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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왈쩌와 소수 집단 권리 : (Walzer and Minority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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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자 이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내가 개진한 소수 집단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방어가 부당하게 추1 

상적일지도 모른다 소수 집단의 요구를 평등 이론에 근거지움으로써 해당 공동체의 특유성. 

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이다 매우 상이한 공유된 의미나 공유(particularity) . 

된 관습을 가지고 있는 두 소수 문화는 둘 다 환경에 있어서 유사한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면 유사한 집단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문화적 멤버십에 대한 자유주의적 인정은 다소간 . 

얇은 것으로 비염 공동체의 평가와 관습의 두꺼운 패턴을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 , ‘ ’ . 

것은 물론 이론의 단순히 우연적이거나 우발적인 특성이 아니다 어떠한 자유주의 이론도, . ,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역사적으로 특징지워왔던 각 목표와 가치들이 권리나 자원의 결핍으

로 그것 때문에 고통 받음이 없이 어떠한 특정한 가치도 자유롭게 확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

는 개인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선호하며 진정으로 요구할 것이다. 

비판자들은 자유주의가 특정한 문화의 그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특징짓는 공유된 의미와 2 

관습들에 구현된 역사적 가치에 불충분한 주의만을 기울인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공동체주. 

의적 견해에 따르면 문화적 멤버십은 이 공동체적 실천들과 평가에 헌신을 수반하거나 배, 

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따라서 소수 문화의 권리도 멤버십을 . 

규정하는 공동체적 가치에 더 긴밀하게 묶여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 문화적 멤버십에 대한 . 

확대된 관념은 소수 집단 권리의 더 두꺼운 세트를 위한 논변을 제공한다 그리(enlarged) ‘ ’ . 

고 문화적 멤버십이 이 확장된 의미를 가지므로 소수 집단이 그들의 멤버십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될 터라고 한다. 

다음 두 장에서 나는 특정한 공유된 의미와 실천들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강조가 소수 집3 , 

단 권리를 위한 논변을 약화시킨다고 논의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왈쩌가 소수 집단 권리에 . 

대한 그의 논의에서 공유된 의미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문화적 멤버십에 대한 확장된 개념의 요구를 한편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4 , 

멤버십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은 왈쩌의 정의의 영역들 국역 정의< Spheres of Justice[ : 

와 다원적 평등 에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왈쩌가 활용하는 이론적 틀은 문화적 멤버십]> . 

을 근본적인 가치로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의 정의론이 사람들의 문화적 멤버십에 . 

대한 존중에 근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을 문화를 생산하는 존재로 존중하느 것. 

은 왈쩌에게는 정의의 원칙들을 주어진 문화에서의 사회적 재화에 대한 공유된 이해로부, , ‘ ’ 

터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 왈쩌는 이 접근법을 롤즈와 드워킨의 자유. (Walzer 1983 p.314) 

주의적 평등주의의 틀을 가지고 문화 생산의 존재로 사람들이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접근 주어진 문화를 특징짓는 특정한 가치나 라이프스타일로부터 추상, 

한 관점으로부터 정의의 원칙을 결정하고자 하는 접근법과 대조시킨다. (e.g. Walzer 1983 

p.xiv)



그리하여 왈쩌는 정치 이론에서 문화적 멤버십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5 . 

그러나 문화적 멤버십에 대한 이 외관상의 강조는 문화적 멤버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

치들에 대한 정당화를 낳지 못한다 왈쩌는 사실 소수 문화를 위한 권리에 적대적이며 나는 . 

이것이 롤즈와 드워킨에 의해 활용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틀을 그가 포기하였다는 점으

로부터 예측가능한 결과라고 논할 것이다 개인의 문화적 멤버십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 

공유된 의미를 존중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왈쩌의 주장은 소수 집단 권리의 적절한 이론의 

발전을 배제한다. 

소수 문화의 문제는 왈쩌가 사람들을 문화 생산의 존재로 존중한다는 그의 이론을 정교6 , 

화하기 시작하자마자 제기된다 만일 문화의 공유된 의미를 위반하는 것이 항상 부정의하다. 

면 이 문화의 담지자인 공동체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왈쩌는 (identify) . 정치적 공 

동체가 그 고유한 의미와 우리의 분배적 영역을 특징지우는 적합한 설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 전세계 국가 중 퍼센트 미만(Walzer 1983 p.28) . 10

만이 왈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는 . 

역사적 공동체의 다원성 이 존재한다 왈쩌는 정치 공동체와 역사적 공동체의 경계가 때때‘ ’ . 

로 일치하지 않으며 그 단위들의 요구에 대한 분배적 결정을 조정할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한

다는 점을 인정한다. (Walzer 1983 pp.28-9) 

그렇다면 역사적 공동체와 정치적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는 정의는 우리가 역사7 

적 공동체에서 공유된 의미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기대할 만하다 왜냐하면 역사적 공. 

동체가 공통된 의미의 실제 세계이며 언어 역사 그리고 문화가 집단 의식을 낳은 곳이기 , , 

때문이다 그러나 왈쩌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 . 

인용문 시작 그러나 역사적 공동체의 요구에 대한 분배적 결정의 이 조정은 그 자체로 ( ) [ ] 

정치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며 그 정확한 성격은 문화적 다양성 지역적 자율성 등등의 가치, , 

에 대하여 시민들 사이에 공유된 이해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논변을 개진. 

할 때 호소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해이다 인용문 끝. (Walzer 1983, p.29) ( )

그러나 이것은 매우 혼란스럽다 만일 그 자신의 용어에 따라 감성 이 한 국가 . (sensibility)

내의 상이한 역사적 공동체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역적 자율성 및 문화적 ,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어떤 공유된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 

이 조정이 모든 시민들의 존재하지 않는 공유된 이해에 호소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면( ) , 

그것은 사실상 디폴트로서 다수 문화의 의미를 반영할 것이며 이는 유관한 측면에서 소수 

문화 공동체의 공유된 의미를 위배할 수 있다 이것은 왈쩌는 제 원칙과 근본적으로 충돌하. 1

는 결론이다. 

인용된 구절은 왜 결정들이 정치적 공동체의 시민들의 공유된 의미에 기초해야 하는가에 8 

대한 하나의 논변을 제시한다 즉 그것이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한. 

다 그것은 누구의 이해가 그 결정을 함. (that is where decisions must be worked out) 

에 있어 권위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을 전혀 대답하지 않은 채로 남겨둔다 정치적 의사결정. 



자는 인디언의 역사 공동체에 관한 결정에서 인디언들의 이해를 권위 있는 것, 

으로 다루어야 하나 아니면 정치적 공동체의 현존 이해(authoritative) , (understanding 

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더 큰 문화 집단의 이해에 의하여 패배할 수 있는 것으extant)

로 다루어야 하나 만일 캐나다가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라면 또는 의 피보호국? UN

이라면 런던이나 뉴욕의 의사결정자들이 영국 전체 또는 전체 세계의 지역적 (protectorate)

자율성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는 것이 정당화되는가 결정이 특정한 정치 공동체의 수준에서 ?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그 공동체의 이해가 역사적 공동체의 이해에 우선한다는 점을 지

지하는 아무런 논변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왈쩌는 그것이 역사적 공동체의 진정한 집단 의식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의 공유되9 (

지 않은 이해를 권위 있는 것으로 다루는 것을 지지하는 두 번째 논변을 제시한다 그는 ) . 

정치는 더욱이 공통성 의 고유한 유대를 확립한다 고 이야기한다‘ (commonality) ; . (Walzer 

그런데 이 주장에는 상당한 진실이 들어있다 정치는 정말로 공통성1983 p.29) . 

의 유대를 확립한다 국가 정치 구조에의 통합은 소수 문화의 동화에서 국민 (commonality) . , 

경제나 교육 구조에의 통합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쪽이 사실 왜 캐나다의 인디언들이 연방 . , 

정치 제도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대표권을 부여하려는 제안을 계속적으로 거부한 이유이다. 

그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다른 시민들과 동일한 공동성의 유대에 묶을 것이며 지배적 문화의 

결정에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왈쩌 자신의 용어에 따르면 모든 시. , 

민의 이해에 호소하는 것이 부정의한 이유다 소수 문화의 특정한 창출과 연관되어 있지 않. 

은 공동성을 창출하려고 역사적 공동체의 의미는 침해되고 그들의 요구는 종속화된다. 

공동성의 유대를 정치적으로 확립하길 원하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 . 

마키아벨리는 그의 왕자에게 백성들의 문화적 차이를 제거하고 문화적 집단을 동질적인 정, 

체로 융합시키라고 조언하였다 왜냐하면 국가적 단일성은 침략적인 국제 환경에서 공동체. , 

의 방어에 결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국가 방위가 문화적 존중을 으뜸. (Machiaelli p.xxxiv) 

패로 누른다 무관심 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불충 은 아니라 할지라. (apathy) , (disloyalty)

도 잘못 명칭이 붙여진 민족국가 의 발흥 때부터 문화적 소수 집단에 대한 ( ) ‘ ’(nation state)

잔인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종종 활용되어 왔다. (Claydon p.138; Claude pp.. 

국가 건설 정책이 통상적인 현실정치적 근거에서 뿐만 43-7) ‘ ’(nation building) (realpolitik) 

아니라 사람들을 문화 창조로서 존중한다는 왈쩌의 근거에서도 정당화된다는 것을 마키아벨

리와 그의 계승자들 이 알게 된다면 놀랄 것이다(heires) . 

왈쩌가 정말로 역사적 공동체를 공동의 시민권 추구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11 , 

점은 그의 이민과 이주 에 대한 논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immigration and mobility) . 

가 말하길 정치적 공동체에서의 성원권은 그 자체로 선이다 그리고 이는 공동체가 가입과 . , 

배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인용문 시작 누군가는 이동성에 제한을 둬야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국가 및 지역의 제약( ) , . 

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완전한 이동성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뿌리뽑힌 남, (deracinated) 

자와 여자의 세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웃 은 한 세대나 두 세대 동안은 . (Neighborhood)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얼마간 응집력 있는 문화를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사람들은 들



어오고 나갈 것이어서 그 응집성 은 곧 사라질 것이다 문화와 집단의 고유성(cohesive) . 

은 그 폐쇄 에 의존하며 폐쇄 없이는 인간 삶의 안정적인 특성으(distinctiveness) (closure)

로 인식될 수 없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듯이 비록 그 중 일부는 세계 다원주의자이. (

고 일부는 오직 지방에만 충성하는 자이지만 이 고유성이 가치라면 폐쇄는 어디선가에서), , 

는 허용되어야 한다 정치적 조직의 어떤 수준에서 주권 국가와 같은 무언가가 이주의 흐름. 

을 통제하고 때때로 제한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입 정책을 만들고 그럴 권위를 (admissions)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인용문끝.( )(Walzer 1983, p.39)

그런데 왈쩌가 입국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한 점은 옳다 그러나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 

권위를 갖는 이해는 무엇인가 인디언 이누잇 프랑스계 캐나다인 공동체의 (authoritative) ? , , 

이해가 그들이 영향을 받는 이주와 이동권을 결정함에 있어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 ?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캐나다에서 휘발성을 갖는 쟁점이다 그곳에서 퀘벡인들은 , (volatile) . 

그 지방 으로의 이민을 제한할 권리를 요구하며 원주민들은 이민자들의 진입 뿐만 아니라 , 

비원주민 캐나다인들의 진입도 제한할 권리를 요구한다 그들은 정확히도 더 큰 캐나다 정. , 

치 공동체가 더 높은 이동성을 선호 하기 때문에 이 권리들을 요구한다 입국정책(favours) . 

에 깔려 있는 가치가 고유한 문화 집단의 보존이라면 문화적 공동체가 가입 에 , (admissions)

대하여 최종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결론을 기대하게 된다. 

왈쩌는 이주를 제한할 권리는 고유한 문화적 집단을 보호하는 자연적 반응이 아니며 반10 , 

대로 오직 하나의 문화 집단으로 동화되었을 때에만 가입 에 대한 수용할 만한 (admissions)

적극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화의 국민화 과정을 반대하기는 커녕 왈쩌는 명백히도 그것이 더 큰 이동11 , 

성을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벽을 허무는 것은 시즈위크가 우려했듯. 

이 장벽 없는 세계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의 작은 요새를 창출할 것이다. (Walzer 

왈쩌는 여기서 내가 롤즈와 드워킨에 반대하여 주장하였던 바를 인정하고 있1983 p.39) 

다 즉 만일 이동성이 개인적 선호와 시장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문화는 국민화될 . , ‘ ’ 

수 밖에 없다는 것 말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그는 지배적인 근대적 문화. , (‘ ’) 

의 구성원들의 이동성이 반동적인 소수 문화가 보호되는 작은 공동체를 설립하려는 욕( ) “ ” 

구를 압도한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왈쩌의 입장을 이해하기란 어렵다 국가의 이민 정책은 왈쩌에게는 고유한 문화12 . , 

적 집단을 보호한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나 결국 이 정당화는 일을 하러 이동해다. 

니는 생활 양식을 위한 욕구가 소수 문화의 보호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압도해(peripatetic) 

버리는 지배적인 문화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문화의 국민국가화는 명백히도 지배. , 

적인 그리고 곧 동질적으로 되는 문화의 구성원들의 이동권을 위해 치루어야 할 합당한 대( ) 

가로 이야기된다 이동성의 압도하는 중요성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근거지우는 이유가 무엇. 

이건 간에 나는 그것이 고유한 문화 집단을 보존하고자 하는 관심을 반영한다고 또는 사람

들을 문화적인 주체로서 존중한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다 왈쩌가 공언한 관심과 . (avowed) 

존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국민국가화된 문화 내에서의 개별적 (nationalized) 

이동성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에 반대하는 어떠한 비중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전제와 궁극적인 결론 간의 모순이 국가화에 의하여 수여된 권리를 왈쩌가 논의13 , 

하는 데에서도 등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시작한다. . 

인용문 시작 가입과 배제 은 공동체적 독립의 핵심에 있다 그( ) (Admissions and exclusion) . 

러한 권한이 없이는 성격을 가진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안정적이며 서로에 대한 특별한 헌, 

신을 가지며 공동의 삶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남성과 여성의 지속되는 결사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Walzer 1983 p.62)

그는 그리하여 역사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공동 삶의 연속성을 자유롭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직관을 제시하고 방어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진행하. 

여 매우 상이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즉 역사적 공동체는 그러한 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도, . , 

덕적인 주장도 갖지 못한다는 결론 말이다. (Walzer 1983 p.62) 

다른 말로 하면 캐나다가 일단 누군가를 시민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게 되면 프랑스계 , , 

캐나다인이건 인디언이건 그 누구도 그녀의 입장 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녀의 (admittance) , 

정치적 권리를 제한할 수도 없으며 그녀 자신을 공직 보유의 배려로부터 배제할 수도 없게 , 

된다 심지어 그것이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 하. (Walzer 1983 p.148) 

여도 말이다 이러한 제한은 전체 공동체 에 의해 수여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한. “ ”

다. 

문화적 공동체에서 정치적 공동체로의 이러한 이동 의 결과는 문화의 성원으로서 14 (shift) , 

그리고 공동 창조자로서의 개인의 욕구된 평등은 자기 결정하는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개인, 

의 허구의 평등에 의해 대체되게 된다 시민권의 평등은 허구적 이다(fictitious) . (fictitious) . 

왜냐하면 왈쩌는 기꺼이 이탤릭체로 강조된 문구에서 시민권의 평등한 권리는 다수 문화의 , 

지배를 가린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사적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목. 

에서 정당화된 정책은 결국 소수 문화를 훼손하는 다수 문화에 의한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

하는 것을 끝을 맺게 된다 왈쩌가 도달하는 결론은 그의 최초 전제와 모순된다. . 

왈쩌는 이 모든 것에 하나의 예외를 인정한다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의 한 집단은 15 . 

이동성과 다른 시민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오직 그것이 외국의 정치적 공동체의 . ‘ ’ 

지위를 달성하거나 받아들일 때에만 말이다. (if and only if it achieves or accepts the 

이동권의 경우 소수 공동체들은 온전히 독립적status of a 'foreign' political community)  , 

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 공동체가 너무. (must become fully independent states): ‘

나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단일한 시민권이 불가능하다면 그 영토 역시 유입과 배제, , 

의 권리가 행사되기 이전에 분리되어야 한다 피선거권의 경우에 그 .’(Walzer 1983 p.62) , 

권리의 부인은 두 민족 연방국가 에서는 수용할 만한 것일지 모른다 그‘ bi-national state . 

곳에서는 두 민족의 구성원들이 사실상 서로에 대하여 외국인으로 있게 된다 그들 사이에 . 

요구되는 것은 상호 협조 협조 적응 이지 어떠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정의(accomodation- , )

는 아니다 그는 정의의 문제가 그러한 사회에서는 제기되지 않는다.’(Walzer 1983 p.149) 

는 발상을 일관되게 고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만일 미국이 시민들의 공동체가 아니. ‘



라 집단들의 연방이 된다면 평등한 배려의 원칙은 여전히 연방화된 집단들 내에서 그리고 ’ 

연방집단들 사이에 적용되겠지만 그들을 통틀어 전체 성원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야기하기 때문이다. (would still apply within and between federated groups, but not 

across them) (Walzer 1983 p.150)

비록 그가 이 가능성을 고려하지만 그는 이것을 미국에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16 ,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역사적 전통과 공유된 이해와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며. “ , 

또한 현대의 삶의 패턴과도 일관되지 않으며 심각하게 분열적이기 때문이다” . (Walzer 

다른 말로 하면 소수집단은 아무런 특별한 보호 없이 다수 문화의 규칙에 따1983 p.151) 

르거나 그들 자신의 게임을 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가지로 기이한 견해다. . 

소수집단이 그들의 문화를 보호할 권리가 독립국가나 연방국가를 확보하고 지탱할 17 (1) , 

그들의 능력에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이하다 그 능력 보유 여부는 도덕적으로 자의. 

적인 요소다 그것은 현실 정치의 문제이지 도덕적 논변이 아니다. . 

시민권으로부터 그러한 물신숭배를 뽑아내는 것18 (2) (to make such fetish out of 

은 기이하다 왈쩌는 인디언들과 이누잇 공동체들이 다른 캐나다인들의 citizenship rights) . 

이동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분리되어 캐나다의 나머지 성원들에 대, 

하여 사실상 이방인 으로 되지 않으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왈쩌의 관점에서‘ ’ . 

는 시민은 공동의 시민이라는 덕택에 우리 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그의 이론( ) 

을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관점에서 그것은 아무런 장점도 없다. . 

그것은 다수자나 소수집단으로 하여금 공통된 시민권과 독립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여19 , , 

다수의 가치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전략이 다수자에게 갖는 장점이 무엇이건 . 

간에 정의는 그 장점에 속하지 않는다, . 

일단 두민족 연방국가나 다민족 연방국가가 설립된 이후에는 문화공동체들 간의 관계는 20 

정의의 주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기이하다 그 관계는 상호 협조 에 의해서만 통치될 . ‘ ’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 정의 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캐나다인들은 영, ‘ ’ . 

국계 캐나다인 아이가 퀘벡에서 영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문제나 북부 캐나다, 

의 원주민 거주지에서 비원주민 거주자들이 온전한 투표권을 가지는지의 문제가 단순히 상, 

호 협조 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캐나다 인민들은 한 민족 집(mutual accomodation) . , 

단의 성원의 시민권이 다른 민족 집단의 영토 내에서 제한될 수 있는 정도에 대하여 한계, 

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비록 그들은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 (

견이 갈리고 있지만 그리고 이는 왈쩌는 직면하지 아니한 질문 시민권의 평등이 문화집단) , , 

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에 대한 평등한 존중과 어떻게 공정하게 형량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 질문들은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거나 제기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기이한 것으

로 보인다. 

왈쩌가 이 질문을 다루는 데 실패한 것은 그가 인민을 동질적인 국가의 시민으로 가정21 , 



하고 문화적 소수집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배문화로의 동화를 주장하고 동화가 불가능, , 

한 경우에는 그 성원들이 공통의 시민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민족 집단들의 연방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왈쩌는 그들의 고유한 또는 곧 그들이 고유한 것이 될 문화. , ( ) 

를 넘어서 시민권이 확정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한 집단의 성원의 개, , 

별 시민권의 권리가 문화적 성원권의 보호를 위한 다른 지단의 성원권의 권리와 영구적으(

로 상충할 가능성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이론에서 전 세계) . 

의 많은 나라들에서 매일매일 정치가들과 배심원들이 적절하고도 불가피하게 마주하는 질문

을 제거해버린다. 

왜 왈쩌는 이 질문들의 현실성과 정당성을 부인하려고 하는가 아마도 그의 이론은 정22 ? , 

치가와 판사들이 이 충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일 수도 있

다 지역적으로 공유된 의미에 대하여 호소하기를 고집하는 그의 태도는 공직자들이 호소. , 

할 규준을 위한 아무런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시민권의 권리는 하나의 문화. 

에 국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왈쩌에게 도덕은 문화에 국한된 것이며 그 공유된 의미에 . , 

국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의미는 모든 도덕적 논쟁을 위한 필수적 구조다 그것을 . . ‘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외부적이거나 보편적인 원칙도 없다 분배적 정의에 대한 모든 실, . 

질적인 설명은 지역적인 설명이다 정의에 대한 감각과 직관은 다민.’(Walzer 1983 p.314) 

족구가에서는 공유되지 않으므로 집단 사이의 관계는 정의에 기반할 수 없다 소수집단 관, . 

계는 그러므로 상호 협조 즉 합리적 사리에 기초한 협동 이나 왈쩌가 그렇게 되거나 인‘ ’ ( , ) (

정하는 것처럼 단순히 다수 권한의 행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소수집단 관계는 정의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의해보았자 소용 없다23  

는 것이 왈쩌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변은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에서 매일 오고. 

가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공유된 의미는 독립적인 기준이 있다고 정말로 생각한다. . 

그리고 이것은 그 문화의 공유된 의미 에 대한 왈쩌의 개념에서의 근본적인 애매함을 24 ‘ ’

드러낸다 그 용어의 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공동체의 공유된 이해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 , . 

들어 경제적 정의에 관해서 모든 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맞교환이 어떤 조건에서 정당성 , ,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지 설문지를 돌리고 자료를 취합하여 경쟁하는 견해들의 어떤 조합이

나 함수를 도출하는 식으로 말이다 공동체는 분배 정의는 비록 그 상대적 비중에 대해서는 . 

의견이 불일치하지만 능력과 필요에 의한 분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심지어 조, . 

사 를 통해서 처음에는 분기하는 견해들 사이에서도 어떤 심층적인 (inspection) , (divergent) , 

통일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덕과 정의에 관한 우리의 공유된 이해 의 두 번째 측면도 있다 우리는 우리25 ‘ ’ . 

가 원칙적으로 정의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서 틀릴 수 있으며 우리가 현재 정당성이 있다고 , 

믿는 제도의 정의로움에 대한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드워킨이 주목하였. 

듯이 왈쩌의 이론은, 

인용문 시작 우리에게 존중을 요청하는 별개의 전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 ) , (discrete) 

전통의 사회적 의미 를 무시한다 정의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거울 이 아니‘ ’ . (mirror)



라 우리의 비판자 라는 것이 그리고 선의 어떠한 분배도 도전받는 전통이 얼마나 확(critic) , , 

고하든 간에 다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안착된 제도 구조가 , , 

공정한 것인지 언제나 물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 공동의 정치적 삶의 일부라는 것이다. 

인용문 끝(Dworkin, 1985 p.219)( )

우리는 공동체가 그것의 사회적 재화의 성격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지 에 대해 어떻, ( )

게 이해하던 간에 결과하는 공유된 의미가 정당성 있게 그 공동체를 위한 정의의 틀을 결, , 

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의 진정한 요구는 정의에 대한 우리의 현재의 이해에 의해 .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의 미래의 공유된 이해가 그것을 선호하게 . , 

된다고 해서 카스트 사회의 재실행이 단지 그 이유로 정의와 일관될 뿐 아니라 정의에 의, 

해 요구되는 것이라고 동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분배가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현재 믿는다는 사실은 결정적이26 

지 않다 정의는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바와는 독립적인 .(conclusive) ( ) 

무언가다 드워킨의 말을 빌리자면 정의는 정의에 대하여 개진되는 경쟁하는 주장들의 어. , 

떤 함수나 조합이 아니라 이 경쟁하는 주장들 각각이 스스로가 그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 

다. (To paraphrase Dworkin, justice isn't some function or combination of the 

competing claims about justice being made, it is rather what each of the competing 

정의의 공유된 의미는 첫번째 관점에서claims claims to be) (Dworkin 1997 pp.128-9) 

는 정의에 관한 현존하는 주장의 어떤 조합이나 해석이다 두번째 견해에서 정의의 공유된 , . 

의미는 현존하는 각 주장들이 자기가 그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정치적 논변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이 두번째의 정의의 공유된 의미다 정의에 대한 우27 . 

리의 현재의 신념이 정의의 성격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현재의 신, 

념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유를 재고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문화가 정의에 관하, 

여 첫번째 의미에서 동일한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치적 논변에 아무런 장애( ) 

도 되지 않는다 첫번째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의 상이함은 논쟁을 훼손하기보다는 초청한. 

다 왜냐하면 두 문화 모두 근본적인 두 번째 의미에서 정의의 동일한 의미를 공유하기 때. , 

문이다 두 문화 모두 정의란 그들의 경쟁하는 주장 각각이 자신이 그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라는 견해를 공유한다. 

논변은 지역 공동체의 공유된 의미에 호소해야만 한다는 왈쩌의 논변은 그러므로 사회28 , 

적 재화의 상이한 이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보증되

지 않은 회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가 지역의 공유된 이해에 호소해야 한다는 요구는. , 

문화적 성원권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전망 있는 길로 보였을지 모르나 이제 우리는 소수 문, 

화를 위한 정의의 획득 가능성을 사실상 훼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수집단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 성원권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설명 문29 , , 

화 바깥은 사람들의 선의와 사회적 자원 모두에 대한 소수 집단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설명

을 발견할 것을 요구한다 왈쩌의 이론은 여기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는 문화적 . . , 

성원권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모두가 문화를 생산. ‘ ( ) 



하는 존재라는 하나의 특성 에 의하여 서로 평등한 존재라고 말하기는 한다’ ‘ .(Walzer 1983 

그러나 그는 이 주장을 소수집단 문화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 주장을 발p.314) , 

견한다 문화적 성원권이 왈쩌에게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재화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관하. '

여 이 세계를 등급매기고 순서지울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특유한 창조, 

물 을 존중하여 이 이해를 압도하는 것이 항상 부정의하게 행위하는 것으로 만듦creations , ( ) 

으로써 현대 남성과 여성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문화적 성원권에 대한 관심을 .'(ibid). 

이런 식으로 근거지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문화적 성원권의 중요성에 대한 . 

공언된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 소수 문화 성원권이 다양성이나 문화적 (avowed) , 

자율성 같은 재화의 가치에 대한 다수 감성의 변덕 에 대하여 방어할 여지를 남겨(vagaries)

두지 않는다 만일 다수 공동체가 문화적 성원권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폄하 하. , (plays down)

는 사회적 재화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왈쩌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문화적 구조의 보, 

호를 요청할 아무런 토대 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다수 집단이 상호 협조하게끔 강(ground) . (

제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이전 연구에서 왈쩌는 그의 논변이 역사적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살아가는 현대인 의 30 , ‘ ’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왈쩌의 .(Walzer 1980, p.211) 

회의주의는 그 권리의 토대를 제공해주기는 커녕 사실상 그 권리를 위협한다 그 이론은 , , . 

소수 문화의 보호를 힘의 정치 와 상호 협조 의 변덕(power politics) (mutual accomodation)

에 맡겨버린다 사람들을 문화적 성원으로서의 평등한 지위에 의거하여 평등한 (vargaries) .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문화적 성원권이 사회적 재화의 올바른 이해의 ,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지 어떠한 문화의 도덕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우리가 비판할 방도, 

가 없기 때문이어서는 안된다 문화적 성원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옹호할 . 

만한 것으로 등급매기고 순서지운 사회적 재화의 의미에 들어맞기 때문이지 우리가 상이한 , 

문화적 이해를 등급매기고 순서지울 아무런 방도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역사적 공동체의 사회적 이해에 대한 왈쩌의 강조는 문화적 성원권의 질문에 대한 최근 31 , 

자유주의의 무관심에 대한 유용한 교정책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왜 문. 

화적 성원권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는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더 낫게 또는 더 나쁘게 , 

만드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문(cogent) . 

화적으로 다원적인 국가에서 문화적 성원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방어를 덜 

제공하기까지 한다 문화적 성원권의 중요성에 대한 왈쩌의 설명은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허. 

약하며 정치적으로 재앙적이다 끝, . < >

주석 

주석 1 

이것은 공동체주의적이건 아니건 많은 논의를 오염시키고 있는 사회적 의미 와 그것이 삶“ ” “

의 형태 에 대하여 갖는 관계의 애매함을 암시한다 의미”(forms of life) .(This points to) 

라는 용어는 의견 신념 과 더 일반적인 이해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meanings) ‘ / ’ ‘ ’ 

애매하다 노직이 정의는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 생산하고 선택받는 대로 분배하라. ‘ ’(Nozick 

고 말했을 때 그리고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라1984, p.160) , “ ”(Marx, 



고 맑스가 말할 때 그들이 정의의 의미에 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다고 1875, p.321) , 

그럴법하게 이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수준에서는 그들은 정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 ‘ ’ 

인지에 대하여 온전히 동의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즉 정의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원. , ( , 

자유 등등에 관한 그들의 정당성 있는 요구에 대하여 사회적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 

가 되는 자격 의 체계라고 그들은 정의의 동일한 개념 을 공유하지만 정의가 (entitlements) . ‘ ’ , 

요구하는 바에 관한 매우 상이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Dworkin 1977, p.134

를 보라)

삶의 형태에서 의미가 공유된다고 말하는 것은 따라서 애매하다 정의의   . 개념은 동일한 

정의의 관념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된다 이 애매함은 종종 아무런 . 

해를 끼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미가 삶의 형태에서 공유되어 있다는 주장은 때때로 의미. , 

란 자유롭게 부유한다는 주장이나 의미란 우주의 가구 라는 등의 반대되는 주장을 (furniture)

부인하는 의미하는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인은 적절한 맥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 

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삶의 유관한 형태의 경계를 특정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그러나 왈쩌는 훨씬 더 구체적인 무언가를 주장한다 그는 정치적 논변을 위해 근본적인   . , 

의미에서 사회적 의미가 별도의 역사적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그 내에서만 공유(discrete) ,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공유된 의미의 뜻을 일단 분명히 하면 그리고 유념하는 . , 

공동체의 종류를 분명히 하고 나면 이러한 공동체 내의 공유된 이해 또는 공동체들 간에 , 

구별되는 이해가 존재하는지는 매우 의문스럽게 된다 신념 태도 그리고 견해로 이해되었. , , 

을 때 의미 는 역사적 공동체보다 훨씬 작은 단위에서 공유된 훨씬 더 일반적인 수준에서 ‘ ’

이해되었을 때 의미 는 단일한 문화보다 훨씬 넓은 단위 내에서 공유될 가능성이 꽤 높다, ‘ ’ . 

예를 들어 서구 민주주의는 정의에 대한 동일한 개념을 공유한다고 말이다 물론 어떤 이는 . 

이 문제를 삶의 형태 를 한편으로는 브룩클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 ’ , (predominantly) 

계급 이웃들을 포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서구세계를 포함하는 폭넓은 방식으로 사, 

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덮을 수는 있다 로젠블룸 이 이야기하듯이 낭만주의적 . (Rosenblum) ‘

감수성에는 그 맥락은 친구들의 사회나 반문화의 사회가 생겨날 가능성이 더 높다 또는 [ ] . 

공유된 의미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유관한 공동체가 서구 유럽의 지적 전통과 다름 없을 

수도 있다. (nothing less than) (Rosenblum, p.172)

우리가 의미 와 삶의 형태 양자 모두를 이런 방식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고 그   ‘ ’ ‘ ’ , 

범위를 필요한대로 넓히거나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삶의 형태 네에서 공유되고 오직 , 

그 안에서만 공유되는 의미의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주장은 도덕 논변. 

은 지역적 규준에 호소해야 한다는 왈쩌의 믿음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정치철학자들은 공. ‘

유된 의미 와 삶의 형태 에 대한 그토록 모호한 주장을 없는 것으로 무시하고 도’ ‘ ’ (forgoing) 

덕 신념의 실제 영역 즉 사람들이 실제로 보이는 의견의 불일치의 그들의 입장을 방어하며 , 

제시하는 논변을 더 자세히 살피는 것 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만일 우리(sticking closer) . 

가 그렇게 한다면 정의는 정치공동체의 공유된 의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왈쩌의 주장은 , 

결코 순조롭게 출발할 수 없을 것이다 의미있는 논변의 기회와 한계(get off the ground) . 

는 서로 별개의 공동체와 어떠한 흥미로운 방식으로도 일치하지 않으며 어쨌거나 (discrete) , 

미리 특정가능하지 않다. 

주석 다른 맥락에서 왈쩌는 소수 문화 권리를 더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윤리적 2 - , . 

다원중의에 대한 논문엣 그는 오직 미국 같은 이민자 국가에서만 소수 집단 권리의 인정에 



반대하여 논하였다 그런 나라에서 꾹민은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옛 문화를 떠. 

난 개인들이 더해져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자결권에 관한 구 세계의 요청은 여기서는 공. 

명될 여지가 없다 흑인들을 제외하고는 이민자들은 자발적으로 왔다. ( ) . (Walzer 1982, 

이민 집단은 그러므로 그 고향 땅이 더 큰 정체로 통합되었지만 그 구성원들이 이pp.6-7) , 

주 나 동화를 거부하는 소수민족과 동일한 요구권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응집(emigration) . 

력 있는 역사적 공동체가 아니다 소수 민족이 존재하는 곳에서 왈쩌는 그들이 (cohesive) . 

정치적 지위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그는 이것을 구세계의 소수 . 

문화에 대한 정당성 있는 접근으로 본다 그러나 신세계 국가들에서는 인구가 자발적인 이. 

주와 동화에 기반하고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백히 미국 인디언 푸에르토. ( , 

리코인들 등등은 미국이 소수민족이 없는 나라라는 주장에 대한 중요한 예를 제시하며 왈, 

쩌는 그들을 논함에 있어 다소간 당황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embarrassed) . Walzer 

1982, pp.7)

그러므로 왈쩌의 인종문화적 다원주의 논문에 따르면 소수 인종문화 집단의 권리의 정의  , 

로움은 그들이 선택에 의하여 된 소수자냐 아니냐 그리고 그들의 성원들이 그들의 문화적 , 

성원권을 자발적으로 포기 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이 접근은 소수집단 권리가 (relinquished) . 

단순한 상호수용의 질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의의 질문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비자발적 소. 

수 문화는 그들이 이 주장을 고집할 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정당성 있는 

요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왈쩌가 정의의 영역들 에서 사용한 공유된 . < Spheres of Justice> ‘

의미 들은 소수집단 권리를 적극적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수용의 문제로 다룰 것을 ’ , 

요구한다 그래서 왈쩌는 자발적인 이민자와 소수집단의 구분으로부터 상호수용을 강제할 . , 

수 있는 인종문화 집단과 심지어 그들이 자발적인 이민자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런 강제( ), 

를 할 수 없는 집단 심지어 그들이 정복에 의하여 소수 민족 집단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 

사이의 구분으로 이동한다 후자의 접근법은 왈쩌의 상대주의 틀에 들어맞도록 소수집단 권. 

리의 질문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진 모르나 다른 매력적인 점은 아무것도 없다. 

주석 끝< >

완전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