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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존 롤즈와의 인터뷰: Commonweal 

번역 이한: 

다음 인터뷰는 자유주의 가톨릭 잡지인 의 이 년 월에 , Commonweal Bernard Prusak 1998 1

롤즈와 한 것이다 이 인터뷰는 자유주의 사회와 그 안에서 번성하는 많은 종교들과의 관. , 

계를 명료하게 하기 때문에 이 책 에 포함시켰다(Collected Papers) . 

프루삭 정으론 에서 종교는 인덱스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최근 저서 정치적 : < > . <

자유주의 와 공적 이성 이념의 재검토 이 책의 장 에서 종교는 중심적 주제는 아닐지> “ ” [ 26 ]

라도 적어도 주요한 초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관심사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 . 

연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새롭게 초점을 맞추게 된 동인 은 무엇인가요? (motivation) ?

롤즈 음 좋은 질문입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입헌 민주주의의 역사적 존속에 관심이 : , . , 

있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퍼센트의 사람들이 스스로 종교를 가졌다고 말하는 나라에. 90-95

서 살고 있으며 그들은 아마도 독실할 수 있습니다 비록 종교에 대한 저의 경험, (religious) . 

에 비추어 보면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습적인 의미보다 실제로 더 독실한 축에 속하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종교적 신앙은 미국 문화의 중요한 측면이자 미국의 정치적 삶의 . 

중요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헌 민주주의에서 모든 종류의 종교 . : , 

교설과 세속 교설이 함께 모여서 합당하게 정의롭고 효과적인 정부를 운영하는 일에 협력,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들이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는 종교 교설 세속 교설 그리고 ? , , 

정치 영역에 대하여 어떠한 가정을 해야 할까?

프루삭 선생님의 최근 저서에서 설정한 문제는 정의론 에서의 문제와 다릅니다: < > . 

롤즈 네 그렇지요 정의론 은 특정한 고전적인 정의론을 제시하려고 다양한 전통적인 반: . . < > -

론을 견뎌낼 수 있는 사회계약 이론을 제시하려고 고안된 포괄적 자유주의 교설 사회계약 - -

이론 이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정치적 자유주의 에서는 종교와 포괄적인 세속적 교설이 - . < >

어떻게 입헌 체제의 기본제도와 양립가능하며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가능한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프루삭 이 새문제를 다음 질문에 한정해 보죠 종교적인 신앙인들 스스로를 우선적으로 그: . , 

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포괄적 교설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자, 

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데 선생님의 용어인 포괄적 교설과 정치관의 구별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가요. . 

롤즈 포괄적 교설은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삶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를 열망합니다 내: , , . 

가 의미하는 바는 종교적 교설이라면 신과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덕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덕 뿐만 아니라 도. . 

덕적인 덕도 포함되며 그것은 사적 삶의 덕과 나머지 덕도 모두 포괄합니다 이제 우리는 , . 



그것이 실제로는 모든 것을 커버하지 않는다고 철학적으로 말하고 싶은 기분을 느낄지도 모

릅니다 그렇지만 종교적 교설은 모든 것을 커버할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세속적 교설 또. ,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관은 내가 그 용어를 사용하는 바에 따르면 더 협소한 범위에 . , , 

대한 것입니다 정치관은 사회의 기본구조 그 제도 헌법의 기본 사항 기본적 . , , (essentials), 

정의와 재산의 문제 등등에만 적용됩니다 정치적 정의관은 투표자 정치적 덕 그리고 정치. , , 

적 삶의 선을 커버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커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치관이 독. , , 

립적인 입장 위에 있으며 많은 상이한 포괄적 교설의 일부로서 부합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을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삶의 선은 매우 큰 정치적 선입니다 그것은 칸트나   .(great political good) 

의 것처럼 포괄적인 교설에 의해 구체화되는 세속적 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정J. S.  Mill . 

치적 선을 서로에 대한 시민성의 의무를 인정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선으로 특징지, 

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 공적 이유를 제시할 의무 말입니

다. 

프루삭 이 구분을 더 명료하게 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사 조력 자살 같은 구: , 

체적인 사례를 논의해 줄 수 있는지요 선생님은 작년에 대법원에 제출된 철학자들의 의견? “

서 에 공동 서명하였습니다 이 의Brief” . [New York Review of Books, March 27, 1997] 

견서에서 선생님은 사람들은 고통을 상이하게 이해하며 입헌민주주의에서는 어떠한 철학, , 

적 또는 종교적 권위도 개인이 그 또는 그녀의 마지막 나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고 논하였죠 의사조력 자살의 문제에서 선생님의 논증은 어떤 식으로 . 

결론을 내립니까?(play out)

롤즈 우리는 우리가 헌법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했던 바에 의거하여 법원이 그 사건을 판결: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어느 측면으로든 종교적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원칙의 문. 

제입니다 당신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미국인의 자유 중 일부라고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력 자살에 모든 이들. , 

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지만 그들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으리라도, , 

사람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이 견해에 반대하는 훌륭한 논변은 캐스 선스타인 의 견해와   (Cass Sunstein)

같은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From Theory to Practices", Arizona State Law 

을 보라 그가 이야기하는 바는 법원이 그토록 논쟁적인 이런 종Journal, Summer, 1997 ] , 

류의 권리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되리라는 것이지요 법원의 판결은 헌. 

법에 대한 철학 논변에 의존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권리를 허용하게 된다는 겁

니다 이것이 철학자들의 의견서 에 반대하는 하나의 훌륭한 정치적 논변의 후보로 제가 . “ ”

꼽는 것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의견서에 반대하여 논하는 방식은 대법원은 이 단계에. , 

서는 어느 쪽의 편을 들어서도 안된다는 거지요 법원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법원은 이 문제를 판결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주- , 

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주에서 입법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주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 

있으므로 법원이 그럴 필요가 없을 대 헌법적 문제에 대한 답을 선취해서는 안된다고 말입, 

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분적으로는 사건의 쟁점을 법원은 염두. (preempt) , Roe v. Wade 

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법원이 그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사태가 더 나아졌을. , 



지 나빠졌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부 . 

사람들은 사태가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일부 사람들은 더 나빠졌을 것이라

고 이야기합니다 선스타인은 그 판결을 하지 않았으면 더 나아졌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 

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은 법원이 답을 내릴 필요가 없는 진정으로 논쟁적인 사안에 대하여 . 

권리를 확립했기 때무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논쟁이 좀 더 끝까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 

어야 한다는 거죠. (The Court should have let the debate play out a bit more)

프루삭 그렇다면 당신의 전반적인 논변은 입헌 민주주의 내에서 개진되어야 하는 논변의 : , 

종류와 정말로 어떤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겠군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논변을 지칭하는 . -

선생의 기술적인 용어로 공적 이성 은 단일한 것 이 아니군요-“ ” (monolithic) . 

롤즈 바로 그겁니다 공적 이성이라는 이념은 질문이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와 관련이 : . , 

있지만 무엇이 좋은 이유라거나 올바른 결정인지를 이야기해주지는 않지요 당신도 알다시, . 

피 제가 이애한 바에 따르면 철학자의 에서의 논변은 정치적 논변이었습니다 선스타, Brief . 

인이 개진한 논변 역시 정치적 논변입니다 그러나 그의 논변은 법원의 본질에 기반을 두고 . 

있습니다 법원은 철학적 논변에 능하지 않으며 철학적 논변에 참여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 

된다는 거지요 그보다는 저차원적인 가능하다면 덜 폭넓은 문제들만 다뤄야 한다는 거죠. , .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매우 거대한 논란에 스스로를 개방하게 된다는 논리죠. (otherwise 

the Court opens itself to very great controversy) 

프루삭 그런데 의사조력 자살에 반대하는 또다른 논변은 마이클 왈쩌의 논변 같은 것입니: , 

다 즉 취약한 사람들 노인 빈자 버려진 이들 의 수가 적어도 지금은 너무 많아서 이 권. - , , - , 

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 . ["Feed the Fcae", The New Republic, June 9, 1997] 

권리는 자유의 도구로 법을 활용할 수단이 있는 사람에게는 괜찮고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 

람들에게는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논변 역시 공적 이성의 범위 내에 있. 

는 논변의 또다른 예겠군요. 

롤즈 그럼요 저는 그것이 훌륭한 논변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건 다른 문제죠 공적 : . , . 

이성 논변은 다른 논변들과 마찬가지로 좋거나 나쁠 수 있습니다 공적 이성 내에는 많은 . 

논변이 존재하며 그것이 강조되어야 할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점을 충분히 강조하, . 

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 자유주의 를 수정해서 이 논지가 완전히 명료하게 드러. < > , 

난 공적 이성이라는 이념의 재검토 라는 논문에서 말한 바에 들어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저는 여기서 이 논문 장 에서 단서 라고 부른 것에 대해 좀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  [26 ] “ ” . 

한 점이니까요 그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모든 포괄적 교설은 모. . , 

든 시기의 모든 정치 논변에 도입될 수 있지만 이렇게 도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논변을 , 

위한 공적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의견은 더 이상 특정 . 

당파의 견해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당하게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이 되는 것입

니다 물론 꼭 동의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특유한 포괄적 교설과 . . 

별개로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는 종류의 이유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적 . 

이성이라는 이념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들의 답으, 

로 제시되는 이유들의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프루삭 선생님의 저서에 대한 비판은 공적인 표현 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모: , (public terms)

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변에 토대를 둔 논변에 선생님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위장된 논변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veiled) . 

그런데 선생님은 그 점을 부인하시지요. 

롤즈 네 저는 그렇다는 걸 힘주어 부인합니다 그것이 종교를 지지하는 위장된 논변이 아: . . 

닌 것과 마찬가지로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위장된 논변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햅봅시다 그, . 

리고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두 종류의 포괄적 교설 종교적인 것과 세속주의적인 것이 . ,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제가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위장된 논변을 제시하고 . 

있다고 말할 것이고 세속주의자는 제가 종교를 지지하는 위장된 논변을 제시하고 있다고 , 

논하겠지요 저는 그러한 혐의 양자를 모두 부인합니다 각 진영은 입헌 민주주의의 기본 . . 

이념을 전제하며 따라서 저의 제안은 우리가 공적 이성에 의거하여 정치적 논변을 개진할 ,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통의 토대 위에 서게 되는 셈이지요. (ground) .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프루삭 질문을 이렇게 고쳐보죠 문제는 누가 공적 이성의 내용을 규정하는가라고 종교적 : . . 

신앙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계시 은 단지 사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다. ( ; revelation) , 啓示

그것은 이 책 성경 안에 있다 내가 이 배경 에 근거한 논변을 제시하지 못할 . (background)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더 중요한 것은 왜 나는 모든 이들이 동의하거? (more to the point) , 

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에 의거해서 논변해야 하는가 내가 논변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 

고려할 때 그 내용은 세속주의로 미끄러지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생명의 신성함을 지지하, . 

는 논변을 예로 들어봅시다 신앙인은 이것이 계시받았다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revealed) .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내용으로 그 논변을 펼치기 위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의 진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받는 셈이다. 

롤즈 아니오 당신은 그 진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 . ! 

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특유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수. . 

의 종교가 있습니까 그 종교들은 어떻게 어울려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 ? 

통상적이었던 한 가지 방식은 세기 프랑스에서 그랬듯이 서로 싸워서 다른 편을 몰아내16

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돌. ? . 

아서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안 그것에 대한 당신의 해결책은 무엇인. , 

가 그리고 저는 다른 어떠한 해결책도 못찾겠습니다 이 해결책은 수정조항 제 조 이래로 ? . 1

미국이 따랐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때까지는 우리는 뉴잉글랜드에서 회중파 교회. , , ( )會衆派

를 국교로 가졌고 남부에서는 영국 국교회 를 (Congregational church) , (Anglican church)

국교로 가졌습니다 매디슨 이 처음에는 버지니아 그리고 나중에는 의회를 통해 . (Madison) , 

어떻게 독립을 얻어냈습니까? (How did Madison get separation through Virginia and 

침례교도 장로파 그리고 더 소규모의 소수 later Congress?) (Baptist), (the Presbyterians) 

종파들은 제퍼슨 을 혐오했어요 그들에게 제퍼슨은 최악질의 세속주의자였습니(Jefferson) . 

다 그러나 매디슨은 제퍼슨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침례교도 장로파. . , , 

그리고 더 작은 종파들이 뉴잉글랜드에서는 배제되었고 남부에서는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 



위해 뭉쳤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원한다면 바이블에서 끌어온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 

러나 그들은 모든 합당한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논변 역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

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시금 이것 말고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다른 포괄적 교. , ? 

설들이 함께 입헌 체제에서 지낼 것인가요 그 방안을 그러한 용어로 표현하여 보십시오? .( 

And just put it in those terms.)

프루삭 이런 종류의 사회에서 종교는 번성할 수 있을까요 존속할 수 있을까요: ? ?

롤즈 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고 저는 말하겠어요 답은 그렇다 입니다 당신이 미국을 유: . “ ” . 

럽과 비교해본다면 제 견해에서는 유럽에서 벌어진 일은 사람들이 교회를 깊이 불신하게 , ,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제군주와 같은 편에 섰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종교. . 

재판을 시행했으며 억압적인 국가기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미국(institute the Inquisition) . 

에서 그런 일은 한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 

의 역사가 확인시켜 주는 바가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 라는 점입니다 나는 “ ” . 

역사적 답을 제시했으며 이론적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가톨릭이 프랑. 

스에서보다 여기서 더 잘 번성할 수 있는지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크빌도 같은 . 

얘기를 했습니다 토크빌은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많은 가톨릭 신부들과 이야기를 나눴는. 

데 그들은 확실히 당시에는 소수였죠 그가 그들에게 왜 종교가 이 나라에서 그토록 자유, . 

롭고 번성하는지를 물었을 때 그들은 그에게 국가와 종교의 분리 때문이라고 답했지요, . 

프루삭 음 선생님은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며 무엇을 원하느냐고 반문했지요 한편으로: , , ? 

는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봐라 이것이 함께 지내는 최선의 방식 최선의 잠정 협약, , , ,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같게 들리는데요 그러나 선생님은 잠정 협약 이상(modus vivendi) . 

을 논증하고 싶어합니다 선생님은 옳은 이유에 의한 안정성 . “ stability for right reasosns”

를 원하지요 글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좋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평화 이외의 어떤 이. , 

유들이 있을까요?

롤즈 네 평화는 분명히 좋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저는 이미 정치적 : . . . 

삶의 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시민성의 의무를 인정하며 입헌 체제의 제도를 . 

지지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선 저는 바티칸 차 공의회에 따라 . 2 (in line with 

로마 가톨릭은 이 정치제도들을 긍정한다고 추정합니다 많은 개신교도들 유대Vatican II) . , 

교도들 이살람교도들도요, . 

프루삭 사실상 개인의 존엄을 논변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측면: . . 

에서 보자면 그것은 거의 종교적 논변처럼 들리네요. 

롤즈 좋습니다 제가 무엇하러 굳이 그 말을 부인하겠습니까 바이블에서 말하는 개인의 신: . . 

성함으로부터 그러한 논변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이 부. 

인할 필요가 없지요. 

프루삭 그러나 동시에 선생님은 이것을 전통적인 기초 위에서 논변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 



다 대신에 개인의 존엄 존중에 대한 선생님의 논변은 자유주의적 입헌 민주주의의 기능. 

으로부터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functioning) . 

롤즈 입헌 민주주의는 각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 

존재라는 점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논변은 활. , 

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실제로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것을 도입하면 처음부터 분. , 

열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그들의 포괄적 교설에서 그들 자신의 근거. 

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말이죠 저는 정치적 자유주의 에(grounding) . . < >

서 제가 그럴 수 있는 한 어떠한 신학자나 철학자와도 불일치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실제, 

로 논하지 않는 것의 정당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make a point) 

프루삭 선생님의 저작에서 공동선이라는 이념은 어떻게 규정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 ? 

여전히 공동선인가요 우리는 다원성이 현실인 자유주의적 입헌 민주주의에서 공동선에 관? 

하여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것은 버려진 것인가요 아니면 재인식 된 ? , (reconceived)

것인가요?

롤즈 상이한 정치적 견해들은 그것들이 자유주의적 입헌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 , 

모두 자유주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의문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 등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수단의 형태에서 공동선에 대한 모종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 

선을 규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그것은 공동선을 규정하는 한 방식은 될 것입니

다. 

프루삭 그러니까 공동선이란 중요한 선이라기보다는: , (rather than an overarching good) 

각 시민들에게 공통되며 각 시민의 선이 되는 것이군요. 

롤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유주의가 공동선이라는 이념: . 

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저는 그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 . 

어 만일 시민들이 입헌 체제에서 옳은 이유를 근거로 행동한다면 그들의 포괄적 교설이 무, 

엇이건 관계없이 다른 모든 시민들도 정의로운 대우를 받기를 원하게 된다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가진 유일한 이해관심은 아니지만 그들 모두가 하려. , 

는 단일한 일이기는 합니다 저의 용어로는 그들은 단일한 목적 모든 시민들을 위한 정의. , , 

라는 목적을 향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striving toward) 

프루삭 선생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입헌 민주주의의 실천을 종합 하여 : , (bring together)

그것을 강력한 방식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군요(compelling) . 

롤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강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형태의 체: . (compelling) . 

제가 특정한 여건에서는 가능하며 그 고유한 논증대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습, , 

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 단지 정치적 문제들이 어떻게 논. , 

의되어야 하는가만 이야기해줍니다 저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입헌 체제에서 제가 공공 철학.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