌델은 왜 롤즈의 정의론에 깔려 있는 칸트적인 개인의 이상이 롤즈 이론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지에 대해 두 가지 논변을 제시한다 첫째로 샌델은 그 이상의 신빙성을. ,공격한다 정의론의 몇 구절에서 롤즈는 옳음을 정치적 영역에서 좋음에 우선하는 것으로.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아를 그것에 의해 승인되는 목적에 선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의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적 존재로 우리의 본성을 표현한.다고 한다 우리의 가장 고차적인 개인적 이상은 그렇다면 자유와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좋은 삶에 대한 관념이 특별한 의미에서 우연적인 것이, “ ”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닿게 된다 비록 자연적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제거할 수 없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바로 우리자신,이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이를 롤즈 그 자신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칸트적 해석 이. “ ”라고 불렀다 이 이상에 반대하여 샌델은 자연적이거나 사회적 여건에 의존적인 이 모든 특.성들을 순수하게 빼버린 자아 그리하여 그러한 특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자아는 사실상 그, ,내용을 다 비워버린 자아라고 비판한다 우리는 이 무연고적 자아에 도덕적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을 부여하려면 칸트처럼 개인이 경험적으로 조건화되지 않은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고만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칸트적 형이상학은 롤즈가 바로 피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한다 샌델은 또한 그 목적에 선행하는 자아라는 맥락에서 개성을 인식하는 것은 성.



격이라는 현상과 자아의 간주관적인 현상을 무시하게 된다고 한다 자발적으로 떠맡고 인간.그 자체에게 부여되는 의무 이외에도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좋은 삶의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 구성적인 애착을 갖고 있으며 이 애착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샌델은 주장한,다 이러한 애착들은 칸트가 촉구하듯이 우리가 그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면 가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샌델은 말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애착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특정한 사. “람인지를 이해함에 있어 분리불가능한 것 이며 그것들 없이는 우리는 성격 과” , “ (character)”도덕적 깊이 를 잃게 된다고 한다“ (moral depth)” .샌델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명확하지가 않다 첫째로 그는 우리가 어떤 헌신 없이.우리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태 와 우리가 기꺼이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A)는 사태 를 구분하지 않는다 성격은 오직 후자의 사태와만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샌델(B) . . (은 후자 를 논거로 들면서 사실은 전자 와 반대되는 능력 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리적 오B A A-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그는 성격의 헌신이 도덕적 깊이 와 연관이 있다고 믿) , “ ”을만한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모든 가치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예를. “ ” ? (들어 예술가는 자신이 창조한 작품에 깊은 애착을 느껴서 그 작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최대한의 목표로 삼지만 그것이 도덕적 목표인가 또는 무노조 경영을 하는 기업이 훌륭하고?그런 것이 한국에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깊은 애착을 느끼는 경영자의 성격의 헌신은 그 경영자의 개성을 이해함에 있어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과연 도덕적 가,치인가 백인으로서의 자부심이라든가 각종 쇼비니즘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깊은 자기 이? , .)해는 좋은 삶에 대한 어떠한 특정한 전망 이전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칸트적인 생각에 의해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샌델의 생각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칸트주의가 성격에 대한.관념을 결여하고 있다는 그의 보증되지 않은 주장을 구해주지 않는다 도덕적 성격이 타인.에 대한 의무에 헌신 없이는 자기 삶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칸트의,덕론 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Tugendlehre)> .전반적으로 보아 샌델은 개인에 대한 칸트적인 이상이 문제가 많은지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그럼으로써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적절한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롤즈의 칸트적 해석 을 정치 질서에 대한 표현주의. “ ” (expressivist)모델로 다룸과 함께 샌델은 롤즈의 원칙들을 상이한 구성적 선관을 갖고 있는 개인들 사이,의 잠정 협정으로 주로 다루기를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 롤즈 그 자신은 정의의.원칙에 대한 합의를 칸트적인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타산적인 기초를 갖는 것으로 때때로 보기도 하였다 이는 롤즈의 논의가 갈등하는 이해관계 즉 정의의 여건 하의 이익 충. -돌 을 다루면서 무지의 베일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을 보증하는 공통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샌델은 추상적 정의의 으뜸성을 정의의 경험적 여건과 함께 연결시키면서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거부한다 그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논점을 벗어난 대응 방식이다. , .상대적으로 희소한 물질적 자원 제한된 이타성 좋은 삶에 대해 갈등하는 관념은 경험적인, ,조건이기는 하지만 인간 조건의 보편적 특성이다 샌델의 반대는 어떤 여건이 경험적 이. , “ ”라면 그 여건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적 오류에 기대고 있다 그, .리하여 롤즈의 최근의 반표현주의적인 주장 우리의 개인적인 일과 관, (anti-expressivist) ,련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좋은 삶에 대한 어떤 관념에 애착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그러한 애착으로부터 추상화된 시민으로서 우리를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에반대하여 샌델은 사적 인 목적이 관련되어 있을 때 구성적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불, “‘ ’



가피하게 공적인 목적과 관련해서도 이런 선관이 결정적인 구성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 ”답할 뿐이다 물론 좋은 삶에 대한 사회의 광범위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 )얼마든지 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강제력을 쓰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물론 특정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나 가족의 경우에는 정의의 고려가종속적인 위치를 취하게 되는 어떤 좋은 삶에 대한 공유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자유주의.는 인간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이미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샌델은 그러나 사회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모임과 같았다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판타지를 선호하는것처럼 보인다 그는 예를 들어 으뜸가는 정치적 덕으로서 추상적인 정의를 발전시키는 것. ,은 박애 나 형제애 의 감성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본다 형식적으로, (benevolence) (fraternity) .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비자유주의적인 사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료애의 감정이라는 목가적인 풍경이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좌익을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으면 목가적인 형제애가 추구되나 아니면 국교를 설립?해서 피의 숙청을 단행하면 목가적인 형제애가 추구되나 이란이 스웨덴보다 훨씬 더 형제?애가 많겠네?)칸트를 논하면서 샌델은 경험적으로 조건화된 동기 출세해야 하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나, ( ,는 라는 종교를 믿으니까 그 종교에서 말하는대로 라는 정책을 비판해야지 와 경험적 여A x )건이 낳는 문제에 대한 대응 적절하게 희소한 물질적 자원과 상충하는 선관을 지닌 개인들(이 협동적인 사회를 힘에 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원칙이 무엇인가 을 혼동한다 이걸 구분) .못하니까 샌델은 결국 정의의 여건이 보편적인 여건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부터,출발하는 자유주의의 고민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다.샌델의 두번째 주장은 롤즈의 차등의 원칙은 칸트적인 개인에 대한 이상이 포기되기 전,에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샌델은 롤즈의 차등 원칙에 대한 정당화가 다음과 같. ,은 방식으로 그 이상에 호소했다고 본다 첫째 정의의 원칙의 기능은 사람들이 받을 자격. ,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응분은 그 정의의 원칙 이전에는 규명되지 않는.다 자유지상주의는 그런 자연적 응분을 전제한다 샌델이 생각하기에 롤즈는 사람은 자연. . “적 사회적 여건의 자산으로 그 정체성이 규정될 수 없으며 그런 우연은 자아에 내재하는,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 고 본 것이며 이 지점에서 칸트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 , .샌델은 이렇게 자신이 해석한 롤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을 두가지로 한다 하나는 노.직의 논점을 원용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응분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공동자산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응분을 가정하는 것만큼이나 공동자산인것.처럼 가정하는 것도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롤즈의 원칙은 개인의 특성. (을 이른바 실정법에서 말하는 공동 자산 으로 다룬 것이 결코 아니고 그 특성을 다른 사람‘ ’ ,과의 협동적 과업에 참여하면서 발휘한 결과물에 대한 분배의 원칙을 정하면서 최선의 원칙이 무엇인가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결국 샌델이 롤즈를 왜곡 해석함으로서 만들어.진 허수아비 비판일 뿐이다 둘째로 샌델은 우리의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 ,연고 와 우리 자신 을 예리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개인의 특성들이 공동 자산(A) (B)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공동 자산으로 다루려면 개별 자아와 공동체. ,사이를 구별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선관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선은 옳음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샌델은 자유주의가 흠 있고. .불완전한 이상을 대변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니까 샌델은 분배의 원칙이란 연고와 선관의. (



덩어리의 유기적 일부로 사람을 다루어야만 나올 수 있고 독립된 도덕적 능력을 갖춘 존재로서 다루어서는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동 자산으로 추.정하는 것이 자의적이라는 반론이 어거지라면 독립된 도덕적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구성하,는 최선의 원칙으로서 분배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다 샌델의 관점은 사람을 덕이나 공동의.선관 연고를 위한 수단으로 다루는 셈이며 그러한 유기체를 구성하는 지배적인 전통에 도, ,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무게를 미리 부여하는 셈이 된다.)불행히도 샌델은 이 논변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기껏해야 샌델은 일부 자유주의자, .들이 수용했던 현대 복지국가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옹호하는 하나의 이유가 오직 추상적,정의의 우선성을 철저히 고수하면 비일관될 수 밖에 없다는 점만을 보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 점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 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라모어는). .(롤즈를 복지국가 옹호론자로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샌델이 검토했던 롤즈주의적 논거 이외)에도 차등의 원칙을 지지하는 다른 논변이 있을 수 있다 더우기 그가 차등의 원칙의 뒷받. ,침하는 것으로 제시한 공동체주의적 논변은 작동할 것 같지가 않다 그가 제시하는 논거는.오직 선관을 공유하는 특정한 집단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구성원들이 상이한 선관을 공.유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공동선에 근거해서 차등의 원칙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샌델의 논리에 의하면 예를 들어 라는 종교인이다라는 것은 정의의 원칙과 무관한 것이A아니고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정체성으로서 이런 정체성이 분배의 원칙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같은 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나의 자아를 예리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공동 자산으로 다룰 수 있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 뭘로 나와 다른 사람의 자아를 뭉뚱그려서 유사 유기체처럼 다룰 수?있나 반면에 현대 복지 국가의 목적은 궁극적인 열망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건 아니건?)상관없이 일부 사람들의 이득에는 과세를 하고 일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소득과 자원에,재분배하는 것이다 샌델의 논변은 카톨릭이 카톨릭을 위해 흑인이 흑인을 위해 과세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에 대한 정당화로는 충분할지 모르나 스카스데일에 사는 사람의 소,득을 하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개인에 대한 칸트적 이상에 대한 롤즈의 활용과 샌델의 특질을 진하게 반영한 인간에‘ ’대한 호소는 차등의 원칙을 지지하는 논거로 실패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모어의 평가다 그. ( .러나 롤즈의 차등의 원칙은 인간관에 대한 지지를 필수적 요소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차등의 원칙을 고수하려면 우리는 이 원칙이 우리의 가장 심층적인 개인에 대한이상을 표현해야만 한다는 가정을 버려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보다 더 전망이 밝은.접근방법은 차등의 원칙을 단준히 자기 인식의 매개로서가 아니라 주되게는 잠정 협정으로,바라보는 것이다 라모어는 타산적인 잠정 협정의 불안정성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는 논. (자 중 하나이다 롤즈는 칸트적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치적 자유주의의 안정된 정의관.으로서 차등의 원칙이 지지될 수 있음을 정치적 자유주의 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 ).이 점은 샌델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의도에 반하는 곳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샌델은 자유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인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표현주의적으로 해석된,자유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였을 뿐이다 개인에 대한 칸트적인 이상은 실제로 논쟁.의 여지가 많다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 이상을 그토록 흔들리기 쉬운 토대 위에 의존하도록.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논지가 자유주의 전통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 자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관념은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 ,상이 되는 것이므로 정치 질서가 중립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이 바로 자유주,



의 전통의 핵심이다 우리는 자유주의를 인간에 대한 철학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철학으로.인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모어는 잠정 협정 과 정치적 정의관 을 구별하지 않고 용어를 쓰는데 사실상 정치적( ‘ ’ ‘ ’ , <자유주의 에서 표현된 롤즈의 입장을 거의 지지하는 논지라고 볼 수 있다> )



제목 샌델에 대한 재답변제목 샌델에 대한 재답변제목 샌델에 대한 재답변제목 샌델에 대한 재답변: (Rejoinder to Michael Sandel): (Rejoinder to Michael Sandel): (Rejoinder to Michael Sandel): (Rejoinder to Michael Sandel)필자 리처드 대거필자 리처드 대거필자 리처드 대거필자 리처드 대거: (Richard Dagger): (Richard Dagger): (Richard Dagger): (Richard Dagger)출처출처출처출처: The Review of Politics, Vol. 61, No. 2 (Spring 1999), pp. 215-127: The Review of Politics, Vol. 61, No. 2 (Spring 1999), pp. 215-127: The Review of Politics, Vol. 61, No. 2 (Spring 1999), pp. 215-127: The Review of Politics, Vol. 61, No. 2 (Spring 1999), pp. 215-127이 글은 샌델의 민주주의의 불만 에 대한 논쟁을 주고 받다가( < Democracy's Discontent>나온 글 중 하나다 리처드 대거는 절차적 정의관으로서의 자유주의에 반대하며 실질적 완. -전주의적 정의관으로서 자유주의가 유효하다는 논변을 편다- .)샌델이 그의 답변에서 보여준 것은 그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자유주의 그 자체에 그렇게적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절차적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의 버전을 구.분한다 그리고 그는 공화주의 자유주의의 조합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자유주의 구성부분. -은 절차적이어서는 안되고 완전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견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샌델 교수는 내가 완전주의적인 자유주의 버전을 선호한다는 점을 올바르게 추측한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지는 부분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내 샌델 가 구분하는 것처럼. “ ( )극명하게 구별하는 이유는 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절차적 버전이냐 완전주의적 버전이냐,그 둘 중 하나를 고르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다 라고 샌델 교수가 이야기할 때다 샌델은 자” . (유주의의 결론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관으로서 자유주의는 설득력이없고 자유주의적 결론은 오직 덕 좋음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 지지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셈이다 샌델이 자유주의자들이 그 두 버전 사이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을 정말로 원).한다면 절차적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사이의 구별을 규명하는 데 그의 주의를 더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나의 논변 중 샌델 교수가 명백히 거부하는 논지 중 하나는 자율성의 가치와 관련된 것이다 나의 주장은 샌델이 자율성을 절차적 자유주의 그리고 무연고적 자아와 연결짓는 것은. ,틀린 것이라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샌델 자신의 공화주의적 자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노. ,력은 그 자체가 자율성에 대한 암묵적인 호소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샌델 교수가 자치라는.공화주의적 이상을 부활시키려고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율성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샌델 교수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인민을 스스로를 자치하는 시민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나 무연고적 개인이 아니라 말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정치. . (관이 시민을 소비자나 무연고적 개인으로 상정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적 정치관은 그 정치공동체의 권리 질서의 향상이라는 공동 선에 자기 몫의 의무를 갖고있는 연고적 존재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정체에 사는 한 시민은 자신의.국가가 부정의한 침략 전쟁에 가담하게 되면 그만큼 실패한 삶을 살게 되는 셈이며 특히,그것이 자신의 방관이나 동조로 발생한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자치.)하는 시민은 자치하는 은둔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은 다른 사람들과(self-governing) .협력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며 이 때문에 시민은 그의 특정한 정체성 이상(in concert with) ,의 것을 보거나 그 정체성을 잠시 제쳐 놓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리고 이 일은 샌델.교수가 생각하듯이 모든 특정한 이익 목적 선관으로부터 추상화되는 도덕적 자유 에 해“ , , ”당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은 개인의 특정한 이해관심은 시민으로서의 이해관심과 조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여기서 드러나는 바는 샌델이 자유주의를 비판할 때에는 독자들이 흔히 떠올리는 가족( ,



동문 지역 국가 인종 성별 종교 단체 가치관 등의 연고를 내세우지만 샌델이 실제로, , , , , ,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히 본질주의적으로 상정된 시민의 덕 을‘ ’중심으로만 논지를 편다는 것이다 그런데 샌델 식으로 본질주의적으로 상정된 시민의 덕.은 사실상 합당한 광범위한 합의를 얻기 힘든 특정한 이해관심에 불과하며 실제로 그런 다,양한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공적 이성을 활용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개인의 연고성은 그런 시민의 덕에 의해 잘 안정된 질서로 보장된 자유와 자율성을 통해 각자 풍부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또한 자치하는 시민은 공동 선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채 공적인 정신에 의해 움직이는 일종의 로봇이 아니다 자치는 시민들로 하여금 선에 대해.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 자신의 선관과 다른 시민들과 공유하는 선관 모두를 말이다. , .형성적인 프로젝트 시민의 덕을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말함 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생각( )하도록 고무하는 하나의 방법을 찾는 동시에 그들과 다른 사람을 자치하는 시민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요약하자면 형성적 프로젝트는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샌델 교수는 자율, .성이라는 단어를 피하기를 바랄지 모르지만 그는 그 개념을 피할 수 없다 그가 공화주의, .적 자치를 추구한다면 말이다.리처드 대거 교수의 지적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절차적 정의관으로서 자유주의의 관념이( ,실제로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개인 즉 정치 소비자로서의 개인 의 문화를 초래했다는 샌델- , -의 지적이 정당화되더라도 자치하는 시민들의 사회라는 공화주의적 프로젝트는 공동 선에,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율성이라는 기본 전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샌.델 교수가 밀고 있는 공동체주의는 그러한 공화주의적 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을 이루는 자율성에 대해 계속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샌델과 같은 아리스토텔리안들에 의해 본질주의적으로 상정된 공화적 덕을 증진시키는 로봇으로서 개인을 다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제목 언급과 논평 정의의 으뜸성에 대한 샌델의 비판 자유주제목 언급과 논평 정의의 으뜸성에 대한 샌델의 비판 자유주제목 언급과 논평 정의의 으뜸성에 대한 샌델의 비판 자유주제목 언급과 논평 정의의 으뜸성에 대한 샌델의 비판 자유주: (Notes and Comments) - :: (Notes and Comments) - :: (Notes and Comments) - :: (Notes and Comments) - :의자의 답변의자의 답변의자의 답변의자의 답변필자필자필자필자: Simon Caney: Simon Caney: Simon Caney: Simon Caney출처출처출처출처: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1, No. 4 (Oct, 1991), pp. 511-521.: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1, No. 4 (Oct, 1991), pp. 511-521.: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1, No. 4 (Oct, 1991), pp. 511-521.: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1, No. 4 (Oct, 1991), pp. 511-521.이 논문은 샌델의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에시 제시된 주장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 > .의 논문은 샌델이 후속논문에서 주장한 것에도 그대로 주장되는 바 샌델은 이러한Caney ,문제점에 대해 전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작업을 계속 이어가면서,위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에서 제시했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샌델.은 권리와 정의에 대한 주장은 그 사회의 공화적 덕을 타락시키는 절차적 공화주의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하면서 권리와 정의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다른 것과 비중을 따,져서 생각해볼 단지 하나의 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권리와 정의에 대한.심각한 오해로서 권리와 정의가 단지 하나의 덕목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권리와 정의라고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점이 되는 것은 더 실질적인 덕을 얼마. ‘ ’나 많이 증진시킬까 뿐인 것이고 권리와 정의는 샌델이 좋아하는 이 실질적인 논의에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도 더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샌델의 논의 틀 내에서 어떤 정치적 쟁점. ,에 대한 토론은 실질적인 덕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써 모두 소진 되는 것이며 권리exhausted ,와 정의는 그 실질적인 덕을 가장 잘 증진시키는 결과에 이름을 덧씌운 것에 불과한 것이되는 것이다.)이 논평에서 나는 공동체주의자 마이클 샌델이 제기한 두 가지 특별한 논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첫번째 논변에서 샌델은 정의가 사회 제도의 으뜸의 덕목이라는 자유주의적 주장에 도전하면서 형제애 박애로 번역할 수도 있다 다만 샌델이 쓰는 것은 인간이라는 이, (fraternity- .유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의 박애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와 분리되지않는 자아로 다룬다는 형제애에 가깝다 가 최소한 정의만큼이나 가치있고 때로는 더 나은)덕목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논변은 롤즈가 흄이 말한 정의의 여건을 활용한 것에 의존한다. .흄은 제한된 자비심과 재화의 적절한 수준의 희소성이라는 여건 하에서만 정의가 필요하다고 논한다 이 정의의 여건은 롤즈에 의해 명시적으로 진술된 바 있다 여기에서 샌델은 다. .음과 같은 논의를 이끌어낸다 사람들이 자비심 수준이 높다면 사람들은 정. (benevolence)의로운 몫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한다 정의의 원칙과 관련해서 갈등도 없을 것이고.정의의 원칙에 호소하는 일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박애는 정의를 불필요한.것으로 만들고 정의는 사회적 덕목의 으뜸이 아니게 된다 그런 식으로 샌델은 결론 짓는, .다.그러나 이 논변은 다섯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결함이 있다.정의의 여건은 정말로 존재한다 사회는 뿌리뽑을 수 없는 갈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①있고 샌델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순진한 것이다, .샌델은 공동체가 정의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논지를 정립하기 위해 그가 의존하는사례들은 가족 친한 친구의 사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정치적(i) (ii) .사회가 친구나 가족과 같은 맥락에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한 사례들.



은 사회는 친구나 가족 집단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샌델의 유토피아적인 믿음을 배신한다.현대 사회는 친한 작은 집단과 유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의의 여건은 존재한다, .사람들이 자비롭다 하더라도 선관의 불일치만으로도 정의의 필요성은 생긴다 롤즈가.②썼듯이 성인과 영웅의 정신적인 이상조차도 다른 이해관심들만큼이나 조화될 수 없을 정도로 상치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제애 사랑 자비로 특징지어지지만 교리적. , ,불일치가 있는 종교 공동체들을 살펴보면 된다 그들은 여성이 특정한 종교적 직위에 오를.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불일치한다 결국 자비심이 넘쳐도 선 의 분배에 대해서 여전. (goods)히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 광범위한 자비심의 여건 하에서도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구체화하는 원칙은 필요하고 따라서 정의의 원칙은 요청된다.샌델이 정의의 여건을 주관적 여건으로 다루는 것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 애매한 측면.때문에 최후의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샌델은 정의의 주관적 여건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하나는 자비로움에 기반한 해석 인데 여기에 따르면 정의란 광. (benevolence) ,범위한 자비가 가능할 경우에는 보충적인 덕목이다 다른 하나는 만장일치의 해석.인데 정의란 가치로운 것에 관한 만장일치적 합의가 가능할 경우에는 보충적인(unanimity) ,덕목이라고 한다.그리하여 샌델은 자비나 형제애 또는 그것의 확장 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비로움에‘ , ’기반한 해석 을 차용한다 그러나 그는 만장일치의 해석 을 차용하기도 하는데 샌델은(A) . (B) ,주관적인 정의의 여건은 합의가 붕괴되고 공동의 목적이 상실될 때에 주관적 정의의 여건이등장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참여자들의 가치와 목적이 일치할 때에 그리고 공동. ‘ ’ ‘의 정체성과 공유된 목적이 존재할 때에 정의의 주관적 여건은 사라진다고 한다 그런데’ .전자의 해석에 의하면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선관이 불일치하면 정의의 여건은 성립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정의의 주관적 여건을 만장일치의 해석으로 이해한다면 아무런 불. ,일치나 갈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정의조차 필요없는 동질성.은 불일치와 부동의를 제거하는 대가로 너무나 많은 것을 치르게 된다 불일치의 제거 대가.로 동질성이란 지나치게 높은 대가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매력적인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롤즈가 지적했듯이 그 상태를 이루기 위해 동원해야 할 수단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다 샌델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그가 자비에 기반한 해석을 제(unpalatable) . .시한 것이라면 그것은 선관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가 만장일, .치의 해석을 제시한다면 갈등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 불쾌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없다. 샌델이 주장하는 것은 자비의 수준이 높다면 정의에 대한 요구가 없으리라는 것이다.③사람들은 이것은 나의 권리야 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요구가 없다는 것은 정의‘ ’ .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다 사실 샌델의 언어 자체가 나의 논지를 드. ,러내준다 그는 광범위한 자비의 존재 하에서는 부정의가 횡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대함. ‘의 정신에 의해서 이미 그 목적이 이미 선취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공정한 결정 절,차는 거의 호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광범위한 자비가 존재하’ . ,면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권리가 없다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샌델 자신의 언어도 나의 공정한 몫을 주장하는 경향이 거의 없다 고. ‘ ’쓰고 있기 때문에 자비로운 사회에 사는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말은 나는 공정한 몫을 자비로운 사회에서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샌델의 논증은 정의. ,가 불필요하다거나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



샌델은 사람들이 정의를 주장하고 요구할 때에만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다 즉 사람들이 이것이 누구의 권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보호되어야 할 권. , ,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이다.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옳지 않다 다음과 같은 반례를 보라. .반례 종속적 지위의 여성이 그러한 자애심을 풍부히 하도록 길러졌고 그렇게 산다고 해1:보자 즉 남성에 대한 자비심으로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요리하고 가사노동을 하는 역할에. ,만족하고 직업 생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때문에 거의 갈등이 없고.자비심은 넘쳐난다 우리는 자율성을 제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발생된 자비심을 원하는가. ?반례 말단 사원이 기꺼이 무더운 여름에 음료수를 사러가는 사례 그는 크게 개의치 않2: .는다 그의 자비심 때문에 어느 누구도 권리를 주장하고 싸울 필요는 없게 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으며 심지어 착취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만일 형제애가 착취를 촉진시킨다면 우리는 그러한 형제애가 바람직하지?않다고 말하고 싶어하지 않겠는가?그러므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증고리를 거부할 좋은‘ ’이유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의가 사회의 첫번째 덕목이라는 자유주의적 주장은 그대로.남게 된다 실제로 위와 같은 논증 고리를 받아들일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샌델의 논변에 우호적인 한 사례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즉 광범위한. ,자비가 존재하고 비강제적으로 유도되었으며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시키기에 충분한 상황 말이다 샌델이 정의가 사회의 첫번째 덕목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한 가지 반례. ,즉 자비가 정의를 부적절한 것 으로 만드는 한 가지 사례를 일응 제시하면 논‘ inappropriate’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샌델은 그런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은 사람들은 항상 권리를 갖고 있고 정의의 체제는 적절하지만 그래서 정의는 사회 제도의, (첫번째 덕목이지만 사람들은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천상의 자비심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확한 입장은. ,정의의 체제는 항상 존재하고 국가가 제도화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제도화된 권리를,사람들은 포기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정의의 여건이 성립되지.않는 경우라도 또한 광범위한 자비가 정의의 요구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성립하지않는 것이다.이것은 나의 네번째 논지로 이어진다 샌델의 실패는 정의는 사회 제도의 첫째 덕목이.④라는 롤즈의 주장에 대한 샌델의 오해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그는 정의의 우선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신념을 단순히 잘못 해석했다 우리는 정의는 사회의 첫번째 덕목이라는 진술을.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제도적 해석 정의는 사회 제도의 첫번째 덕목이다 정치 체제A- (Instituional reading) : .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행위자 관련 해석 정의는 개별 행위자의 첫번째 덕목이다B- (Agent related reading) : .모든 덕목 자비심 인내 용기 현명함 중에서 정의가 가장 가치있는 것이다( , , , ) .샌델의 논변은 정의가 가장 가치 있는 개별 행위자 관련 덕목이라는 주장으로 롤즈의 주장이 읽힐 때에만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롤즈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 정의가 사회.제도의 첫번째 덕목이라는 것이다 롤즈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법이나 제도는 그것이. . “얼마나 효율적이고 잘 정돈되어 있던 간에 그것이 부정의하다면 개혁되거나 폐지되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은 복지 사회라 할지라도 압도할 수 없는 정의에 기반한 불가침한 권리를.가지고 있다 실제로 롤즈는 매우 명시적으로 행위자 관련 해석을 거부하면서 정의는 사.” ,회 제도의 덕목이지 정의론에서 논한 정의를 특정한 행위나 개인의 덕목으로서 보지는 않,는다고 썼다 그런데 샌델의 사례는 친구 가족 등 애정이나 친밀감이 정의의 역할을 줄어. ,들게 하는 사례가 전부다 샌델은 그런 사례에서 출발하여 정의의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더.나아간 주장까지 이른다 그는 정의가 도덕의 쇠락을 가져왔으므로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라.고 주장한다 행위자 미덕의 관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이야기가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반박으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즉 그것. ,은 행위자의 덕목으로서 정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한 반론이지 사회 제도의 덕목으로서 정,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한 반론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례들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해서 권리가 없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이제 샌델의 논변에 대한 마지막 비판점이다 형제애가 정의를 대체한다는 샌델의 주.⑤장은 모든 종류의 자비가 도덕적으로 매력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비의 가장 가,치로운 형태는 정의의 체제로 특징지워진 사회에서 가장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샌델은 충분한 자비가 정의를 부적절한 것으로 만든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자비의 형태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앞서의 논지를 간과하는 것이다 자비는 샌델이 추정하듯이 언제나 좋은 것은. (blessing)아니다 자비는 자주 정의가 가장 요구되는 상황에 넘쳐날 수 있다 만장일치와 자비는 비. .자율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여성이 궂은 일을 기꺼이 관대한 마음으로 하기를 동,의하는 상황에서 생길 수 있다 즉 자비적 관계는 착취적 관계의 반영에 불과할 수 있고. ,과연 그 자비가 가치로운 자비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정의를 보아야만 한다 실제로 자.비는 권리와 자격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만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것은 자비의 의.도성이 더 큰 정도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라. .사례 특정한 가정에서 아내가 궂은 가사노동을 다 한다 그는 이 모든일을 단순한 선의1: .로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일과 관련해서 그녀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그녀는 다른 이들이 즐기면서 노는 동안 그녀가 이 궂은 일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사례 한 회사에서 어떤 노동자가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서 불쾌한 잡일들을 자신의 몫을2:넘어서서 훨씬 많이 한다 그는 다른 사람과 임금이 동일한 한 그가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몫만큼만 잡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한다.위 두 사례 중에서 두번째 사례의 노동자의 행동이 훨씬 더 가치롭다 그의 행동은 사례. 1의 여성의 행동과는 달리 사회화나 권리에 대한 무지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관대함은 생, .각없는 복종이 아니라 의도적인 친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 의 여성의 행동보다 더 우월, 1한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와 정의는 필연적으로 분리되거나 갈등하는.가치가 아니다 그리고 정의의 체제는 더 가치로운 형태의 자비가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을.제공한다 정의로운 제도는 공동체와 자비의 가장 가치로운 형태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여건에 관한 샌델의 논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한다 실제로는. (i)제한된 자비만이 존재한다 광범위한 자비의 존재는 권리에 대한 요구를 제거할 수 없. (ii)다 광범위한 자비가 권리에 대한 요구를 제거하더라도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iii) ,



사실 자체는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결과하는 것은 아니거니와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치달을 수도 없다 광범위한 자비는.단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점만을 수반할 뿐이다 샌델. (iv)의 비판은 정의가 행위자의 덕목으로서 으뜸이 아니라는 점만을 보여줄 뿐 정의가 제도적,덕목의 으뜸이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 마지막으로 샌델은 자비. (v)에 대해서 무비판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 자비는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따라서 형제애가. ,정의를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게 만든다고 해서 정의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자비의 수용할 만한 형태는 오직 정의의 원칙에 의해 특징지워진 사회에서만 번성할,수 있다.샌델이 형제애가 정의의 사회의 첫번째 덕목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는못했다 하더라도 정의가 형제애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은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가, ?즉 정의를 첫번째 덕목이라 해도 그것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형제애에서의 상실을 가져오는,가?샌델은 그렇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정의감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원칙에 기반한 제도는 정의감을 낳고 곧 모든 이들이 정의에 의해 고치된. ,맥락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며 적대적인 문화가. ,뒤따른다 우리는 그리하여 형제애의 몰락을 보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는 약간의 진리가 담겨 있다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맥락에서는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샌델의 사례는 이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친구 관계에서 정확한 자기 몫을 계산하고 주장하.면서 그에 어긋나는 환대나 친절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어찌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일반화하는 것에 대하여 일곱 개의 논지가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다 첫째로 평등주의적 정의론에 기반한 제도는 형제애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를 초래할 것. ,이다 이는 불평등이 있는 곳에서는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호작용과 집단 사이의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둘째로 샌델의 초점은 소규모 공동체에만 맞추어져 있다 샌델이 사례로 드는 것들은 누, .가 희생했는지 누가 얻는 자인지를 생생히 볼 수 있는 작은 집단이다 그러나 대규모 국가.의 공동체 재분배에는 익명성이 존재하고 심리적으로 실제로 빚을 진다거나 환대를 받은 느낌을 생상하게 가질 수가 없는 관계이다.셋째로 샌델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주장조차도 형제애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롤즈의 첫번째 정의 원칙은 두번째 정의 원칙에 우선하는데 이는 사회적 재화와 경제적 재화의 분배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종류의 정치적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누군가의 무엇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몇몇 전형적인 정치적 권리를 고려해보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권 투표할 권리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 참여할 권리 이러한 정치적, , , .권리가 반사회적인 감성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권리들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므로 정의의 증진은 형제.애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실상 자비의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넷째로 정의가 형제애를 몰아낸다는 샌델의 주장은 부정의에 의해 키워지는 불신과 이기,주의의 감성을 무시한다 인류의 본성적 이기성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매우 커다란 부분이.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으로부터 온다고 듀이와 터프츠 는 썼다 이와 유사하게 밀과(Tufts) .뒤르켐은 부정의한 제도하의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며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어 그 결과 형제애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이에 더하여 샌델은 권리를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적 권리는 항상 개인주의적인 이기적 행위를 추구하는 권리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권리나 집회의 자유권.은 또는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어떤가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밀에 의해서도 지적된 것이다 몰몬 교도들이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유권이 필요하다고 논했던 것이다 정의는 적대적인 문화를 꼭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각 공동체와 집단은 자유롭게 형제애와 우애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싸울 수도 있는 것이다.하나만 더 덧붙이자 샌델은 자유주의적인 정의의 원칙이 순전히 개인에게만 권리를 할당.하며 따라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 행위를 산출한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공동체에 권리를 할당하는 것 예를 들어 노동조합 대학 교회 그리고 국가 도 자주 옹호한( , , , )다 예를 들어 밀은 국가는 자치의 권리를 보유한다고 썼다 마지막으로 샌델의 몰아내기. . ‘ ’논변은 어떤 이의 권리 주장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 주장이기도 하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기도 하며 이것은 자비와 형제애의 명.시적인 표현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몰아내기 논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한다 평등주의적 정의의 증진, . (i)은 형제애를 증진시키는 신호일 수 있다 대규모적인 국가 범위의 경제적 정의의 증진. (ii)은 그 익명성으로 인해 친숙한 범위 내에서의 재분배에 대한 감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가까운 이들 간의 형제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정의의 증진은. (iii)어떠한 경쟁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의는 항상 형제애를 몰아내지 않는다 왜. .냐하면 자비의 결여는 자주 부정의로부터 초래되며 집단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의(iv) (v)제도화는 형제애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증가시키며 사람들이 다른 이의 권리를 증진하는(vii)데 주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의 체제는 자비로운 행위를 북돋우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라는 이상에 대한 헌신이 곧 정의와 권리의 원칙을 거부하는 것을 수반한다는 점을 보이는데 실패하였다.



제목 샌델주의적 공화국과 무연고적 자아제목 샌델주의적 공화국과 무연고적 자아제목 샌델주의적 공화국과 무연고적 자아제목 샌델주의적 공화국과 무연고적 자아::::저자저자저자저자: Richard Dagger: Richard Dagger: Richard Dagger: Richard Dagger출처출처출처출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of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du lac on behalf: Cambridge University Press of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du lac on behalf: Cambridge University Press of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du lac on behalf: Cambridge University Press of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du lac on behalfof Review of Politiesof Review of Politiesof Review of Politiesof Review of Polities이 논문은 샌델의 논문 주로 절차적 공화국과 무연고적 자아( “ The Procedural Republic에 대한 논평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등 샌and the Unencumbered Self” . < >델의 다른 책과 함께 샌델이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적 공화국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샌델의 자유주의적 자아관에 대한 비판이 맞다면 자유주의적 자아간은 무연고적 자아라, “는 궁지 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자멸적인 과업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샌” ,델주의적인 공화국과 연고적 자아를 우호적으로 추구할 강력한 이유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그가 옳은가 자아가 그 목적에 선행한다는 신념이 우리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무연고적 자?아의 곤궁으로 빠지게 만드는가 만일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샌델이 제시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다.목적 이전에 인식된 무연고적 자아를 비판하는 샌델의 논거가 실패하는 이유는 세가지다.첫째 이유는 자아가 목적에 선행한다고 보는 롤즈와 다른 의무론적 절차적 주의주의“ ,” “ ”, “적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샌델의 평가의 정당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샌델” .은 그들의 자아에 대한 견해는 빈곤한 것이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한다 그 자아관.들은 우리자신에 관한 자기 해석 또는 자기 성찰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감각을 설명하지“ ” “ ”못한다고 한다 자아가 무연고적으로 되고 그 특성이 제거되어버리면 사람은 자기 성찰을. “할 기반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자아가 목적에 선행한다고 말하는 것 과 자.” (A)아가 무연고적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윌 킴리카(B) . (Will Kimlicka)는 샌델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자유주의적 견해에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그 목적에 선행하여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목표도 가능한 재검토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in the sense that no end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목적에 선행하여 이or goal is exempt from possible re-examination)해한다는 것이다 나의 자아는 이런 의미에서 그 목적에 우선하여 인식된다 나는 내가 지금 견지하고. .있는 목적을 견지하고 있지 않은 나 자신을 항상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총체적으로 무연고적인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 추론은 언제나 연고적 인 잠재적 자아와 그와는 다른 연고적인 잠재적 자. “ ” , “ ”아 사이를 비교하는 일이다. (Kymlica,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Oxford: Clarendon존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킴 리카의 응수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Press, 1989, pp. 52-53) ( )킴리카의 답변은 샌델의 비판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있음을 보여준다 롤즈와(misplaced) .다른 자유주의자들이 자아는 그 목적에 선행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논지는 자아가 시간,적으로 그 목적에 선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주장은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념에.관한 것이다 즉 목적에 선행하는 자아라는 것은 어떠한 자아도 그 목적에 의해서 전적으. , ,로 규정되거나 소진될 수 없다는 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 (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소망 가치관의 단순한 묶음이나 다발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목적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쌓아올린다 해도 그 명세는 나 자신에 대해). ,



많은 것을 설명해주기는 하지만 나의 자아에 대한 모든 것을 포착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냐하면 그 목록은 내가 그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더하고 예전의 항목들을 수정하고 그것들중 일부를 버리는 나의 자아의 능력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샌델은 킴리카의 답변에 재답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다 롤즈의 정치적, . <자유주의 가 나온 뒤에 그걸 다시 비판하면서 낸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제 판을 샌델> < > 2이 낼 때에도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벽창호인 것이다. ( !)샌델이 롤즈와 그의 동료들을 독해하는 방식의 정확성을 제쳐 놓고서라도 자아에 대한,샌델의 논의가 위에서 살펴본 첫번째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 두번째 문제점도 겪는다는 점은분명하다 이것은 그가 자아 와 주체 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고 이 둘 사이. “ ”(self) “ ”(subject) ,를 끝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첫번째 관념 즉 자아는 추상적이고 일반. ,적이다 두번째 관념 주체는 특정적이고 구체적이다. .자아관이 모든 자아에 공통된 특징을 포착하려고 할 때에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된다.그것이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언급하려고 할 때는 구체적이고 특정적이 된다 구체적이고.특정적인 자아는 모든 사람들의 자와 구별되는 자아다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자기 성찰. , ,은 모두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자아의 속성이지 일반적인 자아의 속성이 아니다 이러한 구, .분에 기대면 우리는 그 목적에 개념적으로 우선하는 자아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비록.구체적인 모든 자아들은 그러한 구체적 속성에 의해 구성된다 할지라도 말이다.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롤즈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샌델의 입장 처럼 보이기도.한다 왜냐하면 샌델은 공동체의 구성적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우 주의깊게 부분적. “으로 라는 말을 써넣고 있기 때문이다 샌델이 절차적 공화국 논문에서 공동체에partly” . ‘ ’ “대한 지속되는 애착과 헌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부분적으로 규정한다 고 했을 때가 그”예다 그 외에도 많은 예가 있다 이런 귀절에서 부분적으로 라는 말을 집어 넣는 것은. ( ) “ ”자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존하는 샌델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너무나.철저하게 흡수하여 그 공동체가 제시한 한계를 넘어서 사고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성찰이나 자기 이해를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것은 샌델 역시 도덕적 깊이나 진지함을.상실한 것이라고 보았다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에도 바로 그런 구절이 나온다. ( )그런데 반성 능력은 분명히 거울 능력 즉 공동체의 해석을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하는 거,울 능력과는 다르다 샌델주의적인 자기 성찰적 자아는 두 가지 상충하는 애착 중 무엇이.그에게 더 결정적인지를 결정해야 한다.샌델은 시민의 덕을 찬양하고 자치의 능력이 있는 자아를 찬양하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적,이라기보다는 공화주의적이다 그런데 자유주의가 무연고적 자아라는 샌델의 주장은 틀렸.다 샌델은 연고적 자아와 무연고적 자아 사이에 그릇된 이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샌델이. .주장하듯이 무연고적 자아라는 자유주의적 이미지는 오도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런 자아, ,는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자아도 진정으로 무연고적일 수( )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연고적 자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연. ,고적 자아가 될 수 있다거나 되어야 한다는 치명적인 신념이다 그것이 바로 샌델이 자유. “롭게 선택하고 독립적인 자아이며 그 이전에 존재했던 선택과 도덕적 시민적 연결고리가, ,없는 자유주의적 시민관 을 매도 하는 이유이다” (decry) .그러나 무연고적 자아의 이미지 이상 관념은 그릇된 것이고 그러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 , ,기 때문에 연고적 자아와 무연고적 자아 사이의 관념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아는 정도의 문제일 뿐 연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샌델은 이념형으로 구, .



분된다고 가능하겠지만 그 이념형조차도 연속체일 수 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델이 무리하게 이렇게 날카로운 구분을 시도하는 것은 핵심적인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구분은 샌델로 하여금 무연고적 자아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미지와 자율성을 연결시키게끔 만든다 그런데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그의.공화주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자율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치적이 된.다는 것이며 스스로 부과하는 법과 규칙에 복종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샌델은 자율성을 그, .의 연고적 무연고적 이분법 중 자유주의적 측에 위치지울 때 그는 그의 공화주의는 타율성/ ,로 특징지워져야 한다고 함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무연고적 자아에게는 영(heteronomy) . “ ,광이 아니라 존엄이 존중의 기반이다 그 존엄은 스스로를 위하여 그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을 고르는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개인의 능력으로 구성된다 민주주의의 불만 이러한.”( , p82).언급은 그렇다면 연고적 자아는 존엄이 아니라 영광에서 그 기반을 찾아야 하며 영광은, ,그들을 위해 이미 선택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타율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구성된다는 함의를 띄게 된다.그러나 그것은 자칭 공화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 샌델이 연고적 자아로 의미한 것일 수가없다 그러한 자아는 다른 사람들과 조하롭게 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지닌 자아여야 하. ,며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이어야만 한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흑백으로 있거나 없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적게 가지거나 하는 문제다 그리고 자율성은 자치가.가능하려면 어쨌든 무조건 행사될 수 밖에 없는 능력이다.샌델은 자율성의 잘못된 관념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샌델도 그렇다.면 공화주의적 자율성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성과 자.유주의의 허구적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셈이다 이 샌델이 비판.하는 자유주의적 이미지 는 롤즈나 롤즈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자아“ ”에 대한 설명으로서 채택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허수아비 논증 쇼하면서 스스로도 필. ( ,요한 자율성 관념을 무리하게 깔아뭉개는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추상적)일반적인 의미에서 목적에 우선하는 자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롤지안들이 이해하고 있는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자아가 무연고적이라는 주장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연고적.자아는 샌델의 자치적 공화국의 심장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나 그것은 적절하게 연고지워져,야 한다 즉 공화국의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비판적 성. ,찰과 판단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과 반성 능력이 없으면 다중적인 차원.과 상황으로 구성되는 자아의 부담을 전혀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여성이자 흑인이자 남. ( , ,부의 주민이자 마약하는 오빠의 여동생이자, ..)샌델은 명백히도 소속 과 정체성이 많은 의무의 근거 가 되기에 충(membership) (ground)분하다고 믿는 것 같다 여기에는 도덕적 의무와 정치적 의무가 포함이 된다고 한다 샌델. .이 옳은 점은 부모가 애를 낳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가 애에 대해서 지는많은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샌델은 의무감 을 의무 그 자체 와 동치시킴(sense of obligation) (obliation itself)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렸다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도 단순히 소속이 의무감. ( < >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를 제시해놓고는 소속이 의무를 규정한다는 결론으로 치닿는다 의무, )없는 피착취자가 착취자에게 의무감을 느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 ,교사가 내가 없는 시간에 떠들면 모두 다 대씩 맞아야 한다 고 으름장을 놓고 어딜 갔“ 100 ”



다 왔는데 실제로 떠들었다 돌아온 교사는 자 맞아야 할지 안맞아야 할지 스스로 결정, . “ , ,해라 고 이실직고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연좌제는 부정의한 조치이므로 이 경우 그 반에.” .소속된 라는 학생이 이실직고 하고 연좌로 두들겨 맞아야 할 의무감은 강하게 들겠지만A의무는 없다 다른 경우는 어떤가 예를 들어 부정의한 국가가 부정의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려서부터 애국심을 고취받은 한 젊은이가 기꺼이 나가서 총알받이가 된다 등등 또한 의. )무감을 느끼지 않아도 의무는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화 운동을 하는 대학생을 참. ( ,고인으로 끌고 가서 고문하는 경찰은 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아무런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에게 그런 의무는 존재한다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에 의무를 진다고).느낀다는 사실 그 자체는 그들이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들이,그러한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도 거꾸로 그들이 의무를 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제시한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 < >이스라엘이 아닌 난민들에게 아무런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고 샌델은 그걸 지적하는,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지만 과연 그런가 각 국가가 자기 나라 사람만 챙기고 그렇게 국, ?제분쟁을 내버려두면 되나?)이러한 의무감에의 호소는 특히 샌델에게 문제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로 하여.금 주어진 공동체의 주어진 시간대에서 지배적인 선호나 가치 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 ”는 공동체주의자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의 시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의무 감의 강. ‘ ’조는 기존 가치의 무비판적 수용을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 그런데 샌델은 립서비스로서는.자신이 마치 그런 공동체주의자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논증 진행방식을 보면 공동체의 성격도 안따지고 일단 공동체 소속하면 일단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같다 그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나쁜 공동체는 나쁜 성격을 형성한다 고 인정하지만 이. “ ” ,나쁜 성격이 그들의 나쁜 공동체 에 충직할 의무가 있다고 믿게끔 만드는 문제를 처리“ ”, “ ”할 어떠한 지침도 제시해주지 않는다.확실히 샌델은 소속과 연대의 의무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 의, .무들을 더 절박한 도덕적 정치적 주장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떤 것이 더.절박한 주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단순히 소속과 연대성에 대해 호소하는 것 그.자체는 경쟁하는 주장을 차별화하여 비중을 가려줄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리 장군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노예제를 지지하는 편에서 서서 북부 군. ?인들을 마구 죽이는 일에 멋지고 탁월한 전략을 짜고 그 동안 남부 버지니아 자신이 속한, (주 에 있는 노예들도 스스로를 복속시키는 전쟁에 나가 총알받이로 동원하는 남부군의 한)장군으로서 텔로스를 현현하면 그만이란 말인가 그냥 그런 딜레마를 느끼고 미쿡 백인들이?리 장군을 존경한다 그러니 소속만으로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의무를 진다 이런 소리만씨불랑거리지 말고 리 장군이 대체 어째란 말인가 좀 이야기를 해보란 말이다 리가 그의.사람들 에게 연대의 의무를 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가 그의 고향 주 에 그러“ ” , “ ”한 실천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무게를 얼마만큼 주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의무감은 중요하나 이것이 유일한 또는 충분한 지침은 되지 못한다 부정의한 집단이 세.뇌 교조화를 적절히 쓰면 충직과 연대는 부정의를 영속화할 뿐이다 의무감은 중요하나 의, .무 자체만큼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 의무는 연대나 성원성이 제공해줄 수 있는 것 이상을.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샌델의 년대에서 년대 중반까지의 민권 운동 을 우리 시대의“1950 1960 ” “



공화적 정치의 가장 훌륭한 표현 이라고 하는 논의가 껄끄로운 것이다 그 운동에는 정말로” .공화주의적 요소가 있기는 했다 예를 들어 공적인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말이다 이 집단적 행동은 연대감을 물론 요구했다 그러나 연대감에 대한 호소만. .으로는 운동의 성공에 충분하지 않았다 누구와 연대하란 말인가 다른 미국 흑인들과 말인. ?가 아니면 흑백 차별의 질서가 그대로 존속하기를 바라는 알라바마인들 조지아인들의 다? ,수와 연대하란 말인가 이 모든 민권운동을 하나의 귀찮고 짜증나는 사건으로 바라보는 모?든 미국인들과 연대하란 말인가 그들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민권 운동의 지?도자들은 단순히 연대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편적인 권리 주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즉 샌델이 인정하였듯이 그들의 인종 종교 아니면 다른 특정한 속성들과 관계없이 흑인, “ , , ,들을 사람으로 존중해달라는 점에 대하여 지역적 공동체의 편견에 맞서 개인의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민주주의의 불만 요구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한”( , p.348) .마디로 말해서 소속와 연대성을 넘어서서 권리 정의 공정한 경기에 관한 정치적 의무의, , ,이론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샌델은 오늘날 자유주의적 시민의 덕은 다중 정체성간의 긴장을 협상시키는 과업에 종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긴장이 생겨나고 이 긴장을 계속 유지하지.못하면 근본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정말로 유일한 선택지라면 샌델이 우.리가 다중적인 충직의 긴장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긴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며 의무감이라는,것은 내가 앞서도 논했듯이 그러한 선택과 결정의 과업에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빚지고 있다는 관념을 분명히 필요로 하고 선택하지 않은 애착과 소속감,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애착을 가지는 존재들이 존중 감사 충직을 받을 가. , ,치가 있는지를 판별할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지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운 선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가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민.권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넘어서서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고 따를수 있는 보편적인 처방을 채택할 수 있는 원리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샌델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대립한다는 명제를 내세운다 그러나 나는 시민의 덕을 갖.춘 자유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자율성과 시민의 덕을 존중하는 것은 긴장 관계에 때로 있.긴 하지만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전적인 공화주의 사상에서 시민의 덕은 세 가지 주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부.패와 타락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의존과 종속에 대한 혐오이며 세번째는 자유에, ,대한 열망이다.이 세가지 요소가 자유주의가 충돌하는가 예를 들어 그가 따라 살려고 하는 원리를 채택?하는 자율적인 개인은 활용가능한 원리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어느 정도 함의하게 된다.반면에 그가 소속된 국가를 위해 궁극적인 희생 을 하고자 하는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군“ ”인은 이와는 대조되는 사례를 이룬다 따라서 자율성과 시민의 덕이 과감한 실행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불편한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실제로는 상보적 관계다 부패와 타락에 대한 공화주의자의 두려움은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두려움이다 공직의 순환화나 법에 의한 제재 부의 집중화의 예방 수단들은 문. , ,제를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것에 대한 가장 최선의 희망은 욕구, . “의 교육 의무의 충동 에 대한 호소에 놓여 있다 사람들에 그들의 열정을 검토하고 공동”, “ ” .



선에 대한 헌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샌델이 말했듯이 정말로 형성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자치를 달성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의 덕과 자율성은 무언가 공통되는 것을 갖고 있다.공화주의적 덕의 두번째 요소 의존과 종속에 대한 혐오 도 자율성에 대한 또다른 연결관( )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의존과 독립에 대한 공화주의적 구분은 그대로 타율과 자율의 구분.에 상응하게 된다 이 연결관계는 아마도 칸트의 자율과 타율의 구분에 루소의 저작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독립도 자율성에 도움을 준다. .세번째 요소는 가장 연결관계를 두드러지게 한다 사실 루소에게 있어서 시민적 덕이 자치.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자율성은 시민적 덕이 널리 퍼져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시민의 일.반 의지가 한 개인의 구체적인 의지에 우선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덕적 자유를 누릴 수없게 된다.결론적으로 양립가능하고 상보적인데 이걸 자꾸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다루니까 문제다.샌델은 공화주의적 자치는 시민들에게 자치가 요구하는 성격의 자질을 배양하는 형성적정치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 점에서는 옳았다 그리고 좋은 삶에 대한 관념에 대하여 국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잘못되었다고 경고한 점에서도 옳았다 이 점에 대해서 대. (거조차도 중립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모든 선관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것이 아니고 또한 결과에 있어서 어떤 선관에도 우호적이어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러한 선관을 다루는 결론에 이르는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하고 어떠한 포괄적 선관도 공,적 이성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타인의 삶을 전면적으로 규율할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샌델이 공화주의를 위해서 자유주의를 거부해야만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 있어서 그는 틀렸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서로 보.완하는 경로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조셉 라즈 윌리엄 캘스턴. (Joseph Raz),토머스 스프래겐 쉘리 버트 그리고(William Galston), (Thomas Spragens), (Shelley Burtt),조지 셰어 와 같이 선관에 중립적인 헌신은 유지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형성(George Sher) “적 정치 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유주의자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약발췌자” . ( -이것은 나중에 조셉 라즈에 대해서 다루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더 중요한 점은 샌델이 공화주의를 자유주의에 계속 대립되는 것으로 다루려는 고집과,경향성이 그 자신의 입장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연고적 자아는 아마도 공화적 정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철저히 연고에 묻힌 자아 또한 공화적 정부를 유지할 수.없다 의무감이 빠진 개인은 부정의를 극복하려고 행동하지 않을 것이지만 소속과 연대의. ,의무를 넘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도 부정의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정말로 공공의.철학을 찾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렇게 찾은 철학이 샌델주의적 공화국을 닮은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철학을 찾으려면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적 정치 사상을.계속 떼어놓으려면 샌델의 시도에 저항해야 하며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적 정신,을 부활시키려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롤즈의 이에 관련된 논문을 한 번 다룰 기회가(있을 것입니다)



제목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제목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제목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제목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필자필자필자필자: Mary Lyndon Shanley: Mary Lyndon Shanley: Mary Lyndon Shanley: Mary Lyndon Shanley출처출처출처출처: Standford Law Review, Vol. 49, No. 5 (May, 1997), pp. 1271-1291: Standford Law Review, Vol. 49, No. 5 (May, 1997), pp. 1271-1291: Standford Law Review, Vol. 49, No. 5 (May, 1997), pp. 1271-1291: Standford Law Review, Vol. 49, No. 5 (May, 1997), pp. 1271-1291이 서평은 민주주의의 불만( < Democracy's Discontent: America in Search of a Public에 대한 것입니다 위 책은 샌델의 반자유주의적 성향과 공화국의 덕을 증진시Philosophy> .키기 위해 개인을 수단으로 다루는 샌델의 면모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그의 논평을 통해가장 가감없이 드러난 저작입니다 샨리 교수는 샌델이 절차적 공화국의 이데올로기와 시민.적 공화주의의 이데올로기 사이의 잘못된 이분법을 창출한다고 논한다 그러한 이분법적인.접근은 샌델로 하여금 미국 정치 사상사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샨리는 권리 논변 은 샌델이 주장하듯이 과장된 개인주의의 일종으로부터. “ ”나온 것도 아니면 그러한 개인주의를 낳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불만에서.시도된 왜곡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정책을 형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우리에게 박탈시키는 위험을 안는다고 논합니다.이 글은 샌델의 민주주의의 불만 을 주된 논평 대상으로 쓰여진 서평입니다 참고로( < > .※ 는Philip Pettit Review Essays : Reworking Sandel's Republicanism [The Journal of에서 샌델의 민주주의의 불만 의Philosophy, Vol. 95. No. 2 (Feb., 1998), pp. 73-96] < >주요 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습니다.미국 헌법은 그 실제의 적용에 있어 권리 기반적인 것이 되었으므 따라서 그 취지에(1)있어 중립적인 것이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특정적인 가치를 부과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 중립성은 어디에서나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제 정책 결정이 선호에 기반해서 이루(2) .어지는 패턴에서도 드러난다.그리고 정치를 개념화하고 조직화하는 이익 기반적 방식 에서도(3) (interest-based way)드러난다.시민적 덕에 대한 관심을 무관한 것으로 만들면서 그러한 발전은 오래 전의 공화적(4) ,사고방식과 대비된다.우리는 현대의 자유주의를 버리고 그러한 공화적 사고방식을 채택해야만 한다(5) )공동체주의는 자율적 자아와 보편적 도덕 규칙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더니스트와 페미니스트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자유주의의 보편주의.가 실제적인 추론이 항상 직면하는 맥락과 삶의 상황의 불확정성과 다중성을 간과했다고 한다 이에 대답하여 자유주의의 옹호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요한 자유주의의 텍스트를.오독하였으며 자유주의의 전통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연고나 사회적 관행에 대한 주의도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어왔으며 다수의 불관용과 압제라는 정치적 권력을 제한하는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재확인했다.샌델은 민주주의의 불만 의 말미에서 활력 있는 시민의 삶에서 서사적 이야기가 차지하< >는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미국인들이 우리의 집단적 역사에 대한 정합적인 서사적 설명.을 잃어버렸다고 우려한다 그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 없어져서 책임이 없어졌고 그.리하여 자치적으로 함게 행동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샌델의 미국 공공철학의 발전사에 대한 설명은 나를 골치아프게 한다 샌델은 자기 구미.에 맞는 일화적 이야기를 골라 모자이크처럼 그럴듯한 역사를 구성해낸다 그러나 이러한.선별적인 일화적 이야기로 구성된 설명은 학문적 가치가 없다.샌델이 민주주의의 불만 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정치 이론에는 두 가지 조류가 있< >고 이 두 조류가 경쟁했다는 것이다 하나는 그가 공화주의적 정치 이론 이고 다른 하나는. “ ”절차적 공화국의 이상 이다 전자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공동 선에 대해서 심의하고 정치“ ” .공동체의 운명을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것 즉 자치에 자유가 의존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개인 권리의 우선성 중립성의 이상 그리고 무연고적 자아로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 ,개인관 에 대한 헌신으로 특징지워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책을 읽는 독자에게 충격을 주는 지점은 바로 샌델이 역사를 구성하면서도,연대기적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절차적 공화정과 시민적 공화정의 조류를 이.곳 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일화들을 빼온다 그 결과 그것은 실제 정치이론사나 정치사의. ,흐름을 보여준다기 보다는 무작위적으로 순서 없이 이미지화한 이분법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샌델은 실질적인 적정절차 원리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자유.의 보호를 맡는 일에 사법부가 끼어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 적정절차.원리는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에 대한 헌법적 표현을 준다고 하였다 그 사례로 로크너.판결을 든다.절차적 공화국 이데올로기의 두번째 구성요소는 헌법이 목적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샌델은 말한다 샌델에 따르면.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사건에서 법원이 주 정부는 학생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Barnette양심과 종교 자유 침해라고 판시한 것을 절차적 공화국의 논리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제 경례는 좋다는 것이다 국가적 정체성과 시민의 덕 충직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경례를. ,강제로 시키고 경례 안하면 퇴학하고 학부모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샌델은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내용에 기초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판례(Police에서도 중립성 원칙 이 다시 등장Department of Chicago v. Mosley) (neutrality doctrine)한다고 비판한다 즉 샌델의 이론에서 표현의 자유 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이론적 지위. ( , ‘ ’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믿고 표현을 했어.도 오직 표현 내용을 검사하여 그것이 가치 있는 덕을 지니고 있느냐 또는 그것이 시민의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해악이 되느냐를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샌델에 따르면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 정당화는 시민적 공화주의를 증진시킨다는.)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개인의 자기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시카고에서 나치의 행진을 금지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례. (Smith나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한 인디애나폴리스의 법률을 무효로 한 것v. Collin) (American은 모두 이러한 절차적 공화국의의 개인주의적 사법화가 가져온 타Booksellers v. Hudnut)락의 결과라고 한탄한다 이러한 판결은 법원이 사람들을 연고적 자아로 인식하는 것에 실.패하였고 무연고적 자아로 바라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샌델은 강제로 종교적인 기도를 학교.에서 시키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판례도 비판하였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의 양. “심의 자유를 존중하고자 할 뿐 아니라 존중할 가치가 있는 종교적 신념은 신앙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샌델은 특히 후단 부분을 신랄” .



하게 비판한다 샌델은 선택하지 않은 종교도 가치 있다고 한다 샌델은 강제 종교 의례를. .금지시킨 법원의 종교 자유에 대한 견해는 중립성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심과 목적이 무엇이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가능한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전제에 서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선호의 추구와 의무” . “의 행사를 혼동하며 따라서 양심적으로 연고를 맺고 있는 자아의 요구에 관한 종교적 자유에 주어지는 특별한 관심을 망각하게 된다고 한다 샌델은 종교적 공동체를 선택하기 이전.의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이미 존재하는 종교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규명해,준다고 한다.샌델에 따르면 표현이나 종교에 미친 영향 외에도 절차적 공화국의 이데올로기는 재생, ,산과 가족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왔다고 한다. Griswold v.사건에서 법원은 코네티컷 주 정부가 사후피임약의 사용을 금지시킨 것을 위Connecticut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위 사건에서 정부는 결혼 관계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대한 사법부의.역할에 주목했다고 한다 그런데 샌델에 따르면 판결에서는 법원이 사. Eisenstadt v. Baird후피임약을 나눠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법원은 더 이상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의 참여자로서의 개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을 언급하지 않고 그들의 역,할과 애착에 독립적인 개인으로서만 사람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샌델은 아이젠스타트 판결.이 결혼 관계를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을 개인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보호하는 권리로 바꾸,어버렸다고 이런 변화가 바로 절차적 공화국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즉 샌델, . ( ,은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것이 자기 삶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적 권리가 아니라 결혼이라는,특수한 공동체적 제도의 특정한 영역을 방어하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다)이런 여러가지 판결들의 문구를 뽑아내서 샌델은 현재의 사법부 판결의 조류는 절차적,공화국의 이데올로기가 승리한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샌델은 절차적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너무나 큰 중요성을 두고 공동체에는 중요성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요구하는 정치적 공동체와 시민적 참여를 유지시킬 수 없어 그, ,것이 약속하는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한다.반면에 공화주의적 이상은 자치적 규칙이 단순히 개인의 특정한 이익의 인식이 아니라,개인의 운명이 불가피하게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도덕적 유대를 요구한다고 본다 시민적 덕.은 건강한 정체를 유지할 능력을 지닌 시민을 창출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체도 시민들이 옹,호하고 추구하는 목적이 갖는 가치와 관련하여 중립적일 수 없다고 한다.지속가능한 공공철학이 현재 미국사회에서 결여되어 있다는 샌델의 설명을 어떻게 평가할것인가 샌델은 헌법적 담론이 미국 공공 생활의 정치적 담론을 규정해버리게 되었다고 진?단한다.그러나 샌델이 사법 판결과 공공 담론을 형성하는 단일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권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지는 책임 사이의 균형에 관하여,불일치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에서.샌델의 역사서술은 잘못된 모자이크에 불과하다 실제로 샌델이 든 판례들은 제도의 의미나.표현의 가치에 대한 그간의 판례들의 논조와 연속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판. (례 분석과 반박은 길어서 생략합니다)샌델은 절차적 공화국의 파산을 선언하고 이제 시민 공화주의의 이데올로기로 대체하자는주장을 한다 샌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상정되는 자유주의 이론의 자아관을 비.



판하면서 관계와 자아는 분리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렇기에 현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의 정체성은 친밀성이나 깊은 종교적 헌신으로부터만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 프로젝트,와 공공적 애착으로부터도 구성된다고 한다 그런데 샌델이 보기에 자유주의적인 사법부의.결정들은 집단에 소속된 존재로서의 개인의 정체성에 기반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사회의 모든 개인들에게 평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한다고 한다.자아에 대한 자유주의의 이해를 이와 같이 묘사한 덕택에 샌델은 최근 미국 사법부가 권,리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맹렬히 비난 하게 된다 권리는 자아의 자발주의적인(denunciation) .관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소속과 헌신에 의해 구성적으로 형성된 자아의 복합적,관념에 아무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고 한다 즉 권리 논변은 부차적인 지위로 떨어지고. ( ,덕의 논변이 사법판결이나 국가 입법의 지침으로서 떠올라야 한다)마지막으로 샌델이 권리를 고도로 개인주의적이고 자발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흑인들의 민권 운동을 고려하려고 하니 잠깐 멈추어서게 된다 그는 개, .인의 권리에 대한 최근의 사법부의 경향이 절차적 공화국의 해로운 측면의 증상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비난으로부터 흑인들의 민권 운동은 면제를 해준,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공동체와 집단 행동의 경험을 해보게 함으로써 시민적 삶을 훼손.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이런식의 예외주의는 미국 역사에서 일어난 유사한 다른 운동을 무시하게 만든다 권리.논변은 부정의하게 대우받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권리 논변은 단지 개인.주의적인 자기 주장의 도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인종 성 국적 계급과 같은 특성 때문에, , , ,억압받는 집단들의 필요와 주장의 정교화하는 것이었다.낙태금지 반대 운동은 어떠한 인간도 다른 사람에게 소유되지 않는다는 권리를 주장했다.노동운동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왔다 이들 운동들은 집단적 토.의와 생생한 경험 그리고 공동체의 강력한 유대 속에서 이데올로기를 타협하고 세련화함으,로써 논쟁과 참여를 하는 활동들에 의해 특징지워졌다.미국 정치 이데올로기의 형성에서 이와 같은 많은 운동들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한 샌델의침묵은 그가 미국의 지성사와 정치사에 대하여 제시하는 묘사의 힘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샌델은 특히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샌델은 로크너 판결을 언.급하면서 마치 미국사회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인 것처럼 논의를 진행한다 이런 종류의 무시는 그가 권력과 억압의 관계야말로 정치이론과 법 이론에서.권리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샌델이 관심 있는 것은. (시민적 덕으로 뭉치느냐 개인주의에 빠져 헤롱헤롱 하느냐 하는 이분법 뿐이다 민권 운동, .에 대한 평가도 그것이 시민적 덕을 고양시켰기 때문에 특히 좋은 것이지 권력과 억압의 관계를 파쇄하였다는 점은 그의 이론에서는 부차적인 지위만 차지한다.)샌델은 개인의 권리 주장과 공동체의 유지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개인의 권리 주장은 얼핏 보기에 통합된 공동체가 사실 의존하고 있는 권력 관계를 드러내보여준다 년대 남부의 백인들은 민권 운동의 구호에 소리 높여 반대하며 그. 1950 ,러한 구호가 남부의 생활 방식 을 깨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에의 보통 투표권에 대한 반“ ” .대자들 그리고 이후의 여성 해방 운동에 대한 반대자들은 여성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인정, ,해주면 가정의 통합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논했다 이것은 현재하는 가정의 통합성이란 단지.기혼 여성들의 독립된 법적 인격과 유급 노동에 대한 기회를 없애는 대가로 구매된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논변이다 샌델이 이야기하는 스토리는 공동체의 가치가 소수 집단에게.



정치적 목소리를 박탈시켰던 순간들을 무시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을 왜곡한 향수로 가득차있다 그것은 억압의 위를 활공하며 그것을 희미하게 만드는 역사의 서술이다. .샌델은 미국 정치사상사를 절차적 공화국과 시민공화주의의 대립으로 읽어낸다 이는 미.국 자유주의 전통의 모습을 왜곡한다 자유주의는 어떠한 목적에 우선하는 자아에 헌신한.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제되지 아니하며 재검토와 반성으로부터 면제되지도 않는 자아,에 헌신한 것이다.권리 논변을 폄하하는 것은 위레게 체계적인 종속 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해줄 어휘적개념적 틀을 박탈시킨다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에 대한 불관용은 샌델이 두려워하는 과.잉만큼이나 현대 미국의 시민 생활에 위협이 된다 불관용이나 무관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권리 논변이야말로 그들의 침수된 이야기를 정교화하는 것임을 안다 오늘날.미국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과업 중 하나는 권력 구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보이게 하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이다 권리 논변은 남용되어버린 개인주의의 언어가.아니라 권력을 공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도록 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역시 에 대한 서평에서 출처역시 에 대한 서평에서 출처역시 에 대한 서평에서 출처역시 에 대한 서평에서 출처(Gary Johnson Discontent in Democracy - : Journal of Public(Gary Johnson Discontent in Democracy - : Journal of Public(Gary Johnson Discontent in Democracy - : Journal of Public(Gary Johnson Discontent in Democracy - : Journal of Public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J-Part, Vol 8, No. 2 (Apr, 1998), pp. 291-296.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J-Part, Vol 8, No. 2 (Apr, 1998), pp. 291-296.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J-Part, Vol 8, No. 2 (Apr, 1998), pp. 291-296.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J-Part, Vol 8, No. 2 (Apr, 1998), pp. 291-296.---- 여성을 전통적 사회적 역할에 묶어두지 않고 권리의 문화를 포기할 수 있는지 개인의“ ?권리를 논하지 않고 정의 관념이 가족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견해를 받아들일 때 누구의 공동체이며 누구의 가치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제목 무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에 대한 서평제목 무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에 대한 서평제목 무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에 대한 서평제목 무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에 대한 서평: - < >: - < >: - < >: - < >필자필자필자필자: Brian Barry: Brian Barry: Brian Barry: Brian Barry출처출처출처출처: Ethics, Vol. 94, No. 3 (Apr., 1984), pp. 523-525: Ethics, Vol. 94, No. 3 (Apr., 1984), pp. 523-525: Ethics, Vol. 94, No. 3 (Apr., 1984), pp. 523-525: Ethics, Vol. 94, No. 3 (Apr., 1984), pp. 523-525샌델의 위 책은 거의 롤즈 정의론 까는 내용이다 그런데 롤즈가 샌델이 생각하는 것만큼.단순한 타겟이 아니다 롤즈의 이론이 샌델이 나대면서 그렇게 쉽게 까기엔 매우 복잡하고.깊이 있는 것이다 샌델은 롤즈에게 의무론 은 항상 자신의 선관 밖에서 사고하고 그것을. “ ”개정하며 영속적으로 잠정적인 태도만을 취하는 자아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그러나 샌델이.전제하는 이런 심리학을 꼭 취하지 않아도 의무론은 가능하다 측면적 제약 조건 하에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일은 자아 정체성에 정신분열을 일으키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샌델을 읽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롤즈를(읽는 것은 가능하다)그리고 어떤 의무의 정식화도 일정한 연고를 압도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것이 도덕 시스.템이라면 그런 정식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정식화가 없다면 어떠한 정체성의.추구도 다른 사람들의 정당성 있는 요구가 부과하는 제약을 넘어서까지 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의무적 종교 의례 참가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자본주의에 종속된 인간형을 키우고 싶은 기업가가 기업에 비판적인.교수에게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무조건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키는 경우 등)아이러니한 점은 샌델이 정체성과 선관의 추구에 방해가 되는 원흉으로 자유주의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프로젝트와 개인적 헌신을 포악하게 압도한다는 이유로 결과.론을 비판해온 것은 바로 자유주의적 의무론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내 프로젝트는 옳거. “나 그르다 나의 국가는 옳그나 그르다 의 언명에 그치지 않는 이론이라면 어느 이론이든” “ ”간에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신의 추구를 평가할 외부적 기준이 있어야한다 샌델은 집단 정체성에 의한 정의의 초월성을 매우 고상하게 들리게끔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배후조종하는 부모와 친구를 고용하는 학술기관에 파란불을 켜주는 셈이기도하다 그리고 그 파란불을 받고 가는 도로의 끝에는 명의 이단자를 불에 태워죽인. 2000년대 스페인의 종교 심문관 스탈린 히틀러 등이 있다1400 Torquemada, , .



제목 전통 자아 그리고 실질적 적정 절차 마이클 샌델에 대한 논평제목 전통 자아 그리고 실질적 적정 절차 마이클 샌델에 대한 논평제목 전통 자아 그리고 실질적 적정 절차 마이클 샌델에 대한 논평제목 전통 자아 그리고 실질적 적정 절차 마이클 샌델에 대한 논평: , , : Tradition, the Self,: , , : Tradition, the Self,: , , : Tradition, the Self,: , , : Tradition, the Self,and Substantive Due Process: A Comment on Michael Sandeland Substantive Due Process: A Comment on Michael Sandeland Substantive Due Process: A Comment on Michael Sandeland Substantive Due Process: A Comment on Michael Sandel필자필자필자필자: Robert Post: Robert Post: Robert Post: Robert Post출처출처출처출처:::: California Law Review, Vol. 77. No. 3, Symposium: Law, Community, and MoralCalifornia Law Review, Vol. 77. No. 3, Symposium: Law, Community, and MoralCalifornia Law Review, Vol. 77. No. 3, Symposium: Law, Community, and MoralCalifornia Law Review, Vol. 77. No. 3, Symposium: Law, Community, and Moral이 글은 샌델의( Moral Argument and Liberal Toleration: Abortion and Homosexuality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I. 샌델의 핵심 주장은 낙태와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의 정의 또는 부정의 는 적어도 부분적( )으로는 그 행위들의 도덕성 또는 비도덕성 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그러한 법에( ) .대해 반대하는 논변이 전적으로 주의주의적인 관점 즉 그 행위의 도덕적 성격과 무관계하,계 일정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진행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이기를 원한다 샌델의 프로젝트는 낙태 재생산 결혼 사후피임 등에 관한 최근의 미연방. , , ,대법원 판례에 실제로 실린 논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이 관점의 부적절성을 설명하는 것이다.샌델은 주의주의적 견해가 정부가 좋은 삶에 대한 관념들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이론이라고 보면서 선관을 그들 스스로를 위해 선택하는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을 존중,하는 이론이라고 한다 샌델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판결에서의 그러한 주의.주의적 견해로의 변화를 추적한다 그는 판결에서는 프라이버시. Griswold v. Connecticut “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 을 잘 반영해서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 를 승인하고 보호하는 목적” “ ” “론적 관심에 기반해 있었다고 칭찬한다 그런데 그보다 최근의 판결에서 법원은 프라이버” .시의 보호에 대한 근거로서 주의주의적 견해로 돌아섰다고 한다.그 중 하나가 판결 이 판결은 조지아 주의 동성애 금지 법을 합헌Bowers v. Hardwick (이라고 한 판결이고 다수 의견은 동성애를 할 권리 같은 것은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샌델은 이에 대한 위헌 의견을 밝힌 소수 의견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이후. .이 판결의 결론은 판결에서 번복되어 오늘날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금Lawrence v. Texas지하는 주 법은 위헌으로 보고 있다 이다 이 판결을 평석하면서 샌델은 동성애적 친밀.) . , “성 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의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상이한 방식이” “ ”있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주의주의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것이다 첫번째 견. , .해는 그 행위가 반영하는 자율성으로부터 논변을 진행하며 두번째 것은 그 행위가 실현하,는 인간적 선에 호소한다고 한다 샌델 교수는 이 두 가지 가능한 답안 중에서 바우어 판. “결의 소수 의견은 전적으로 첫번째 견해에만 의존하였다 고 평석한다 그의 견해로보기에” .바우어 판결의 소수 의견은 미연방대법원이 최근 주의주의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며 중립성 의 이상과 자유롭게 선택하는 개인의 특권 그리고 실질적인 도덕 담, “ ” , “론 의 거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샌델에게 있어서 주의주의적 견해는 두 가지 두드러진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개인적. (1)선택권에 대한 강조 인간적 선에 대한 평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는 실질적인 도덕적 담(2)론의 거부 그러나 두 가지 관점이 꼭 서로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의 미연방. , .대법원의 결정이 개인의 의사결정의 권리를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미연방대법원은 실질적인,인간적 선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하곤 했다.



위 바우어 판결의 소수 의견의 블랙먼 판사의 견해는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소.수의견이 개인의 선택을 찬양한 것은 사실이다 즉 개인의 자기 규정에 필수적인 특정한 종.류의 의사결정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이론을 발전시키기는 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규정할 능력은 자유의 어떠한 개념에도 핵심적인 것이, ‘기 때문이었다 이 소수 의견의 핵심 요지 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서’ . (central thrust) ‘나오는 정서적 풍요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생산하는 결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은 또한 그러한 의사결정은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적극적,인 인간 가치의 실현에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다.이런 점에서 볼 때 샌델이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도덕적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다 사실상 특정한 종류의 개인적 결정을 내릴 능력은 행. ,복 조화 정체성의 인간적 선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며 바로 그러한 논변을 씀으로, , ,써 국가가 특정한 종류의 사적 행위를 규제하는 권력에 헌법적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이다.그리고 이 논변은 샌델이 그의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소박한 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다 샌델은 소박한 견해 자유가 실질적인 인간 선에 기여하기 때문에 좋다 와 정교한. ( “ ”- - , “견해 자유는 구체적으로 인간 선에 기여함과 상관없이 공정한 몫으로 주어진 것이다 를”- -구별해서 오직 전자만이 제대로 된 견해라고 한다)그렇다면 샌델 교수를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 그 문제의 근원은 바우어? ,판결의 소수 의견이 이 문제와 관련된 인간적 선을 선택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본점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동성애의 친밀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어야 한다는 샌델,교수의 관점 때문인 것 같다 이것은 그 논변이 실질적인 도덕 담론을 담고 있느냐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개인을 구성적인 사회적 관행에 배태되어 있는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보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바우어 소수 의견 그. ,리고 최근의 실질적 적정절차 원리에 관한 판결들에 대한 샌델 교수의 진정한 반대 이유는프라이버시권의 보유자를 사회 제도에의 참여자로 보지 않고 그들의 역할과 애착으로부터,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인간으로 보았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많은 법원의 판결들이 전통적인 사회제도의 일부로서 개인보다는 무역사적인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꽤나 정확하다.그러나 전통과 제도에 대한 강조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섹스의 영역에 법원이판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껄끄러운 것이 된다 법원이 낙태 사건을 직면하였을 때 우리. , “인민의 전통과 양심 을 참조하는 것으로부터 그 결정을 지지하는 능력을 구할 수는 없었다” .낙태는 단순히 국가 내의 모든 곳에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에서 법원은 낙. Roe태에 대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있다는 그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적,정절차 원리를 내세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전환은 바로 인민의 전통과 양심으로부터 나.온 그 정부 규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한 정당화의 정교화로 요청되었던 것이다.그리하여 법원은 개인이 전통적인 정부 규제라 할지라도 그런 규제를 하지 못하게 할 수있는 권리 분석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바로 그 명백한 이유로 그 분석은 전통과 문화에.대한 의존성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물론 샌델 교수는 동성애와 같은 행위 규제의 부정의성이나 정의로움이 전적으로 그것이전통적으로 어떤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샌델은 이러.한 행위들의 도덕적 지위는 설사 전통적으로 비난 받았다 하더라도 토론에 열려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샌델은 전통적인 태도와 애착에 한정되지 않는 실질적인 도덕 담론 에. “ ”



호소한다.그런데 그러한 담론의 이론적 토대는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George에 의해 탐구된 바 있다 미드에 의하면 자아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Herbert Mead) .태도를 내부화하는 언어적 능숙함 덕택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로서의 자아.를 미드는 라고 하였다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수동적 자아 그러나 미드는 로 자“me” . ( ). me아가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도 즉 자아는 전적으로 수동적이거나 투명할 수 없다는 점도,이해했다 어떠한 시점에서라도 개인은 그들이 현재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으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 미드는 이 능력을 라고, . “I”칭했다 그리고 이 와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이 바로 자아라고 보았다. "I" “me”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인 선택 즉 대한 강조가 꼭 문화와 전통에 배태된 자, , “I”dp아로서의 와 양립불가능할 필요는 없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도덕 철학에서나 법에서“me” .나 이 자아의 두 측면에서의 균형을 기대해야 한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이것이. ,바로 적정 절차 원칙이 현대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이다 그 원칙의 구 버전은 오직 에. “me”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보호를 했다 보다 최근의 버전은 현재 수용되고 있는 도덕성으로.부터 물러서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여지 즉 에 초점을 맞추고 보호한다 샌델 교수, “I” .그 자신이 실질적인 도덕 담론 에 전통적인 태도에 비판적인 그러한 중립 공간을 보존하“ ” ,고 싶어할 것이다 그렇다면 샌델 교수를 불쾌하게 했던 주의주의적 초점과 강조는 수용된.전통에 대해 비판적인 방식으로 살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동성애에 동일한 보호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말하자면 샌델 자신의 이론 틀 내에서 정합적으로 살펴. ( ,보더라도 샌델이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투명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자아만을 이야기하지,않고 전통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동성애 판결에서 단,순히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보호 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논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물론 특정한 사건에 직면하여 법이 를 위해 말해야 하느냐 를 위해 말해야 하느, “I” “me”냐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나는 구체적인 쟁점과 그 모든 관련 영향들을 분석하.는 것에 달려 있다 즉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샌델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때 그때 달라요는. (결국 권리에 이론적 지위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요약 발췌자 견해 그러나-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법원이 개인적 선택을 옹호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아에 대한,부당하게 좁고 부정확한 방식의 이해의 조류 속에 있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샌델 이론 틀 내에서도 와 사이의 상호작용과 균형 잡기가 필요. I me하고 샌델이 비난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판결은 쪽으로 균형을 잘 잡은 것일 수 있으니까, I .물론 샌델은 판례를 비판할 때는 쪽을 들어서만 비판한다( me .)II. 샌델은 헌법에 대한 매우 상이한 이미지에 기반한 분석을 한다 샌델은 법원의 구체적인.견해를 철학적 입장의 표명으로 읽는 경향이 있으며 이 입장을 법을 생성하는 기초로 바라본다 그는 그리하여 법원의 견해를 온전히 철학적 평가에 적절히 종속될 수 있는 것으로.생각하며 판사를 철학자의 훈련되지 못한 대용품으로 다룬다, ( ) .그러나 나는 판사들이 표명하는 견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검토하는 것이중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판결의 패턴으로부터 드러난.다 실질적 적정절차 원칙 그 자체가 드러내주듯이 헌법의 중요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서로. ,



다른 조류의 철학적 관점에 기대고 있는 경합하는 원칙적 입장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로.인해 초래되는 애매함은 판사들에 의해 특징적으로 활용되어 헌법적 개입의 전반적인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이 헌법의 발생 기초로서 철학적 관점을 발굴해내는 일은 일련의 행위. ,를 해석하는 문제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다.물론 행위와 견해의 표명은 법에 있어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그 둘은 같지.않다 법은 철학과는 달리 통치의 도구이며 행위 통제의 도구다 철학적 담론의 권위가 그. , .추론의 설득력에서 갖는 힘에 의존한다면 법의 권위는 국가의 권력에 궁극적으로 의존한,다 버거 판사가 말한 문구가 법률가들에 의해 주의깊게 살펴지는 것은 그가 탁월한 사상가.거나 뛰어난 작문가여서가 아니다.헌법적 견해에 걸려 있는 문제는 철학적 토론에 걸려 있는 문제와 매우 상이하다 사적, .인 성적 행위 규제 문제가 그러한 규제에 대한 윤리적 적정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인 도덕 철학자에게는 그 주된 관심이 그 규제를 위헌적,인 것이라거나 위헌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결하고자 하는 연방대법원의 문제와는 매우 상이한 것이 된다 그런데도 샌델 교수는 때때로 후자 법원 의 과업이 전적으로 전자 윤리적 평. ( ) (가를 내리는 철학자의 과업 에 의존하는 것처럼 다룬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헌법 담론과 도덕 담론을 섞는 것은 큰 실수다 헌법 담론은 일련의.제한들에 종속되며 특히 자제 선례 와 같은 용어로 표현되며 완전히 자유로운 도덕 추, “ ”, “ ” ,론과는 거리가 있다 나의 논지는 단순한 것이다 윤리적 정치적 헌법적 담론을 같은 차원. . , ,으로 섞어버리는 샌델 교수의 접근은 옹호될 수 없는 것이거니와 사법 결정의 바람직한 가능성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다.샌델은 애초에 권리 논변을 부정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판사들이 덕을 두고 즉 문제되( ‘ ’ , ‘ ’ ,는 행위의 윤리적 적절성 여기서 윤리 또는 도덕이라는 것은 남에게는 부당한 해를 끼치지-않지만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타락한 삶이냐 하는 을 법정에서 소리 높여-논쟁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즉 샌델은 헌법 판단이 종속되어야 할 고유한 추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냥 동성애 좋냐 나쁘냐 이거 실질적으로 철학자들이 논의하듯이 토론, ‘ ’해서 결론 내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목 시민적 덕제목 시민적 덕제목 시민적 덕제목 시민적 덕: Civic Virtue: Civic Virtue: Civic Virtue: Civic Virtue필자필자필자필자: Peter J. Steinberger: Peter J. Steinberger: Peter J. Steinberger: Peter J. Steinberger출처출처출처출처: The Review of Politics, Vol. 68. No. 4 (Fall 2006), pp. 694-697.: The Review of Politics, Vol. 68. No. 4 (Fall 2006), pp. 694-697.: The Review of Politics, Vol. 68. No. 4 (Fall 2006), pp. 694-697.: The Review of Politics, Vol. 68. No. 4 (Fall 2006), pp. 694-697.이 글은 샌델의 책 공공 철학 정치에서의 도덕에 관한 에세이( < : Public Philosphy:에 대한 서평입니다Essays on Morality in Politics>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글들은 일반 대중들을 위한 출판물인 에 실린 글들New Republic이다 이 잡지에 실린 대부분의 글들은 고도로 정형화된 논의의 진행을 보여준다 샌델은. .갑자기 답하기 곤란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대해 네. “ ”와 아니오 의 대답과 그 대답들의 약점과 강점을 일별한다 그리고 그는 어느 것이 옳은“ ” .입장인지를 보여준다 옳은 입장은 항상 시민의 덕을 지지하며 유지하며 칭송하는 입장이. , , ,다 논의 종료다 그리하여 대학입학에 있어서 적극적 차별철폐 조치는 좋다 왜냐하면 그. . , .것은 개인의 권리 주장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분리시키고 그것을 공동 선에의 고려로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배출거래제도는 국가든 기업이든 나쁘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업들에게 필요. .한 책임의 공유된 감정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이것이 바로 마술사의. . (카드 뽑기 기술이며 여기서 가장 애용되는 카드는 공동선 증진 시민적 덕 연대의 덕, ‘ ’ , ‘ ’, ‘ ’등이다.)우리는 여기서 매우 일관되고 정합적인 원칙 즉 일종의 네오토크빌주의를 보게 된다 개, .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은 본질적으로 의심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정책들은 공동체의 도덕적 기초를 훼손하는 경향이 있으며 건전한 공화국이 의존할 수 있,는 상호적인 시민의 의무감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샌델의 견해는 이 모든 글들에서 논증되.기보다는 주장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들은 대중들이 보는 정기 간행.물에 실린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자신의 논문을 그대로 실은.도덕 논변과 자유주의적 관용 낙태와 동성애“ : ”(Moral Argument and Liberal Toleration :와 절차적 공화국과 무연고적 자아Abortion and Homosexuality) , “ The Procedural를 한번 살펴보자Republic and Unemcumbered Self) .위 논문들에서 샌델은 미국이 실질적 도덕 담론을 회피하고 중립성을 옹호함으로써 절차적 공화국으로 타락했다고 한다.얼핏 보기에 이러한 논의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지점에서 샌델의 논의는 나에게는 혼란에 빠진 것이거나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에.대한 구 이론에서 신 이론으로의 이행에 대한 그의 설명은 심각하게 오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결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그 자체로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 Eisenstadt Roe .보다는 그 판결들은 명시적으로 그러한 자유를 가장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문제와 관련, “ ” “ ”해서 보호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법원이 명백히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진리를 점점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즉 공적 사적 이라는 형. , “ ” “ ”용사는 활동의 영역 이나 공간 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든 간에(spheres) (spaces)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의 상이한 양식 을 일컫는 것이라는 점이다 가족(different manners)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닫힌 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필연적으로 사적인 일이 되는 것은아니다 예를 들어 가정 폭력은 권리를 침해나는 공적 문제다 마찬가지 논리로 사람들의. ( )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밀하고 인격적인 성격을 결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로 인해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철에서 자신이 읽고 싶. (은 책을 읽는 것 단지 전철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여당을 찬양하는.책만 읽어야 한다고 규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이와 유사하게 샌델은 법원이 와 같은 판결에서 생존가능성 이라는 시점을 구분의, Roe “ ”시점으로 채택하면서도 결론에 필요한 질문들을 괄호에 쳐넣음으로써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비판한다 그러나 생존가능성을 구분선으로 채택하면서 법원은 우리에게 삶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단지 형이상학적이거나 독단적인 교리에 근거를. ,두지 않은 헌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존재의 첫 단계가 언제인지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이다.절차적 공화국과 무연고적 자아 도“ The Procedural Republic and Unemcumbered Self)나에게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샌델은 무연고적 자아관을 칸트와 롤즈.가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상호 빚을 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 자아로 바라보는 능력을 박탈하고 우리 서로의 연결과 충직을 훼손한다고 이야기하며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을 붕괴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무연고적 자아관의 문제점은 그것이 초래하는 잘못된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아예 무연고적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냥 그것은 사실의 문제로서 틀린 것.이다 그리고 그 틀린 걸 옹호하는 이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샌델은 다른 학자가 그런. .명백히 틀린 걸 옹호한다고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글 내내 헛짓거리 한다.



제목 샌델주의적 반자유주의제목 샌델주의적 반자유주의제목 샌델주의적 반자유주의제목 샌델주의적 반자유주의: Sandelian Antiliberalism: Sandelian Antiliberalism: Sandelian Antiliberalism: Sandelian Antiliberalism필자필자필자필자: Michael S. Moore: Michael S. Moore: Michael S. Moore: Michael S. Moore출처출처출처출처: California Law Review, Vol. 77. No. 3, Symposium: Law, Community, and: California Law Review, Vol. 77. No. 3, Symposium: Law, Community, and: California Law Review, Vol. 77. No. 3, Symposium: Law, Community, and: California Law Review, Vol. 77. No. 3, Symposium: Law, Community, andMoral Reasoning (May, 1989), pp. 539-551Moral Reasoning (May, 1989), pp. 539-551Moral Reasoning (May, 1989), pp. 539-551Moral Reasoning (May, 1989), pp. 539-551샌델은 목적론적 견해로서 선을 증진하기 때문에 자유를 옹호하는 정책이 입안되면 입법자가 자유주의의 소박한 견해를 채택했다고 본다 반면에 입법자가 옳음이 좋음보다 우선한다.고 보면 정교한 견해를 택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샌델. .은 정치 이론의 문제 입법자가 어떤 도덕적 견해를 증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질문 를 메타윤리학의 문제 어떤 사태의 선함과 그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A ] [있는 행동의 옳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질문 와 단순히 혼동한 것이다 질문과 질문 사-B ] . A B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샌델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정당화는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허용될만해서 보호될만한 것이라는 논의에 기초해야 한다 고 말한다 그러니까 샌델이 말하” .는 것은 동성애와 같은 쟁점에 관하여 사회적 협동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사람들이동성애의 도덕적 장점에 대하여 견해를 공유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체를 가지고 남에게 해를 안끼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점에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협동과 평화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매사에 끝장 보자는 것이다 연고적 자. ( )아들 자신의 가치에 깊이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은 평화와 사회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샌델의 크나큰 오류다 왜 모든 사람들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의 몸속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쳐넣으려는 도덕적 제국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심리적 충동에 휩싸여 있어야 할까?샌델은 중립성 명제를 반대하면서 자율성의 실질적 가치를 옹호하는 논변을 모두 중립성 명제로 치부하면서 다 던져 버리고 있다 샌델은 실질적인 도덕 담론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사.회가 분열되어서 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논변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있는 것이다 권리라는 것은 원래 사회분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회의 통합에 별다른 기. ,능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도덕 제국주의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타당한 추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