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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존 롤즈 정치철학에 대한 논평: “ Remarks”

요약번역자 이한: 

정치철학에 관한 문제 네 가지§1. 

우리는 정치철학에 관하여 몇가지 일반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로 강의를 시작하겠다1 1. . 

왜 우리는 정치철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정치철학에 대해 사고하는 이유는 무? 

엇인가 만일 우리가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 ? 

런 문제 의식 하에 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명확한 몇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우선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자 정치철학의 청중은 누구인가 정치철학은 누구를 상대로 2 . ? 

이야기하는 것인가 사회구조와 그 현안에 따라 사회마다 청중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입헌 ? 

민주주의에서 정치철학은 누구인가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시? 

작하게 된다. 

확실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시민들 일반 모두 3 . 

또는 필요할 경우 헌법개정을 통하여 투표를 통해 모든 정치적 질문들에 관하여 결정하는 , 

최종적 제도적 권위를 행사하는 시민들 모두의 결합체 민주적 사회에서 .(corporate body) 

정치철학의 청중이 시민 집단 이라는 것은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body of citizens) . 

우선 그것은 자유주의 정치철학 물론 입헌 민주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옹호하는 은 소위 4 - -

이론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교설에 관하여 쓰는 사람들은 과학의 경우. 

와는 달리 특수한 주제에 관한 전문가로 보아서는 안된다 정치철학은 근본적 진리 또는 합. 

당한 관념 정의와 공공선 또는 다른 기본적 개념 에 관한 어떠한 특별한 접근권, (notions)

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정치철학이 장점을 갖고 있다면 그 장점은 연구와 성찰을 (access) . 

통하여 우리가 민주 체제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우리의 판단을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

는 기본적인 정치적 이념 에 대해 더 심층적이고 교훈적인 관념을 정교하게 할 수 있(idea)

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청중들에게 이야기함에 있어 정치철학이 갖는 자격5 2. . 

이란 무엇인가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여기서 권(credential) ? ? “

위 라는 용어를 쓰겠다 왜냐하면 도덕철학과 정치철학 분야의 저자들이 적어도 암묵적으” . (

로는 특정한 권위를 주장한다고 이야기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은 앎) . 

에 대한 주장을 수반하며 그 앎에 대한 주장은 규칙에 대한 주장이라고 이야기되어 왔다. 

내 생각에 이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철학은 아무. 

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권위가 특정한 법적 지위와 특정한 정치 사안에 대해 권위. 

적인 비중을 보유한다는 의미라면 또는 그것이 오래 유지된 관습이나 관행의 제재를 통해 , 

확보되며 입증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의미라면 말이다(evidential force) .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이 전통은 항상 저자들과 그 독자들의 공동 작업 이다 이 (joint work) . 

작업이 공동인 이유는 저자와 독자들이 함께 시간에 걸쳐 정치철학의 작업을 생산하고 소, 



중히 여기며 기본제도 속에 그들의 사상을 구현할지 여부는 언제나 투표자들에 달려 있기 , 

때문이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철학의 저술자들은 나머지 시민들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7 

지는 것이 아니며 그 이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나는 이 점이 완전히 분명하다고 생각하. 

며 반대주장이 이따금씩 제기되지만 않았다면 논평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 

문제를 단지 그것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만 언급했을 뿐이다. 

물론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정치철학은 자격 을 희망하8 . (credentials)

며 인간 이성의 권위에 암묵적으로 호소한다고 말이다 이 이성 은 단지 이성적인 . (reason)

사고 판단의 공유된 능력이며 이성에 의한 추론은 이성을 갖출 나이가 넘어서면 완전히 보

통사람 사실상 모든 보통 성인 시민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 동의를 , . 

하면서 정치철학은 이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라 말한다고 해보자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 

합당하고 양심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정치적 질문이나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도 발언하는 모

든 시민들도 그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 이성이라고 불렀던 것을 추구하는 일. 

은 우리의 견해와 그것을 지지하는 근거를 합당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제시하여 제시하여 다

른 이들이 그것을 지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간 이성이라는 자격에 대한 . 

갈구라는 특성은 정치철학을 다른 주제에 관한 다른 종류의 조리 정연한 논의로(reasoned) 

부터 구별시켜주지 않는다 모든 조리 정연하고 양심적인 사고는 인간 이성이라. (reasoned) 

는 권위를 추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속 오래 가며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정치철학 글은 근본적인 민주주9 , 

의 교설과 관념에 관한 정말 비상할 정도로 체계적이며 완전한 진술로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글들은 오래가지 않는 글에서 제시된 것보다는 더 나은 논변을 갖춰 더 명료. 

하게 제시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은 더 성공적으로 인간 이성의 권위에 호. 

소할 수 있게 도리지 모른다 그런데 인간 이성의 권위는 매우 특수한 종류의 권위다 왜냐. . 

하면 정치철학의 글이 이러한 호소를 성공적으로 했는지 하는 판단은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

며 한 사회의 일반 문화 내에서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각각 이 글이 연구와 성찰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여 이루어진 집합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거기에는 행정부나 법원. , 

입법부가 최종결정권 을 갖는 판단 심지어 잠정적인 판단을 내릴 권위가 잇다는 (final say) , 

의미에서는 아무런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의 작업을 평가하는 것은 공적인 기구도 . 

아니며 관습이나 오래 지속되온 관행으로 규제받는 기구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이한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과학자들의 공동체 더 구체적으로 말해 10 . , 

모든 물리학자들의 공동체에도 해당하는 진실이다 그들 사이에는 일반상대성 이론이 정확. 

하다거나 부정확하다고 선언할 권위를 가진 어떠한 제도적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 

의 하에서 정치적 정의의 사안에서 시민 집단 은 이런 문제에 관하여 모(body of citizens)

든 물리학자들의 집단과 유사하다 이 사실은 현대 민주주의 세계에 특징적인 측면이며 정. 

치적 자유와 평등이라는 관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세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떤 지점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치철학은 민주 11 3. . 



정치에 참여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치철학은 이 측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바? 

라보아야 하는가?

이에 관하여 적어도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플라톤적 견해는 정치철학이 정12 . , , 

의와 공동선에 관한 진리를 알아낸다고 본다 그리고는 그 견해는 그 진리가 자유롭게 수용. 

되는지 심지어 이해되는지와는 무관하게 그 진리를 제도에 실현할 정치적 주체를 찾는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진리에 대한 정치철학의 앎 이 설득을 통하여 그리고 필요한 , (konwledge)

경우에는 강제력도 써서 정치의 결과를 형성하고 심지어 통제할 권위를 부여해준다 플라톤. 

의 철학자 왕 이나 레닌의 혁명 전위대 를 보라(philosopher king) (revolutionary vanguard) . 

여기서 진리에 대한 주장은 앎에 대한 주장 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제와 행위에 대한 주장

도 함께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claim) . 

또다른 견해인 민주주의적 견해는 이를테면 정치철학을 민주적 사회의 일반적인 배경13 , , 

문화의 일부로 이해한다 비록 특정한 고전적 텍스트가 공적인 정치문화의 일부로 된 것은 . 

몇몇 경우이긴 하지만 말이다 종종 인용되고 언급되어 그것들은 공적인 전승 지식 의 . (lore)

일부이자 기본적인 정치적 관념 의 원천이 된다 그 자체로 정치철학은 그 , (political ideas) . 

기본적 관념과 역사가 논의되고 연구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공적 정치토론에도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학문적인 정치철학의 형태와 스타일을 싫어하는 일부 저술가들 주석 은 그것14 ( 2)

이 민주주의의 일상적인 정치 정치의 위대한 게임 를 피하고 그것을 불(everyday politics)- -

필요한 것으로 만든다고 본다 학문적인 정치철학은 이 저자들에 의하면 사실상 플라톤적. , 

이라고 한다 즉 기본적인 진리와 원칙을 제시하여 적어도 주요 정치적 질문들에 (platonic) . , 

답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보통의 정치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본다. 

철학에 대해 비판적인 이들 저자들은 일상의 정치는 그 자체에 의해 가장 잘 진행되며 그 , , 

과정에서 철학의 혜택을 받지 않고 그리고 철학적 논쟁에 신경쓰지 않고 그렇다고 말한다, . 

그들은 그런 방식의 진행이 더 활기 있고 생생한 공적 삶과 더 헌신하는 시민 집단(citizen 

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한다body) . 

이제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위에서 규정된 의미에서 플라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5 , ( ) 

확실히 틀린 말이다 자유주의는 민주적 정부라는 관념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것. (endorse) , 

은 일상의 민주 정치의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overrule) . , 

자유주의적 철학이 그러한 일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련의 정당성 있는 헌법

에 의해 설치된 정치 기구 에 영향을 미치고 이 기구가 민주적 다수의 의지(political agent) , 

를 뒤집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자유주의 철학 . , 

저술가들이 우리의 헌법 체제 같은 곳에서 대법원의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브. 

루스 애커먼 로널드 드워킨 그리고 프랭커 미셸먼(Bruce Ackerman), (Ronald Dworkin), 

같은 자유주의자들 학문적 저술가들은 대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Frank Michelman) , 

다 이러한 일은 많은 수의 보수주의자들이나 다른 비자유주의 저술가들도 하는 일이다 그. . 

들은 헌법적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우리의 헌법 체제 하에서 법, . 

원의 역할을 감안하여 볼 때 민주적 정치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사실상 사법심사의 수용 그, 



리고 헌법이 통상적인 입법부 과반수가 건드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특정한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규정한다는 관념의 수용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학문적인 저자들. 

의 논의는 종종 기본적인 헌법적 자유를 구체화하고 보호하는 일에 있어 다수결 규칙의 범, 

위와 한계 그리고 법원의 역할에 관한 것이 된다, . 

그렇다면 많은 것들이 사법심사나 민주적 헌법이 특정한 근본적 권리와 자유를 통상적16 , 

인 입법부 다수 헌법에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정치가 건드릴 수 있는 범위 밖에 놓는 다는 , ㄷ

관념을 수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나는 우리의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수용하는 쪽에 마음이 . 

가지만 양 측 모두 훌륭한 논변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미국 시민들이 스스로 검토해야 하, 

는 질문이다 쟁점은 두 개의 민주주의관 헌법적 민주주의와 다수결 민주주의 사이에서의 . , 

선택이다 어느 경우든 사법심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통상적인 정치에서는 입법부의 다. , 

수가 통상적으로 통치한다는 점을 당연하게 여긴다, . 

우리의 세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떤 지점에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정치철학은 17 . 

민주 정치의 결과에 진입하며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고 ? 

해보자 사법심사 체제에서 정치철학은 적어도 헌법 사건에서 더 폭넓은 공적 역할을 가진. 

다 그리고 종종 논의되는 정치적 쟁점은 민주적 시민의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계된 . , 

헌법적인 쟁점이다 이것 이외의 부분에서는 정치철학은 배경 문화의 일부로서 교육적 역할. 

을 수행한다 이 역할은 우리의 네 번째 질문의 주제다. . 

정치적 견해는 정치적 정의와 공공선에 관한 견해이며 어떤 제도와 정책이 그것을 18 4. , 

최선으로 증진하는지에 관한 견해다 시민들은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판단을 내릴 .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든 이들 관념을 획득하고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 

질문해보자 인간과 정치 사회에 대한 어떠한 기본관이 그리고 자유와 평등 정의와 시민의. , 

식 에 관한 어떠한 이상을 시민들이 민주정치에 애초에 가져오는가 시민(civility) , (initially) ? 

들은 어떻게 하여 그러한 관념과 이상에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어떠한 사고 방식이 이러한 , 

애착을 유지하게끔 해주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은 정부에 관하여 배우며 그들은 그것에 ? , 

관하여 어떤 견해를 형성하게 되는가?

그들은 공적 추론에 참여하고 투표를 통하여 정치적 정의와 공동선이 요구하는 바에 관19 , 

한 그들의 숙고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정치

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정치에 관한 그들의 견해는 일부 사람들은 그 본성상 다른 사람들에 ? 

비해 열등하다고 보는 관념의 지지를 받아 사회적 위계라는 이상에 의해 지지되는 사람들, 

이 단순히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계급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종교적 인종적 적대

에 기반하여 투표한다는 생각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antagonism) ?

입헌 체제 는 그 시민들이 그 기본적인 정치제도를 지지하는 근20 (constitutional regime)

본적인 관념과 이상을 가지고 민주 정치에 애초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 제도는 그 제도들 자체가 이들 관념과 이상을 유지할 때에 . , 

가장 안전하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러한 관념 과 이상을 부분적으로는 비록 부. (conception)

분적이기는 해도 그 자체가 시민 사회의 일반적인 배경 문화에 속하는 정치철학의 저작으, 



로부터 얻는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들은 학교와 대학 그리고 전문 대학원에서 대화와 독서. , 

를 통해 정치철학과 마주친다 그들은 신문과 사설 에서 이들 이념. (opinion journal) (ideas)

을 논쟁하는 사설과 토론을 본다. 

어떤 텍스트들은 시민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공적 정치 문화에 속21 , 

하는 정도의 업적을 이룬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선언문 헌법 전문. , 前文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의 일부를 암송하여야 했던가 이(Preamble to the Constitution), ? 

들 텍스트 들은 권위를 가지지는 않지만 전문 은 법으(texts) (not authoritative) - (preamble)

로서 헌법의 일부가 아니다 역주 한국의 다수설은 헌법전문도 헌법의 일부로 보고 있다 다( : , 

만 해석의 기준이 될 뿐 구체적인 기본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 보고 있다 그것들은 특)-

정한 방식으로 우리의 헌법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영향을 미쳤다. 

더군다나 이들 텍스트와 그런 텍스트가 또 있다면 이러한 지위를 차지한 텍스트들에22 ( ) 

서 표현된 가치는 이를테면 정치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의 이 아니라 . (definition)

단지 지칭 이다 예를 들어 헌법 전문 은 다음과 같은 (indication) . (Preamble to Constitution)

가치에 관해 언급 한다 더 완벽한 연합 정의 국내 평안(mention) : , , (domestic tranquility), 

공동방위 국민 복지 그리고 자유의 축복 독립선언(common defense), (blessing of liberty). 

문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가하여 그것을 평등한 자연권과 연결시킨다. 

이것들을 정치적 가치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정치적 정의관을 이들 가치에 관23 . 

하여 합당하게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그 가치들이 기본적인 정치 및 사회제

도에 적용될 때 어떻게 질서지워져야 하는지를 조리있게 제시 하려는 것이라고 생(set out)

각한다 정치철학의 절대 다수의 저술은 잠시 동안만 지속되는 경우라도 일반적인 배경 문. , 

화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 사건과 근본적 질문에 관한 공적 토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작업들은 공적 정치 문화나 그 경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regularly) . 

제로 몇몇 작품 로크의 통치론 이나 밀의 자유론 이 - (Second Treatise) (On Liberty)『 』 『 』

적어도 미국에서는 정치 문화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나는 시민들이 민주 정치에 참여하기 이전에 시민사회로부터 그 근본적인 관념과 이상24 

을 가장 잘 배운다고 시사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체제 은 어. (democratic regime)

쩌다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할지 모른다 바이마르 헌법이 실패한 .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하이데거 와 토머스 만 같은 지도적인 , (Heidegger) (Thomas Mann) 

철학자와 작가를 포함하는 독일의 당대 주요 지식인들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옹호할 준비

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정치철학은 핵심적인 정치적 원칙과 이상의 원척을 제공25 . , 

하는 일에서 일반적인 배경 문화의 일부로 사소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철학. 

은 민주적 사고와 태도의 뿌리 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이 수행하는 이 역(roots) . 

할은 일상의 정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이전에 그리고 삶 전, 

반에 걸친 성찰적인 순간에 인간관과 정치사회관에 대한 특정한 이상을 시민들에 교육하는 

것이다. 



사회의 정치가 정의의 원칙과 공동선에 대한 진지한 호소를 고무하는 것이 있는가26 5. ? 

왜 정치는 단순히 서로가 원하는대로 하려고 하는 권력과 영향을 획득하려는 투쟁이 아닌

가 해럴드 라스웰은 정치학은 누가 어떻게 얻느냐에 관한 연구다 라고 말했다 주석? “ ” . ( 5) 

왜 이것이 정치에 관한 전부가 아닌가 냉소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우리는 순진해서 그 이상? 

의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왜 정의와 공동선에 관한 모든 이? 

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한 것에 의해 단지 어떤 방식으

로든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어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 우리의 견해에 동의하도(mesmerized) 

록 하는 상직의 조작에 불과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go along with) ?

냉소가들 이 정치적 원칙과 이상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맞는 말 일 수가 29 (cynic) (correct)

없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맞다면 그러한 원칙과 이상을 언급하고 그것이 호소하는 언어와 . , 

어휘들에 호소하는 일은 이미 오래 전에 멈췄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특정한 집단과 . 

그들의 지도자들이 순전히 조작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규범에 (fashion) 

호소하는 때를 분간하지 못할 만큼 멍청하지 않다 이것은 물론 정의와 공정의 원칙 그리. , 

고 공공선이 종종 조작적인 방식으로 호소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조작. 

적 호소가 진심으로 그 가치들을 말하는 신뢰받을 수 사람들이 호소하는 원칙과 동일한 원, 

칙에 소위 편승하는 일이 충분히 자주 일어나기는 한다. 

(such an appeal often enough rides piggy-back, so to speak, on those same 

principles being invoked sincerely by those who mean them and can be trusted)

한 가지 점이 시민들이 보유한 관념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28 . 

시민들이 그 속에서 성정하는 정치체계 의 성격이다 다른 하나는 배경문(political system) . 

화의 내용과 그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정치적 이상에 얼마나 친숙하게 하고 그 의

미를 얼마나 성찰하게 하는지다. 

정치체제의 성격은 정치적 행동의 형태와 정치적 원칙을 가르쳐준다 예를 들어 민주주29 . 

의 체제에서는 시민들은 정당의 지도자들이 적어도 그들의 명시적인 정치적 강령에 관해 , 

보자면 유효 과반수를 형성함에 있어 공동선의 제약을 받는 , (in forming working majority) 

점을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다시금 냉소주의자들은 관련 있는 존재로 되기 위해서는 집단. 

은 체제 내부 에 있다고 인정받아야만 하며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그 원칙과 일관되는 여“ ” , 

러 사회 규범들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정의의 원칙과 공공선에 대한 

이러한 호소는 이기적인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 진술은 무언가. , 

를 간과한다 즉 합당하며 성공적인 정치 체제에서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 (in due course) 

시민들은 예를 들어 종교적 관용의 원칙과 같은 이들 정의의 원칙과 공공선에 애착을 형성

한다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한 그들의 충성 은 비록 부분적으로는 이기적인 것일. (allegiance)

지라도 순전히 이기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30 6. : 

어떤 특성이 정의와 공공선 또는 정치적 협동의 공정한 원칙에 대한 진지한 호소를 막는가? 

여기서 나는 우리가 입헌 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는 데 실패한 독일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



울 수 있다고 추측한다. (conjecture)

비스마르크 시대 빌헬름 독일의 정당의 상황을 고려해보라 그곳에는 정치35 (Wihelmine) , . 

체제의 여섯 가지 주목할 만한 특성이 있었다. 

비록 절대권력은 아닐지라도 매우 강대한 권력을 가진 세습 군주제 (1) (hereditary 

였다monarchy) . 

그 군주제는 프러시안의 귀족이 장교계급을 채웠던 군대가 그 군주제에 반대하는 대 (2) ( ) 

중의 의지에 반하여 그것을 보장 했기 때문에 그 성격에 있어 군사적(guaranteed) (military)

이었다. 

수상과 내각은 왕의 봉사자였지 입헌체제에서처럼 제국의회 의 봉사자가 아 (3) (Reichstag)

니었다. 

정당들은 그들의 지지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어 압력집단으로 변모시켰던 비스마 (4) 

르크에 의해 분열되어 있었다. 

압력 집단 이상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들은 통치하려는 열망을 결코  (5) ,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집단과 타협하는 것을 어렵게 만. (never aspired to govern) 

들었던 배타적인 이데올로기를 견지하고 있었다. 

공직자들은 심지어 특정한 집단 카톨릭 사회민주주의자들 프랑스인 알자스 로레인 (6) , - , , ( -

덴마크인 폴란드인 유대인 같은 소수 민족 을 제국의 적으로 공Alsace-Lorrane), (Dane), , -

격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정당들이 압력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네 번째와 그래서 통치하려는 정부를 구성하려32 -

는 역주 내각을 구성하려는 열망을 결코 가지지 않았으며 다른 사(form a government- : ) 

회집단과 타협하거나 협상하려 하지 않았다는 다섯 번째 특성을 고려해보라 자유주의자들. 

은 노동계급이 원했던 강령을 지지할 준비가 결코 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사회민주주의자, 

들은 자유주의자들을 겁먹게 했던 산업의 국유화와 자본주의 체제의 해체 를 (dismantling)

항상 주장했다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협동하여 정부를 형성하지 못하게 했던 . 

이 무능력은 바이마르 체제에도 지속되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결국(in the 

독일 민주주의에 치명적이었다end) . 

이런 종류의 구조를 지닌 정치 사회는 사회계급과 경제적 집단 사이에 막대한 내적 적33 

대감 을 증대시키게 된다 그들은 결코 협력하여 적정하게 민주적인 체제 (internal hostility) . 

하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나 수상에게 청원하여 정부를 지. 

지하는 대가로 그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아웃사이더로 행동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같은 . 

일부 집단들은 애초에 한번도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되어 본 적이 없었다 그. 

들은 차 세계 대전 직전의 시기처럼 심지어 최대의 득표를 올리게 되었을 때조차 단순히 1

체제 바깥에 존재할 뿐이었다 진정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특정한 집. 

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유효 과반수 역주 원하는 입법을 할 수 (working majority- : 

있는 숫자를 확보한 다수 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민주주의 강령 아래로 묶는 역할을 수행)

하는 정치가도 존재하지 않았다. 

정치체제의 이러한 특징 이외에도 사회 구조 뿐만 아니라 배경 문화와 정치 사상의 34 , ( ) 



일반적인 기풍 은 어떠한 주요 집단도 입헌 체제를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노력을 기(tenor) , 

울이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자들처럼 설사 입헌 체제를 지지했다 하더라도 그 정치. 

적 의지는 약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줘서 수상이 얼마든지 매수할 수가 있었다 주석 . ( 7)

정치철학의 네 역할§ 

나는 사회의 공적인 정치 문화의 일부로서 정치철학이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35 

고 본다 이 역할들은 공정으로서의 정의 수정 의 에서 상세히 논의되. : (Restatement) §1『 』

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간략히만 그것을 이야기 하겠다. (recount) . 

첫째는 분열적인 정치 갈등 상황에서 정치철학의 과업이 심층적으로 논쟁적인 질문36 (a) 

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관에도 불구하고 전제된 모종의 철학적 기반과 도덕적 합의가 발견, 

될 수 있는지 또는 적어도 차이가 좁혀져 시민들 사이의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협동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일 때 하게 되는 실천적인 역할이다. 

두 번째 역할은 내가 지향 이라고 칭하는 것인데 추론 과 반성37 (b) (orientation) , ( reason)

에서 하는 역할이다 정치철학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 전반 그(reflection) . , 

리고 개인이나 가족 결사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목적과 목표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시민으로, 

서 그들 자신 그리고 역사를 가진 사회로서 기본적 목적과 목표에 대해 생각하는 바에 기, 

여할 수 있다. 

세 번째 역할은 헤겔이 법철학 에서 강조한 것으로28 (c) (Philosophy of Right) (1821)『 』

서 화해 의 역할이다 정치철학은 사회와 역사에 대해 철학적 관점에서 적절(reconciliation) . 

하게 이해했을 때 그 제도가 합리적이며 시간을 거쳐 발전되어 현재의 합리적인 형태를 취

하게 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좌절과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정치철학이 . 

역할을 수행할 때 그것은 단순히 부정의하고 무가치한 현 상태의 옹호가 되어버릴 위험을 , 

경계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철학은 마르크스가 말한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사고의 거. (

짓된 도식 이 된다) . 

네 번째 역할은 39 (d) 실행가능한 정치적 가능성의 한계를 면밀히 살피 는 것이(probing)

다 이 역할에서 우리는 정치철학을 현실주의적으로 유토피아 적인 것. (realistically utopian)

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사회 세계 가 적어도 적정 수준. (social world)

의 정치질서를 허용하여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합당하게 정의로운 민주주의 체제(decent)

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근거해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된다 정의로운 민주주. . 

의 사회는 합당하게 우호적이면서도 가능한 정치적 조건법과 사회(reasonably favorable) (

세계의 경향이 허용하는 조건 하에서 어떤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의 민) , 

주적 문화에서 정의의 여건을 감안할 때 그런 사회는 어떤 이상과 원칙을 실현하려고 할 것

인가?

자유주의의 주요 이념 그 기원과 내용§ 3. (main ideas) : 

이 강의의 상당한 부분이 자유주의관과 자유주의의 주요 역사적 인물 그리고 한 명40 1. 

의 위대한 비판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 



얼마간 이야기를 해야겠다 자유주의의 의미에 관하여 합의된 바는 없다 자유주의는 많은 . . 

형태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저자들은 그것을 상이한 방식으로 특징지웠다. 

자유주의의 세가지 주요 역사적 기원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관용의 원칙과 양심의 자41 . 

유에 대한 주저하는 수용을 낳았던 세기와 세기의 개혁과 종교 전쟁 부흥하는 중간계16 17 . 

급과 제한된 군주제의 입헌체제의 설립에 의한 왕권을 점진적으로 길들인 것 그리(taming). 

고 노동계급이 민주주의와 다수결을 성취한 승리 주석 이러한 발전은 유럽과 북미의 상( 9). , 

이한 시대에 상이한 나라에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세기 말에는 . 17

양심의 자유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었다. (liberty of conscience was well 

입헌 정부는 세기에 보통 on its way to being won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18 , 

선거권이 보장된 민주주의와 다수결 규칙은 세기에 확보되었다 이 시기는 물론 완전한 19 . 

확보는 아니었다 그것들의 중요한 측면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그 중 . , 

일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모든 현존하는 이른바. (seem a long way off). 

자유민주주의는 매우 불완전하며 민주적 정의가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에 (allegedly) 

훨씬 못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돈으로 권력에 대한 접42 : 

근을 사는 현재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자금제도 개혁 교(campaign finance reform). 

육기회의 공정한 평등 모든 이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보장 여. , , 

성의 평등을 위한 평등한 정의 이 개혁들은 차별과 인종차별의 가장 나쁜 측면을 제거하지. 

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완화하게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은 그 중요성을 역시 부인할 수 . 

없는 핵심적인 개혁의 다른 목록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넓은 의미로 표현했을 때 자유주의의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은 세 요소를 갖는다 평43 , . 

등한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의 목록 이 자유의 우선성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 , 

권리와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전목적적 수단 을 가질 것 자유(all purpose means) . 

가 목록에 의해 주어졌음을 주목하라 나중에 이 요소들은 . (liberties are given by a list) 

더 확실하게 살펴보겠다(more definite) . 

일반적인 관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평등한 정치적 자유44 . -

투표권 공무담임권 모든 종류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의 권리 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시민, , - . 

적 자유 비정치적 표현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와 또한 물론 양심의 자유 도 포함된다- , - . 

이 자유에 기회의 평등 거주 이전의 자유 자신의 정신과 신체 인격의 통합성 에 대한 권, , ( )

리 사유 재산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의 지배로 보호되는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 

리가 추가된다. 

기본적 자유의 이 목록은 물론 친숙한 것이다 어려운 일은 그것들을 더 정확히 구체화45 . 

하고 그들 서로가 충돌하는 경우 서로의 관계를 질서지우는 것이다 현재로서 핵심적인 것. 

은 자유주의가 자유 그 자체라기보다는 특정한 자유의 목록에 부여하는 커다란 중요성을 강

조하는 일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유주의의 내용을 일우는 두 번째 요소는 자유는 특. , , 

정한 우선성을 부여받아 특정한 힘과 비중을 갖게 된다는 점으로 넘어가 보자 이는 사실. , 



상 그 자유들은 더 큰 사회복지 완전주의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통상 희생될 수 없으며, , , 

실제로는 그 제한은 절대적이다. (practically speaking)

자유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세 번째 요소는 위에서 지칭되었듯이 자유주의 원칙이 사회46 

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정한 범용 물질적 수단 그 -

세부내용과 우선성이 앞서의 요소에 의해 정해진다는 전제에서 에 대한 권리를 할당한다는 -

것이다 이 전목적적 수단들은 내가 기본적 가치라고 부르는 범주에 속한다 여기에는 기본. . 

적 자유와 평등한 기회에 더하여 소득과 부 그리고 교육과 의료 같은 종류의 재화에 대한 ,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주의적 견해와 내용이 세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친숙한 자유주의적 견해47 

라면 모두 다소간 이 폭넓은 기술이 부합함을 의미한다 상이한 자유주의를 서로 구분시켜. 

주는 것은 그들 각각이 이 요소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를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 

인 논변이 무엇인가다 시민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정한 전목적적 .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세 번째 요소를 구현하지 않는 견해임에도 예를 들어 자유지상주의

적 견해처럼 자유주의로 종종 기술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요소를 포함하지 않. 

는다는 것은 다른 것들과 함게 자유지상주의 견해를 자유주의적 견해가 아니게끔 하는 것, 

이다 자유지상주의는 세 번째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자유 지상주의에 반대. . 

하는 논변이 아니라 그 내용에 관한 언급에 불과하다. 

자유주의의 중심 논제§4. (central thesis of liberalism)

의심의 여지 없이 자유주의의 중심 논제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몇가지가 있으며48 , 

기초적 자유의 보장이 분명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 점에 관하여 차- -

이를 보인다 하나의 중심적인 요소는 확실히 다음과 같다. . 

정당성 있는 체제는 그 이론적 실천적 추론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정치사회적 제도가 모49 

든 시민들 각자에게 정당화가능한 체제이다 다시금 사회세계 제도의 정당화는 원칙적으로 . 

모든 이에게 활용가능 해야 하고 따라서 그 체제 하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정(available) , 

당화가능해야 한다 자유주의 체제의 정당성은 그러한 정당화에 달려 있다 주석 . . ( 10) 

정치적 자유주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그 한 예다 는 종교와 전통의 중요성을 거부하거50 ( ) , 

나 의문시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자유주의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정치적 요구와 의무가 시, 

민의 이성 과 판단 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reason) (judgment) . 

각 시민들의 이성에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이 조건은 사회계약의 전통과 정당성 있는 51 

정치질서는 만장일치의 동의에 의존한다는 관념을 연결해준다 다른 시민들은 그 질서를 승. 

인한다는 조건 하에 그 질서에 동의하는 그것을 승인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만장일치의 동의를 낳는다 드는 이유 는 각각의 합당하고 . . (reasons invoked)

합리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이유여야 한다. 



인간은 그 본성상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되어 왔으며 그 사유지52 “ , 

로부터 추방할 수 없으며 그 자신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이의 정치적 권력에 종

속될 수 없다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처분 하고 그 자신. (divest himself of natural liberty)

을 시민 사회의 구속에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그들의 재산의 향유를 보장받고 ,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더 큰 안전을 보장받아 그들 자신의 편안하고 안전하

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로 통합되고자 하는 

동의 뿐이다 통치론.”(Locke: Second Treatise on Govermnet ¶95) 

로크가 쓴 이 구절을 보면 그 동의가 마치 시민들이 어떤 시점에 실제로 한 동의인 것53 , 

처럼 보인다 또는 어쨌든 이 해석은 배제되지는 않는다 칸트를 보면 우리는 . (at any rate) . 

다른 관념을 얻는다 칸트는 우리는 모든 현존하는 사적인 개인의 실제의 연합 으. (coalition)

로부터 원초적 계약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가능. 

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초적 계약 은 사실 단순히 이성의   [ ] 이념 이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의 (idea) . 

여지없는 실천적 실재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법자가 국가 전체의 통일된 의지로 . 

산출되었을 바와 같은 방식으로 법을 제정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frame) . (the 

original contract is in fact merely an idea of reason which none the less has 

undoubtful practical reality for it can oblige the legislator to frame his law in such 

a way that they could have been produced by the united will of the whole nation) 

이것은 모든 공적인 법 의 정당함 에 대한 심사가 된다 왜냐하면 (public law) (rightfulness) . 

법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그런 것이라면 예를 들어 그 법이 법  , 

적용을 받는 구성원들 중 특정계급이 특권을 가지는 지배계급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

우 그것은 부정의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법에 동의하는 것이 적어도 . 가능하다면(at least 

그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현재 있는 사람들의 위possibly) . 

치나 마음 상태가 만일 그 문제를 질문받았다면 동의를 거부함직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말이

다. (Kant, Theory and Practice (1793): AK: UII: 297 (Re:ss179???)

이제 나는 상이한 사회계약의 관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들을 서로 54 2. 

분리시켜주는 몇 가지 구별점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의 동의와 비역사적 동의 사이의 구분55 , (actual and nonhistorical agreements) 

이다 전자는 로크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듯 하다 정말로 그런지에 관하여는 로크를 . . (

다룰 때 살펴보겠다 후자는 칸트에게서 발견되는데 칸트는 모든 의지의 연합) , (coalition of 

으로부터만 나오는 동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 조건은 이를 결코 all wills) .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초적 계약은 비역사적인 것이 된다. 

둘째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구분이다 실제 계약에 의해서인가56 , . (an actual 

아니면 분석 즉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의 상황으로부터 그들이 무엇에 contract) (analysis)( , 

동의할 수 있는가 또는 동의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분석에 의해서인가 또는 그 두 방식의 ) ?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가 부분적으로 칸트는 원초적 계약을 이성의 이념 으. (idea of reason)



로 불렀다 왜냐하면 이론적이자 실천적인 이성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합의할 바로 가능한 . - -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약은 가상적 이다. (hypothetical) . 

세 번째57 

 

구분은 사회계약의 내용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에 관련되(what people could do)

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다 이 둘은 서로 매우 다르(what they would do) . 

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지. , 

를 이야기하는 가상적인 계약의 내용을 밝혀내는 것이 종종 훨씬 더 힘들다 그래서 로크. , 

가 찰스 세 를 공격했을 때 그는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 사람들이 절대 왕권2 (Charles II) , 

에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이는 데 주로 관심이 있(royal absolutism)

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가진 주권자로서 왕이 행동하는 것은 그의 행동을 정당성이 없는 . 

것으로 만든다 로크는 사람들이 무엇에 동의할 것인지를 보일 필요는 없었다 그들이 동의. . 

할 수 없었던 것으로부터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을 추론해낼 때만 빼고 말이다 여기서 . (

그는 우리가 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에 기대, X , X

고 있다)

네 번째 구분은 사회계약의 내용이 언제 정부의 구성이 58 정당성이 있는가 를 (legitimate)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해되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부담하는 정치적 , 

책무 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지에 관한 구분이다 사회계약이라는 (political obligation) . 

관념은 두 가지 서로 구별되는 목적에 봉사할 수 있다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관념을 산출하. 

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정치적 책무를 설명하거나 물론 사회계약 교설 은 두 가지 . (doctrine)

일 모두를 한다 그러나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 사회계약이라. . 

는 관념은 그 두 가지 경우에 각각 다르게 작동하며 한 쪽에서는 꽤나 만족스러울 수 있으

나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석 나는 사회계약관점에 대한 흄. ( 14) 

의 비판이 정치적 책무에 관한 로크의 설명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 , 

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로크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사회계약에는 다른 구분과 측면들도 있다 예를 들어 누가 계약당사자가 되는가 모든 59 . ? 

시민들 사이인가 아니면 주권자와 모든 시민들 사이인가 또는 둘 이상의 계약이 있는가? : 

첫 계약은 모든 시민들 사이에 맺고 그 다음 주권자와 시민들이 계약을 맺는가 홉스와 로? 

크에서 당사자는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각각의 시민들이었다 주권자는 아예 당사자가 아, . 

니다 두 번째 계약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과 추가적인 구분이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 . 

면서 고려될 수 있다. 

최초 상황§5. (initial situation)

모든 사회계약교설은 역사적인 것이건 비역사적인 것이건 사회계약이 체결되는 상황60 1. , 

에 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 상황을 최초의 상황이라고 부르자 사회계약교설을 명료하. . 

게 만들려고 하면 무조건 이 상황의 수많은 측면들이 명시적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렇지 , . 

않고서는 그것들은 합의된 바의 성격으로부터 추론되거나 아니면 그 추론이 건전하려면 전, 



제되어야 하는 것으로부터 추론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오해의 윟머을 가져(inferred from) , 

온다. 

우리는 구체화할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상황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본성은 61 , . 

무엇이며 그들의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은 어떠한가 일반적인 신념은 무엇이며 그들 , ? , 

자신의 특정한 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들이 직면하는 선택지는 무엇이며 그? , 

들이 체결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계약은 무엇인가 이 질문 및 다른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 

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질문의 경우에 다양한 답들이 가능하다. . 

당사자의 본성을 우선 검토해보자 그들은 로크에서와 같이 자연 상태에 놓인 사람62. 2. . 

인가 칸트가 보았듯이 그들은 모두 사회의 구성원인가 그들은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하? ? 

지도 않으며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가정된 바와 같이 개별 시민의 대표인가?

원초적 계약은 무엇에 관한 동의인가 그것은 로크의 경우처럼 정당성 있는 정체63 ? , 

에 관한 동의인가 아니면 칸트의 경우처럼 입법자들이 (legitimate form of government) ? 

그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의로운 법의 심사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

들의 집단적 의지로 가능한 것인가 칸트의 경우 이 심사는 법을 시행하는 주권자에 의해 ? 

준수된다 또는 아마도 루소의 경우처럼 그가 일반의지라고 부르는 것의 내용 즉 일반의지. , 

가 무엇인가에 관한 동의인가? 

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이야기하듯이 사회협동의 통일된 체제로서의 사회의 기본구63 , 

조에 적용되는 정치적 정의관 정의와 공동선의 원칙과 이상 의 내용에 관한 합의인가 그- - ? 

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또한 근본적인 정치적 질문들에 관한 공적 추론

에 대한 제약 및 시민성의 의무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도 이야기하는가 모든 사회계약교설? 

은 이들 문제에 관하여 답을 내려야 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일관된 통합으로 묶어주는 접근

법을 채택해야 한다. 

다음으로 당사자들이 얼마나 알아야 하는지의 질문을 고려해보자 어떤 이는 이에 65 3. , . 

대한 가장 합당한 답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다음과 .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보가 박탈당한 상태에 대해 합의한다면 더 나쁜 .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 확실하다 어떻게 지식의 결여가 더 합당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합.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이미 채택되어 갖고 있는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통상 모든 66 (on hand) 

정보가 활용가능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원칙과 규준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 

없을 것이다 주석 그러나 최초에 정의관에 동의하거나 정의관을 채택하는 것은 이와. ( 16) 

는 다른 문제다 그 경우 우리는 합의 를 이루길 원하는데 온전한 지식. (consensus) , (full 

는 이것에 종종 장애가 된다 지식은 가장 비열한 개인들이 그들의 몫보다 더 knowledge) . ,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줌으로써 사람들이 끝없이 언쟁을 벌이게(wrangling) 

하고 일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만 내세우고 거의 양보하지 않게 만(hard bargaining) 

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67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테니스 게임에 관한 엘스터의 예에서 첫 번째 선수가 대 로 이. , 2 1

기고 있는 상황에서 세트 이후에 비가 쏟아져 경기가 중단된다 시합이 지금 종결되어야 3 . 

한다면 상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첫 번째 선수는 상금 전체를 가지겠다고 주장한다? . 

두 번째 선수는 상금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기를 하면서 몸을 최상의 . 

상태로 풀고 에너지를 비축해서 다가올 세트와 세트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선보이려던 중, 4 5

이었다고 하면서 말이다 관중은 상금을 첫 번째 선수가 두 번째 선수가 을 가져야 . 2/3, 1/3

한다고 말한다 명백히도 그 문제는 어느 누구도 현재의 특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게임이 . 

시작하기 이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것이다 주석 . ( 17)

그 때에도 비록 두 번째 선수가 앞서 언급한 사실과 특히 첫 번째 선수가 나이가 더 68 , , 

많고 더 빨리 지치며 두 선수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때문에 상금을 평등하게 나누

는 쪽을 강하게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또한 만일 , . 

상금액수가 매우 크고 한 선수는 가난하고 다른 선수는 부유하다면 이 점에 관한 지식은 , 

추가적인 어려움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선수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의 능력 신체 조건. , , 

부 그리고 많은 것들을 모르는 상황을 상상하고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 선수들 일반의 경우, 

에 적용될 규칙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무지. 

의 베일에 유사한 무언가에 이르게 된다. 

나는 동일한 논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진정한 정치적 중요성을 갖는 두 가지 사안을 69 4. 

주목하겠다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고려해보자 게리맨더링은 당파적인 이점을 취하는 방식. . 

으로 주 카운티 지방 의 투표구를 구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용어는 , (county), (local) . 1812

년 메사추세츠의 주지사 엘버리지 게리 반연방주의자 의 제퍼슨주의 지지(Elbridge Gerry)( )

자들이 주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시도에서 기원하였다 그렇게 , . 

하기 위해 그들은 반연방주의 소수민족 거주지 를 포함하도록 선거구를 재획정했(enclaves)

다 그 결과 그로테스크한 형태를 가진 선거구가 되었고 한 카툰 작가에 도룡뇽. , 

을 연상시켜 게리맨더 가 되었던 것이다(salamander) “ Gerrymander” . 

여기서 선거구에 관한 엄격한 규칙이 사전에 채택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은 분명하다70 . 

그 사안은 또한 그 규칙을 채택함에 있어 적절한 지식이 무엇인가와 그 규칙을 적용함에 있

어 적절한 지식이 무엇인가 사이에 중대한 구별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전자의 경우에는 후. 

자의 경우와는 상이하고 후자보다 더 적은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논지가 선거개혁법을 통과시켜 공적 재정지원을 확립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71 , 

운지를 설명해준다 이 경우 가장 많은 돈을 모금할 수 있는 정당이 이런 종류의 개혁에 . , 

가장 적은 열의를 가지고 있으며 권자에 있다면 그 노력을 막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만, . 

일 예를 들어 제 당의 출현 같은 대규모의 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면 중대한 정치적 변화 3

없이는 그러한 노력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또한 의료보험에 관한 다니엘의 검토와 드워킨의 보험제도 에 72 (insurance scheme)



대해서도 주목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관념은 사람들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의료보험을 보. , 

장할 것인지 여부를 어느 누구도 그들의 나이를 알지 못하지만 단지 그들이 젊은 시절부터 -

나이든 시절까지 의료보험이 필요한 시기 동안 상이한 단계를 거쳐 살아갈 것이라는 점만 -

아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의 다른 필요와 의료보험의 . 

필요의 균형을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 시기의 그들의 필요와 다른 시기의 그들의 필요 

사이에서도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 나는 기본적 가치의 유연성. (flexibility of primary 

를 논의하면서 유사한 접근법을 따른다goods) . 

이 모든 사례들은 소위 무지의 베일 같은 무언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많은 73 5. . 

수의 무지의 베일이 있으며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두꺼우며 더 많은 정보를 배제하며( ) 

일부는 상이한 종류의 정보를 배제한다 시민의 자연적 능력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허용하. 

는 엘스터의 능력주의 무지의 베일과 시민들이 자신들의 야망 과 열망, (ambitions)

을 아는 것은 허용하는 드워킨의 제약을 주목하라 나는 이 견해들을 여기서는 (aspirations) . 

단순히 언급하고 지나가겠지만 이 서로 다른 무지의 베일은 상이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나는 또한 다른 요소들의 조합으로부터 무지의 베일의 효과와 거의 동일한 효과가 나옴74 

을 언급해야겠다 즉 정보를 배제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람들이 현재 아는 것은 무엇이나 아. , 

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영속성에 있어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들이 먼 미래, 

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그들의 후손에 대해 염려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주석 그들 자. ( 21) 

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보호함에 있어 그들은 불확실성의 상황에 직면한다 그리. 

하여 약간 수정되기는 하지만 두꺼운 무지의 베일에서와 대체로 동일한 논변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위르겐 하버마스 의 이상적 담화 상황과 브루스 애커먼75 , (Jürgen Habermas)

의 관련된 관념 에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석 여기서 사고 는(a related idea) ( 22) (thought) , 

이상적 발화 상황 의 참여자들을 제약하는 특정한 담화 (ideal speech situation) (restricting) 

규칙이 존재하면 적절한 도덕적 내용을 지닌 규범들만이 일반적으로 모든 이에 의(suitable) 

해 지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당한 규범은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이(endorse) . , 

상적 담화 상황에서 확립되거나 지켜질 수 있는 규범이다 여기에는 무지의 베(redeemed) . 

일이나 이상적 담화를 넘어선 다른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없으며 . 

그리고 이 의미에서 일반화될 수 있는 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모든 규범을 걸러내는 역

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규칙들이다. 

이 다양한 견해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최초의 상황 이라는 관념이 얼마76 (initial situation)

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실제로 그것은 낯선 관념이나 철학자의 가 . fancy

아니며 흔하며 내생각에는 고도로 직관적인 관념이다 나는 그것이 루소 와 칸트, . (Rousseau)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전조를 (Kant) (foreshadowed) 

보였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최초의 상황을 나는 원초적 입장 이라 부른다 그것은 그 상황에77 “ ” . 

서 시민의 대표로 간주되는 당사자들이 도달하는 합의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조건을 구체



화하는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 원칙과 이상 을 표현하도록 그 특성이 설정되어 있다- - . 

결론적인 언급으로서 나는 종종 내가 이야기했듯이 원초적 입장이 대표의 장치78 (device)

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계약의 전통의 역사를 훑어보면 상이하게 표현. (look through) 

된 많은 최초의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대표의 장치라는 관념이 명료하게 명시되지. 

는 않았거나 아마도 심지어 저자에 의해 이해되지도 않았을지라도 말이다 그 관념은 그렇. 

게 이해되었는가 아니면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