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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 의 제 장 공동체주의와 자아: Will Kymlicka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4

요약번역 이한:

이 장에서 나는 자아와 그 이해관심에 관한 자유주의적 설명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겠다1 .

그 다음 장에서 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이해관심을 정치적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겠다.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아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가 왜 부적절한지를 설명하는 몇 가지 중2 ,

내가 논의하는 다섯가지 논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자아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

는 공허하거 우리의 자아 지각 에 어긋나며 공동체의(1) (empty) (2) (self perception) (3)

관행에 우리가 묻혀 들어가 있다는 점을 무시하며 우리의 개별적 판단을 사회적으로 확(4)

인받을 필요성을 무시하며 불가능한 보편성이나 객관성을 지닌 것처럼 가장한다(5) .

첫째로 공허함 논변을 살펴보자 우리의 사회적 상황의 모든 주어진 한계에 자유롭게 의3 , .

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자멸적이라고 테일러는 이야기한다.

인용문 시작 완전한 자유 은 어느 것도 수행할 가치가 없으며 어느( ) (complete freedom)

것도 무엇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인정될 만하지 않은 가 될 것이다 모든 외적 장애와void .

침해 을 제쳐놓음으로써 자유에 도달한 자아는 성품이 없으며(infringements) (characterless)

따라서 규정된 목적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사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인 용어인.

합리성 이나 창의성 으로 얼마나 가려지건 말이다“ ” “ ”creativity . (C. Taylor, 1979, p. 157)

진정한 자유는 구체적 상황에 처해진 것 일 수 밖에 없다고 테일러는 주장한4 (“situated”)

다 우리의 사회적 상황의 전제들. (presuppositions) 모두를 우리의 합리적 자기 결정에 종

속시키고자 하는 욕구 는 종국적으로 공허하다 왜냐하면 자유(subordinate a to b) (empty).

롭게 자기 결정을 내리려는 요구는 비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 (indeterminate)

게 목표를 설정해주며 따라서 합리성에 형태를 부여 창의성에 영감을 제공해주는(imparts)

상황 의 바깥에서는 우리의 행위에 아무런 내용도 구체화해줄 수 없다“ ”(situation) . (ibid)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설정해주는 목표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

자기 결정 을 향한 탐색 은 니체주의적인 허무주의 즉 궁극적으(self-determination) (quest) ,

로 자의적인 것으로 모든 공동체와 문화의 가치를 거부하는 데 이르게 된다. (C. Taylor,

매킨타이어 역시 니체의 허무주의를 이 자유로운 개별성에 대한 이 절대적인9179, 157)

자기 결정 견해의 논리적인 결과로 보았으며 이 견해는 공동체의 가치가 권위적인 지평, “

선 이라는 것을 거부한다고 한다”(authoritative horizon) .(MacIntyre ch.9)

그러나 이 논변은 자유주의에서 자유가 하는 역할을 오해한 것이다 테일5 (misconstrues) .

러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은 우리의 기획을 형성하고 수정할 자유는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

고,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되어야 하는 무언가라고 가르친다 그런 내용의 가르침을 테일러가.

공허한 것으로 거부한 것은 옳다 대신에 추구할 가치가 있는 어떤 기획 완수하는 것이 가. , ,



치 있는 어떤 과업이 있어야만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내에서의 자유에 대한.

관심은 이 기획과 과업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자유에 대한 자(take place of) .

유주의의 옹호는 정확히도 그들 과업과 기획의 중요성에 기대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자, .

유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획을 선택할 자유를 그 자체를 목적

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

의 기획과 과업이며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더 이상 완수할 만

하거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역자 자유 기획 과업이 아니라 진정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 - vs ,

차이다 우리의 기획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가치에 대한 우리)

의 신념에 따라 내부로부터 우러나와 살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한 우리

의 계획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그에 따라 행위할 자유를 가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선택의, .

자유는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 가치롭게 여겨지는 그 기획과

실행등을 추구하는 전제 조건인 것이다.

물론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선택의 자유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가치 있으며 그 자체로 가6 ,

치 있게 여겨져야 할 무언가로 생각해 온 것은 사실이다 밀 칸트. ex) ,

선택의 자유가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는 주장은 자유주의적 자유의 폭넓은 범위를 방해하7

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주장의 함의는 적어도 두 가.

지 중요한 방식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치를 이해하는 방식과 충돌한다.

선택의 자유가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 능력을 더8 (a)

많이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며 그리하며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게 된,

다는 것을 시시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거짓이며 정말로 뒤틀려 있다 그것은. .(perverse)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결정해야 한다는 준

실존주의적 견해로 빠르게 이르게 된다 이것은 뒤틀린 주장이다 왜냐하면 우리 대(quasi) . .

부분에게 가치 있는 삶이란 헌신과 관계로 채워져 있는 삶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Bernard

가 길게 논의했듯이 우리의 삶에 깊이와 성품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 헌신을 만드Williams .

는 것은 정확히도 그것들이 우리가 매일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 20

번의 결혼 선택을 한 누군가가 어떤 측면에서건 최초의 결혼 선택에 의문을 던지거나 이를,

수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애착과 헌신을.

부여할 수 없는 사람만이 그녀의 목표에 관하여 제일 좋은 점은 그것들이 아주 쉽게 대체,

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율적인 선택을 더 많이 내린 삶은 심지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조차 더 적은 선택을 한 삶보다 더 낫지 않다, .

선택의 자유가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성취하려고9 (b) ,

하는 가치가 그 활동 자체에 내재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유라고 시사하는 것이(internal to)

다 이러한 시사는 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녀는 주어진 기획에 내재적인 목표를. Carol Gould .

성취하는 것을 행위가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외부적 목표로서 설정된 그 목적들 자체를 위

하여 외견상 행위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하여 이야‘ . (Gould, p. 118)

기하길 진정으로 자유로운 활동은 자유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자유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 다른 모든 가치들을 통

해 추구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측면에서 그 다른 가치들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ibid)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다 첫째 테일러가 지적하듯이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행위하라고 말10 . , ,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자유로운 활동이 할 가치가 있는지를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

그것이 확정적인 지침 을 제공해준다고 하여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determinate) (guidance) ,

의 동기에 의해 거짓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내가 책을 쓰고 있다면 예를 들어 나의. , ,

동기는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다 실제로 만일 내가 그것이 자유롭게 되는 방법인 한에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진정으. ,

로 말하고 싶지 않다면 나의 글쓰기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닐 것이다 내가 무엇을, (fufilling) .

쓰고 어떻게 쓰느냐는 자의적이고 무차별하며 궁극적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의 결과가 될 것,

이다 만일 글쓰기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나는 글쓰기가 그 자체로. (intrinsically)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만 한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들의 기획에서 보는 이해관심과 가치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기획에 내재적인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 나는 자유를 위해(look to) .

글쓰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나의 글쓰기 자체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이야기할. .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무에 자유는 자유가 내가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능케 하

므로 가치 있다.

개인적 자유에 대한 최선의 자유주의적 옹호가 꼭 가장 직접적인 옹호일 이유는 없다11 .

최선의 옹호 도 사람들이 숙고하여 그들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 방식과 가(defense) ,

장 잘 부합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자유의 가치를(best accords with) .

바라본다면 선택의 자유는 가치 있는 삶에 중심적인 것이긴 해도 그러한 삶에서 중심적으,

로 추구되는 가치는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과업과 기획이 우리의 주된 관심과 목표라는 점에 의견을 달리 하12

지 않는다 그 점은 논쟁 의 쟁점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역자 사냥개. (debate) (red herring- :

를 훈련시킬 때 색깔이 붉은 말린 훈제 청어의 냄새를 이용하는 데서 나온 표현 일 뿐이다) .

진정한 논쟁은 우리가 그러한 과업을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과업을 어떻게, ,

획득하고 그 과업의 가치를 어떻게 판별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테일러는 우리가(acquire) .

이 과업들을 오직 공동체적 가치 와 관행을 우리에게 목표를 설정하는(communal value) ‘ ’

권위적인 지평선 으로 다룸으로써 획득한다고 믿는 것 같다“ authoritative horizons' . (C.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특정한 공Taylor, 1979, pp.157-9) ,

동체적 관행 로부터도 분리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communal practice) . 어떠한 특정한

과업도 우리를 위하여 사회가 설정한 것이 없으며 어떠한 특정한 문화적 관행 도(practice)

개인의 판단과 가능한 거부를 넘어서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에게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이전 세대에 의해 전승된 이해의 매트릭스이자 선택지인 문화 구조,

에 대하여 자유롭게 내려진 개인적인 판단을 통하여 우리의 과업을 획득할 수 있다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설정된 것이 아니며 어떠한 것도 그 가치에 대한 우리의 판단 앞에서 권” “ ,

위적이지 않다.



물론 그 판단을 내림에 있어 우리는 어떤 것을 주어진 것 으로 삼아야 한다 단지13 ‘ ’ given .

자유로운 합리적 존재나 자유롭게 창의적인 존재 외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다른 삶의 양

식 말고 그 특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이다. (Sandel 1982,

그러나pp.161-5; C. Taylor 1979 p. 157; Phllips pp. 153-61; Crowley pp. 204-15)

자유주의자들은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무엇을 주어진 것으로 보느냐는 사람들 사, ,

이에도 다를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서도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한 시점에 특정, . ,

한 종교적 삶에 헌신하는 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관하여 선택을 하

여도 우리는 나중에 그 헌신에 의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가족에 헌신하는 것을 주어진 것, ,

으로 삼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물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활동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림에 있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보다는 그 문제는 개인이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대,

체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는 주어진 것이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 우리에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이다 테일러의 공허함 논변 은 주어진 것이 공동체적 가치의 권위적. (emptiness argument) ,

지평선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어떠한 것도 입증하는 데 실패한다 이 공동체적 가.

치가 개인의 평가를 받고 거부도 가능하다는 발상에는 공허하거나 자멸적인 점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에 의해 설정되지 않고서14 , 얻을

수 있다고 할 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목적을 권위적인 것, (communal)

으로 다뤄야 한다고 논함으로써 공동체주의의 반론을 약한 명제로 만들 수도 있겠다 우리.

는 이러한 약화된 반론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견해가 자아에 대한 그,

릇된 설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유주의적 견해는 우리가 좋은 삶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의 가장 깊이 견지하고 있는 확신에 의문을 던지고 재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중요한 의미에서 목적에 자아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샌델은 자아가 그 목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으로 구성된다고 주(prior to)

장한다 우리는 나를 나의 목적과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선택하. ‘ ’ ‘ ’ . ,

지 아니하며 그렇기 보다는 어떤 공유된 사회적 맥락에 배태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에 의해

발견되는 목적 등에 의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이러한 구성적 목적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획을 선택하고 수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가짐으,

로써가 아니라 이러한 공유된 구성적 목적을 깨닫게 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가짐으로써,

더 잘 된다. (go better)

샌델은 이 주장을 위하여 두 개의 상이한 논변을 펼치고 있으며 그것들은 분리해서 살15 ,

펴볼 가치가 있다 나는 그것을 자아 지각 논변 와 배태된 자아. (self-perception argument)

논변 이라고 불러왔다 자아 인식 논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embedded-self argument) . .

무연고적 자아라는 롤즈주의적 견해는 우리의 가장 심층적인 자아 인식에 대한 감각‘ ’ -

에 대한 가장 심층적인 자아 이해 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반(sense) “ - ” . (correspond with)

론에 따르면 자아가 목적에 우선 한다면 우리는 내성을 할 때 우리의 특정한 목적(prior to) ,

을 뚫고 무연고적 자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직과 샌델은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

본질적으로 무연고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 목적에 선재하며 행위와 소유의 순수. ‘ ,

한 주체이자 궁극적으로 얇은 희박한 엷은 자아관은 특정한 속성으로 두껍게 차 있, (thin- , ) ,



는 농밀한 존재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친숙한 관념과 근본적으로 상치된다(thick- ) .’

우리가 롤즈주의적인 자아라면 어떠한 성품(Sandel 1982 pp. 94, 100 quoting Nozick) ‘

을 나의 목적 야망 욕구 등등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항상 그러한 것들 뒤에 일정한 거리를, , ,

두고 서 있는 어떤 주체인 나 를 함의하게 된다 비록 궁극적으로“ ” .’(Sandel 1984a, p.86)

얇은 형태더라도 어떤 형태를 가진 자아인 이것이 우리의 목적들 뒤에 얼마간의 거리를 두,

고 있어야 한다 롤즈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를 속성 없는 존재이며 무연고적이. , ,

고 다소간 유령처럼 공간 속에 있는 대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또는 로티의 표현에 따르면.

나의 목적들 배후 에 놓여 있는 일종의 기판 역자 그 위에 속성들이 쌓아올려‘ ’ ‘ (substrate- :

지는 기본 판대기 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샌델은 우리의)’ . (Rorty, p.217)

가장 심층적인 자아 인식은 항상 어떤 동기를 포함하며 이것은 어떤 목적들이 우리의 자아

를 구성한다 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한다(constitutive of) .

그러나 자아 인식의 질문은 여기서 기껏해야 오도하는 것일 뿐이다 자유주의적 견해에16 .

서 중심적인 것 은 우리가 그 목적에 우선하는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central) ,

라, 어떤 목적이나 목표도 가능한 재검토 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possible re-examination)

는 의미에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목적에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검.

토가 의미있게 수행되려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는 상이한 동기와 연고를 맺

고 있는 자아를 상상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나에게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저것에 비해 이것을.

선택할 어떤 이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이다 나의 자아는 이런 의미에서 그 목적에 우선하.

여 인식된다 즉 나는 항상. , 현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아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러.

나 이것은 어떠한 목적과도 전적으로 무연고적인 자아를 인식할 수 있음을 요구하지 않는

다 윤리적 추론 과정은 언제나 하나의 연고적인 잠재적 자아와 이와는 다른 연고적인 잠. ‘ ’ ‘ ’

재적 자아를 비교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러한 추론을 할 때에는 자아와 함께 주어진 일부.

목적이 항상 있어야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로부터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particular)

자아와 함게 항상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따라나오지 않는다 내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아와 함게 주어진 것은 일생에 걸쳐 변할 수 있으며 때때로 실제로 변하기,

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샌델은 추가적인 주장을 확립해야 한다 그는 우리가 전. .

적으로 무연고적인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는 점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이(specific)

나 동기가 없는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상이한 논변을 요구.

하는데 이 논변을 나는 배태된 자아 논변이라 부른다, .

이 세번째 논변은 자아 발견 으로서의 실천적 추론이라는 공동체주의적17 , (self-discovery)

견해와 판단으로서의 실천적 추론이라는 자유주의적 견해를 대조시킨다 매킨타이어와 마찬.

가지로 샌델에게 유관한 질문은 나는 어떤 이가 되어야 하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 ,

가 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다 자아는 선택에 의해서 가 아니라 발견에 의해서 그리고’ , ‘ ?’ . ‘ ’ ‘ ’,

이미 주어진 것을 선택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런 선택은 불가해한 것이 될 것이다 스스로에‘ ( ),

대하여 성찰하고 그 구성적 성격을 탐구하며 그 법과 명령 을 분별하고 그 자, , (imperative) ,

신의 것으로서 그 목적을 인정함으로써 오게 된다 예를’ ‘ ’(come by) (Sandel 1982, p.58)

들어 그는 롤즈의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롤즈가 공동체의 선은 자아의. ‘

목적과 가치에 관계하는 정도까지 내재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주체의 동기를(internal)

넘어서서 도달할 만큼 그렇게 전면적일 수는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thoroughgoing) ’ .



(Sandel 1982, p. 149) (because while Rawls allows that the good of community can

be internal to the extent of engaging the aims and values of the self, it cannot be

샌so thorouhgoing as to reach beyond of motivations to the subject of motivations)

델은 더 적절한 설명에 의하여 공동체적 목적과 가치는 단순히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승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공동체적 목표에 대한 공동의 추구는, .

그들이 자발적인 결사에서처럼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정체성의 속성으( ) ,

로서가 아니라 구성요소로서 발견하게 되는 애착이다 그러한 성원, (Sandel 1982, p.150)

들을 위한 선은 자아 발견의 과정에 의해 파악된다 즉 그들이 파악하는 다양한 애착들의. , ‘ ’

주장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 말이다.

그러나 확실히 여기서 우리의 가장 심층적인 자기 이해를 위배하고 있는 이는 바로 샌18

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아 발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

을 대체하거나 배제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foreclose) .

의 현재의 애착에 갇혀 우리가 물려받은 목표의 가치 나 우리가 앞서 선택한 목표의 가치( )

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We don't consider ourselves trapped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다양한 역할과 관계 속에 있는by our present attachments)

존재로 파악하긴 하지만 우리가 파악하게 된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아 다 역할과 관, . 
계는 억압적이거나 비하하는 것 일 수 있으며 그것들은 포용적인(demeaning) , embracing

것이기보다는 숨막히는 것으로 경험될지도 모른다 우리(suffocating) . (Rosenblum, p. 156)

가 스스로를 사회적 관행이나 전통에 얼마나 심층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고 파악(implicated)

하던 간에 우리는 그 관행이 가치 있는가에 질문을 던질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질, .

문은 샌델의 설명에서는 의미있는 것 이 아니다 그것이 어찌 나에게 가치가(meaningful) . (

없겠는가 나에게 선은 단지 내가 속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애착과 관행을 더 크게 자각?

하게 되는 것이니. 실천적 추론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애착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가) (

아니라 이 자아 발견 과정으로 완결된다는 발상은 꽤나 한 것으로 보인다) - facile .

공동체주의자들은 그들이 칸트주의적인 도덕19 (Moralitat)를 헤겔주의적인 인륜

( 으Sittlichkeit) 로 대체하기를 원한다고 종종 이야기한다 그러나 헤겔이 샌델의 제안을 받.

아들였을 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샌델은 도덕 이 없는 인륜 을. (Moralitat) (Sittlichkeit)

원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겔은 도덕 이 없는 인륜 은 개인. (Moralitat) (Sittlichkeit)

이 나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도 나는 누구인가도 묻지 않을 때에만 작동한‘ ?’ ‘ ’

다고 생각하였다 즉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 ,

문을 던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만 작동한다고 생각하였다 헤. (Hegel, p. 317 n. 64)

겔은 그의 후계자들이 놓친 것을 깨달았다 즉 만일 자아가 조금이라도 성찰을 하려면 그. , ,

것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법칙에 따라 스스로를 결정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 말이다 왜‘ ’ .

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헤겔의 관심사는 도덕 을 인륜(Hegel pp. 33-6, 103-4, 414 n. 49) (Moralitat)

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에 어떤 내용 헤겔이 칸트의 그것에(Sittlichkeit) , (Moralitat) -

대한 정식화에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 논점은 사람들로 하- .

여금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 ,

공동체의 현존하는 전통과 관행과 조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는 칸트의 이론에서는 내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genuine) . ‘

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지지가능하지 않아서 새로운 어떠한 것도 구’ ,

성하지 못한 채 현존하는 관행의 파괴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해결책.

은 그 질문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보다는 그것은 기존의 관행이 합리적으로 지지.

가능한 답을 그 질문에 준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러한 관행에 내재적인 가치.

를 지지할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그러한 가치를 주어진 것으

로 여기는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지지하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다 그 고유한 특정성에 뿌.

리박고 있고 그것으로 내용이 채워지는 인륜 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Sittlichkeit) .

거기엔 반성으로부터 돌아올 의식적인 루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since ther is no

이것은 그가 우리conscious route back from reflectiveness (Willams 1985 pp. 163-4)

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순진함 으로 인해 가능했던 조건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naïveté)

을 때 맑스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공동체가.(Marx 1858 p.111)

우리에게 목표를 설정하게 의식적으로 내버려두는 데 필수적인 순진한 신념을 잃어버렸다.

(Hegel p. 317 n. 64)

여러 곳에서 샌델은 실천적 추론이 단순히 자아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20 .

그는 자아의 경계는 비록 그 목적에 의해 구성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간 유

연하며 새로운 목적을 포함시키고 다른 목적들을 배제하면서 다시 그어질 수 있다(flexible)

고 한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주체는 그 정체성의 구성에 참여할 권능이 있다. ‘ the subject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자is empowered to participate in the constitution of its identity'.

아의 경계 는 열려 있으며 주체의 정체성은 그 행위자 의(bounds of the self) (agency)……

전제라기보다는 산물이다. and the identity of the subject [is] the product rather than

결국 그 주체는 자신이 추구할 정체성the premise of it's agency (Sandel 1982, p.152) “

에 모두 무차별하게 영향을 주는 가능한 목적들 에 관한(indiscriminately) (impinging on) ’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목적에 의해 구성되는 자아는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자. (ibid) ‘ ’.

아 발견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나 이 지점에 이르면 두 견해 사이의 구별점 전체가 붕- .

괴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된다.

여기에는 외관상 차이점들이 있다 샌델은 자아가 그 목적에 의해 구성된다고21 (apparent) .

하면서 자아의 경계가 유동적이라고 한다 반면에 롤즈는 자아가 목적에 우선하며 그 경계.

는 사전적으로 고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상이점은 더 근본적인 같은 점을 숨긴다 양. .

쪽 모두 사람이 그 목적에 우선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사람 내부에서 자아 의 경. ‘ ’

계를 그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그러나 이 질문이 실제로 의미.

있는 질문이 되는 것은 마음 철학의 질문으로서지 정치철학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샌델이. 사람이 그녀의 목적 그녀의 자아를 구성하는 목적조차도- ‘ ’

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공동체주의적 정치를 정당화하는 데 실패한- ,

것이다 그는 왜 개인들이 가능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에 필수불가결한 일부로서 재검토에. ,

적합한 조건을 제공받아서는 안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

중에는 그 판단을 자유롭게 내리는 데 필수적인 개인적 독립에 대한 자유주의적 보장이 있

어야만 한다 사람이 그녀의 목적에 우선하는 한 샌델은 왜 자아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견. ,

해가 그른지 그래서 왜 자유주의의 정치적 도덕이 그릇된 것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샌델.



은 공동체주의 정치를 옹호함에 있어 그가 사용하는 인간에 대한 견해에가 갖는 애매함을

부당하게 이용 한다 강한 주장 자아 발견이 판단을 대체한다 은 설득력 이 없으(trades on) . ( )

며 약한 주장 그 목적에 의해 구성되는 자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구성될 수 있음을 인정(

하는 주장 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입장을 자유주의적 입장과 구별시켜주지 못한다) .

주석( 3)

덕의 상실 에서 매킨타이어의 논변 역시 유사한 애매함으로 인해 문제를22 < After Virtue>

갖고 있다.(suffers from)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적 역할에서의 우리의 멤버쉽이 의문에 던져질 가능성을 거부한다23 .

그러나 그도 샌델처럼 자아가 그 도덕적 정체성을 이러한 공동체적 전통 관행 그리고 역, , ,

할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 공동체의 그러한 형식 중 특정한 것의 도덕적, 한계

을 받아들여야 함을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좋은 삶은(limitation) . (MacIntyre)

좋은 삶을 탐색하며 보낸 삶이며 이러한 탐색은 명백히도 내가 속해 있다고 발견한 어느,

특정한 역할을 거부하는 일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의 역할과.

지위들의 당연한 기대와 책무에 의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가 주어진 가능에 내‘ rightful ’ ,

재적인 선의 가치를 거부할 수 있다면 매킨타이어의 견해가 자신이 거부한다고 하는 자유,

주의적 개인주의자의 견해와 조금이라도 다른지 분명하지 않게 된다 공동체주의 정치에 대.

한 매킨타이어의 옹호는 나의 선은 내가 현재 점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서의 선이 되어야,

만 한다고 요구한다. (requires that my good be the good of some one in the social

역자 예를 들어 한국 대학생의 선은 스펙을 쌓는 역할 이것이roles I cuurently occupy- : -

한국 대학생의 지배적인 선 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 )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역할과 지위들의 가치에 의문을 던질 수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킨타이어가 그러한 의문을 허용할 때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그의.

논변은 붕괴한다.

매킨타이어와 샌델 둘 다 자유주의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우리가 배태되어 있24

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방식을 무시한다고 말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서(situated) .

알적이고 자아 해석적 존재로서 우리가 이러한 구성적 애착들을‘ - ’ (Sandel 1984a p.91)

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constitutive attachment) .

이 본질적으로 사소하고 모멸적인 것이라고 결국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전적(degrading) ,

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역자 예를 들어 수십년동안 전통으로 내려온 교수의.( -

뒤치닥거리를 하는 굴종하는 한국 대학원생의 정체성을 거부할 수 있는가 공동체주의에?)

대한 한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그럴 수 없고 어쨌거나 그래서는 안된다 이 견해에서 우리, .

는 이러한 애착을 선택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으며 그렇기보다는 우리는 그 애착들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선택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 발견에.

의해 오는 것이다 일부일처제 이성애 결혼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 주부는 기독교인이나 주. ,

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는 있다 즉 그녀는 이 공유된 종교적 경제. , ,

적 성적 관행의 의미를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서 더 이상, . (stand back)

기독교인이나 주부가 되고 싶지 않다고 결심할 수는 없다 나는 내 자신이 속해 있음을 발.

견하게 되는 사회적 역할과 관행의 의미를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 역할 자체나 그 역할에, ,



내재된 목표를 가치 없는 것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애착과 목적은 나를.

한 명의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들이며 내가 삶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함에 있어서 주어진 것,

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삶의 선에 관한 질문은 그것들의 의미를 어떻게 최선. ,

으로 해석하느냐의 질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는다.

는 말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 뒤에 서 있는 어떠한 나 도 없으며 구성적. “ ” ,

애착에 우선하는 어떠한 자아도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이 설혹 이 견해를 견지한다 하더라도 어떤 공동체주의가 이 견해를 일25

관되게 견지하는지 불명화하다 그것은 설득력 있는 입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

가 속해 있다고 발견하게 되는 역할과 애착의 단지 의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해서도 이치에 닿게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공동체주의자들이 그 점을 부.

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우리의 배태되어 있음에 대한 그들의 발상은 우리가 속. ,

해 있다고 발견하게 되는 애착에 대한 우리의 거부와 양립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견해와의 대조된다고 선전된 것은 사기다 왜냐하면 공동체주의자들, .

이 공동체적 역할 에 배태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에 독립된 존재로(communal roles) ,

우리를 보는 자유주의적 견해를 포함시킨 것이며 실천적 추론을 자아 발견 과정으로 보는, -

공동체주의의 견해는 실천적 추론을 판단과 선택의 과정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견해를 포함

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단순히 의미론적인 것이 될 것이다 역자 용. . (semantic) ( -

어를 어 게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될 뿐 진정한 견해 차이가 아니게 된다)

와 같은 자유주의자는 자유주의를 선관의 다원성 을 근거로 하는26-30 Lamore , (plurality) ,

선관들 사이의 관용을 통한 잠정적 타협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자유주의 원.

칙에 대한 충분한 정당화가 되지 못한다 상이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현재 목적에 구.

속된다고 하면 집단들끼리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이유는 있겠지만 집단 내의 개,

인이 다른 선관으로 자신의 신념을 전환하거나 그들의 집단 내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경쟁하지만 구성적인 애착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

어진 사회에서 경쟁하는 선관들의 장단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자유가 특별한 지위를

차지할 이유도 없다 자유주의 사회가 표현의 자유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다운성의 가정이. ,

내가 옹호해온 수정가능성 이라는 견해와 함께 갈 때에만 설명될 수 있다(revisability)

우리는 정치적 표현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수정가능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explicable) ( .

왜냐하면 정치적 표현은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요구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

우리는 다워성에 기한 논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전한 자유

주의적 관념을 어떻게 옹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원성과 상호존중은 자유주의적 자유의)

전 범위 를 옹호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full range) .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네 번재 논변은 사회적 확인 논변이다 이32 (social confirmation) .

논변은 우리가 스스로를 주권적인 도덕적 행위자 즉 우리가 추(sovereign moral agents) ( ,

구할 수 있는 목적들의 가치를 판단할 능력과 과업을 가지고 있는 존재 로 이해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 이라도 가지려면 그 판단에, (confidence)

대하여 상당한 사회적 확인 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significant social confrimation) .

는 우리의 판단이 사회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한 공동체적 가치,



를 장려하고 비순응적인 가치 를 좌절시켜야(communal value) , (non-conforming values)

한다 적어도 롤즈와 드워킨에 의해 구상된 종류의 자유주의는(discourage) . (envisaged) ,

가치 있는 행동방침 에 대한 구체적인 도덕적 재확인(worthy course of action)

나 지침을 거의 제공해주지 않는다 이 논지는(reassurance) . (R. Smith, p. 170) Williams

와 에 의해 제시된 것이지만 나는 그것이 많은 공동체주의자들의 강력한 동인Unger ,

이며 확실히 많은 자유주의자들에게 걱정거리였다고 본다 그 논지는 테일러가(motivation) . (

말하듯이 제약 없는 개인의 선택은 논리적으로 공허하다고 하거나 샌델이 말하듯이 그릇) , ( )

된 자기 이해를 전제한다고 한다 그렇기보다는 그 관심사항은 자유로운 개별성의 이. ‘ ’

이 가치 있는 행동방침의 확인 과 추구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vaunting (affirmation) ,

그 목적 자체에 대하여 회의하는 실존적인 불확실성과 아노미 상태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다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 상황 의 비극. (To put it melodramatically) (human situation)

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도덕적인 주권자라고 즉 우리 혼자만이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

으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가치 판단을 내려줄 수 없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확인하여.

주지 않는 한 믿을 수가 없다 어떤 이의 삶도 그녀가 선택하였지만 진정으로는 믿지 않는, .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면 좋게 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확인 은 확고한 신념, (confirmation)

을 위해 필요하다(firm conviction) .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 존중의 사회적 전제조건 즉 사람에게 그의 선33 (precondition) ,

관 그의 인생계획이 수행하기에 가치 있다는 확신을 부여하는 조건을 보장하는 중요성에 대

해 이의를 달지 않는다 예를 들어 롤즈는 자존감을 가장 중요한 기. (Rawls 1971, p.440)

본적 가치라고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존감이 우리의 잠재적 목적들. (ibid) (potential ends)

을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가장 잘 확보된다고 믿는다 그.

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생각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확신이 우리 자신.

의 개인적인 합리적 심사의 침식하는 효과로부터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지만 우리의 도덕적

판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에 믿음을 결여하고 있으며. ,

사회적 확인이 개인의 성찰 및 선택을 지도하거나 심지어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이것은 손쉬운 답이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몇몇 사람들은 명백히도 사회적 확인이34 .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의 가치에 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전통(

적인 성차별적 사회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존재라고 믿는 여

성 개인의 자기결정이라는 발상의 확산이 이전보다 우리의 기획의 가치에 대해 더 많은),

회의 를 낳았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두 입장 사이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주(doubt) .

목할 가치가 있다 자유주의적 견해는 사람들의 합리성 을 통해 작동. (rationality) (operates)

한다 즉 자유주의적 견해는 가치 판단을 함에 개입되는 추론 과정에서의 여하한 방해나. ,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기획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낳는다 공동체주의적 견해는 관련.

되는 개인의 등 뒤에서 작동한다 즉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확신의 토대로 인정할 수 없. ,

는 과정을 통해 확신을 낳는다 우리는 우리의 확신에 좋은 이유들 이 있다고 생각. (reasons)

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단순히 인과적으로 발생했을 뿐.

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확신을 잃는다 칸트가 이야기하듯이.



인용문 시작 우리는 그 판단에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의식적으로 지시되는 것으로서 이유( )

를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경우 주체는 그의 판단능력에 따른 결정을 그의 이성이.

아니라 충동 에 귀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들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impulsion) .

적인 원칙들의 저자 처럼 그 자체로서 바라보아야만 한다(author) (look upon) . (Kant,

p.116)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외적 인과적 이유들 때문에 판단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는35 ․
있지만 그것이 독립적으로 타당하다는 근거에서 지지할 수 없는 한 그 신념 안에 머무를,

수는 없다 윌리엄스는 올바르게도 사회화와 공공담론의 어떤 형태가. (Raz, 1986 p.300) ,

도덕 판단에서의 확신을 촉진하는 것을 돕느냐는 질문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사회적 또

는 심리학적인 질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만일 확신이 이유에 의. (Williams 1985, p. 170)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과적인 강화 를 줌으로써 촉진된다면 사람들의(reinforcement) ,

등 뒤에서 그런 촉진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아이러니한 일로 보인다 윌리엄스는 공리주. .

의를 사람들의 도덕적 신념을 조작한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윤리적 실천에서 투명성을 요구,

하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든 이 해결책은 자유주의적. (Williams 1985, pp. 108-10, 199)

견해와 충돌하게 된다 자유주의적 견해는 투명하게 이해가능한 사회. (transparently

사회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구성원들의 등 뒤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intelligible) .

무것도 없으며 우리 행동의 원인들은 우리가 행위의 이유로 인삭하고 확인한 고려 사항들,

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의식적인 추론을 왜곡한 과정 즉 이유들과는 독립적으로 판단에 인. ,

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의해 도덕적 확신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명백히도 지지

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쟁점을 해결했다고는 거의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36 .

냐하면 개인적 목적과 공동체의 가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에 헌신하고 있,

어야지만 왜곡되지 않은 투명성 를 가치 있다고 여길 수도 있기, (undistorted transparency)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점은 분명히도 공동체주의는 제 자의 관점에서만 옹호될 수 있다는. , , 3

점은 의미한다 사회학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삶이 공동체의 관행과 전통이 권위적인 지. , ‘

평선으로 여겨지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막힐 경우에 오게 되는 도(discouraged)

덕적 확신을 가질 때 더 낫게 된다는 점에 동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윌리엄스가 그 가능성.

을 수용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극찬 하는 사람들을 혹평 한 것을 올바른 지(extol) (castigate)

적이었다 그러나 내부에서 인칭 관점에서 나 는 내 자신의 삶이. (Williams 1985, p.169) , 1 ‘ ’

그런 방식으로 더 나아진다는 점을 지지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판단에서 바라는.

확신은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부산물 이다 그것은 다른 목적을 지향하는 숙고된(by-product) .

활동에 병발 한다(thought) (supervenes on; ) .發併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섯번째 논변은 자유주의자들은 초문화적이고 몰역사적인37 ,

도덕성에 관하여 유지될 수 없는 설명을 견지한다고 고발한(transcultural and ahistorical)

다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논변은 롤즈와 드워킨 같은 칸트주의적 인 자유주의자. , ( ) ‘ ’

들은 듀이같은 헤겔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적 도덕이 특정한 역사적 전통이나 해석, ( )

적 공동체의 가치를 참조함으로써만 옹호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런 초문화적이고 몰역사적인 도덕에 관한 설명을 견지한다고 고발한다 이것은 리처드 로.



티의 논변이다 그러나 이 비판과 그것에 기초한 대조는 로티에게 있어서 괴로울 정도로. , ,

모호하다 사실 로티는 네 가지 상이한 대조 방식을 혼동하며 그 네 방식(distressingly) . , ,

중 어느 하나라도 그 타당성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가 그 대조를 기술하.

는 첫번째 방식은 자아와 목적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그는 샌델의 주장을.

인용하며 그리하여 우리는,

인용문 시작 도덕적 자아 합리성의 구현체를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선택자로 즉 스스( ) , , ,

로를 그녀의 재능과 이해관심 그리고 선에 대한 견해와 구분할 수 있는 누군가로서가 아니

라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속성들 뒤에는 어떠한 기판 도 없는 신념 욕, - (substrate) - ,

구 그리고 정서의 네트워크로 생각해야 한다 인용문 끝, .(Rorty, p.217) ( )

그렇다면 이 논변은 샌델의 배태된 자아 논변 의 성패와 운38 (embedded self-argument)

명을 같이 하게 되고 나는 그 논변이 실패했다고 본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 .

는 로티가 대조를 긋는 그 다음 방식과 그 방식을 구별하기 위해서다 로티의 두번째 대조.

방식은 그가 첫번째 방식에 동등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첫번째 방식의 당(equivalent) ,

연한 귀결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칸트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합리성('corollary') . ‘“ ”

과 도덕 에 대하여 초문화적이고 몰역사적인 설명을 한다고 비난하며 자유주의“ ” ’ (p. 216),

자들에게 이러한 칸트주의적 버팀목 를 버리라고 조언한다 대신에 자유주의자‘ (buttresses)’ .

들은 그 자체의 전통에만 책임을 지며 도덕법칙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점을‘ , ’

우리 사회에 확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몰역사적인 정의론에 호소하는 대신 한. (p.217) ‘

집단의 제도와 관행의 도덕적 정당화는 철학적인 메타서사 의 문제라기보다(metanarrative)

는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서사의 문제이다(mostly) .’(Rorty, p.218)…

그러나 로티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아에39 (urge) .

대한 샌델주의적인 견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로티가 그 견해를 필연적 귀결. ( 　

로 제시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사실은 로티의 주장과는 반대로 자아에corollary .) , ,

대한 샌델의 견해는 우리의 역사적인 서사의 전체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는 철학적 토

대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치의 공유는 윤리적인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 는 명제. ‘ ’

에 따른 칸트에 고취된 부분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의 단순히(Unger p.68) ‘ [ ]

우연한 사회적 특성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게끔 북돋우는 부분 말이다’ (MacIntyre p.205) .

웅어와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우리 역사 전통의 이러한 측면들은 우리 문화에 매우 심층적,

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서 개인의 통합성과 공유된 공동체의 감각을 유지하는 우리의 능,

력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로티가 지지한 자아에 대한 그 철. ,

학적 견해에 기초하여 우리의 역사적 전통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도덕적 정당화를 역사적, .

서사에 한정시키는 것이 자아에 대한 샌델 견해의 필연적 귀결 이라는 주장은 단, (corollary)

순히 사실이 아니다.

로티가 철학적 메타서사 를 거부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가 그러한 것은40 ‘ ’ 없다고 믿기 때

문이다 즉 역사적 전통이나 해석적 공동체에 내재적이지 않은 이유들이란 존재하지 않는. ,

다 그는 이것이 자아와 그 목적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건 간에 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

합리성과 도덕에 관한 초문화적이고 몰역사적인 설명이라는 칸트적 버팀목 을(buttresses)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자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Rorty p.216) (constituent)

에 관한 어떠한 이론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기 보다는 칸트적 버팀목. (buttresses)

은 합리적인 행동은 어떤 유관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체로 유‘ , ,

사한 행위에 그저 적응적인 종류의 행위라고 말하는 인식론적 이론이 맞기 때문에 버려야’ ,

하는 것이다.(rational behaviour is just adaptive paralles the behavior in similar

로티에게 이 인circumstances of other members of some relevant community)(p.217) ,

식론적 이론은 윤리학에 적용되는 것만큼이나 물리학에도 적용된다, .

그러나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이 초문화적인 도덕적 진리에 대한 어떤 수용불가능한 견해41

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로티는 베트남 전쟁에 대하여 촘스키와 아울러 그 전? , , ‘ ,

쟁은 미국의 희망과 이해관심 그리고 자아상을 단순히 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

고 애초에 일으킬 어떠한 권리도 없었던 것이었다고 말하기 위하여 칸트적 관념을 되살리려

고 함으로써 대응한 자유주의자들의 사례를 제시한다 그’ (by rehabilitating) . (Rorty p.129)

러나 그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 개입된 칸트적 관념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그 칸트적 관,

념을 역사적 전통에의 호소에 관한 헤겔적 관념을 찬동하면서 포기해야 하는가 여기에 개?

입된 칸트적 관념으로 가능한 것은 사실상 세 개가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로티가 제시하,

는 세 가지 대조방식이 존재한다. (There are in fact thress possible Kantian notions

involved here, three different ways of drawing this contrast which Rorty runs

together)

첫째로 우리의 도덕적 언어의42 , 의미에 관한 질문이 있다 우리가 노예제는 그르다. ‘

과 같은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린 노예제를 여기서 실시하지 않는다 는Slavery is wrong ’ ‘ ’

걸 의미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현재의 사회적 관행에 이런 방식으로 묶여 있지는 않은 무언

가를 의미하는가 로티는 전자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도덕에 호소할 때 그녀는 그녀? . ,

로 하여금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게끔 허용하는 신념과 정서’ (allow)

에 관한 공유된 의식에 호소하는 것이다 도덕은 가 말한 바 있(emotions) . Wilfred Shellars

듯이 우리의 의도 의 문제다 로티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셀‘ we-intentions’ . (Rorty, p.218) ,

러스의 그 말은 틀린 것이다 이집트의 무슬림 여성이 성차별은 그르다. ‘ Sexual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녀는 우리는 성차별을 여기서 하지 않는다discrimination is wrong’ ‘ ’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녀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정확히.

도 성차별이 여기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역사와 사회의 신화 상징 그리고 제, ,

도에 성차별이 매우 확고하게 배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비록 그것이 여기서 승인. “(

되고 있기는 하지만 차별은 그르다 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로티가 도덕 언어) ” .

가 의미하는 바에 관하여 옳다면 그녀는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녀의 말.

은 우리는 비록 여기서 성차별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성차별을 하지는 않는다 는‘ , ’

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그녀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며 또한 그녀. ,

가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는 그르다고 이야기할 때 우. ‘X ’

리가 우리는 여기서 를 하지 않는다 를 의미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 X ’ .

로티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의 공동체의 가치를 맹렬히 비난 한다는 점을43 (denounce)

인정하기는 한다 그는 그러한 비난 은 우리의 언어의 바로 그 의미에서 어떤. (denunciation)



다른 구체적인 공동체의 가치에 호소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슬림 여성이.

다른 공동체를 도덕적 사례로서 가리킬 지는 모르나 차별이 그르다는 주장은(gesture at) , ,

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 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그녀가 그 공동체가‘Y ’ . (

차별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다른 사례에 호소한다고)

하여도 그녀 주장의 의미는 조금도 바뀐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이제 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Z

이것을 하지 않는다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터이다 그녀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 두 개의 상’ .

이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그녀가 그녀의 주장의 의미를 바꿨다는 주장은 단순히 오류.

다 우리의 도덕 언어의 의미는 특정한 공동체의 가치에 관한 주장에 이.(simply mistaken)

런 방식으로 묶여 있지는 않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를 비판하거나 옹호할 때 우리.

주장의 의미는 ‘우리는 이것을 한다 라거나’ ‘그들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 라는 진술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다 만일. 이것이 칸트적 자유주의와 헤겔적 자유주의 사이의 대조점이라면,

헤겔적 자유주의자들이 단순히 틀린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 대조점은 의미론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방법44 , (philosophica

에 대한 그들의 설명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도덕 진술에 의해 사람들이 의미method) .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일단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진술들을 어떻게 검토하는,

가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이나 심사는 무엇인가 아마도 칸트적 자유주? ?(criterion or test)

의자와 헤겔적 자유주의자 사이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헤겔적 자유주의자.

들은 우리의 직관 제도 우리의 공유된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규준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와, , .

는 달리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은 객관적이고 몰역사적인 관점 를 만듦(standpoint)

으로써 출발하며 그 입장으로부터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묻는다 또는 로티가(fashioning) , .

긍정적으로 인용한 의 말에 따르면Michael Walzer ,

인용문 시작 철학적 기획 을 시작하는 하나의 방식은 동굴 밖으( ) (philosophical enterprise) ,

로 걸어나와 도시를 떠나고 산에 올라가 스스로 혼자 힘으로 보통의 사람, , , (for oneself- ), (

들은 생각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점 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standpoint) .

나서 산 정상에서 멀리 떨어진 일상의 삶의 영역을 기술한다 그러나 나는 동굴에, ,………

도시에 땅 위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 끝, . (Walzer 1983, p. xiv, ) ( )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라는 의미라면 그 논쟁은 단순히 애시당초(crux) ,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 이다(non starter) . (Burt if this is meant to be the crux of the

왜냐하면 이 대조는 전적으로 겉으로만matter then the debate is simply a non-starter)

그럴싸한 가짜 이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의 기획에 관하여 분명히 심각한 의견 불(spurious) .

일치가 있다 그러나 그 불일치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서 철학적 기획을 시작할 지 에 관한. ‘ ’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철학에 관한 산 정상 위의 견해를. (J. Cohen, p.467)

지지하는 것으로 가장 흔히 비춰지는 플라톤과 칸트는 사실 철학이 땅 위에서 시작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우리는 정의는 진리이며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와 같은 지역적이고 특. ‘ ’

수한 윤리적 견해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상치되는 주장들 때문에 생기는 당혹감. , ‘

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 일상 영역으로부터 나와 실천 철학의 장에 우리(perplexity)

는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땅에서we are impelled to’ (Kant, quoted in J. Cohen, p. 467)

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철학에 이르게 된다. (Starting from the ground we are led to



물론 여기서 진짜 타겟은 롤즈와 그의 원초적 입장이다philosophy) .(Walzer 1983, pp. 5,

그러나 그 비판은 롤즈에 대해서도 그릇 겨냥된 것이다 롤즈 역시 땅 즉79) . (misplaced) ,

공정성에 관하여 우리의 널리 공유된 직관에서 출발한다 그는 이 직관들이 모호하여.

그 도움이 필요한 사례에서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우리는 그(vague) .

직관들의 의미와 함의를 질서 있게 파악할 어떤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teasing out) .

바로 그가 원초적 입장이라는 장치에 호소하는 지점이며 호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

는 정의의 원칙을 결정함에 있어 불공정의 원천에 관한 공유된 직관 예를 들어 사람들은, -

선발 절차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에서 출발하여-

이 공통적으로 공유된 추측 을 통합시키는 결정절차‘ (presumption) ’ decision making

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초적 입장을 특징지우는process . (Rawls 1971, p. 18) ‘

다소간 비통상적인 조건 때문에 잘못된 인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여기서(unusual) (misled) .

의 발상은 단순히 정의의 원칙을 위한 논증에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이는 제약을 우리,

의 눈에 뚜렷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우리의 공유된 직관에 의해 부과된 제약 말이.’(ibid) ,

다 롤즈 논증의 전제 는 원초적 입장이 우리의 도덕적 풍경 역자 도덕. (premiss) (landscape- :

에 관한 모든 요소를 의미함 를 조사하고 우리의 도덕 신념을 선택하는 어떤 초월적인 종류)

의 관점이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공유된 도덕 신념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공유된 신념에 따라 원초적 입장을 기술한다 그들의 온전한 함의. (full implication)

을 규명하기 위하여 말이다 우리는 원초적 입장을 이 직관들 의 의미를 압축 하. ‘ [ ] (sums up)

고 그 결론을 뽑아내는 것을 도와주는 설명 장치 로 바라보아(extract) (expository device)’

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공유된 도덕 신념의 의미와 결과를 통해 작업. (Rawls 1971, p.21)

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헤겔적 자유주의와 칸트적 자유주의 사이에 도덕적 대화 을45 (moral conversation)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어떤 거대한 차이 가 있다는 발(great difference)

상은 겉만 그럴듯한 가짜이며 단순히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의 논증을 검토할 필(spurious),

요성을 회피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는 부. (Bernstein, pp. 551-2)

분은 철학적 기획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느냐에 관한 신념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

기획이 어디에서 끝이 나야 하는가 에 관(but about where that enterprise must end up)

한 신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왈저와 로티에게는 공동체와 공유된 가치의 관념이 실천 이. ‘

성의 한계를 긋는다mark;’ (J. Cohen p. 467)

이제 이것이 실천 이성의 한계에 대한 그저46 , 예측 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크(prediction) ,

게 반대할 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그저 추측일 뿐이고 이유와 논증들이 하루가 끝. ,

날 때쯤 우리를 어디까지 멀리 데려가는가는지는 기다려 두고 보면 될 일이다 우리로 하여.

금 특정한 역사적 전통을 거부하게끔 이끄는 합리적인 설득의 규준이 있는지를 보아야만 한

다 아마도 하루가 끝날 때 즈음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댈 수 있는. (at the end of the day)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다 일지도 즉 다른 이들은 공유하지 않는‘ ’ , ,

지역화되고 특수한 규준에의 호소가 전부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며 드. ,

워킨은 그 가능성을 허용한다 덕의 상실 에서 매. (Dworkin, 1985 p. 176) < After Virtue>

킨타이어는 우리가 권리에 대한 초문화적인 설명을 거부해야 하는 최선의 이유는 우리가 마

녀의 존재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것 즉 그러한 설명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이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는 이유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논변 자체는 올바. (MacIntyre p. 67)

를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논변에서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종류,

의 초문화적 도덕 이론에도 일반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실천 이성의 한계에 대한 로티의 예

측이 참으로 드러났다고 받아들일 만한 좋은 이유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칸트적 논변.

을 제시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론이 아님을 주목하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우리가.

하루가 끝나고 그러한 논변으로부터 결론 내릴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다 매킨타이어의 주장.

은 그러한 논변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는 하루의 시작에서는 열려 있던(

질문에 대하여 이들 중 어느 논변도 강력 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물론 매킨) (compelling) . ,

타이어 논변의 유일한 약점은 그 논변에 대한 그의 검토가 너무 불완전하고 그의 결론이,

너무 성급하게 내려졌다는 것이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하루 중 이른 시점이며. , ,

이 지점에서는 어떠한 예측도 다소간 게으른 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로티와 왈저는 실천적 추론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단지 예측을 하고 있는47 ,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러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것을 논변.

들이 개진되기 전에 미리 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유들(in advance of the arguments) . ,

은 특정한 역사적 공동체에만 강력 할 것이라는 점을 이러한 이유들이 개진되(compelling) ,

기 전에 미리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대화를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의. ,

문제와는 달리 분명히 로티와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을 구별시켜준다 칸트적 자유주의자들, .

은 실천 이성의 한계가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헤겔적 자유.

주의자와 칸트적 자유주의자를 이런 식으로 대조하는 방식은 로티의 융합 에도(conflation)

불구하고 다른 대조 방식과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그 방식을 다른 방식과 명료하게 구별하.

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중립적인 문구로 칸트적 자유주의에 대한 독단적 반론, (dogmatic

이라고 칭할 수 있겠다 실천적 추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미리 결정할 근거는objection) .

아무 것도 없다 로티와 왈저는 매킨타이어가 입증하려고 했던 것 즉 칸트적 자유주의 이. ,

론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저 상정하고 논한다 매킨타이어가 그의 검토에서 너무 성.

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면 로티는 아예 그 이론들을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리, .

고 그건 단지 독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롤즈와 드워킨의 도덕에 관한 견해에 관련된 칸트적 관념에 반대48 (involved in)

하는 로티의 헤겔적 논변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덕 언어의 의미에 근거한.

첫번째 반론은 거짓이다 도덕적 대화의 출발 지점에 근거한 두 번째 반론은 겉만 그럴듯한.

가짜 다 그리고 도덕적 대화의 한계에 근거한 세 번째 반론은 독단적이다 내가(spurious ) . .

개괄하고 옹호하려고 하였던 자아에 관한 견해 또는 그 견해에 기초한 더 넓은 정치 이론에

대한 더 옹호할 만한 도덕적 반론이 존재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추상적 이거나 원자적인. ‘ ’ ‘ ’

개인주의에 관한 낡은 슬로건 진지한 분석에 방해가 되어 왔거나 진지한 분석을 대체해 버,

렸던 그 슬로건을 들먹이는 것으로는 이 문제들을 규명하는 일에 전혀 진전을(invoking) ,

보지 못한다 진전은 수사를 버렸을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 (Progress will only be

made when the rhetoric is dropped)

본문 끝< >

주석 구성적 관계 라는 샌델의 발상은 그린 이 믿듯이2 - (constituent relationship) Green



만일 그 발상이 시민들과 정치적 권위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으(political authorities)

로 의도되는 경우에 특히 매력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권위 관계 밖에서. (unattractive)

스스로에 대한 어떤 관념도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된다면

인용문 시작 스스로의 자기 이해 의 바로 핵심 에 다른 사람의( ) (self-understanding) (core)

명령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통상적인 복종에 특징적인.

판단의 위임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 독립적으로 구성된(surrender) . ,

주체는 그의 판단을 제한된 시간과 목적을 위해서만 통상 맡긴다 그러나 정치적 공동체주, .

의적 견해에서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하라고 말하는 바와는 별개인, (aprat

그 자신에 대한 어떠한 관념도 상실할 것이다 인용문 끝form) . ( )

은 자아에 대한 이 공동체주의적 견해는 권위 관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지Green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의 저작에서의 롤즈와 마찬가지로 그린은 그러한 견해가. ,

우리의 더 사적인 관계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bid, p.213)

주석 자아와 그 목적 사이의 관계에 관한 롤즈의 견해가 우리의 자기 이해에 어긋나는3. ,

것이라는 샌델의 주장은 롤즈가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무연(violate our self understading)

고적인 존재로 본다는 추가적인 주장과 연결시키는 것으로부터 그 힘의 많은 부분을 얻는

다 샌델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들의 천부적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나오는 보상을 가질 자격. ,

이 있다는 점을 롤즈가 부인하는 이유는 그가 천부적 재능이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의 본질,

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천부적 재능은 자아의 구성요소.

가 아니라 단지 소유물 에 불과하다(constituents) , (possessions) . (Sandel, 1982, pp.75-94;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천부적 재능 행사의 과실Lamore p.127) .

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천부적 재능의 로또에서 그들의 위치에 대한 응분을 갖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천부적 재능을 가질 응분이 없기 때문이다 차, .

이나는 천부적 재능 과 그에 상응하는 차이나는 소득 능력은 응분이 없는 것이(differential)

며 따라서 응분이 없는 불평등은 보상받아야 한다 역주 여기서 윌, . (compensated for) ( -

킴리카는 롤즈의 견해를 운 평등주의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 입장은 천부적 재능이 자아)

의 구성 요소라는 주장과 전적으로 일관될 수 있다 천부적 재능이 자아아의 구성요소라는.

점은 재능을 타고난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보다 더 큰 재능을 타고날 응분이 있다는 점,

을 입증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우리의. 모든 천부적 속성

이 자아의 구성요소라는 점을 사실 받아들일지 않을 것이며 나 자신(Dowrkin 1983a, p39)

은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 지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질문은 자연적인 불리함이.

보상받아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견해를 훼손하는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롤즈의 이론은 우리.

의 가장 심층적인 자기 이해와 최선으로 일치하는 어떠한 방식에서의 우리의 본질적 육화

를 꽤나 잘 인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본질적으로 육화(essential embodiment) . ,

된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태되었다는 방식에 대한 샌델의 관념(embodied) ,

을 전혀 지지해주지 않는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