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교육센터 http://www.civiledu.org

제목 윌 킴리카의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 : < ,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의 제 장 테일러의 사회논제5 <Taylor's Social Thesis> 

요약번역자 이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적 이해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전제조건을 무시한다고 공동1 

체주의자들은 비판한다. 

는 심지어 자유주의자들이 우리의 선택 능력에 관해서 하는 소리가 옳다2 Charles Taylor

고 쳐주어도 그들은 그러한 능력이 사회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다른 이, 

들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본다 자유주의. 

자들은 사건의 설명에서 선택을 지나치게 강조하며행위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무시한다, . 

최근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개진된 정의 원칙은 개인의 행위의 사회적 전제조건에 관하여 거

짓된 견해에 기초하고 있는가 테일러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자유주의 정치이론? . 

가들은 원자론 에 기초하며 개인이란 사회의 바깥에 있는 자족적인 존재이며 그‘ ’(atomism) , , 

들의 도덕 능력 을 행사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좋은 삶에 대한 관념을 선택하기 위하여‘ ’ ( ) 

선택의 문화적인 맥락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전통적인 경험주의‘ empiricism

의 전적으로 안이한 한 도덕 심리학 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원자적 (utterly facile) ’ . 

이론에서 자유주의적인 개인은 그의 개인적 선택에만 순전히 관심을 가지며 그러한 선택‘ , 

지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풍부하거나 빈약 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소홀히 한다, (meagre) .’(C. 

테일러는 대신 사회적 입론 을 주장한다 이 논제는 Taylor 1985, p.207) ‘ ’(social thesis) . 

이러한 능력들은 특정한 종류의 사회 특정한 종류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존재하는 사회, 

에서만 발전되고 행사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롤즈 드워킨 그리고 밀은 테일러 그 자신도 동의하듯이 이런 의미에서 원자론3 , ( ) 

자가 아니다 그들의 논변은 개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 구조와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 , 

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것을 정말로 강조한다. 

그러나 테일러는 사회적 입론의 온전한 수용은 자유주의의 핵심 교리 즉 그가 권4 (tenet), ‘

리의 우선성이라 부른 것을 내던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권리의 우선’ . ‘

성이라는 용어가 적어도 우리의 논의 목적에는 다소간 도움이 안된다 고 생각한’ (unhelpful)

다 테일러는 그 용어를 통해 개인의 권리가 개인의 의무 덕 또는 집단적 선. , , , (collective 

같은 다른 도덕 관념 에 대하여 우선성을 갖는다는 도덕적 견good) (other moral notions)

해를 지칭한다 그러나 나는 현대 자유주의 이론이 이런 방식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드워킨이 한 때 자유주의는 목표 기반적 이거나 의무 기반. , ‘ ’(goal based) ‘

적 인 다른 이론들과는 달리 권리 기반적 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duty based) ‘ ’(right based)

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운한 도식이었고 그 이후에 . (Dowrkin 1979 pp. 169-73) 

철회되었다 드워킨은 이제 정의론 내에서 권리 개념의 파생적인 성격 을 . (derivative nature)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도덕 개념들 중 어느 것도 도덕. ( Dworkin 1983 a pp.34-5) 

적으로 우선적인 종류의 것이 아니며 이 용어를 정치 이론을 기술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종, 



종 잘못된 기술을 결과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와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을 해소하지 못한다5 Taylor .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의 사회적 입론에 대한 부적절한 주의 와 그들이 , (attention)

지나치게 강조하는 특정한 권리들 때문에 무시한다고 테일러가 생각하는 특정한 종류의 의, 

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비판이 이 장의 주제다 그러나 그 논쟁은 우리가 추상적인 권리. . 

가 추상적인 의무 에 대하여 우선성을 가지느냐 하는 (rights in abstract) (duty in abstract)

질문을 버리고 대신에 , 특정한(particular 권리 목표 덕 또는 의무가 자유주의 내에서 부) , , , 

적절하게 인정되거나 승인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더 잘 진행될 것이다. 

테일러는 왜 자유주의에서 부적절하게 인정되는 특정한 의무와 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6 , 

는가 테일러가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자유주의의 특성 중 하나는 그것의 중립적인 정치적 ? ‘

배려 에 대한 주장이다 그 발상은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중립적(neutral political concern)’ . , ‘

인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선관 이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 . (

는 한 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의 다수에 의해서건 공직자에 의해서건 승인되느냐 승인) , 

되지 않느냐와 상관 없이 평등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는 자유. 

주의 정치 프로그램의 일부다 권리는 이 공유된 목적에 대한 추구에 제약을 부과한다 그. . 

러나 권리는 도덕적으로 우선적이지는 않으며 그것은 도덕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렇기보다는 권리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이해관심들을 보호하고 증. 

진한다. 

테일러 와 샌델 에 따르면 그러한 중립적 배려의 정치는 공동선의 정치7 ( ) , ‘ ’(politics of 

라고 그들이 부르는 것을 위해 내던져져야 한다common good) . (C. Taylor 1986, Sandel 

그러나 그것 역시 약간 오도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자유주의 국가는 공동 선을 증1984b) . 

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가의 정책은 공동체 구성원의 이해관심을 .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차이는 공동선이 그려지는 방식에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공동선은 8 (envisioned) . 

선호를 결합하는 과정의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각 선호는 평등하게 계산된다 만일 그것이 , . (

정의의 원칙과 일관된다면 말이다 모든 선호는 이 모든 선관들이 평등하게 고려되는 본질) “

적 가치나 만족의 합의된 척도가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선관들이 하나의 공적인, [ ] 

관점에서 전혀 평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평등한 비중을 가진다” . (Rawls 1982 p.172) 

우리가 장에서 보았듯이 이 국가 중립성이라는 반완전주의 주장3 (anti-perfectionist 

은 삶은 내부로부터 우러나와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삶을 살려고 하insistence) , 

는 나의 이해관심은 사회가 내가 반성을 통해 내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기획을 차별

하거나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증진되지 않는다는 롤즈의 신념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공동선은 개인들이 견지하는 선호의 패턴과 (stems from) 

선관에 부합되도록 조정된다. 

이와는 달리 공동체주의적 사회에서는 공동선은 공동체의 삶의 방식 을 9 , ‘ ’ (a way of life)

규정하는 실질적인 선관 으로 인식된다 이 공동선은 사(substantive conception of good) . , 



람들의 선호의 패턴에 스스로를 조정하지 않고 그 선호들이 평가되는 규준 을 , (standards)

제공한다 공동체의 삶의 방식은 선관들에 대한 공적 등급 매기기 의 기초를 . (public ranking)

형성하며 개인의 선호에 주어지는 비중은 그녀가 공동선에 얼마나 순응하는지 또는 기여하, 

는 지에 달려 있게 된다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공유된 목적에 대한 공적 추구는 . 

그러므로 중립적 배려라는 요구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다 그 추구는 개인들 자신의 목적을 . , 

선택하고 추구하기 위한 자유와 자원에 대한 개인의 요구권에 우선(take precedence over)

하는 것이다 개인들은 이 공유된 목적의 추구에 중립적 배려를 위반할 때마다 비토권을 더 . 

이상 행사할 수 없다 개인들은 일부 경우에는 그러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들이 다수의 결정에 대하여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

인지 그럴 수 있는 때가 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항상 명확하거나 일치된 의견을 내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 사이의 견해 차가 무엇이건 간에 공유된 가치라. 

는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에 비해 공동체주의자들에게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가, 

치들로부터의 가능한 반대의견 의 존재가 국가의 행위에 제약으로 덜 여겨진다(dissent) .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은 모두 공동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될 수 10 

있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적인 정치를 기술하기 위해 다른 용어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 

것이다 불행히도 공동선의 정치라는 용어가 문헌들에 단단히 자리잡고 있는 것 같으니 나‘ ’

는 그 용어를 계속 쓰기는 하겠다 우리는 왜 자유주의적 중립성에 비해 공동선의 정치를 . 

선호해야 하는가 앞 장에서 논의된 공동체주의 논변 하나는 자유주의가 공동체의 관행에 ? , 

구현되어 있는 공유된 가치에 의문을 던지는 우리의 능력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러나 내가 주장했듯이 그 논변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제 사회적 입론이 중립적 배려, . , , ‘ ’

라는 자유주의적 정치에 비해 공동선의 정치를 선호할 어떠한 근거를 제공하여 주는지를 검

토할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적 입론을 공동체주의 정치에 연결시키는 개념적 논변과 경험적 11 

논변 을 모두 제시한다 개념적으로 일단 자유주의자(conceptual and empirical arguments) . 

들이 개인의 선택이 특정한 종류의 사회에서만 발전되고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 

그러한 사회를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이미 공동선의 정치를 , 

받아들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주의적 공동선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의 증. 

진은 그 사회 내의 개인들의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권리들이 행사될 수 . 

있는 사회를 창출하는 선보다 개인들의 권리를 우위에 놓는 것이 비정합적 이라(incoherent)

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선의 정치라는 용어를 이렇게 넓은 의미로 쓴다면 우리는 더 이상 12 ‘ ’ , 

공동선의 정치와 중립성의 정치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 

면 자유주의적 공동선은 정확히도 그것이 좋은 삶의 관념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 능력을 , 

개인들에게 보장해주며 이 요구 조건이 공유된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이 되는 것이기 , 

때문이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자들의 공동선은 정확히도 그들의 고유한 라이프스타일을 선택. 

하고 제약하는 자유를 제약하는 그러한 공유된 목적의 추구다 자유주의자들의 공동선이. , 

중립적 배려의 정치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말에는 아무것도 비정합적

인 바가 없다. 



자유주의적 중립성에 반대하는 개념적 논변은 일련의 융합 에 13 (a series of conflation)

그 힘을 의존하고 있다 테일러의 사회적 입론는 자유주의자들이 자기 모순이라는 고통을 . , 

무릅쓰고 특정한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공동체 에 대한 . ‘ ’

헌신이나 특정한 종류의 삶의 형태에 대한 헌신 같이 종종 바꾸어 표현되기도 하고 후자‘ ’

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삶의 방식 그리고 마침내는 특정 선관 에 대한 헌신으로 나아가‘ ’ ‘ ’

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들은 애매하고 개념적 정확성의 결여는 그들이 사회적 입론으. , 

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지지를 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양 . 

전통 모두 그 공동선으로서 특정한 종류의 공동체를 증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으나, 

왜 그 공동체가 공동체주의적인 것이어야 하며 왜 공동선이 특정 선관 또는 규정된 범위의 (

선관 이어야 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증 이 필요하다 우리는 ) (argumentation) . 

그 논증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논변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arguementation) .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 이해관심에 대한 자유주의적 묘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사회적 14 , 

입론은 우리의 자유주의 운칙들을 포기할 아무런 개념적 이유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러. 

나 테일러는 사회적 입론가 중립적 배려라는 자유주의 정치의 가능성에 대하여 , , 경험적인 

회의를 던지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험적인 우려는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적 입(empirical) . 

론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유의 문화 의 인식된 불안정성‘ ’ (perceived insecurity)

에 주로 근거한다 우리의 가능한 기획과 목표가 문화구조로부터 나오므로 그. (center on) 

리고 그 구조는 특정한 조건에서는 쇠락 할 수 있으므로 테일러는 우리가 이런 (deteriorate)

종류의 문화적 공동체를 유지할 책무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개인적 자유를 위해 자유의 . 

문화에 우리가 의존한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는 불간섭의 소극적 의무 뿐만 아니라 그 문‘ ’ , 

화를 유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도 져야 한다 문화적 취약성이라는 경험적 사실은‘ ’ . , 

우리가 중립적 배려의 정치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이 표현한 바에 따르면 가치 있. Cragg

는 자유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요구하지만 (worthwhile freedom) 

인용문 다원주의를 보호하려는 자유주의 국가의 어떠한 집단적 노력도 자유주의적 정의의 ( )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국가는 문화적인 시장의 작동에 각 개인이 그 또는 그녀의 도덕적 . 

능력을 행사할 활용가능한 정의로운 자원의 몫을 갖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특정 선관의 번영과 쇠락 그리고 따라서 특정한 사회 연. , 

합체의 번영과 쇠락은 국가의 일이 아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문화적 동질성을 미끄러. 

지는 세태를 중지시키거나 역전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부정의를 낳을 것이다. (Cragg p. 

인용문 끝47) ( )

그러나 그러한 적극적인 의무의 존재는 자유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부인되지 않는다 그리하. 

여 롤즈가 그의 정의의 두 원칙에 그러한 책무를 포함시키진 않았으나 그 두 원칙의 작동은 

사실상 자유의 문화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며 그는 명백히도 그러한 점을 그의 이론의 수용, 

가능성 의 전제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다(acceptability) . (Rawls 1971, pp.331, 441-2, 

드워킨은 더 명시적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사회적 조건을 보호하고 증진할 522-9) . 

의무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정확히도 이러한 의무를 자유주의 정치의 목적과 상충하는 것, , 

이 아니라 그 목적을 증진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그러한 의무의 중요성은 또다른 자유주의자인 에 의해 강조된다 그는 개인15 Joseph Raz . 

의 자유의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인간의 탁월성이나 완전성

에 대한 논쟁적인 판단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롤즈와 드워킨의 판단에 견해를 

달리하며 완전주의 이상에 대한 호소를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는 반완전주의. 

은 가치 있는 선관을 위한 지지로부터 단순히 정치적으로 멀리 떨어(Anti-perfectionism) , 

져 있는 것 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화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많은 측면들이 (stand off)

살아남을 가능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중립적 . (Raz, 1986, p.162) 

배려의 지지자들에게 반대하는 결정적인 논지라고는 거의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라즈 그 . 

자신이 강조하였듯이 문화적 구조에 대한 공적 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며 , 

사람들의 좋은 삶에 대한 상이한 관념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이들이 그들의 목적과 야망을 형성할 때에 적절한 . 

선택 범위를 갖는 것에 이해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대하여 , 

실험하거나 그것을 버리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발전시킴에 있어 , 

의미와 신념의 사회적 축적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과 둘 다 문화적 구조에 대. Cragg Raz , 

한 공적 지원은 경쟁하는 선관들의 본질적인 장점에 대한 전통적인 공적인 등급 매기기,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공적 지지에 대한 그들의 (public ranking) . 

결정적인 논변은 그들의 다양한 선관을 발전시킴에 있어 사람들에게 문화적 다원성을 보‘ ’ , 

장해주는 일이라는 비논쟁적인 가치에 기대고 있다. (Raz 1986 p.162; Cragg pp.47-50) 

그리고 정부가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 의하여 공정한 것으로 지지되는 중립적인 배려의 원칙

을 존중하는 자유의 문화에 대한 공적 지원을 위한 의사 결정 절차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국가는 국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에 . , 

기여함으로써 가 아니라 사적인 시민들이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범위의 선택지를 보장할 수 있다. 

(Dworkin 1985 ch II) 

따라서 자유의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공적인 지지의 필요성은 그 자체로는 자유주16 

의적 중립성의 가느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나 테일러의 경험적 회의는 그보다 더 깊이 . 

들어간다 공적 지지는 공적 제도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때에만 도래 할 것이. (forthcoming)

며 이것은 결국 그 제도가 그 제도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을 져야 하는 시민들의 눈에 정당, 

성이 있다고 생각될 것을 요구한다 테일러는 중립적인 배려의 원칙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 

제도는 경험적으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자유의 문화를 유지할 능력이 , 

없다고 믿는다. 

그는 정당성에 대한 중립적 배려의 효과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본다17 . 

특정한 삶의 방식이 올바른 종류의 개인의 자유의 조건을 보전하기 위해 충분한 힘을  (1) , 

가진 정치 문화를 보장하기 위해 억눌려지고, 

가능성 자유로운 개인들은 그의 정체성을 특정한 종류의 사회 문화 내에서만 유지  (2) : 

할 수 있으므로 그는 사회 문화 전체의 형태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는 그의 개/ . … 

별적인 선택의 결과와 그러한 선택에 의하여 형성되는 결사체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 

선택이 열리거나 닫히고 풍부해지거나 빈약해지는 매트릭스를 무시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 . 



들에게는 이 쟁점을 제기하는 것이 충격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전체 사회의 도덕적 기풍- 

이 무엇인지도 그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유와 개인의 다양성은 그 가치를 (moral tone) . ,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에서만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심한 편견 의 . (bigotry)

확산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삶에 대한 관념에 의해서도 위협받는다 예를 들어 효율. 

성 생산성 성장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수많은 것들을 위한 필요에 , , (depreciate) 

비추어 독창성 혁신성 그리고 다양성은 사회가 거의 제공해줄 수 없는 사치로 간주하는 , , , 

관념에 의해서도 위협받는다. (C. Taylor 1985, p.207)

최근 많이 논의된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정당성 위기 를 겪고 있을 가능성은 복지18 (2) , ‘ ’ , 

국가가 그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시민들은 더 이상 국가나 정치 공동체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체성 귀속이나 충성 의 초점을 보지 않는 일 때문에 발생(allegiance)

하였다 시민들은 삶의 공통된 형식이 최고로 중요한 선으로 간주되어 그 삶의 형태의 지. , , 

속과 번영이 시민들에게 단지 그들의 여러 개인적인 선을 위해서 도구적으로나 개인적 선, 

의 합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여길 때에만 그들의 정체성을 국가에 귀속시, 

킬 것이다 역자 국가를 나 의 국가로 여기고 동질감을 갖는다는 . (identify with the state- : ‘ ’

뜻 그러나 이 정체성 귀속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개인들) (C. Taylor 1986 p.213) 

이 그들의 목표를 이 공통된 삶의 형태와는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공, 

동선의 추구를 최우선시하는 것을 그들의 그러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권리의 정치 문화

때문이다(political culture of rights) . 

인용문 시작 권리 모델은 더 원자론적인 의식과 매우 잘 부합한다 그러한 원자론적 의식( ) , . 

에서 나는 나의 존엄을 권리의 개인적인 보지자로서의 존엄으로 이해한다 정말로 그리고 , . -

여기가 두 관념 사이에 긴장이 발생되는 표면인데 나는 내가 이미 그 결정을 내리는 공동- , 

체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지 않다면 개인의 권리의 이름으로 집단적 결정을 그토록 

기꺼이 압도하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용문 끝.( ) (C. Taylor 1986, p.211)

공동체의 공유된 삶의 형태로부터 이 거리두기 공동선에 대한 정체성 귀19 ‘ ’(distancing), 

속의 이 결여 는 우리가 정의로운 자(this lack of identification with it's common good) , 

유민주주의 질서의 부담을 지기를 꺼려하며 오히려 그 질서의 요구를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첫번째 문제점은 자유주의적 자유의 가치를 지지하고 옹20 , 

호하는 정치 문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좋은 삶에 대한 일부 선택지는 억눌러져야 한다는 점

에 있다 두번째 문제점은 특정한 공유된 형태의 삶은 자유주의적 정의의 . (discouraged) , ,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 문화를 위해 북돋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두 문제 뒤에 (encouraged) . 

놓여 있는 것은 자유주의의 정치적 실천의 심장을 강타하는 주장 즉 정의로운 자유주의적 , 

사회는 권리나 정의의 일정한 원칙을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써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 

삶의 원칙에 대한 모종의 인정과 수용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사. , 

회적 입론 에 의해 요구되는 안정적인 종류의 공동체를 위한 전제조건에 관한 (social thesis)

개념적인 주장이 아니라 경험적인 주장이다. 



롤즈와 드워킨은 이와는 달리 그녀가 적극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 그 21 , , 

관념 자체가 자유나 평등을 얼마나 적은 정도로만 가치 있게 여기든지 상관없이 좋은 삶에 

대한 어떠한 관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

다 일르테면 대중에게 평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문화적 감수성을 타락시키고 인간의 . 

존재에 최선인 것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믿는 엘리트주의자의 경우에서처

럼 말이다 그러한 관념은 그 고수자가 다른 사람들도 좋은 삶에 대한 각자의 관념을 선택. 

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 허용된다 정의의 원칙에 대한 공적인 인정이. , 

그러한 관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안정성을 보장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Rawls, 1985, 

엘리트주의자들은 대중의 권리를 존중할 것인데 이는 그러한 존중이 그의 이해관심p.241) , 

을 증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이해관심을 증진하고 그들도 배려에 대한 평등, , 

한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대중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그의 선관의 . 

명령이 아니라 정의의 명령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질서정연한 사회의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 

시민들의 공정한 자원의 몫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복지 국가의 재분배를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테일러는 아마도 이러한 주장이 사회학적으로 순진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은 22 . 

그들이 공통된 삶의 형태에 의하여 특정한 공유된 선관에 구속되어 있지 않으면 즉 정치공

동체의 공동체주의적인 형태에 정체성을 귀속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

을 것이다 내가 아마도 라고 말한 것은 테일러가 때때로 이름을 언급하지 . ‘ ’(presumably) (

않은 채 우리의 선택 능력 행사가 어떠한 공적인 인정이나 확인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믿) 

는 원자론자 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 반대하여 테일러는 때때로 공적으‘ ’ . , 

로 인정된 정의의 원칙의 의미에서의 공동선 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그‘ ’ . 

러나 이것이 테일러가 의미하는 바의 전부라면 그는 그러한 필요성을 긍정하는 롤즈와 드, 

워킨의 논의에 아무것도 보태는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 (e.g. Rawls 177-82) 

로 테일러는 명확하게 좋은 삶의 특정한 관념의 공통된 수용을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정치, , 

를 의미한다. 

왜 테일러는 자유주의 정치가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나의 답변은23 ? , 

정당성을 위하여 시민 참여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주의 정치(civic participation) , 

는 참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가능한 세기 현대 정치를 유지하는 문. 20

제에 관하여 안개 속에서 출현한 두 패키지 해결책을 기술하는데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자, 

유주의적 관념과 공동체주의적 관념에 대략적으로 상응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인용문 시작 현대의 자유로운 주체의 존엄을 위한 보호장치 로서의 권리 모델( ) (safeguard)

의 장기적 존속 가능성 전체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있다 그 모델은 (long term viability) . 

공도으이 결정에서 이야기를 갖는 감각에 대한 대체물이 정말로 될 수 있는가 집단적인 의? 

사결정에 대하여 지배적인 것으로 권리에 대한 점증하는 강조는 결국에는 민주 질서의 정당

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인용문 끝? (C. Taylor 1986, p.225) ( ) 

그러나 자유주의적 관념에 대한 그의 거부는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자유주의와 

아무 관계없는 많은 책임을 귀속시키는데 근거하고 있다. (rests on saddling it with a lot 



그는 참여의 쇠퇴가 정치적 중앙집권화와 관료적 지도of extraneous baggage) (tutelage)

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참여자로서 그녀의 지위에서 어떠한 존

엄감도 느낄 수 없다고 그럴듯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가 중앙집권화와 관료화를 . 

요구한다는 주장에 어떠한 경험적 이론적 보증이 이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개인들이 권리를 . 

통해 다수의 의사결정을 누르는 것이 허용된다는 사실로부터 그러한 다수의 결정들이 결국 

선거구민이 아니라 관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거나 그 결정들이 분산된 권위체가 아

니라 중앙집권화된 당국에 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결론은 따라나오지 않(authorities)

는다 정치적 참여를 위한 필요는 정의의 원칙을 공적인 안정을 위한 필요와 마찬가지로 . , 

왜 정치참여나 정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관념이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것인지를 입증해주지 

못한다. 

나는 테일러가 자유주의 정치는 분권화와 참여에 대한 강조와 이론적으로 모순된다고 24 ,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주장은 그렇기 보다는 참여가 정당성. 

의 진정한 토대인 공유된 목적의 집단적 추구와 절연되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의

미를 덜 가진다는 뜻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치가 그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정치에 덜 참여. 

하게 되며 이것이 우리가 분권화와 관료화를 허용하는 이유다 참여의 결여는 공동선 정치. 

의 상실의 효과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왜 정당성이 필연적으로 공동체주의적인 정치에 묶일 25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질문을 대답되지 않은 채로 남겨둔다 이 질문에 대한 명료한 어떠한 . 

대답도 테일러에게는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의 답이 정당성이 공유된 목적에 대한 효과적. , 

인 추구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부여되고 획득되었던 이전 시대의 공동체에 대한 낭만화된

역자 미화된 시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시각은 우리가 이전 시절(romanticized - : ) . 

에 존재했던 충성 와 정당성의 감각을 만일 우리가 공동선의 정치 그리고 시민(allegiance) , 

적 공화주의의 쇄신을 증진하고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찾을( 

수 있다고 시사한다recoup) . 

그러나 그 역사적 그림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무시한다 세기 뉴잉글랜드의 타운 정26 . 18

부 는 그들의 공유된 목적에 대한 효과적인 추구 덕택에 그 구성원들에(town goverments) , 

게는 매우 큰 정당성을 가졌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여성 무. , 

신론자 인디언 그리고 무자산가들이 모두 선거권을 배제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 

그들이 성원권 을 인정받았다면 그들은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성차별주의적인 (membership)

공동선 의 추구에 그리 인상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성원들 사이에 정당성을 보장하는 ‘ ’ . 

통상적인 방법은 일부 사람들에게 성원권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공동의 생활 방식을 형성하고 규정함에 있어 27 , , ‘ ’

역사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에게 성원권을 부인함으로써 정당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모두가 공동선의 정치. 

를 위한 기초로서 지지할 수 있는 특정한 공동체적 목적과 관행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 

이러한 관행들이란 무엇인가 분명히도 이전의 공동체들의 초점이었던 전통적인 목적은 아? 

닐 것이다 어떤 이는 역사적으로 종속된 집단을 배제함에 없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할 수도 .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는 어떠한 정당성도 획득되지 않는다 공동체주의자들. . 

은 조옹 다양한 집단에 대한 역사적인 배제가 그냥 자의적이었던 것처럼, (just arbitrary) , 

그래서 우리는 그 배제된 집단을 포함시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쓴다 그러나 예를 들. 

어 여서의 배제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유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 . 

추구된 목적이 남성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남성에 의해 규정된 성차별주의적인 것이었다, . 

만일 여성이 그 공동체에 충성 의 감각을 가지려면 (allegiance) (if women are to have a 

그들은 그들을 위해 남성들이 규정한 정체성을 sense of allegiance to the community) ,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이해관심을 규정할 힘이 주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 . 

이것을 여성의 정체성은 현존하는 역할과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회피할 , 

수 없다 그것은 그냥 거짓이다 여성은 그들의 별개의 정체성을 거부하거나 . . (simply false) 

깊이 감추도록 작동하는 많은 방식으로 이 역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해왔(submerge) 

다 이것은 세기 뉴잉글랜드에서도 역시 참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정당성은 여성을 . 18 . 

배제함으로써 보존되었다 우리는 여성을 다른 이들이 여성을 위해 창조한 정체성에 의해 . 

규정하지 않는 정당성을 확복하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테일러는 권리의 단순한 확장이 현재까지는 많은 여성이나 흑인 게이들에게서 28 , 

정당성의 감각을 발생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그리고 그것은 무제. 

다 자유주의자들의 반응은 불리한 집단에게 그들의 목적을 증진하는 관행을 규정하고 발전. 

시킬 권력을 더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것 역시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 . 

의 반응은 훨씬 더 나쁘다 샌델과 테일러는 사회의 모든 집단에게 정당성을 가지는 공동. , 

선의 정치의 기초로 기능할 수 있는 공유된 목적들이 있다고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목. 

적이나 관행의 어떠한 예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도 그들이 그것을 제시하지 않. 

는 부분적 이유는 그러한 공유된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공유된 목적들이 우리의 . 

역사적인 관행과 역할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관행과 역할이 사회의 작은 . 

부분 유산자 백인 남성 에 의해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는 점은 언- -

급하지 않는다 이 관행들은 여성 흑인 그리고 노동자들이 관행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었. , , 

을 때조차 성차별적 인종차별적인 계급 차별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 . (gender coded, race 

coded, and class coded) 

이런 종류의 목적을 증진하려는 시도는 사회의 정당성의 수준을 감소시키며 사회에서 29 , 

주변 집단을 더 배제하고 소외시키게 된다. (Gumann 1985, pp.318-21; Herzog 

정pp.481-90 ; Bernstein pp.550-1; Hirsh pp.435-8, 441-4; Rosenblum pp. 178-81) 

말로 정당성의 바로 그러한 상실이 기독교적 가부장적 가족에 기초한 의제를 우익들이 밀, , 

어붙이려고 함에 따라 미국인의 많은 구성원들에게 흑인 게이 싱글맘 비기독교인 벌어- , , , -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공동체주의자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공동선에 대한 다수결. , 

주의 관점을 싫어하지만 역사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의 배제 문제는 공동체주의 기획에 고질, 

적인 한 것이다 가 주목하듯이 공동체 감성의 어떠한 쇄신 이나 강화도 (endemic) . Hi rsch “ ”

이러한 집단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달성해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 

역사적 감성과 전통은 문제의 일부이지 그 해결의 일부가 아니다‘ , ’(Hirsch, p.424) 

나는 이 문제들이 샌델에 의해 제시된 하나의 구체적인 쟁점에 의해 드러난다30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 공동체에 의해 가능한 포르노의 규제 이 예는 주의 깊은 (exhibited) . . 

철저한 검토 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주장하고 있었던 바와 모순되(scrutiny) . 

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포르노 규제는 여성 집단의 공통된 요구였으며 그것. , 

이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 특히 섹슈얼리티를 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요

구되어왔다 여성은 성적 관행을 포함하는 역사적인 전통과 관행을 규정하는 절차에서 배. , 

제되어 온 집단 가운데 하나였고 포르노의 규제는 여성들이 많은 시간에 걸쳐 남성들에 의, 

하여 규정된 여성성 에 대한 견해를 거부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female sexualtiy)

지도 모른다 샌델이 포르노의 검열을 지지한다는 점에 비추어 그것은 공동체주의자들이 . , 

종속되고 주변화된 집단이 그들 자신의 관행과 정체성을 규정할 능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보

여주지 않는가?

불행히도 포르노 규제를 허용하는 샌델의 이유는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31 

할 수 있는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의 논변은 포르노는 그것이 삶의 방식을 위반. ‘

한다는 근거에서 지역 공동체에 의해서 규제될 수 있다 는 것이다’ . (Sandel 1984b p.17) 

이 논변은 여성들이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규정할 권리를 지지하기는 커녕 궁극적으로 , , 

그러한 권리와 양립불가능하며 여성들이나 다른 주변화된 집단이 다른 이들에 의해 그들에, 

게 규정한 목적과 야망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포르노 규제를 찬성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논변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증진시키고 남성이 32 , 

규정한 섹슈얼리티와 젠더 역할에 여성의 종속을 영속화화는 포르노의 가능한 사회적 역할

에 근거한다 성평등을 바라는 누구든 이 논변을 진지하게 . (e.g. Mackinnon chs. 13-14)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폭력 사건들과 그 영향에 관련된 증거는 상당하며 추세는 끔찍. , 

하기 때문이다 만일 포르노가 여성의 종속에서 정말로 이런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포르노. , 

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위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도 그것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역‘ ’

할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스테레오 타입에 순응 하기 때문이다 사실 맥키넌이 (conform to) . , 

주목하듯이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포르노의 문제는 그것이 공동체의 규준을 위반한다는 , 

것이 아니라 그 규준을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맥키넌은 억압적인 국가에 맞서 전통적인 섹. (

슈얼리티의 관점에 도전하는 두려움을 모르는 반체제 인사 로 포르노제[intrepid dissidents]

작자를 보는 시각은 자유주의의 신화라고 말하는데 명백히도 샌델 역시 그 신화를 믿고 있, 

는 것이다)

이것은 포르노 규제를 찬성하는 최선의 논변이며 그것은 다른 이들 해악33 , (harm to 

에 관한 익숙한 전제 에 기대고 있다 맥키넌은 포르노의 해악에 관한 증거others) (premiss) . 

는 자유주의자들이 국가가 표현을 규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다른 경우에서의 증거만큼이, 

나 좋거나 더 낫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포르 규제를 찬성할 설득. , 

력 있고 자유주의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논변을 갖게 되는 것이다 포르노 규제는 여성들( ) : 

이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자유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

된다고 말이다. 

그러나 샌델의 논변은 여성들의 자율성에 관한 논변에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것이다 샌34 . 



델의 포르노 규제 옹호의 문제점은 그것을 동성애의 문제와 비교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 

동성애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삶의 방식을 위반하는 것 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 . 

사실 어떠한 그럴법한 기준으로 평가해보아도 포르노에 대해 불쾌해하는 사람보다도 동성, , 

애에 대해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다면 샌델은 그에 따라 공동체가 동성애 관계. 

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할 것인가 아니면 동성애에 대한 공공의 승인을 원할 것, 

인가 만일 형사범죄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르노로부터 구분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 

샌델은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들에게 그에 대한 답은 동성애는 다른 사. , 

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불쾌해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덕적 무게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 또는 국가 공동체의 다수는 주류 삶의 방식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 ( ) , 

관행과 인격 에 관한 외적 선호 를 강제(practices and personalities) ‘ ’(external preference)

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도 샌델이 말하지 못. (Dworkin 1985, ch17) 

하는 것이다 그의 논변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성원들은 그들의 인격과 관행을 공동체의 지. , 

배적인 가치에 불쾌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샌델의 논변 중 어느 것도 (inoffensive to) . 

주변화된 집단의 성원들에게 다른 이들이 그들을 위해 역사적으로 규정한 정체성을 거부할 , 

힘 을 주지 않는다(power) . 

이와 마찬가지로 샌델은 권력이 박탈된 여성들 에게 여성성에 35 , (disempowered women) , 

대한 남성의 시각을 거부하고 그들의 고유한 섹슈얼리티를 규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정하

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그는 포르노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하나의 남성 규정적 시각 포르. (

노 제작자들의 시각 이 다른 남성 규정적 시각 공동체의 삶의 방식의 시각 과 상충하기 때) ( ‘ ’ )

문에 규제될 수 있다고 한다 포르노를 이런 근거에서 규제하는 것은 여성성에 대한 규정에 . 

남성 규정 압력의 한 세트는 감소시키는 부산물적 효과는 갖지만 그 일은 다른 세트의 남, 

성 규정적 가치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물론 포르노에 의해 불쾌함을 느끼는 . , 

남성이 여성성에 대하여 동등할 정도로 억압적인 다른 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리라고 보증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동체가 어떻게 결정하건 간에 여성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목적. 

을 여성성에 관한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 역할에 관한 남성에 의해 규정된 기대에 맞추어 ( )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문제들이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일부가 되지 못하. ‘ ’

였던 게이 흑인 이민자들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이것은 주변 집단의 성원들에게서 정당성, , . , 

과 애착의 느낌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전혀 아니다. 

샌델은 정치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선을 공동으로 알 36 , ‘

수 있게 된다 고 말하면서 그의 책을 끝맺는다 그러나 분명히도 현’(Sandel 1982, p. 183) . , 

대 사회의 본질적인 다양성과 그것의 배제적인 과거 에 비추어 우리는 (exclusionary pasts)

그와는 달리 정치는 정확히도 우리가 좋은 삶에 대한 특별한 관념을 증진시키는 일에 국가

의 권력을 쓰지 않을 때에 잘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야만 한다 국가 정당성의 수준을 높이. 

는 것은 주변화된 집단의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요구할 지 모르나 드워킨이 주목하였듯이, , 

귿르이 평등한 존재로 대우받으려면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또는 사람들(

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 만이 이치에 닿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형성하거나 지지하) . 

지 않았던 역할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과는 양립불가능하다. 

사회의 기본구조를 주변화되고 소외된 이들의 눈에 정당성 있게 만드는 것은 쉬운 과업37 



이 아니며 선거권의 확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이것을 지적함 점에서, . 

는 옳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공동체주의 해결책은 전혀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은 이전 . . 

시대에 정당성이 어떻게 창출되었는가에 대한 낭만화된 시각에 기대고 있으며 우리의 지배, 

적인 관행이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에 대한 순진한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 정당성이 노력. 

해서 획득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사람을 위해 규정되, 

어 온 공동체의 관행과 감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억압받고 지배당.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관행과 목적을 규정할 힘을 줄 것을 요구한다 자유주의자들. 

은 주변화된 이들에게 애착의 감각을 발전시킬 만큼 충분히 잘해오지 못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가 간단명료 하게 표현했듯이 만일 자유주의가 문제라고 해도 공Herzog (succinctly) ‘

화주의가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Herzog p.484; cf. Rosenblum p.179) 

주변화된 집단이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관행을 어떻게 규정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38 

야 하는가 그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무해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여겨져 왔던 복지국가 자본주의나 전통적 가족 같(benign) (heretofore) 

은 특정한 제도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수정을 포함활 것이다 이는 의문의 여지 . 

없이 자유주의적 정치의 실천에 대한 도전을 설정하며 그리고 그 도전은 대부분의 자유주, 

의 이론가들이 진지하게 응전해오지 않은 것이다 는 현시대 자유주의는 . William Connolly “

자유 권리 이견 그리고 정의에 대한 헌신으로만 정의될 수 없다 그것은 또한 현시대 자, , , . 

유주의가 지지하는 제도 질서를 통해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가 주장하.”(Connolly p.233) 

길 자유주의의 두 측면은 사적인 기업의 성장 경제 내에서의 복지 국가가 자유와 정의의 ‘

이라는 점을 믿는 것이 가능한 한에서 통일될 수 있다 불행히도 복지 국가에 vehicle ’(ibid) , 

재원을 공급하는 경제의 요구는 복지국가의 정책에 깔려 있는 정의의 원칙과 상충하는 것, 

으로 비춰지고 있다 복지국가는 그 재분배 프로그램을 떠받치기 위하여 성장하는 경제를 . 

필요로 하는데 그 경제의 모순되는 정책에 의해서만 그 경제의 성장이 확보, (inconsistent) 

될 수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탁아 서비스. (Connolly pp. 273-31) (day care), 

낙태 클리닉 전업주부 를 위한 직접 지불 급여 에 대한 공적 , (homemakers) (direct payment)

지원에서의 예산 감축 또는 공적 지원의 제거 등등이 발생했다 이 감축되거나 제거된 프( ) . 

로그램은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제조건이지만 기업 자, 

본주의에 의존하는 복지 국가가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것들이었다고 이야기되면서 말이다. 

에 따르면 이것은 자유주의의 분기점 에 이르게 하였다 하나의 39 Conolly ‘ (bifurcation)’ . 

흐름은 자유주의 정치 관행의 전통적 제도를 고수하며 사람들이 정의와 자유에 (clings to), 

관한 그들의 기대를 낮추도록 촉구 한다 다른 흐름 여기에 그는 드워킨을 포함시(exhorts) . (

킨다 은 그 원칙을 재확인하지만 자유주의 원칙에 대한 헌신 점점 더 실제적인 쟁점을 다) ‘

루지 않게 되었다 이 원리적 자유주의는 생산성의 문명에도 편하게 느끼지 않으면서. …… 

도 그 헤게모니에 도전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복지국(not at home) ’(Connolly p. 234) 

가의 경제학에 대한 코놀리의 설명을 회의할 수도 있으나 나는 그가 현 시대 자유주의의 , 

조건을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생각한다 중립적 배려의 원칙은 강력한 것이고 그것은 자유. , 

의 문화에서 국가 정당성을 위한 기초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원칙의 관철은 롤즈. , 

나 드워킨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한다 코놀리가 이야. 

기하듯이 그 둘 중 누구도 그 우선순위와 유지가 계급과 성의 단단히 자리잡은 불평등을 영



속화하고 종종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생산성의 문명 에 도‘ ’(civilization of productivity)

전하지 않았다. 

중립적 배려 원칙의 온전한 실행이 우리를 복지 자본주의보다는 시장 사회주의에 더 가40 

깝게 이동시킬지는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롤즈의 차등의 원칙 은 시장 사회주의 하에서 가. ‘ ’

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Buchanan, A. 1982, Marx and Justice: The 

Radical Critique of Liberalism, Methuen, London; DiQuattro A.,  1983, 'Rawls and 

Left Criticism', Political Theory 그리고 드워킨의 경매 제도는 더 평등주의적일 Vol. II.) 

지도 모른다 코놀리의 자유주의에 대한 정의가 함의하는 바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 , 

필연적으로 자유주의의 포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당한 제약을 부과하는 것으. 

로 보인다 어쨌거나 그 자유주의자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없는 존 스튜어트 밀은 스. 

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가 표현하였듯이 자유주. Hobhouse

의가 사태를 고심할 경우에 사회주의의 흐름에 가까운 곳으로 결코 짧지 않은 이동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liberalism when it grapples with the facts is driven no small distance 

두 전통은 그들의 역사에 걸쳐 서로에게 along Socialist lines' (Hobbhose 1964, p. 54) 

빌려 온 것들이 있으며 사회주의와 주고 받는 가운데 자유주의는 가르친 것보다 배우고 ‘ [ ] 

가르침을 받은 것이 더 많다’.(Hobhouse 1964, p.115; cf Gutmann 1980, pp.63-8, 

나는 여전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교훈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70-86, 145-56) . 

어느 경우든 아마도 가장 필요한 개혁 즉 젠더에 대한 비판이 두 전통 어느 것에 의해41 , 

서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 전통 전반에 걸쳐 남성은 자율적으로 선택한 목적. ( )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반면에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기능을 가지고 있, ( ) 

는 것으로 여겨졌다 로크에서부터 밀 롤즈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자들이 공식적으로 그. , , , 

들의 이론은 개인의 자연적 평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공언하여 왔으나 그들은 사실상 남성, 

이 가장인 가족을 정치 분석의 핵심적인 단위로 여겨왔다 여성의 이해관심은 그들의 자연. ‘

적 위치 로 간주되는 가족에 의해서 규정되고 가족 안으로 잠기게 되었다 되었’ (submerged)

다 이 결과로 나온 여성의 기여에 대한 평가절하 은 여성. (Okin 1987, p.43) , (devaluation)

들이 모든 노동시간의 거의 를 수행하지만 그들은 세계 소득의 만 받으며 세계 ‘ 2/3 , [ ] 1/10 , 

자원의 오직 미만만을 소유한다 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1% ’ . (D. Taylor p.82) 

국과 캐나다에서 저임금 직업에서의 직종 분리의 정도는 확대되고 있다, . (David-McNeil) 

그리고 년 경제적 기회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1981 (Advisory Council on Economic 

는 만일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년에는 빈곤선 이하의 미국 인구는 오Opportunity) 2000

직 여성과 어린이들로만 구성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부적절. 

한 분배 는 롤즈의 원초적 입장이나 드워킨의 경매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mal-distribution)

선택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이론가들 중 누구도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러. , 

한 체계적인 평가 절하가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한 바가 없다 실. 

제로 롤즈는 그의 원초적 입장 가장 들의 의회로서 과 그의 분배 원칙 가구 소득의 측정치(‘ ’ ) (‘ ’

에 의한 을 가족 내부의 질서에 관한 정의에 대한 질문은 정의상 정의의 법) , (by definition) 

정 바깥에 있는 것으로 기각시키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드워킨. (Okin 1987, p.49) 

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통상적인 추정을 하지는 않지만 그는 성 편향(invoke) , 

에 대한 투쟁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비성차별주의적인 중립적 배려의 원칙에 깔려 있는 것의 최선의 표명 을 42 (spelling out)

구성하는 제도와 관행이 무엇일지는 명확하지 않다 여성의 열등성에 대한 추정은 어린이들. 

에게 성역할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가사 노동에 대한 공적인 평가 절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 제도에 깊이 배태되어 있다 그러한 것들을 폐지하는 것은 여성이 사회적 위치에 대하. 

여 갖는 접근권에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치를 형성하고 정하는 그들의 능력에서의 

변화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전반적으로 지지되어 오지는 않. 

았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조차도 말이다 전미여성연합. . (National Organization 

같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집단은 체계적인 평가 절하나 직종 분리로 두드러of Women) , 

지게 여성의 일 영역 예를 들어 가사 노동이나 서비스 부문 의 발생에 대하여 도전해 오지 ( )

않았다 는 사실상 그것을 사회적 역할의 현존하는 규정과 평가를 주어진 것으로 받. Jaggar , 

아들이며 그러한 역할을 두고 하는 경쟁에서의 기회 평등을 확보하는 것만을 추구한다는 것

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규정하는 특성으로 받아들인다 계급 기반 불평등. (Jaggar p. 177) 

의 제거를 편드는 것 이 자유주의자들을 전통적인 사회주의 프로그램에 가깝게 (favouring)

데려갈지도 모르듯이 성 기반 불평등의 제거도 자유주의자들을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프, 

로그램에 더 가깝게 데려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개혁을 다시금 자. , 

유주의의 포기로 바라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은 자유주의적 평등과 양립가능하고 진. 

정으로 요구된다. 

롤즈와 드워킨은 그들의 정의관의 실행으로 일어날 가장 분명하고 가능성 높은 결과는 43 , , 

현존하는 사회적 역할의 점유자들 사이의 소득 이전 수준이 증가되는 것이리라고 종종 썼

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른 중요한 결과는 현존하. (e.g. Dworkin 1981, p.321; 1985 p.207) 

는 역할들이 규정되는 방식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we have 

그 두 사람 모두 인정하듯이 개인에게 활용가능한 기본적 가치every reason to suppose) , 

나 자원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기술 계발 개인의 성취 그리고 책임 행사를 위한 기회다 이, , . 

것은 주어진 직업에 따르는 보상의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그 (not predominantly), 

직업들에 수반되는 권력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들을 부인하고 그들. 

을 종속적이거나 비하되는 위치 에 놓는 사회(in a position of subjection or degradation)

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평등한 위치로부터 선택할 수 있다면 택하지 않을 것이, 

다 평등의 위치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직업은 여성의 직업에 비해 더 우월하거나 지배. , , ‘ ’ ‘ ’

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역할의 체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성 역할이 단. 

지 여성들의 동의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닐 뿐더러 여성의 법적 정치적 억압을 요구하였다

는 점을 믿을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의료 종사직 은 남성에 의해 남성의 이44 , (health practitioners)

익에 부합하도록 여성 의료 노동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재규정되었다. 

의료 전문직의 발흥 과 함께 여성들은 전통적인 의료 역할(Ehrenreich and English) ‘ ’ (rise)

로부터 몰아내져 간호사의 역할로 들어가도록 강제되(health care roles) (squeeze out of) 

었다 남성 의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남성 의사들에 의해 규정된 직위 말이다 의료 역할. . 

들은 의사의 역할에 복종하는 위치이자 의사의 역할에 비해 경제적 보(Health care roles)

상이 덜한 간호사 직위를 창출하도록 재규정되었다 그리고 나서 여성의 배제는 의사의 역. , 



할이 가사노동 세계에 관하여 재규정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의(vis-à-vis) . (

사일과 어머니인 상태 를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 변화들은 여성의 [motherhood] ) 

배제를 상정한 것이며 진정한 평등의 상황이 존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일반, . 

적으로, 

인용문시작 한 집단이 어떤 일로부터 충분히 오랫동안 배제되면 그 배제된 직단에 부적( ) , 

합한 방식으로 그 활동이 발전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는 확실히 여성들이 많은 . 

종류의 일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그리고 이는 그 일이 그들에게 부적합할 가능성이 꽤나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가장 분명한 사례는 대부분의 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과 .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여성이 애초부터 사회의 운영에 온전히 관여하여 왔다면. , 

그들은 일과 아이 기르기를 서로 들어맞게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으리라 매우 확신한다. 

인용문 끝( )

동일한 종류의 부정의가 우리 사회의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 사이의 과장된 구분에도 45 ‘ ’ ‘ ’ 

현재한다 우리는 최초 평등의 위치에서 사람들은 그러한 체계를 창출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 

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과학적 관리 체계의 실행은 노동자들이 반대하였. ‘ ’ 

던 것이며 노동자들이 자본가들과 동일한 권력이 있었다면 중지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 

드워킨은 증가된 소득 이전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이 대등한 지위(Braveman) (equal 

에서 시장에 진입하였다면 고소득 직종에서 기꺼이 일하려고 했으리라고 가정할 수 footing) , 

있기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만일 가난, .(Dworkin 1985, p.207) 

한 이들이 시장에 대등한 지위 에서 진입하였다면 그들은 불평등한 권력과 (equal footing) , 

지배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리라고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는 전자만큼이나 후자에 대해. 

서도 훌륭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들은 의사로부터 간호사에게로 또는 . , , 

자본가에게서 노동자로 돈을 재분배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의사와 자본가들이 권력과 지배의 , 

관계를 규정할 권력을 갖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정의는 사람들의 환경. , 

이 단지 소득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권력 관계에 의해서도 평가될 것을 요구한다. 

드워킨이 말했듯 롤즈 와 그 자신의 이론에 깔려 있는 평등주의적 전제는 더 래디컬한 46 ( ) ‘

평등 개념의 이름으로 거부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평등 개념은 없기 때문이. 

다 그 전제는 롤즈나 드워킨의 구상 보다 계급과 성 불.’(Dworkin 1977, p.182) , (envision)

평등의 비판을 위해 더 래디컬한 함의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Nielsen 1985 pp.28-32) 

사회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제도에서의 실패를 지적한 점은 옳았지

만 그들은 이 실패가 자유주의의 인간관이나 사회정의관의 본질적인 문제를 표현하거나 반, 

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종종 저질러 왔다 오히려 이 제도들은 이 자유주의적 이. 

상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논급들은 물론 걸려 있는 쟁점을 제대로 다루기엔 지나치게 간략하다 그러나 그것47 , . 

들은 자유주의가 원자론적이며 사회 문제의 온전한 함의를 인정하는 데 실패한다는 테일러

의 비판에 대한 가능한 대답을 스케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 테일러가 그의 사회적 입론의 . 

중요성 그리하여 사회적 맥락을 확보하는 일 및 정의의 공적 원칙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 , 

강조한 점은 옳았다 이 모든 것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그것들의 중. . 



요성을 의문시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정의 원칙은 오해될 수는 . (Rosenblum pp.161-2) 

있으나 그것은 그 원칙들이 우리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 분명한 진실들 (misconceived) 

중 어느 하나를 부인하기 때문은 아니다. 

자유주의 정치가 시민 참여 공적 정당성의 감각을 실제로 유지하는가는 답하기 어려운 48 , , 

복잡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원칙들이 여전히 적절히 실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중립적 배려라는 평등주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다양하며 역사적. , 

으로 인종차별적이고 상차별적인 우리의 사회 같은 사회에서 공적 동의 를 (public assent)

확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치적 원칙이라는 점을 논증하려고 하였다 이와는 다른 이해. 

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정치적 삶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일은 성공할 개연(understanding)

성이 없다 밀이 이야기하였듯이 공통된 공공철학 에 대한 헌. , (common public philosophy)

신의 느낌은 자유의 문화의 전제 조건이며 그 느낌이 이후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 ’

는 아직까지는 존재한 바 없거나 초보적인 상태로만 존재한 제도‘ (in a rudimentary stae) 

에서 실현될 개인적 자유 및 정치 사회적 평등의 원칙 에 대한 애착이다’ .(Mill 1962, 

이 원칙들은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이며 실제에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 pp.122-3) ,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자유주의적 원칙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일이 코놀리가 예견하듯이 일부 전통적인 49 , , 

자유주의 제도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폼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이.(might well) 

제 이 이동이 우리는 일부 맑스주의자들이 주장한대로 정의를 넘어선 곳으로 우리를 데려‘ ’ 

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