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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엘 프리먼 제 장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 : <Social Contract and Justice> 7

Public Reason and Political Justification

번역 이한: 

공적 이성이라는 발상은 상충하는 합당한 포괄적 견해의 다양성을 전제하며 이런저런18 , 

견해에 특유한 이유들을 배제한다 자율성 총효용 신의 의지와 자연법 (one or another) . ( , , 

등등 그러나 공적 이성은 단순히 합당한 포괄적 견해들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유들) 

과 판단의 규준 이상의 무언가이다 나중에 이 중요한 논지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공. ( ) 

적 이성의 성격 과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로 롤즈에게 공적 이성은 시민의 이성 (nature) ? , “

그 자체 다 강조는 덧붙임 그 자체 라는 단어로 롤즈는 그것이 민주적 시민” . (PL, 213: ) “ ” , 

들이 점하는 지위나 위치 예를 들어 부모로서 또는 특정한 직업집단이나 종교 집단의 성원(

으로서 에서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능력에서의 이성을 의미하였다 공) . 

적 추론은 일반적인 입장의 채택을 함의한다 그 입장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특정한 이해관. 

심과 포괄적 견해에 의해 인도되는 일상적인 관점으로부터 추상되어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 

관점을 취하게 된다 이 관점에서 시민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이육 시민으로서의 그. , , 

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들의 선관을 자유롭게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바에 초점을 ,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공적 이성의 두 번째 측면 소위 그것의 적절한 주제에로 이르게 한다 공적 이19 , . 

성의 주제는 공공의 선과 근본적인 정의의 문제들이다 공공의 선과 근본적인 정의의 문제. 

들은 민주적 시민들이 공적 추론에 참여했을 때 추론해야 하는 바다 그들 자신의 특유한 , -

선 그들이 동일시하는 일부 집단의 선 또는 포괄적 교설에 의해 결정되는 정의나 선도 아, , 

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공의 선을 아는가 롤즈에게 그것은 민주적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 ? , 

통의 이해관심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가치에 의해 규정된다 민주적 시민들은 특정. 

한 근본적 이해관심을 갖고 있다 이 이해관심들은 그들에게 고차적 시민으로서의 이유를 .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공적 이성의 기초를 제공한다 롤즈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 (in turn) . 

적 인간관에 의하면 민주적 시민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유지“

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는 이해관심 뿐만 아니라 협동하고 사회적 삶에 참, 

여하며 그들의 선관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도덕적 능력 을 행사(PL, 74, 19)

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고차적인 이해관심 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합” . 

당한 선관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정치적 조건에 대한 이해관심도 갖

고 있다 민주적 시민의 이 근본적인 이해관심이 근본적인 정의와 공공선에 대한 공적 추론. 

의 근본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민주적 시민들이 그들의 정의와 합리성 능력을 실현할 수 . , 

있기 위하여 필요한 정치적 가치와 조치는 무엇인가 시민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공정하게 ? 

그들의 선관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는 무엇인가 시민들이 그 공공선을 달성하려면 ? 

서로에게 그리고 공공에게 지는 의무와 책무는 무엇인가 이것들이 공적 이성을 궁극적으로 ? 

규제하는 종류의 질문들이다 주석 정치적 가치에 관하여 롤즈는 이 가치들은 모든 . { 11- “

시민들을 위한 공적 이유들을 제공한다 고 말한다 롤즈가 언급하는 자유주의적 ” . (CP, 601) 

정치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평등한 정치적 시민적 자유로서의 정의 기회 평등 사회적 평. , , 



등과 경제적 호혜성 공공선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 그리고 이 가치들을 위해 , , (social bases) 

필수적인 조건들 또한 공적 이성의 정치적 가치들도 있다 여기에는 자유롭고 공적인 탐구. . 

의 지침 판단 추론 증거 개념의 적절한 사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합당성 공정, (inference) . , 

한 태도 그리고 시민성의 의무를 존중하는 태도와 같은 정치적 가치들도 있는데 이 모두는 , 

이성적 공적 토론을 가능케 한다 이후에 롤즈는 미국 헌법 전문에 언급된 . (PL, 139, 224) 

가치들이 정치적 가치의 사례라고 말한다 더 완전한 통합 정의. (a more perfect union), , 

국내적 평온 공동 방위 일반적 복지(domestic tranquility), (common defence), (general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번영을 위한 자유의 축복 이 모두는 그 아래에 더 구welfare) , 

체적인 가치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와 같은 가치를 포함한다 효율성, . (CP, 584) 

과 유효성 은 정치적 가치이며 이 가치는 경제적 환경적 다른 (efficiency) (effectiveness)

사회적 손실과 낭비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간의 건강 환경 등등과 연관되는 . (ibid) , 

정치적 가치들로서 롤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한다 자연 질서를 보존하여 우리 세대: 

와 미래 세대의 선을 진작하는 것 동물종과 식물종을 번성시킴으로써 생물학적 의학적 지. 

식을 증진시키는 것 공공 여가 활용 및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기쁨 을 목적으로 자. “ ”

연의 아름다움을 보호하는 것 낙태에 대한 그의 간략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정치.(PL, 245) 

적 가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인간 생명에 대한 적절한 존중 시간에 . , 

걸친 자유주의 사회의 재생산 여성의 온전한 평등 그리고 낙태와 같은 논쟁적인 이슈에 , , ( ) 

대한 정치적 토론에서 공적 이성 자체의 요구사항을 존중하는 것 을 보(Restatement, 117

라 가족과 관계되는 정치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여성의 자유와 평등 미래 시민으로서 어). : , 

린이들의 평등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회의 질서정연한 생산과 재생산을 보장하고 그 문화, , 

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도록 함에 있어 가족이 지니는 가치. (CP, 601) 

셋째 공적 이성은 호혜성의 기준에 의해 인도된다 호혜성20 , . (ciriterion of reciprocity) “

의 기준은 공적 이성과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본질적인 요소다 공적 이유를 제” (CP, 609) 

시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와 평등의 조건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근본적 이해관심에 비

추어 다른 이들이 민주적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받아들이리라고 우리가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나는 합당성이라는 발상을 절에서 더 논의하겠다 여기. , IV . 

서 주된 논점은 이 발상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라는 이상에 의거한 맥락에서 해석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롤즈는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빈번하게 언급한다. , “ ” . 

넷째 공적 이성의 내용은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하여 표명된 이상과 원칙에 의해 21 , “

주어진다 고 롤즈는 말한다 또는 롤즈가 이후의 토론에서 이야기하듯이 공적 ” .(PL, 213) , “

이성의 내용은 일군의 정치적 정의관 에 의해, (a family of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서 주어지는 것이지 단일한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 말한다” . (CP, 

공적 이성을 온전히 활용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정치적 질문들을 토론할 때 각각이 호581) , 

혜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치관의 틀 내에서 숙고함을 의미한다 주석 시민은 그 . { 12- “

또는 그녀가 자신이 가장 합당한 정의관 즉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다른 이들이 합, , 

당하게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치적 가치를 표명하는 관념으로 진지하게 여(sincerely) 

기는 틀 내에서 숙고할 때 공적 이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롤즈는 ” (CP, 581)} 

분명히도 공적 추론은 단순히 민주적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견지하는 정치적 가치에 호소하, 

는 일 이상을 포함함을 드러내고 있다 공적 추론은 개인의 포괄적 교설이 아니라 정치적 . 



정의관의 원칙과 발상에 따라 민주주의의 정치적 가치들을 해석하는 일을 요청한다 정치관. 

이 공적 이성에 내용을 부여할 필요성은 정치적 정의관 없이는 공적 이성이 완결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생긴다 충분한 내용 없이는 공적 이성은 민주주의의 정치적 삶(incomplete) . , 

에서 맞닥뜨리는 정의에 관한 정치적 질문 다수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적 이론의 미완결성. 

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법을 제정하거나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포괄적 교(incompleteness) , 

설에 기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롤즈에게 이것은 법에서 그 정당성을 박탈시킨다 왜냐. . 

하면 그 법들은 더 이상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적 저당화의 결여가 . 

왜 문제되는지는 절에서 더 논의될 것이다VI . (cf PL, 247) 

다섯째 공적 이성이 그 자신을 합당한 시민들이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능력으로 22 , ,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고려사항들에 제한하기 때문에 공적 이성은 형이상학적 도덕 , 

또는 궁극적 가치에 대하여 전체 진리 를 진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whole truth)”

다 공적 이성의 일부가 아닌 많은 선과 참된 이유가 있으나 이들은 포괄적 견해에 속한. (

다 롤즈는 처음에는 공적 이성 을 정치관에 대한 합당한 합의로서 공적 정당화는 만일 .) “ ” , 

그 관념이 형이상학과 도덕질서에 대한 진실 에 기반하고 있다면 민주주의에서 달성될 수 “ ”

없으리라는 논지를 개진하기 위하여 사용했다 왜냐하면 합당한 시민들이 지지하. (CP, 395) 

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은 형이상학적 이슈와 도덕 이슈에 , 

대하여 적어도 일부는 틀린 판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이한 교설을 지지하는 . , 

사람들 사이의 합당한 합의는 진실 의 기초 위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진(whole truth) . 

실에 기초하기보다는 공적 정당화는 적정한 반성에 근거한 판단에서의 공적 합의에 토대를 “

둔다 그 목적은 공적 이성을 통한 자유로운 합의와 화해다 롤즈의 입장은 조셉 라. ” (ibd) (

즈에 의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시켰다 즉 진실을 회피하면서 정치관의 공적 정당화) . , , 

는 결국 틀린 신념의 기초 위에서 틀린 원칙을 공적으로 정당화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 ”

는 것이다 이 반론은 절 이하에서 검토될 것이다 우리가 살펴볼 바와 같이 그에 대하여 . V . , 

답하면서 롤즈는 진실을 회피한다고 해서 공적 이성이 판단의 객관성을 피하는 것은 아니, 

며 정치적 정의관에서 합당한 판단은 실제로 이 정치관을 지지하는 합당한 포괄적 교설에, , 

서의 참된 판단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를 보라. (CP, 609 ) 

공적 이성의 제도 III. (The Institution of Public Reason)

그의 많은 핵심 발상과 마찬가지로 공적 이성이라는 발상은 롤즈가 그것을 논의할 때마23 , 

다 그 복잡성이 증가한다 그의 이후 연구에서 롤즈는 공적 이성의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 . , 

공적 이성에 의해 요구되는 배경적 제도를 그린다 년의 정치적 자유주의 의 페이퍼. 1996 < >

백 서문 그리고 만민법 에서도 롤즈는 공적 이성에 내용을 제공하는 정치(xxxvi - lxiii), < > , 

적 정의관에서 공통적으로 견지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한다 그것들은 모두 . 

자유주의적인 관념이다 첫째 그것들은 특정한 친숙한 기본권 기본적 자유와 기회를 보장. , , 

한다 둘째 그것들은 기본적 권리 자유 기회를 다른 사회적 정치적 가치에 비하여 우선성. , , , 

을 부여한다 셋째 그것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그들의 기본. , 

적 자유와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전목적적 수단을 제공한다 앞서. 

의 논의로부터 어떤 이는 이 세번째 요건으로 롤즈가 의도했던 바는 단지 사회적 최소치, , 

즉 최소수혜자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서 롤즈의 차등원칙에 더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결정,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롤즈는 여기서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자유주의적 정치관이 세번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식적 정치사회학 의 문제 . (“ ”

그것은 다섯 가지 종류의 제도를 as am matter of "common sense political sociology")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 캠페인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 공공정책 사안에 대한 정: (1) , 

보의 활용 가능성 특히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특정한 기회의 공정한 평등 소득과 (2) (3) 

부의 적정한 분배 시민들이 그들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4) 

의미있는 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피난처로서의 사회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되(5) “

는 기본의료”(PL, lvii-lix)

어떠한 정치관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롤즈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그것이 합당24 . 

하지 않은 것은 이 조건들이 결여되어 있으면 정치관은 호혜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 , 

때문이다 다른 민주적 시민들이 협동의 기초로서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효과적인 수단의 . , 

결여를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는 합당하게 또는 진지하게 생각될 수 없는 것이

다 그래서 롤즈는 자유지상주의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그 조건들을 . ,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PL, 49)

그런데 롤즈가 이어서 이같은 제도들이 공적 이성에 의해 요구되거나 25 (goes onto say), 

또는 공적 이성의 전제 조건이라고 시사하는 것은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그는 말한다 이 . . 

제도들은

인용문 시작 기본구조의 본질적 전제요건이다 그 안에서 공적 이성이라는 이상은 시민 ( ) . , 

들이 양심적으로 따랐을 때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과도하게 되, 

는 것을 방지한다. 공적 이성이라는 이상이 공적인 정치적 심의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제, 

도를 가장 분명하게는 첫번째 세 제도는 이 심의가 가능하고 결실이 있으려면 필수적이다, . 

공적 이성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은 합당한 헌법체제에 본질적이며 구체적인 제도와 질서는 , 

그것을 지지하고 북돋우기 위하여 설정되야 한다 공적 이성이라는 발상은 정.(laid down) , 

치적 심의를 위한 사회의 근본적인 기반의 구조와 내용을 어떻게 특징지울 것인가를 시사한

다 강조는 덧붙임 인용문 끝. (PL, lix-lx, ) ( ) 

여기서 롤즈는 공적 이성이라는 발상은 아닐지라도 공적 이성의 이상이 정치적 삶에서 26 , 

실현되려면 적정한 사회적 최소치 뿐만 아니라 심의 민주주의 제도도 제안하고 있다 롤즈, . 

는 민주주의가 이 모든 배경적 제도들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적 이성에 의한 통치가 여하한 , 

정도로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공적 추론에 본. 

질적인 무언가가 심의 민주주의와 그 배경적 조건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빠져 있게 된다고 , 

생각했음은 분명하다 공적 이성은 심의민주주의에서 담론의 양식이며 가장 본질적인 특성. 

이다 더군다나 심의민주주의는 공적 추론이 일어나는 주된 포럼이다 민주주의 . (CP, 580) “ . 

내의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적 추론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나 그들의 구성원들 중 일부의 기본적 필요가 그들의 기본적 자유. (1) , 

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2) 

치적 포럼과 공적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금전적 이해관계나 권력의 집중 등에 의해 부패, 

하게 될 경우 그리고 교육 직업 훈련 공적 삶에의 참여에 대한 광범위한 공정한 기회(3) , , 



가 없을 경우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공적 이성의 토론에 참여하거나 사회.”. “ , 

경제적 정책에 기여할 수 없다 주석 공적 이성과 심의민주주의의 관계에 .” (CP, 50) { 16- 

대하여는 Joshua Cohen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Good Polity 

" Normative Analysis of the State, ed. Alan Hamlin and Philip Petit (New York : 

Blackwell, 1989) 17, 21, 24; Joshua Cohen, "Democracy and Liberty" in Deliberative 

Democracy, ed. Jon Elst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85-231; 

Joshua Cohen, "For a Democratic Societ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Rawls, 

ed. Samuel Freem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86.}

공적 이성과 정치적 합당성IV 

어떤 종류의 고려사항이 공적 이성에서 표현되어야 하며 공적 이유로 간주되어야 하는27 

가 공적 이성에서 표현되어야 하는 공적 이유들은 호혜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치적 가? 

치다 공적 추론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시민들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 “

있다고 우리가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들 을 법과 정책의 정당화로 제시해야 한다” . 

합다성이라는 발상은 이 기준에서 그리고 공적 이성이라는 발상을 이해함에 있어 주된 28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롤즈는 합당한 또는 . ? -

합당한 것 이라는 발상을 여러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이런저런 곳에서 “ ”(the Reasonable)- , . 

그는 합당한 수용 합당한 정치관 합당한 원칙 합당한 요구 합당한 인간 합당“ ”, “ ”, “ ”, “ ”, “ ”, “

한 선관 합당한 포괄적 교설 합당한 합의 조건 그리고 정치적으로 합당한 같은 단”, “ ”, “ ”, “ ” 

어를 언급한다 이 모든 경우에서 그는 합당한 의 정의를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하기를 . , “ ”

거부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좌절감을 표시하였으며 합당성이라는 발상은 이제 막 떠. 

오르는 직관들에 호소하는 위장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주석 예를 들어 . { 18 - Jean 

Hamption, "Feminist Contractualism" in A Mind of One's Own Femnisit Essays on 

Reason and Objectivity, ed. Louise M. Antony and Charlotte Witt (Boulder: West 

를 보라 주석 끝 그러나 합당한 에 대하여 정의하려는 어view Press, 1993), 227, 249 } “ ”

떠한 시도도 이 풍부한 개념의 많은 용법에 포함된 모든 것을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제시. 

될 수 있는 것은 명료화이며 이것은 상이한 맥락에서 사용된 합당성이라는 발상의 중요한 ,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그 개념을 해명하는데 도움을 주리라는 희망에서 이론의 맥, 

락 내에서 이 발상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많은 측면에서 롤즈의 도덕철학 및 정. , 

치철학은 도덕적 합당성의 의미와 함의 를 해명 하려는 시도였다 합당한 (import) (explicate) . 

정의의 원칙은 무엇이며 합당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합당한 선관은 무엇인가 , , 

등등 롤즈는 잠정적으로 합당한 인간을 공정한 조건 위에서 기꺼이 협력하. (provisionally) 

고 정의감을 가진 존재로 특징지운다 그는 이와 같은 관련된 특성을 지닌 합당한 인간들, . 

이 그의 정의의 원칙을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게 . 

가장 합당한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의 원칙이며 반성적 평형에서의 우리의 고정되고 ( ) , 

숙고된 도덕적 확신에 들어맞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의 가 아니라 정의는 롤. , (definition) (

즈에게 항상 잠정적 인 것이다 합당한 원칙과 합당한 인간에 대한 실질적인 주provisional ) 

장이다. (TJ, 51/44 rev) 



롤즈는 그리고 나서 합당한 인간이라는 관련된 발상에 의하여 합당한 원칙이라는 발상29 , 

을 해명한다 합당한 정의의 원칙은 합당한 사람들이나 그들의 대표가 그들 사이에서 공정. 

한 관점 롤즈의 설명에서는 원초적 입장 에서 지지할 원칙들이다 여기서 합당성 합당한 , ( ) . , 

인간이라는 발상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이유에 반응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도 반응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합당성이라는 발상이 사람. , 

들은 과학의 입장에서건 만일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참된 포괄적 교설의 입장에서건( , ) 

타당하지 않거나 참이 아닌 이유에서 행동하려 한다는 점을 가정한다 많은 합당한 사람들. 

은 그들 자신에게 행위의 이유와 그들의 삶을 정연하게 하는 이유를 제공해준다고 그들이 , 

믿는 종교적 확신을 갖고 있다 상충하는 종교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상충하는 포괄적 교. ( , 

설들이 모두 진리일 수는 없고 전부는 아닐 지라도 대부분은 틀린 이유나 세계에 대한 틀) , 

린 신념에 기초한 이유들을 담고 있다 그렇다 하여도 롤즈는 이 이유들을 무시하거나 이 . , , 

이유들에 무감한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이유들을 제공하는 특정한 신념을 확인, 

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관용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 인. 

간과 정의의 원칙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의 좋은 이유 이 이유들이 그들의 합리, - 

적 삶의 계획과 합당한 포괄적 교설과 부합하는 한 좋은 이유 를 제공하는 틀린 신념을 관-

용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교수가 욤 키푸르 역주 유대. Yom Kippur( -

교의 속죄일 나 성 금요일 금요일 역주 부활절 전의 금요일 예수가 십) ( ) Good Friday ( - . 聖

자가에 못 박힌 날을 기억하기 위한 날에 시험을 실시하면서 유대교나 기독교 학생에게 그)

들의 신념이 아마도 틀렸기 때문에 보충 시험을 치르는 것을 거부한다면 합당하지 않을 ( ) 

것이다 그들의 종교적 휴일은 이 종교를 믿는 학생들에게 그 휴일에 시험을 치르지 않을 . 

수 있는 좋은 이유를 제공하며 권위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이 특유한 이유 스캔론이 부, (

르는 바에 따르면 개인적 이유들 에 무감하거나 무반응 이라면 합당하지 않“ ”) (unresponsive)

은 것이다. (T.M. Scanlon, What We Owe to Each Other 당, Cambridge, MA: Beknap) 

신이 참이라고 믿는 근거와 이유에서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협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은 합당하지 않은 인간의 패러다임적 케이스다 모든 역사에서 종교적 도덕적 인종문화. 

적 광신자들이 이 묘사에 들어맞는다 설사 지적 설계 교설이 참이라 할지라도 다른 모든 . “ ”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공적 이유의 원천이 될 .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적 이. . 

성의 일부인 추론방식과 증거의 종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 좋다 고 하며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지도 모르겠다 물36 “ , (Fair enough)” . “

론 우리는 그들의 실천이 정의와 정당성의 요구사항을 훼손하지 않는 한 틀린 포괄적 교설

을 관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의가 생길만한 부분은 롤즈가 그러한 틀린 . (objectionable) (A)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틀린 신념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하다고 , , 

보는 점이다 공적 이성에 내용을 부여하는 합당한 가치관은 이 틀린 포괄적 신념들이 . (B) , 

참으로 주장되는 바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 신념을 피해, 

서 작업해야 만 한다 틀린 신념들은 그 자체 합당하며 공적 이성에 내(work around) . (C) , , 

용을 부여하는 정치관의 고려사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공적 이성은 궁극적으로. (D) , 

정의 및 정치 권력의 정당성 있는 사용에 대한 진리의 공적 인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틀린 원칙의 공적 인정을 고취 하고 번식시킬 수 있다 틀린 원칙과 (inculcate) (propagate) . 

신념이 어떻게 정당성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정부는 정의와 정당성 있는 ? , 



정치 권력에 관한 틀린 신념을 그들에게 고취함으로써 어떻게 합리적인 자기가 결정하는

행위자로서 개인들을 존중할 수 있단 말인가 주석 이 반론은 (self-directing) ? { 22- Joseph 

가 그의 다음 논문에서 한 논급에 기초한 것이다Raz . "Disagreement in Politics" 

로 인용표기됨 위의 마American Journal of Jurisprudnece 43/ 1998) : 25-52, 42 (DP ). 

지막 질문에 관해서 보자면 롤즈의 설명이 그것이 정부가 시민들 사이에 틀린 신념의 고, , 

취 를 허용한다는 이유로 비판받는다는 점은 아이러니 하다 이후 나는 그러한 (inculcation) . (

허용이 없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리주의 및 다른 목적론적 개념에 대한 롤즈). 

의 주된 반론의 요지는 그것들이 안정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할 때 사회협동의 기반에 관, , 

한 틀린 신념의 고취를 요청하지는 않더라도 허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으로서의 정. 

의는 정의의 원칙에 관한 공지성 조건에 의하여 이 가능성을 기각한다, . TJ, 177-821, 

를 보라 주석 끝154-58 rev . } 

롤즈의 합당성이 대체로 도덕적인 범주이지 인식론적 범주가 아님은 사실이다 정치적인 31 .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이는 온전히 합당하고 합당한 견해를 가졌지만 여전히 틀린 형이상, , 

학적 윤리적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주석 합당한 인간 과 합당하게 . ( 23- “ ” “

포괄적인 교설 에 대한 롤즈의 정의는 그리고 각각을 보라 여기서 비록 롤즈” 49-50 59 ). , 

가 틀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합당하고 정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 (effective) 

관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가 허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지(

만 후술하는 내용을 보라 그는 - ), 가장 합당한 정의와 정의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저런 

틀린 신념을 가정하며 그 신념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롤즈에게 가장 합당한 정의관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이고 그것은 아마도 어떤 틀린 신념도 , , ( ) 

가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에 관한 그들의 결정과 . ( , 

유관한 일반적 정보에 관하여 참인 신념만 갖고 있다 를 보라 롤즈가 . [TJ, 517/454 rev ]) 

정치적 자유주의 에서 맞선 문제는 정의론 에서 맞선 문제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 < > .(PL, 

공적 이성에 내용을 부여하는 합당한 정의관의 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롤즈는 진리xxxix). , 

의 문제나 그가 말하는 바의 정의론 에서 그가 다룬 가장 합당한 정의의 문제를 직접 , ( ) < >

다루고 있지 않다 그 대신 그는 자유주의적 헌법의 . 안정성과 정치적 정당성 강제적 입법을 -

제정하고 시행하며 스스로를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정당성 있게 

정치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 의 조건에 관한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정치적 자유주의에 걸려 있는 쟁점에 관한 이 이해에 비추어보면 롤즈에게는 정치권력32 , , 

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호혜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에 의

하여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력의 정당성 있는 행사의 충분조건이다 모든 정치 권. 

력이 참된 포괄적 교설과 정의에 대한 그 교설의 설명이 허용하는 조건에서만 행사되어야 , 

한다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라는 . 

발상을 붕괴시켜 정의라는 발상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롤즈는 항상 공정. (collapse into) 

으로서의 정의가 가장 합당한 당신이 그렇게 부르길 원한다면 참인 정치관이라고 믿었으( ) 

며 호혜성의 기준을 가장 잘 충족하고 정당성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의해 요구되는 공적 , , 

정당화의 기초를 제공하는 최선의 입장에 있다고 항상 믿어왔다 그러나 롤즈는 결국. 

합당한 사람들이 합당한 포괄적 교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느 자유주의적 (eventually) , 

관점이 가장 합당한 정의관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



다 이 이유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지키는 법만이 정당성이 . , 

있어 존중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 있는 행사는 정의의 특정. 

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위 자유주의 헌법의 개괄적인 윤곽 과 . (broad outline)

기본적 정의 의 요구사항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파라미터 내에서는 정치 “ ” . , 

권력은 전적으로 정의롭지는 않으면서도 정당성 있게 행사될 수 있다. 

이것이 만일 롤즈가 공적 이성을 정식화하면서 다루었던 종류의 이슈들이라면 위에서 33 , 

언급된 반론들은 아마도 겉보기처럼 심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 

살펴보자 그리고 위에서 반론이 제시된 순서대로 그 반론들에 답해보자. ( )

만일 합당하다는 것이 틀린 부분이 없는 근본적 신념이나 중요한 신념을 갖는 것을 34 (A) 

의미한다면 합당한 사람들은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신념들이 참이, . 

지 않고서는 합당할 수 없다면 어느 누구의 중요한 신념도 모두 합당할 수는 없다 이것은 , . 

롤즈가 합당성에 의해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더군다나 어떠한 합당한 정치관도 사람들의 포괄적인 교설에 특유한 틀린 그리고 35 (B) (

참된 가치나 형이상학적 발상으로부터 독립되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 (freestanding) 

구되었을 때 정치적 정의관이 그것이 발해지는 이들의 틀린 포괄적 확신을 질문에 부치지 , , 

않는다고 하여 생기는 차이가 무어인가 정의의 자유주의적 원칙을 이미 받아들이고 준수하. 

고 있는 합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포괄적 이유에서 그 원칙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 

장하는 것 그리하여 합당한 사람들에게 참된 포괄적인 도덕적 교설인지에 관한 그들의 양, 

심적 확신에 반하는 것을 부과하는 일이 정말로 자유주의 헌법의 역할일까. 

더 중요하게는 합당한 정치관과 공적 이성 자체가 틀린 포괄적 교설로부터 독립되36 (C) , 

어 서 있는 민주적 문화에 내재된 발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이성의 내용과 정치 , 

권력의 정당성은 합당한 시민들이 견지하는 틀린 포괄적 가치와 신념에 의해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일 합당한 정치관이 틀린 원칙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포괄적 견해에서. , 

의 틀린 판단을 참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적 발상에 내재된 공적 이성 자체 내에서의 ,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서 롤즈가 공적 이성을 틀린 포괄적 교설의 영향 하의 . 

틀린 판단으로 구성된다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론에 대한 대응과 관련이 있다 롤즈. 

는 공적 이성은 지식과 추론 방식 시민들에게 공통되고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명, “ -

한 진리 를 포함한다고 말한다 공적 이성은 진리의 일부이지만 우리” . (Restatement 90). , , “

가 이해하는 바대로의 전체 진리 는 아니다 참된 그리고 ”(whole truth) . (PL, 218, 225). (

거짓된 포괄적 이유들을 사상하면서 공적 이성은 민주적 사회의 정치는 우리가 전체 진) , “

리라고 이해하는 바에 의해 결코 인도될 수 없기 때문에 호소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판단” 

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한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진리 라고 부르는 바를 사상. (PL, 24) “ ”

하는 것이 진리의 일부 를 어떻게든 거짓으로 만든다고 생각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 . 

(ibid) 

마지막으로 정당성의 기초로서 공적 이성과 그 역할을 숙지시키는 정치적 정의관의 잠37 , 

재적 오류 가능성에 관하여 롤즈에 의해 정의된 바의 모든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틀렸다: ( ) 



면 그리고 그 대신 비자유주의적 관념이 진리라면 예를 들어 자유지상주의나 슈트라우스, (

주의적인 완전주의 공적 이성이 틀린 신념을 고취하게Straussian perfectionism),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주의에 깔려 있는 프로젝트 전체(inculcating) . 

가 오도된 것이지 그 공적 이성에 대한 설명만 오도된 것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 . 

오도는 자유주의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지 공적 이성과 공적 정당화에 대한 롤즈의 설명에 , 

어떤 결함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적 이성은 내가 생각하기에 라즈의 . (

것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포괄적 자유주의 교설의 정의 원칙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 포괄적 교설 자유주의적 정의가 시민들에게 단지 자유주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준수. , 

할 것 뿐만 아니라 참인 포괄적 교설 즉 칸트적 자율성이나 공리주의나 자유주의적 완전, ( , , 

주의나 이상적 담화이론이나 자연법 교설 또는 참인 어떤 다른 포괄적 교설 에 따른 옳음 , )

이유로 자유주의적인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말이다 이러한 요구가 발생하. 

지 않는 한 그것들이 진정한 반론이 되려면 그 반론들은 우선 자유주의가 (Short of this), , 

틀린 견해라는 점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반론들을 제기한 이들이 . 

논증하지 않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공적 이성의 세 측면은 구분될 수 있다 판단 증거 참조 그리고 추론38 , : (1) , , , 

의 규준 경험적 판단 즉 사실 통계적 규칙성 그리고 논란이 없는 과학 (2) , , , (uncontested) 

법칙이나 일반화 공적 이성에 내용을 부여하는 민주적 정의의 정치적 가치와 공적 정의(3) 

관 명백히 롤즈는 공적 추론을 지도하는 추론 증거 정당화의 규준이 거짓이 되거나 합당. , , , 

한 교설의 허위 에 의해 위험에 빠지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공적 추론에 틀린 (falsity) . 

경험 판단을 허용하고자 의도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만일 공적 이성이 과 를 잘못 적. , , 1 2

용한 결과가 아닌 이유로 틀린 판단에 이른다면 그것은 의 오류로 인해서다 그러나 우리, 3 . 

가 이 가치들과 원칙들이 틀렸다고 믿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적 이성 내에서는 해결? 

될 수 없는 질문들이다 왜냐하면 공적 이성은 이 가치들을 주어진 것으로 다루기 때문이. , 

다 그 질문은 포괄적 교설들 사이의 논변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적이. . 

고 민주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교설 대 비자유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교설

들 롤즈는 정의론 에서처럼 포괄적인 칸트적 교설로 제시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어떤 . < >

다른 정의에 관한 포괄적 교설보다도 진리에 가장 가깝거나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 . 

러나 롤즈에 따르면 공적 이성에 내용을 제공하는 자유주의적인 정치관에 합의하는 일을 , 

막는 점이 자유주의적 포괄적 교설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이 정치관은 어떠한 참인 포괄적 , 

교설도 롤즈 라즈 드워킨 누구의 것이건 동일한 원칙을 지지한다고 가정하면 참이 된다( , , ) , . 

이 언급들은 정당화에서 합당성과 호혜성이라는 도덕적 발상에 의존하는 롤즈 및 다른 39 , 

이들에 대한 특정한 비판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These remarks go some way 

조셉 라즈는 특히 한 개인에 대한 정당화라는 발상 내가 다음 towrads responding to). (1) (

절에서 다룰 내용 그리고 정의와 정치적 권위의 가치와 기원에 대한 틀린 신념들을 갖) (2) 

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치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할 어떠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발

상 이 사람들에는 종교인들 모두는 아닐지라도 많은 종교인들이 포함될 것이다 을 비판한( )

다 라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양심적으로 믿는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는 그들에게 무엇을 . 

위한 이유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보는대로 사태는 이러. “ , 

저러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틀릴 수 있다. ” (Our reason is that, as we see it, 



그러나 만일 우리의 신념things are so and so, Naturally we may be wrong")(DP, 28) 

이 거짓이라면 비록 우리가 이유를 갖고 있다고 믿어도 우리는 이에 근거하여 행위할 이유

를 갖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다른 이들이 무언가를 양심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은 그. 

들에게 이유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이유를 제공하리라 기대할 이유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주석 라즈는 말한다 만일 내가 어떤 견해를 견지한다는 사실이 그. { 25- . 

것을 따라야 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이유가 된다고 생, 

각해야 하는가 주석 끝 라즈는 주장하길 그렇다면 우리가 합의를 위해 다른 이들? pp.28 } , 

의 판단과 목적을 어느 정도나 따라야 하는지는 전혀 명백하지 않다 틀린 도덕적 (defer to) . 

형이상학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치적 권위를 정당화하며 기초를 이해하고 동의하게, 

끔 하는 일은 중요하겠지만 합의를 따르는 것은 정치적 정당화라는 발상을 , (deferring to) 

구조화하거나 정치적 정당성의 기초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라즈에게는 .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는 정치적 정당화는 다른 종류의 정당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합당( ) , 

한 합의가 아니라 명제와 원칙이 참이라는 점을 보이는 일을 포함한다 도덕 원칙을 틀린 . 

가치를 견지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화하는 것은 그 원칙들의 진리성과 그들이 믿는 가치의 , 

허위 를 그들에게 보이는 일이다(falsity) . 

틀린 신념이 그런 신념을 지닌 사람들에게 이유를 제공해주는 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40 . 

밀의 개별성에 대한 설명은 만일 우리의 가치와 신념이 우리의 성격 에 들어맞고 비J.S. , “ ”

판적 반성 후에 도달된 자유롭게 선택한 인생 계획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관습의 압박감, 

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 참된 가치보다는 그것에 따라 행위할 이유가 더 있다(dead hand)

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다른 이들의 틀린 가치는 그 틀린 가치가 명하는 바를 우리가 따. , 

라야 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이들이 그들의 틀린 , 

확신이 명하는 바를 따르는 것을 존중할 엄중한 의무와 충분한 이유를 가질 수 있다 특히 . 

그 확신들이 그 개인에게 큰 중요성을 갖는 자유롭게 선택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을 때 말이

다 다른 이들을 인간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를 비강제적으로 결. , 

정하고 정의의 한계에서 그들이 선택한 삶의 가치를 따르도록 허용하는 일을 포함한다( ) . 

이 도덕적 요구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과 행위에서 그들 고유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허용할 의무 그리고 정의의 한계 내에서 그들의 틀린 신념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허용할 , 

의무도 함의한다 우리는 그들이 포괄적인 선에 대한 참된 견해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만 . ‘ ’

허용된다고 주장하게 되면 다른 이들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만일 그들이 우리, 

나 정부가 참인 포괄적 가치라고 믿는 바만을 따르도록 강제할 것을 주장한다면 그들을 존 

중하지 안니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이한 포괄적 견해를 지닌 시민들의 관점에서. , 

이것이 어느 포괄적 교설의 공적인 정치적 강제가 드러나는 방식이다 그것이 종교의 추정. 

된 진리건 자율성이나 개별성이건 진리라고 알려진 것이건 말이다 인간, .(purported truth) 

에 대한 존중이 그들의 틀린 견해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으로서의 존중은 정말로 그것들의 정의의 한계 내에 있는 한(pp.43) , , 

그들의 틀린 견해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이가 . 

거부하는 포괄적 가치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행위하도록 강제될 때 양심의 자유와 평등한 , 

정치적 자유는 위배된 것이다 헌법의 핵심사항 과 기본적 정의가 . (constitutional essentials)

걸려 있을 때 어떤 이의 포괄적 견해가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at stake) (prevail)

합당하지 않은 무력 이다 을 보라“ ” . (PL, 247 ) 



자유주의적 포괄적 교설을 지지하는 라즈와 다른 이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틀린 신념에 41 , 

따라 행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당연히 응수할 것이다 거부되는 것은 가치에 대한 논쟁. , 

그리고 이와 함께 틀린 포괄적 교설이 어떤 식으로든 헌법의 정당성 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이다 정당성을 위한 올바른 규준은 상충하는 합당한 포괄적 견해를 가진 합당. 

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 헌법을 지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참인 독립적 규준을 그 헌

법이 만족시키는가라고 한다 정치에서의 의견불일치는 정당화와 정당성의 규준을 결정함에 . 

있어서 아무런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진리만이 정당화할 수 있으며 정당성을 부. 

여 할 수 있다 을 보라(bestow) . (DP, 40-43 ). 

나는 이미 롤즈의 공적 이성에 관한 설명을 그것이 틀린 포괄적 교설과 가치가 공적 이42 

성의 정치적 정당화 정치적 정당성의 규준을 결정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해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위에서 논하였다 공적 이성은 모든 포괄적 교설로부터 독. 

립되어 서 있는 자유로운 정치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도출한다 더군다나 이 (freestanding) . 

글은 윤리학에서의 이유들 및 정당화에 대한 라즈 자신의 복잡한 설명을 논하(complicated) 

고 비교하는 자리는 아니다 주석 . ( 26 - Joseph Raz, Engaging Reason, New York: 

를 보라 그렇다 하더라도 라즈의 롤즈에 대한 반박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 

은 이유 및 정당화의 성격 그리고 자유주의의 요구사항에 대한 그것들의 관계에 (dispute) , , 

대한 심층적인 견해 차이를 드러낸다 롤즈에게 공적 이유들에 의거한 정당화 포괄적인 자. (

유주의적 교설에 의거한 정당화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는 민주적 시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 , 

정치적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포괄적, . , 

자유주의 교설진리인 교설로 믿은 것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진리에 따라 행위한다고 알면( ) ( ) 

서 행위하는 것은 여전히 그 자체로는 다른 모든 가치 특히 정치적 합당성과 시민의 자유와 (

평등이라는 가치 를 압도하는 으뜸패가 되는 근본적 가치가 아니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 . 

의에 진정으로 특유한 점은 특정한 도덕적 가치가 정치적 공직자가 정치적 정당화에서 호, , 

소할 수 잇는 이유의 종류 뿐 아니라 정치적인 것의 영역 내에서 적용되는 정당화 객관성, , , 

그리고 타당성의 독립적 규준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롤즈의 그 . 

이전의 롤즈에게는 진리에 대한 여느 설명을 포함하는 인식론과 형이상학으로부터의 도( ) “

덕 이론의 독립성 이라는 발상을 확장시킨다 도덕적 정당화 도덕적 객관성 그리고 도덕 ” . , 

판단의 정확성의 규준은 과학 및 다른 이론적 규율에 적합한 규준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

된다 이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

칸트에게 도덕적 자율성과 합리적 자율성의 가치는 이성이 행위의 고유한 원칙의 원천43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 자체를 위한 원칙을 입법하는 이성 그리고 이 원칙. ( “ ” ). 

들은 그러므로 독립적인 형이상학적 질서 또는 도덕적 질서에 의해서 이성과 의지에 부과, 

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 행위자가 그들의 자율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도덕적 정당화 객. , 

관성 그리고 도덕 판단의 정확성 보편적 타당성 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 이, (“ ”) ( ) 

론의 도덕적 요구사항을 준수 하여야만 한다 롤즈는 순수이성과 선험성(conform to) . (a 

에 대한 칸트의 설명을 탈신화화하 하며 그런 다음 칸트의 기본적 priori) “ demythologizes”

발상을 확장시킨다 도덕 이론의 독립성 은 도덕철학이 형이상학과 인식론의 문제. “ ”(p.286)

로부터 독립적임을 의미한다 도덕 개념의 견실함 은 예를 들어 자유의지나 개: (soundness) , 



인적 정체성 또는 이론적 진리의 조건에 대한 형이상학적 설명에 의존하지 않는다 정치적 . 

자유주의는 이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다 그것은 도덕의 중대한 부분 정: (significant part)-“

치적인 것의 영역 이 인식론과 형이상학 뿐만 아니라 칸트적 도덕과 도덕적 자”(PL, 38)- (

율성을 포함한 포괄적 도덕 교설로부터도 독립적임을 의미한다 롤즈에게 ) . 정치적 자율성은 

민주적 시민들의 원칙들을 그들 자신을 위해 입법 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그들이 합당“ ” . 

한 시민으로서 그 자체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자유주의적 원칙을 자유롭고 평등한 , ,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통해 이해하고 정의감으로부터 이 원칙을 지지하고 이 원칙에 근거하, 

여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에 의해 공유되는 민주적 사. 

회에서 시민들의 도덕적 이상이다 그러나 이 도덕적 이상이 가능하려면 정치적 정당화와 . , 

정당성의 규준은 도덕철학 그 자체를 포함하는 다른 탐구영역의 규준과 달라야만 한다 롤, . 

즈에게 정치적 자유주의에 우선하여 도덕적 객관성과 타당한 도덕 판단 실천 이성의 모든 -“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무사공평한 관점 원초적 입장 으로부터의 판단 이 타당하고 정확한 ” ( ) -

도덕판단 또는 당신이 그렇게 부르고자 한다면 도덕적 진리 의 규준을 제공한다( ) . 칸트적 구

성주의 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행위자의 자율성이라는 이상을 도(Kantian Constructivism) , , 

덕적 진리의 규준 도덕원칙 에서 공표되는 도덕적 정당화의 절차로 짜 넣는다 롤즈( ) (issue) . 

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객관성의 설명과 객관적인 이유는 정치적으로 말하며 합당한 , “ ”, 

정치적 판단에 대한 설명은 민주적 정의에 대한 정확한 가장 합당한 판단의 규준을 제공( ) 

한다 를 보라 이 설명은 실천 이성에 대한 철학관의 모든 유관. (PL, 110-116, 119-125 ). , “

한 요구사항 은 더 이상 구현하지 않지만 합당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아마도 공유하는 공” , 

적 민주적 이성의 기본 이상과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무사공평한 관점에서의 판단에서의 합

의에 의거하여 제시된다 정치적 구. (This account is cast) (PL 90, LP, 86-87, 86n33) 

성주의는 정치적 진리 또는 가장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의 규준을 하는 정치적 “ ” ( ) issue in 

정당화를 위한 객관적 절차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정치적 자율성이라는 이상을 표현

하고자 한다 그것은 롤즈가 정치적 정당화 및 공적 이성 그리고 민주적 헌법과 (represent) . , 

법률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포괄적인 도덕 교설이나 포고라적인 자유주의적 정의 (

교설을 포함하는 포괄적 교설의 진리에 대한 관념과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 

라고 이해했던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시민의 정치적 자율성이라는 이상을 온전히 실현하, 

기 위해서다. 

합당한 인간 자유주의적 정당성 그리고 정치적 정당화V. , 

나는 조셉 라즈의 반론에 답하여 공적 이성과 공적 이성에 내용을 부여하는 정치관은44 , , , 

정치관이 틀린 견해를 지닌 종교 교설과 철학 교설에 의해 지지될 때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고 논했다 그렇기 보다는 공적 이성과 그 정치관은 그 내용을 민주적 문화에 내재된. , , 

발상과 가치들로부터 얻는다 이 절과 그 다음 절에서 나는 롤즈에게 합당성이 얼(implicit) . 

마나 주된 도덕 정치적 범주인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은 공적 관점 으로부터 결- , “ ”

정되어야 하지 비공적인 어느 합당한 포괄적 교설의 관점으로부터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 ) 

점을 강조하겠다 이것은 공적 이성 그 자체와 맞지 않는(PL, 384, n.16) . (that is at odds 

합당성 에 대한 특정한 철학적 설명을 정치적 자유주의로 투사 하지 않도록 with) “ ” , (import)

무척 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롤즈 견해의 이 측면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나는 여기서 . 

조셉 라즈가 롤즈에 반대하여 개진하는 추가적인 논변의 일부를 다루도록 하겠다. 



45 A. 정당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원칙 라즈는 그가 롤즈에게 돌리는 것으로 보이는 다음   

원칙을 비판한다 정치적 권위는 그 권위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이건 현재의 견해에 . “

의해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원칙에 의해 구속될 때에만 정당성이 있다 정당성 있”.(DP, 33) 

는 정치적 권위는 그렇다면 사람들의 합당한 포괄적 견해에 대한 합의 또는 적어도 합당한 

견해를 견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라즈는 합당하지 않은 견해를 견지하는 자들의 합의도 권위의 정당성을 결정함46 , 

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복지 역시 도덕적 결과에 속. “

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말하길 계약론자들은 정당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기” (DP, 33) , 

준은 합리적인 자기 지시적 행위자 자체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합당하지 . “

않은 견해를 지닌 행위자는 합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이 반응해야 하는 이유에 반응하지 

않는다 고 응수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론자들은 결론내리길 사람들을 합리적인 자기 ” . ( ) “

지시적 행위자로 대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대답은 ”(DP, 34). 

그의 반론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고 라즈는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합당성 비합. /

당성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당성을 위한 계약론자의 기준은 신념의 합당성을 언. , 

급한다 합당하지 않은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건 사실이 . 

아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유와 증거에 승복하지 않거나 무반응인 사람들이다. “ ” . 

그러나 신념은 그것들이 전문가에게 활용가능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명백히 거“ (patently) 

짓 이라면 합당하지 않다 합당한 사람들도 만일 그들이 노출된 신념이 합당하지 못한 ” .(ibid) 

것들 뿐이라면 합당하지 못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조론에만 노출되었던 창. ( , 

조론자들은 합당한 사람들일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 

합당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주석 라즈는 합당한 사람에 대한 롤즈의 도덕적 정의. { 30 - -

다른 모든 덕과 가치보다도 기꺼이 하는 협력을 가치있게 여기는 신념과 성향을 가진 사람

도 여기서는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신념이나 성격적 특질로서 그것은 지적인 - . “

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 (it is not one which has any bearing on 

롤즈의 의미에서 합당한 사람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비합당 다고 the intellectual virtues) ㅎ

판명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라즈는 이것이 롤즈가 그 자신의 정당성 , . (DP, 36) , 

심사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한다 주석 끝 이것은 어떠한 명제의 거부도 그 . 30 } “

자체로는 그 행위자가 인지적 악덕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강력한 증( ) 

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점을 보여준다 라즈는 계약론자의 정치적 정당성 판별 기준이 ” . 

아무런 정치적 효과 를 갖지 않는다 고 결론내린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 (teeth) ” . (DP, 36) “

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떤 명제도 일부 사람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없기 때문

이다 라즈가 이후에 시사하였듯이 어떠한 확신에 찬 아나키스트도 또는 현 정.”(DP, 37) “ , 

부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도 정당성에 대한 거부권을 갖게 된다.”(DP, 

40)

이 논증은 두 가지 주된 결점이 있다 그것은 롤즈의 정당성 원칙을 오독하며 그러한 47 . , 

오독은 롤즈의 것이 아니라 라즈의 합당한 에 대한 정의 에 근거하고 있다 첫( ) “ ” (definition) . 

째로 합당한 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의 질문은 제쳐놓고 롤즈의 원칙은 정치적 정당, (“ ” ) 

성이 모든 합당한 견해나 교설에 의한 원칙에 대한 합의에 기초한다거나 모든 합당한 견해, 



나 교설을 견지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합리적인 사람들 의 합의에 기초한다고 말하지도 ( )

않는다 롤즈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치 권력의 행사는 그것이 헌법을 따르는 근. . “

본적인 근거에서 행사될 때에만 정당성이 있다 그 헌법의 핵심사항 은. (essentials) , 자유롭

고 평등한 존재로서 모든 합당한 시민들이 지지할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는 것이다.”(PL, 

강조는 인용자가 이것은 정치적 정당성이 393: ). 특별한 입장에서의 수용에 의존한다는 점 

을 의미하며 그 특별한 입장은 특정한 근본적 이해관심에 의해 인도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 

시민들의 합당하고 합리적인 입장이다 그 원칙의 초점은 그렇다면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되. 

는 정치적으로 합당한 인간들에 가 있는 것이지 라즈가 이야기하는 대로 합당한 견해를 ( ) , ( ) 

견지하는 여느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합당한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합당한 교설에 . 

동의하는 인간들에게 어떤 원칙이 수용할 만한가는 롤즈의 정당성 기준이 전혀 아니다. 

또한 합당한 견해나 교설 그 자체의 합의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이 결정된다(simply not) , 

거나 그들의 합당한 견해의 입장에서 판단한 합당한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조차도 그 기준이 아니다 합당한 견해를 견지하는 정치적으로 합당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 ( ) 

정치적으로 합당하고 정당성 있는 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양심적인 자유주의적 . 

퀘벡인은 자위나 인권보호를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전쟁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그러, . 

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것이 롤즈에게 정의로운 전쟁과 정당성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PL, 

중요한 논지는 정치적 정당성은 정치적 합당성처럼 둘 다 합당한 민주적 시민의 393-94) , , 

공적 입장으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정당성을 모든 합당한 견해나 합당한 견해를 견지한 사람들 모두에 의한 원칙에 48 , 

대한 합의로 간주하면서 라즈는 정치적 정당성을 중첩적 합의라는 발상과 혼동하는 것 같, 

다 중첩적 합의는 정치적 정당성과 다르다 헌법의 정치적 정당성은 옳은 이유에 근거. . “

한 그것의 안정성의 전제조건이다 사실상 중첩적 합의”(for the right reasons) . (PL, xlii) , 

에 대한 롤즈의 발상은 질서정연한 입헌 민주주의에서의 모든 합당한 교설 그 각각의 특유

한 이유로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정치관에 기초한 헌법만을 지지할 수 있, 

다는 추측이다 만일 그들이 그럴 수 있다면 정당성 있는 헌법은 타협이나 잠정 협약으로. , 

서가 아니라 옳음 이유 로 즉 각각의 합당한 견해가 지지하는 도덕걱 이유에 근거하여 안“ ” , 

정적인 것일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지나치게 많은 합당한 견해들이 정당성 있는 헌. , 

법을 지지할 수 없다면 정당성 있는 자유주의적 권위는 불안정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 . 

질무은 정의로운 헌법이 지속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합당한 교설이 자, . 

유주의적 정치관으로부터 이탈하여 더 이상 중첩적 합의에 있지 않게 되느냐와는 상관 없이 

그러한 상태는 헌법과 법률로부터 그 정당성을 박탈시키지 않는다 라즈의 논변이 롤즈에 , . 

따르면 어떠한 견해 이데올로기 철학 종교 등 그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것이“ , , , (currency) 

라도 헌법 원칙의 정당성을 입증 하며 그렇지 않으며 정당성을 잃는다 는 점을 (vindicate) ”

보여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석 롤즈의 정당성 원칙에 대한 이 오독 (DP, 37) . ( 31- 

아래에는 이 원칙 하에서는 아나키스트는 어떠한 정부에 대해서도 그 정부는 정당성이 없, 

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광적인 살인마에 대해서조차도 권위를 갖지 아니하며(deprive) “ , 

사람들은 그 살인마로부터 보호할 권위조차 갖지 않는다 는 라즈의 비정상적인 ”(DP, 410)

주장이 놓여 있다 명백히 아나키스트와 광적인 살인자들은 롤즈의 의미에서 합당하지 않. , 

은 견해를 지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실제 동의나 가상적 동의는 롤즈의 목적. 

을 위해 요구되지도 유관하지도 않다 주석 끝. 31 )



49 B. 합당한 인간이라는 발상 롤즈의 정당성 원칙이 사회의 거의 모든 이데올로기나 부적. 

응자가 정부의 정당성을 패퇴시킬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라즈는 합당한 인, “

간 과 합당한 신념 에 대한 그 자신의 정의 를 그의 논변에 가져온다” “ ” (definition) (import 

이것은 합당한 사람들 이유와 증거에 반응하는 은 명백히 틀into). , ( responsive to) (“

린 어떠한 합당하지 못한 신념도 가질 수 있으며 합당하지 못한 ”patently false [DP, 34]) , 

사람들도 어떠한 합당한 신념도 가질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 깔려 있다 아마도 그들은 합. “

당한 에 대한 라즈의 순수히 인지적인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합” . 

당한 인간 개념에 대한 롤즈의 설명이 아니다 증거에 반응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등. ( , 

의 어느 정도의 인지적인 합당성이 롤즈의 설명에서 전제되어야 하긴 하지만그렇지 않으) (

면 사람들은 명료하게 사고할 수 없을 것이다 롤즈가 지칭하는 ) 정치적으로 합당한 인간의  

특성은 주되게는 도덕적 특성이다 공정한 조건에서 기꺼이 협력하려는 태도 정의.(mainly) , 

감을 포함하여 합당한 도덕 심리를 가지는 것 사회적 삶을 위한 판단의 부담을 이해하고 , 

수용하는 것 등등 이 특성들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인간이 거의 모든 명제를 받아들일 . , 

수 있다거나 어떠한 명제에 대한 거부도 그 거부자가 합당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덕 정치적 확신과 성향 때문에 (DP, 36) . -

롤즈의 의미에서 합당한 인간은 공적 이성에 반응하며 인지적 의미에서의 이성에 반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적 이성과 충돌하는 수많은 종류의 합당하지 않은 라즈의 . (

의미에서 그리고 롤즈의 의미에서도 명제들이 있으며 바로 이런 이유로 이것들은 정치적, ) , 

으로 합당한 사람들에게 수용가능하지 않다 정당성의 원칙은 아무런 효과를 갖지 않는. “

다 는 라즈의 주장은 롤즈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DP, 36) . 

동일한 문제가 합당하지 않은 것과 합당하지 않은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원칙이 50 , 

정당성이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배제해야만 하는 도덕적 결점이 아

니라는 라즈의 논변을 괴롭힌다 정치적으로 합당한 인간의 특성과 신념의 결여는 결정적인 . 

도덕적 결함이다 정치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정한 조건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동. 

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게 의견이 불일치할 것을 알면서도 . 

그들이 전체 진리 라고 믿는 바를 정치적으로 강제하기를 고집한다 또는 이“ (whole truth)” . 

보다 더 나쁘게 그들은 정의감이나 다른 도덕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세특성을 모두 , . 

갖고 있으며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것

이다 그 또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상이한 가치나 권리에 대하여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 

적어도 그 또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사회적 

삶에 부적합하다 물론 이와 같이 기술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도 그들이 동일한 권. , 

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그들이 다른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 

다른 이들의 삶만큼이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합당하지 않은 견. 

해가 공적 이성 내에서 고려되고 수용되어야 한다고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 

51 C. 정당성의 기반 롤즈의 정당성 원칙은 라즈가 시사하듯 (The Bases of Legitimacy) (

이 자기지시적 행위자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을 달성하도록 고안된 것인가 여기서 그것은) ? , 

정치적으로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로 이해된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시민들의 정치적 자

율성을 달성하도록 부분적으로 향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정치적 자( ) . 



유주의는 합당한 민주적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수용가능한 사회적 협동의 기반과 정치적 권

위 행사의 기반을 발견하고자 한다 만일 우리가 정당성의 원칙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 

면 롤즈의 원칙은 라즈가 롤즈 견해라고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라즈가 정치적 정당성을 - - 

위한 심사로부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계약론자의 논변이라고 말하는 바의 위(

에서 요약된 논변과 꽤나 쉽게 수렴한다 정치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합의가 원칙) . 

의 정치적정당성을 위해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판단에서 승

복을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합당한 포괄적 견해와 그 견해들을 지지하는 합당한 인간들에 , 

대하여 불관용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헌법의 . 

핵심사항과 기본적 정의에 관하여 합의하는 거의 모든 것은 합당한 견해나 합당한 포괄적 , 

교설을 지지하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에게 정당화될 수 없다. 

52 D. 정치적 정당화와 공적 정당화 롤즈는 공적 정당화는 단순히 타당한 추론일 뿐 아니. “

라 다른 사람들에게 개진된 논변이다 라고 말한다 라즈는 한 개인에 대한 정당, ” . (CP, 504) 

화라는 발상에 의문을 던진다 그 주장은 헌법이 정초하고 있는 정당성의 조건이 그것에 . “

복종하게 되어 잇는 사람들에게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의 원. 

칙이 정당화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가 그는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렇지 ?”(DP, 37). , 

않다고 논의한다 정당화는 계약론적 입장이 함의하듯이 본질적으로 사적 이자 특정한 . (1) “ ”

사람들에게 발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치적으로 공적으로 활용가능한 것이다, “ ” . (ibid) (2) 

일부 사람들은 제한된 정신능력 잘못된 이데올로기 오도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권위의 정, , , 

당화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정당화는 알려지고 이해되도록 표명 되. (3) (articulate) 

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쨌거나 권위 정당화의 온전한 표명 은 실제로는 불가, “ articulation

능하다”(DP, 39)

이 반론에 적절하게 답하는 일은 계약론에 반대하는 다른 곳에서 개진된 라즈의 더 일53 , 

반적인 논변에 대한 논의를 요구한다 또한 그 자체로 꽤나 복잡한 이유와 정당화에 대한 . 

그의 대안적 관념에 대한 논의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적어도 롤즈의 정당화에 대한 발상. , 

은 어떤 여건 능력 신념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키도록 , , , , 

고안된 논변을 개진하는 것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롤즈가 공적 정당화 의 일부인 정치. (“ ” ) “

적 정당화 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합당한 포괄적 교설에 의햇 설정된 규준에 의거하여 ” , 

합당한 사람들에게 정당화하는 것조차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보다는 정치적 정당화는 . ,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 존재에게 

발하여지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정의의 정치적 가치와 공적 이성에 의거하여 틀지워진. , 

다 정치적 정당화에 대한 이런 이해에 근거하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라즈가 롤즈를 겨냥. , ( ) 

해서 하는 비판들 중 일부는 그 목표를 크게 벗어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위 에 답하자. ( 1

면 롤즈의 정치적 정당화에 대한 설명은 본질적으로 ) 공적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합당한 . 

민주적 시민들의 공적 관점 을 점하는 사람들에게 발하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 ” . 

선에 답하자면 그것들은 제한된 능력 잘못된 이데올로기 또는 사람들이 갖는 특유한 이( ) , , 

해관심에 부합하도록 재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능력, 

을 발달시키고 행사하고자 하는 이해관심 그리고 정치적으로 허용가능한 선관을 추구하고, 

자 하는 이해관심을 가진 합당하고 합리적인 민주적 시민들에게 발하여지는 것이다, . 



롤즈가 사람들에 대한 정당화 로 의미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최근 논54 “ ”

문 하버마스에 대한 대답 을 살펴보는 것이 여기서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 ”(PL, 393) .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에서 작동하는 세 종류의 정당화를 구별한다. (1) 정치적 정당화는 그

들의 도덕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행사하고자 하는 이해관심을 지닌 합당한 민주적 시민으로

서 갖는 그들의 능력을 갖춘 이들에 대한 정당화다 그것은 공적 이유에 의거한 정당화이며 . 

따라서 독립되어 서 있는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구체화되는 조건에 의거한 (freestanding) 

정치적 가치와 그 질서에 의존한다. 정치적 정당화는 이런 방식으로 그 정도까지 , 

합당한 포괄적 교설에 의하여 순서지워진 모든 도덕적 가치와 다른 가치들을 (protanto), 

고려하지 않는다고 롤즈는 이야기한다 롤즈는 , . (2) 온전한 정당화 는 시Full justifications “

민사회의 구성원인 개별 시민에 의해 수행되는 것 이라고 한다 온전한 정당화는 ” .(PL, 386) 

그 또는 그녀의 합당한 포괄적 교설에 의거한 한 개인에게 이뤄지는 정당화다 온전한 정당. 

화에서 합당한 인간은 , 정치적으로 정당화되는 정치적 정의관을 그 또는 그녀 자신의 합당 

한 포괄적 교설에 의거하여 그 또는 그녀의 판단을 반성적 평형으로 이끔으로써 통합시키, 

고 그에 따라 정당화한다 이것은 시민들 자신에게 그리고 동일한 합당한 포괄적 교설을 . , 

확인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함께 남겨진 과제이다 정치적 정의관은 그러한 질문에서 아무, . “

런 지침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정치적 가치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는 이.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시민들의 포괄적 교설에 속한다 합당한 . .”(PL, 386-87) 

교설이 존재하는 만큼 많은 완전한 정당화가 있겠지만 완전한 정당화는 사람들의 주관적 , 

성향과 확인하는 가치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그들에게 이뤄지는 정당화는 아님을 주목하라. 

롤즈의 철학은 그 또는 그녀의 목적이나 지능 또는 주관적 관점에 상관없이 이뤄지는 정, , "

당화 를 그리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롤즈에게 정당화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객관" . , 

적 이해관심에 항상 의거하는 것이며 이런 저런 인간관이나 포괄적 교설로부터 도출되는 , 

이유들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Justification for Rawls, is always in terms of 

certain objective interests individuals have and for reasons that stem from one or 

완전한 정당화는 그 입another conception of the person or comprehensive doctrine). 

장을 점하고 있으며 이런 저런 합당한 포괄적 가치와 이상을 확인하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인간에게 발하여진다 더욱이 완전한 정당화가 전적으로 진리는 아닌 합당한 .(addresses) , 

포괄적 교설 라즈가 말하는 잘못된 견해들 에 따라 이뤄지는 정치관의 정당화는 포함하지- ” “

만 그 교설들에 의해 확인되는 허위 는 독립된 입지 에 , (affirmed) (falsities) , (freestanding)

있는 정치관 그 자체의 진리와 합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55 (3) 공적 정당화가 있다 정치적 정의관의 공적 정당화의 조건은 그것이 사. , 

회에서 지지되는 모든 합당한 포괄저 교설 내의 완전한 정당화 또는 반성적 평형 내에 서 ( )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합당한 포괄적 교설 사이의 합당한 중첩적 합의가 있게 . 

된다 중첩적 합의가 주어졌을 때 각 시민들은 그 또는 그녀가 지지하는 합당한 . (PL, 381) , 

포괄적 교설이 각각의 합당한 교설에 특징적인 근거로 정치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인정되는 ( ) 

자유주의적 정치관을 통합하고 정당화한다고 다른 이들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상, . “

호 해명 은 정치 사회의 공적 문화의 도덕적 질을 형성한다 그것은 (accounting) , ”(PL, 387). 

합당한 중첩적 합의의 공적 지식이다 시민들은 각각의 합당한 시민들이 정치관을 그 또. - 

는 그녀의 합당한 포괄적 교설이 완전히 정당화하고 배태시켰음을 안다 그것이 정치적 정. 

의관의 공정 정당화를 대부분 구성한다( ) . (PL, 392)



56 E. 정당성과 틀린 신념의 재검토 마지막으로 롤즈는 그의 만년의 연구에서 공적 . (late) 

이성에 내용을 부여하여 정치적 정당화와 공적 정당화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일군의, “ (a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들 이 존재한다는 점을 더 분명히 했다 이 정치관들은 그 family of) ” . , 

모두가 자유주의의 핵심적 특성즉 기본적 자유와 그것들의 우선성 그리고 기본적 자유의 ( , , 

효과적인 행사를 위한 전목적적 수단 을 승인하다는 점에서 합당하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 . 

정치관들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다 그것이 사회적 최소치 기회 평등을 어떻게 구체화하: , 

며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며 공적 이성의 다른 정치적 가치에 얼마, , 

나 중요성을 부여하는지에 관해서 합당한 정치관이 항상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 “

다 동일한 정치관을 가진 시민들이 특정한 쟁점에 대해 항상 합의하는 것도 아니다. .”(CP. 

만일 그렇다면 이 정치관들 중 기껏해야 하나만이 완전히 진리다 그러나 다른 자유주606) . 

의적 정치관이 예를 들어 사회적 최소치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해 틀린 신념을 어느 정( ) 

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공직자들이 그것들에 의존할 때 라즈가 주장한 바처럼 시, , 

민들 사이에 틀린 신념을 고취하거나 전파하는 것 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알면서 그런 “ ” “ ” . 

고취나 전파를 함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모르면서 그런다는 말은 표현과 토론. , 

의 자유를 그 구성원들에게 허용할 때 정부와 사회가 틀린 신념을 고취한다는 말과 다를 바

가 없어진다 민주적 시민들과 정부 공직자들 입법자 그리고 판사들도 항상 법률에 관하여 . ( , ) 

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헌법 조항의 올바른 이해에 관하여 논할 수 있, (contest) , 

으며 심지어 공적 이성에서 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호소되는 대안적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 

논할 수도 있다 그들이 시민성의 도덕적 의무 법적 의무는 아니고 를 충족하려면 그들이 . ( )

할 수 없는 것은 자유주의 그 자체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자유주의적 헌법과 양립, (contest) , 

불가능한 이유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적 이성이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의 가치를 . 

고취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자유주의적 민주적 헌법 모두가 틀린 정의. , , 

관을 구현하고 있을 때만 문제된다 오직 그 때에만 입헌 민주주의의 정부 공직자들은 참. , 

된 포괄적 교설의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틀린 신념을 전파하고 고취하

는 것이다 그러나 라즈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므로 이것은 그가 우려하고 있는 . 

문제가 아니다. 

공적 이성의 완결성 역주 여기서 완결성 은 헌VI. (The Completeness of Public Reason- : ‘ ’

법의 핵심사항과 기본적 정의에 관한 이슈들을 공적 이성 내에서만으로도 다 해결할 수 있

음을 의미하므로 완전성 보다는 일단 완결성 으로 번역 그러나 역자에 따라 완전성으로 번‘ ’ ‘ ’ . 

역되는 경우도 있음.)

공적 이성이라는 발상은 실현가능한가 즉 공적 이성은 헌법의 핵심사항 과 57 ? , , (essentails)

기본적 정의에 관한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쟁점들에서 공적 정당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과업을 해낼 수 있는가 공적 이성에 대한 한 가지 흔한 반응은 그것이 매우 심층적이지 않? 

아서 그것이 헌법적 논의의 기초로 기능해야만 하는 모든 정치적 쟁점을 다루기에는 불충, 

분하다는 것이다 주석 예를 들어 . { 36- Kent Greenwalt, Private Consciences and 

Public Reasons, (New York: Oxford, 1995), 106-20, 160; Religions Convictions and 

인용시 로 표기 주석 끝Political Choice (New York: Oxford, 1988), 183-87 ( RC ) 36 } 

그 반론은 말하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너무 상이한 포괄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 



고도로 논쟁적인 많은 헌법 이슈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가치와 원칙에 그들이 합의

하리라는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낙태의 문제가 이런 맥락에서 종종 운위된다 많은 . .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동의하는 기본적 헌법상 자유와 다른 추상적, 

인 자유주의적 원칙들의 범위를 해석하기 위하여 포괄적 견해에 호소해야만 한다고 이야기

한다. 

여기서 공적 이성이 그 내용 을 정치적 정의관으로부터 얻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58 “ ”

다 정치적 정의관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그것들이 공적 이성이 완결적일 수 있게 해준다. 

는 것이다 정치적 정의관이 없다면 공적 정당화는 이루어질 수 없고 시민성의 의무는 이. , 

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럴 경우 다른 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 

민으로서의 그들의 능력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화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 정의관이 공적 이성에 내용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그 반론에 적절하게 답59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 사실은 단지 공적 이성이 모든 헌법적 핵심사항. , 

과 기본적 정의의 질문을 위한 만족스러운 논변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진술(essentials)

만 할 뿐 그 점을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이가 이 측면 반론 을 우선 . (broadside objection)

공적 이성에만 의존하여 헌법적 논쟁에 어떤 자세한 해결책을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 한 어, 

떻게 만족스럽게 답할 수 있을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반론이 제기. (cf. PL, 395). 

하는 하나의 질문은 낙태에 관한 분쟁 같은 헌법적 논쟁 의 공적 이성에 만 의, ( ) (dispute) , 

거하여 나온 완결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이다 분명히도 완결적 해결 은 일반적 . (resolution) , 

합의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 합의는 어떤 헌법 논쟁에서도 획득될 수 없는 것이나 .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롤즈에게 완결적 해결은 모든 합당한 사람들이 그 또는 그녀의 합. , , 

당한 포괄적 교설에 기초하여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다시금 그러한 해결책은 어떠한 여. 

건 하에서도 많은 이슈들에 대하여 불가능할 것이다 대신에 롤즈는 헌법의 핵심사항에 관. 

한 해결은 항상 정치적인 해결이라고 한다 그것은 공적 이성의 정치적 가치에 의거하여 틀. 

지워지며 합당한 사람들이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능력으로 다른 시민들이 동일한 , , 

능력을 통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를 합당하게 기대하는 결론으로 가는 논변이다. 

여기서 두 질문이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공적 이성이 낙태 이슈 같은 헌60 . , , 

법적 핵심사항을 공적 이성의 정치적 가치에 의거하여 그리고 포괄적 이유와 교설에는 의, 

거하지 않고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 있다 둘째로 합당한 포괄적 교설을 . , 

확인하는 모든 합당한 시민들이 그들의 포괄적 교설에 기초하여 공적 이성이 제공한 정치, 

적 해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질문이다 우리는 첫째 질문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 , 

여건과 이해관심을 다루는 공적 이성 및 정치적 가치에 의거하여 다루어져야 함을 (address) 

살펴보았다 첫째 질문에 답하여 롤즈는 정치적으로 낙태 논쟁을 해결함에 있어 고려되어. , 

야 할 종류의 공적 이유들의 예 다른 정치적 가치 역시 유관하다고 시사하면서 를 제시한( )

다 낙태에 관련 있는 정치적 가치들에는 인간 생명에 대한 적정한 존중. (PL, 243n, 32) , 

여성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가족 및 자유주의 사회의 시간에 걸친 재생산에 대한 사회의 , 

이해관심이 있다 그는 이 가치들 및 다른 관련된 정치적 가치가 실제로 여성이 임신의 어. 

떤 단계에 낙태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으로 합당한 답 즉 자유롭고 - ,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합당한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답 을 준다고 -



이야기한다 이 정치적 가치들에 기초하여 정당화되는 그 답은 여성이 임신의 세 기간 중 . , 

첫 기간에는 낙태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그보다 긴 기간 또는 심지어 . 

다소 짧은 기간 역시 정치적으로 합당하다고 볼 가능성은 그가 아마 열어두었을 것이다 그. 

러나 롤즈는 여성에게 낙태에 대한 여하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

한다 아마도 그는 이것을 어떠한 여건에서도 낙태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모든 정치. 

적 가치를 희생하여 단 하나의 정치적 가치 인간 생명 존중 에 절대적인 비중을 부여하는 ( )

것이어서 정치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아마 보았을 것이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 . 

이유는 공적 이유들의 합당한 형량은 그들의 자유와 평등의 여건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민, , 

들의 이해관심 도덕적 능력에 대한 고차적인 이해관심 및 시민들의 선에 관한 다른 정치적 -

이해관심 과 같은 고려사항을 고려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적 이성의 합당한 - . 

형량은 이런저런 포괄적 견해를 지닌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가치를 고려함으로써 결정,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관련 있는 정치적 가치에 대한 인간 생명의 존중에 . ,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건 그런 식의 부정한 움직임을 보임으로써만 가능(illicit) 

하다. 

여기서 중요한 논지는 낙태에 관한 공적 이성의 완결성 질문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61 , 

의 능력으로 그들이 확인하는 정치적 정의관에 비추어 합당한 인간들에게 만족스러운 정, , 

치적 가치의 형량이 존재하는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나 자신의 견해는 롤즈가 공적 이성. , 

에 내용을 부여하는 일군의 정치적 정의관 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한 (a famlily of)

하나 이상의 정치적으로 합당한 답이 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이 . “

항상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관념을 견지하는 시미들이 특정한 이슈에 . 

대하여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을 보라 도 보라 이것은”(CP, 606 . PL 1vi ). , 

가 주장하듯이 비완결적이기는 커녕 공적 이성은 그것의 많은 헌법적 이슈들에 (Greenwalt ) , 

대한 하나 이상의 정치적으로 합당한 답을 제공하는 만큼 과잉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두번째 질문은 합당한 사람들이 그들이 확인하는 합당한 포괄적 62 

교설에 비추어 실제로 낙태 문제의 공적 이슈들의 적정한 형량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적으로 

합당한 해결을 실제로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아마도 일부는 모두가 자유주의적 정치관을 . , 

받아들이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조차 그러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 이성에 의거한 , . , 

낙태 이슈의 정치적 해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합당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 

은 태아가 모든 발달 단계에서 형이상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인간이라고 진지하게 ( ) 

믿는다 그리고 낙태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보. . 

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이고 살인은 가장 그릇된 가치이므로 정부가 여하한 , 

이유로든 어떤 단계의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정의한 일이, 

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으로서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정치적으. 

로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저항해야 한다고 믿을 수 있다 그 경우 그 시민. ( ) . 

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합당한 해결 공적 이성의 정치적 가치에 기초한 해결 을 모든 헌- - , 

법적 핵심사항을 해결하는 충분한 기초로서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합당한 교설들에 의해 지지되는 자유주의적 정치관에 의해 통제되는 질서63 

정연한 입헌 민주주의에서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롤즈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는다 그러나 주된 논지는 일부 합당한 사람들이나 합당한 교설들이 공적 이성의 정치적 . , , 

가치로 결정되는 낙태 이슈의 해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은 공적 이성이 비완결적이, 

거나 헌법적 핵심사항이나 기본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함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함의되는 것은 모든 합당한 사람들이나 합당한 포괄적 교설이 헌법적 논쟁에 대하여 . , 

공적 이성이 제공하는 정치적으로 합당한 해결을 받아들일 능력이 언제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주석 정치적 자유주의 에서 롤즈는 공적 이성의 결론을 거부하는 시민들이 . { 38- < >

정치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포괄적 교설이 하나 또는 심지어 “

몇 가지 사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결론에 이른다는 이유로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것은 , 

아니다 그 교설은 대부분의 시기에는 여전히 합당할 지도 모른다. .” (PL. 244n, 32) wntjr 

끝 이것이 롤즈에게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이상의 헌법 이슈 예를 들어 낙38 }. ? , (

태에 관한 이슈 에 관한 공적 이성에 의한 정치적 해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능력의 결과)

로 그들이 다른 모든 사안에서도 공적 이성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만 문제가 될 것이다 그, . 

럴 경우 그 시민들과 그들의 포괄적 교설은 더 이상 다른 합당한 포괄적 교설과 함께 중첩, 

적 합의를 이루면서 정치적 정의관을 지지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수의 시민들과 포괄적 . 

교설들이 이런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 그것은 일군의 자유주의적 정치관의 안정성에 관한 ,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롤즈는 비록 일부 합당한 포괄적 교설이 논쟁적인 헌법 이슈에 . , 

대한 공적 이성에 기초한 해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정의롭고 질서정, 

연한 입헌 민주주의에서 그들은 자유주의적 정치관과 공적 이성의 심의의 주된 요구사항들

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것은 주요하게는 옳은 이유들을 위한 안정성 이 . “ ”

요구되는 전부이지 자유주의적 정치관이 정치적으로 합당한 모든 적용에 합당한 교설과 합, 

당한 인간들이 의견이 일치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롤즈는 이런 종류의 사안을 논한다 그의 사례는 퀘이커교도의 사례다 그들은 평화주이64 . . 

자이며 종교적 이유로 모든 전쟁을 그것이 공적 이성의 기초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치, , 

적으로 정당화될 때조차 거부한다 을 보라 전쟁 이외의 다른 모든 정치적 .(CP, 594n, 57 ) 

이슈에서 퀘이커교도들은 입헌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공적 이성의 정치적 가치에 기초하여 , 

결정된 정당성 있는 법을 준수할 수 있다 롤즈는 그들이 그것을 정당성 있는 법으로 인정. , 

하고 그 법을 위반하지 않을 의무를 인정하는 한 퀘이커교도들은 간증 을 , “ ”(“witnessing”)

통하여 정의로운 전쟁을 허용하는 공적 이성과 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여 다른 시민

들이 그들의 강력한 반대의 심층적인 기초를 알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 ”, “

입증하게 하는 경우 적절하게 행동하고 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bear witness to)” .(ibid) 

롤즈는 낙태에 대한 카톨릭의 반대라는 유사한 사례 를 넌지시 암시(In this connection) “ ”

하며 명백히도 모든 낙태에 반대하는 종교적 간증 을 동일한 방식(alludes to), , (witnessing) , 

으로 적절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한다 비록 그것은 공적 이성의 표현은 아니며 공적 이성. , 

의 결론에는 진정으로 상치되지만 말이다 두 사례 모두 그들의 공적 정치적 포럼이나 그들. 

의 의무를 수행하는 정부 공직자의 적절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확실히 배경 문화에“

서 표현의 자유의 적절한 행사이긴 하다” . 

과 의 입장은 많은 측면에서 롤즈의 입장을 닮았지만 65 Amy Gutmann Dennis Thompson , 

이 지점에서는 롤즈와의 견해가 다르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정치는 도덕적 갈등을 몰아. “

낼 수 없다 공적 이성의 가치 는 심의적 호혜성의 요구사항에 비추어”.(DD, 93) “ ”(DD, 67) , 



주로 표현된다 심의적 상호성이란 이유들을 평등한 시민들에게 상호 수용가능해야만 (via) . “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호혜성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톰슨과 굿먼은 특정한 근”(DD, 54) . 

본적인 특정한 근본적인 심의적 의견 불일치 들 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너무도 “ ( )” . “

시민들을 깊이 갈라놓아 어떠한 공정한 협동의 조건에서도 아무런 해결책이 가능해보이지 , 

않는 도덕적 이유들의 상충 이다 심의적 의견 불일치는 근본적이다 왜냐하면 , ” . (DD, 73) “ . 

시민들이 옳은 해결에 대해 의견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기초에서 갈등이 해결되어야 하는 , 

이유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은 심의적 의견 ”.(ibid) 

불일치의 패러다임적 사례다 낙태같은 심의적 의견 불일치의 경우 정부는 그러한 .(DD, 74) “

의견 불일치를 포함하는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 그러한 의”(DD, 77) 

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정부 공직자들은 모든 관련된 이유들을 

고려한 후 그들의 양심적인 도덕적 확신에 의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 . 

그들은 도덕적 불일치의 경제 를 실천해야 한다 즉 그들이 반대하는 입장의 거“ ” . (DD, 84) “

부를 최소화하는 근거 를 추구해야 한다(rationale) ”(DD, 84-85) 

굿먼과 톰슨의 입장은 공적 정치 포럼 내에서 롤즈의 의미로 그가 공적 이성의 정치66 “ ” ( ) 

적 가치가 아니라 포괄적 교설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을 도덕적 가치에 호소하는 것을 허용

한다는 점에서 롤즈와는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굿먼과 톰슨은 공적 이성을 상호 수용가능, . (

한 이유들이라는 그들의 의미에서 완결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롤즈의 의미에) . 

서 공적 이성에 대해 그 과업에 완결적이거나 적절하다고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 왜 그런지에 대해 나는 확신할 수는 없다 아마도 굿먼은 롤즈가 회고하는 공적 이성의 . . , 

정치적 가치를 인간 삶에 대한 존중 여성의 평등 등등을 낙태 문제에 대한 합법적 해( , (a) 

결이나 낙태 논쟁에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수용가능한 만족스러운 해결을 제공하는 한 (b) 

측면 또는 두 측면 모두에 있어 불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낙태 . 

논쟁에 입헌적인 해결책이나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태아가 인간인지

에 대한 형이상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하거나 적어도 태아의 도덕적 지위는 정치적으로 다, 

루어져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을 내야만 한다고 논하였다 주석 . { 40 - Ronald Dworkin, 

Life's Dominion :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m, 

국내에 생명의 지배영역 으로 번역됨 드워킨은 태아가 인간New York: Knopf, 1993. ( < > ) 

인지의 문제는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회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2-23) 

그러나 그는 명백히도 태아가 사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그는 육개월 이전(12). 

의 태아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의 태아는 경험을 할 수 없. 

고 따라서 이해관심을 가질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는 . (14-21) Roe v. Wade 

이 암묵적으로 낙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런 판단을 했다(410 U.S. 113 (1973)) , 

고 본다 주석 끝. 40 }

이것은 롤즈가 공적 이성이라는 발상으로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주장이다 롤67 . 

즈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 

최선이라고 본다 태아의 형이상학적인 인간성 나 이해관심을 지닌 도덕적 지. (personhood)

위에 관한 질문은 공적 이성에 의해 해결가능한 것이 아니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합, 

당하게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낙태에 관한 헌법 이슈나 여성이 임신의 일. , 

부 단계에서 헌법적인 선택권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 그 질문들을 다루는 것



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적 이성의 정치적 근거에서 합당한 시민들은 낙태의 권리를 . , ,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자유 및 사회적 시민적 삶에서 평등한 존재로 기능할 그들 

능력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는 점에 합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헌법적인 의미에서 태아. , 

가 사람이라는 강력한 논거가 전혀 없다 공적 이성과 일관된 증거의 규준을 (compelling) . 

적용해보면 태아는 분명히 초기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인간성 의 능력, (political personhood)

도덕적 능력 을 미발달된 상태로조차도 갖지 않는다 이것이 꼭 헌법적으로 말해 태아가 ( ) .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능력들은 헌법적 인간성 의 . (personhood)

능력의 충분 조건은 될 수 있을지라도 필요조건은 아닐지도 모른다 주석 도덕적 능, . { 41- 

력의 보유가 헌법적 인간성 의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personhood)

조롱조의 논변에 대처한다 찬선택론자에게 태아가 인간인가라는 질문은 노예제 지지자에. “ , 

게 노예가 인간인가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노예는 도덕적 능.” , 

력을 보유하며 헌법 하에서 인간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지만 태아 역시 그러한지는 전혀 ,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모든 경험적 증거는 그에 반대된다 주석 끝 그렇다 해도 여성- . 41 } 

의 선택의 자유를 전적으로 제한하려면 태아의 헌법적 인격 에 대한 (personality) 어떤 강력 

한 논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논거는 공적 이성에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구(compelling) 

축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 

그러므로 여성이 선택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선택권의 박탈에 의해 심대하게 부담을 68 , , 

지게 되는 실질적인 정치적 가치와 이해관심 여성의 프라이버시 사회적 시민적 평등과 그- , 

들의 자유 인 것이다 더군다나 논쟁의 여지 없는 헌법적 인간이 여성의 선택권 행사로 부- . 

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어떠한 증거 도 합의도 없다 이러한 실질적인 정치적 가(indication) . 

치에 비추어 입증의 부담이 정치적 가치들과 여성의 이해관심에 부담을 지우는 것을 정당화

하는 충분히 강력한 공적 정치적 이유들이 있다는 논증을 할 책임은 선택에 대한 반대자, 

들에게 있다 여성들의 이해관심에 대한 그러한 부담이 있다는 점은 찬선택론자와 반선택. , 

론자 사이에 논쟁의 지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합당한 시민들에게 수용가. 

능한 공적 이성의 정치적 가치들이기 때문이다 의견불일치는 그 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 

그러한 정치적 가치를 전적으로 압도하는 충분한 공적 이유들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또.(

는 것이어야 한다 찬선택론의 논변은 태아의 헌법적 인간성 에 대한 공적 이) , (personhood)

성 내에서의 수용가능한 논리가 없으며 임신 기간 동안 인간 생명의 한 형태에 대한 적정한 

존중은 여성의 정치적 이해관심에 관한 정치적 가치를 , 전적으로(completely) 압도하기에는  

충분히 강력 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사생활 평등 그리고 자유를 (compelling) . , 

어떠한 선택권도 남기지 않고 그토록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수용가능한 논거가 없다. 

주석 나는 편지에서 이 논변을 제공해준 점에 대하여 그리고 롤즈{ 42- in corrspondence , 

가 헌법적 선택권을 찬성하여 논하기 위해 태아의 헌법적 인간성(constitutional 

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발상을 제공해 준 점에 대하여 에게 personhood) Joshua Cohen

감사한다 코헨이 같은 편지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 (in the same correspondence , 

논지는 찬선택론과 반선택론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낙태금지에 의해 여성에 부과되. 

는 논쟁의 여지 없는 부담과 낙태에 의해 부담을 지는 어떤 분명한 헌법적 인간의 결여는, , 

반선택론의 입장에 특별한 논쟁적 부담을 지우는 비대칭성을 구축하며 이 논쟁적 부담은 , 

공적 이성 내에서는 만족될 수 없다 주석 끝. 42 }



나는 이것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채택한 입장을 이해하는 더 나은 방69 Roe v. Wade 

식이라고 생각한다 주석 법원이 태아의 인간성. { 43- 410 U.S. 113 (1973)} (personhood)

에 대한 형이상학적 질문을 피하지 않았고 피할 수 없었으며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판( ) 

단했다는 주장보다는 말이다 물론 로널드 드워킨이 지적하였듯이 블랙먼 대법관의 선례에 . , 

따른 논변 즉 태아는 헌법 하에서나 법률에서나 헌법적 인간으로 대우받은 적이 없으므로 - , 

헌법의 의미 내에서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논변 은 만족스러운 논변이 아니다 법원은 남북- . 

전쟁 수정조항 이전에 노예에 대하여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나 그리고 실제로 (

그랬던 것 같으나 이것은 명백히도 노예제의 영속화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변이 되), 

지 못한다 그러나 블랙먼은 더 나아가 가장 합당한 포괄적 교설에 따른 그 형이상학적 지. , 

위나 도덕적 지위가 무엇이건 간에 태아를 헌법적 인간으로 대우할 공적 이성 내에서 제시, 

되는 수용가능한 정당화가 없기 때문에 태아는 평등보호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적, , 

정절차 조항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제 위에서 언급된 두 번째 질문 공적 이성의 정치적 가치가 모든 합당한 인간에게 70 - ,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만족스러운 해결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살펴보자. 

물론 그에 대한 답은 그들의 합당한 포괄적 교설의 내용과 그들이 정의의 정치적 가치에 부

여하는 우선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질서정연한 입헌민주주의에서 많은 합당한 전통 카톨. 

록이나 유태인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이 낙태에 대한 정치적 권리가 공적 , 

이성에 기초하여 정당화된다는 점을 도덕적으로 결코 수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는 그들이 공적 이성을 거부해야만 한다거나 심지어 낙태의 권리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인해

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이 낙태의 권리의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 

정말로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들이 모든 다른 헌법적 핵심사항 과 요구, (essentials)

사항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정치적 자유. 

주의의 설명을 거부하는 퀘이커교도와 같은 위치에 있다 그들이 특정한 이슈에 대한 공적 . 

이성의 결론과 의견을 달리하여 그 법을 그 자체로 부정의하며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법이나 헌법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인해야 함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합당한 포괄적 교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 

러나 나는 민주주의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합당한 반낙태론자나 판단의 부담을 알고 , 

있으면서도 공적 이성을 금방 포기하고 그들의 포괄적 교설의 요구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

해 활용가능한 정치적 수단이라면 무엇이든지 동원하려고 하는 이들은 극히 소수일 것이라 

추측한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주된 관심사는 자유주의 정치관에 의하여 통치되는 질서71 , 

정연한 입헌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당성 있으며 실제적으로 가능하며 옳은 이유“

에서 안정을 가질 지를 보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모든 합당” . 

한 사람들이 공적 이성에 기초한 심의에 의해 도달된 정치적로 합당한 결정들에 도덕적으로 

동의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가 그렇게 논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가 살펴보, . 

았듯이 분명히도 일부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퀘이커교도와 자유주의적인 정통 카. (

톨릭 그러므로 공적 이성이 낙태의 도덕적 허용 가능성에 관한 모든 진실 를 결정하는 ). “ ”

데 관련 있는 모든 이유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의 설명에 아무런 심각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음이 분명하다 오직 질서정연한 사회의 입헌 민주주의에서의 많은 합당한 포괄. 



적 교설들이 중첩적 합의를 이룬 자유주의적 정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군의 자유주의 

정치관에 기초한 공적 이성의 심의와 결론의 대부분을 전부는 아닐지라도 정치적으로 정( ) 

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만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로널드 드워킨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 질문을 온전히 다루지는 못72 . 

하겠지만 간략한 답변은 필요로 한다 드워킨은 공적 이성이라는 발상은 잘 구성된 것이 , . 

아니라고 말한다.(not well-formed/framed)

롤즈는 정치적 공직자들과 민주적 시민들은 시민성의 의무 즉 호혜성의 기준을 만족시73 , 

키고 그들이 지지하는 정책의 이유들을 다른 이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시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자율성에 의거한 칸트나 밀의 자유 . 

옹호론 같은 포괄적 교설을 합당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보

자 또는 드워킨처럼 어떤 이가 모든 인간의 삶이 잘 진행되는 것의 객관적이고 평등한 중. 

요성에 관한 견해로 시작하는 평등을 위한 논변 포괄적인 윤리적 입장의 일부인 이 합당하- -

다고 판단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로 하여금 다른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가 생각하는 포괄적 . 

입장을 합당할 뿐 아니라 설득력 이 있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그들이 합당하다면 그들은 이? “ ,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잖아 라. . ?”

고 말하지 못하게 막는가 그런데 롤즈는 드워킨이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답할지도 ? 

모른다 그 질문은 사람으로서 또는 그들의 포괄적 견해의 관점에서 그들이 이것을 합당. “ , 

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능력으로 이것을 합당하게 ?” “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고 그러나 이 한계긋기가 무언가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 

공적 이성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특정한 종류의 논변만을 , 

요구하고 제시하는 인간이라는 정의를 짜넣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도움이 안. 

된다 필요한 것은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당. 

화의 개념이 그 시민이 그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이 포괄적 입장을 합당하게 지지할 

수 있거나 지지해야 한다고 막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답하자면 다음과 같다 롤즈에게 합당성 개념은 이유 개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74 . “ ” , 

주의와 공적 정치적 논변의 요구사항에 그 자체로 제약되어 있다 드워킨과 다른 이들이. , 

다른 합당한 시민들이 그들의 포괄적 교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할 때의 합당

성의 의미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사용되는 합당성의 의미가 아니다 유사한 사례를 들자, . 

면 이 나에게 제시해준 것이다 다음과 같다 요한 바오로 세가 (Joshu Cohen ) : II Evangelium 

에서 우리가 이성에 의해 태아는 수정시부터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낙태는 v. tate , 

범죄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경험주의자와 칸트주의자는 이 주장을 거부하며 이성에 의. , 

하여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주장도 거부한다 경험주의자 칸트주의자 그리고 카톨릭 . , , 

자연법 신학자들은 분명히도 이유와 이성과 그 작용 그리고 그 능력 에 대한 (competence)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도 사람들이 찬선택 입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 , 

때 왜냐하면 이성이 샘여은 수정시부터 시작한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이들이 - -, 

합당하다면 반선택론을 수용하리라고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자유주의, , 

적 정치적 관념의 일부가 될 수 없는 이성에 대한 견해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말이  . 



경험주의자의 이성관과 칸트적 순수 이성의 발상에도 적용된다 자연법의 반대자 또는 이( ) . (

성과 합당성에 대한 반대자들 은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 합당하지 않다 고 할 수 있을지) , “ ”

는 모르나 정치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여기서 더 일반적인 논지는 그리고 다시금 나는 이 점에 대해 에게 빚75 ( Joshua Cohen 

지고 있다 정치적인 것의 영역에 대한 롤즈의 발상은 우리가 자유주의 정치관의 필요와 ) , 

그 요구사항을 이성과 합당성에 대한 철학적 관념으로 정치적 논변 바깥에서 시작함으로, “ ” 

써 발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는 점이다 이성과 합당성 그 자체는 민주적 시민으. 

로서의 그들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에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의거해서 주어

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롤즈는 . 공적 이성 및  정치적 합당성이라는 발상을 구체화한다 정 . 

치적으로 말해 누군가가 합당할 때는 언제인가 이것은 정치적 정당화에서 상이한 합당한 ? , 

포괄적 신념들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에게 발하여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고려사항

들을 제시하고 사용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문제의 일부다 헌법적 논의에 참여하는 입법자. 

들 판사들이 여성이 낙태권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카톨릭의 자연법에 기대, , 

는 것은 정치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다른 포괄적 형이상학적 도덕적 교. 

설에 대해서도 참이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드워킨이 주장하였듯이 이런저런 자유주의적 포괄적 교설76 , ( ) 

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교설이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정치관과 그들의 공적 정치적 정, 

당화 뿐만 아니라 칸트 밀 라즈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교설들이 자유주의적 관념을 정당, , , , 

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포괄적 이유들 도덕적 그리고 합리적 자율성 개별성 등등 을 지지( , )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당한지 살펴보자 그들이 지지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 정치적으로 말해 그들이 그러리라고 기대하는 것, 

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른 것이, 

다 왜냐하면 우선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유주의적 정치관을 정당화하는 많은 합당한 교설. , 

들이 있으며 합당한 사람들이 그러한 교설들을 받아들이는 일 역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주석 롤즈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 이라는 개념을 합당한과 합당. ( 49- “ ”

하지 않은의 중간 공간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 Restatement, 184, 190; 

를 보라 판단의 부담 때문에 합당한 사람이 폭넓은 범위 내에 있는 합당한 교cf. PL. 74 . , 

설드을 지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석 끝 그러나 더 중요한 점으로. 49 ) , 

합당한 민주적 시민이 다른 시미들이 포괄적 교설로서 틀지워진 도덕적 자율성이나 자원 , 

평등론의 교설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합당하게 기대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롤즈의 합당한 인간의 정의 및 합당한 인간의 판단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공적 입장에서 인도하는 목적과 이해관심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첫째로 합당한 인. , 

간은 다른 합당한 인간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준수할 공정한 조건으로 다른 , (willingly) 

이들과 협동하고 싶어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합당한 인간은 다른 합당한 인간이 그들의 정. ( , 

치 시스템의 기본 조건을 부당하게 준수하도록 강제되고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에게 정당화 가능한 조건으로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합당한 사람들은 판단의 부담의 결과 즉 합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합당(PL, 49) - , 

한 교설들이 불가피하게 서로 다를 것이라는 점 를 이해하고 수용한다 합당한 사람들의 이 - . 

특성들은 합당한 사람들이 가능한 한 특정한 포괄적 교설에 기대지 않는 협동의 조건을찾, , 



을 것임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협동의 조건이 배타적으로 포괄적 교설들에 의존하게 되면. , , 

이와 상충하는 합당한 교설을 지닌 사람들은 그 조건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그(willingly) (

리고 그리하여 합당한 인간의 첫번째 측면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괄contravening) . 

적 교설을 피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정치관이 사용하여야 되는 추가적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요하다 자발적인 협동의 조건으로서의 역할에 더하여 자유주의적 정치관은 상, . , 

이하고 상충하는 합당한 포괄적 견해들을 지지하는 합당한 시민들 사이의 공적 정치적 정

당화의 기초로 기능한다 그 조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특정한 교설에 의존하는 협동의 조건. 

은 이 역할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이 정치적 정당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가진 인간에 대한 정당화77 , 

라는 발상이 중요하게 되는 지점이다 민주적 사회에서 합당한 시민들은 통상적으로 그들 . 

스스로와 서로를 그들의 정치적 관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진실 에 합의하. “ ”

거나 진리나 이유의 본성에 합의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 정당화의 목적은 이런 저런 포. 

괄적 교설들에 의하여 인식된 진리의 입증이 아니다 그렇기 보다는 정치적 정당화는 그들. , 

의 공유된 정치적 자아관 즉 합당하고 합리적인 민주적 시민관에 의거하여 다른 이들에게 , 

발하여지는 것이다 민주적 시민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 , 

그들로 하여금 민주 사회의 협력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추론 능력 및 또덕 능력(

을 포함한 다른 능력들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해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 범위 ) . 

내에서 그들의 선관을 추구하게 되는 사회적 조건에도 근본적인 이해관심을 갖고 있다 협. 

동의 조건을 정당화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미으로서 그들의 능력으, 

로 합당하게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협동의 조건을 정당화하고 이유들을 제공하는 것은 그, 

들이 공유하는 근본적 이해관심에 반응하는 이유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공(responsive) . 

적 이유들은 정치적 가치 시민들이 만일 이 능력들을 실현하고 확정된 그들의 선관을 자- 

유롭게 추구하려면 사회와 시민들이 지지할 필요가 있는 수단들이자 성립될 필요가 있는 , 

사회적 조건들 을 표현한다- . 

이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78 , 

정치적 정당화 및 합당한 수용가능성이라는 발상이 드워킨이 위에서 본 롤즈에 대한 그의 , 

비판에서 드는 합당한 수용가능성이라는 발상과 다른 점이다 물론 공적 이성의 제약이 그. , 

로 하여금 정치적 포럼 민주적 입법부와 법원 내에서의 그의 입장을 위한 최선의 논변을 ( ) 

펼치지 못하게 한다고 드워킨이 여전히 반론할 수도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것이. 

다 자유주의 정치관을 위한 최선의 논변은 그 자신의 포괄적인 자유주의적 교설에 의해 제. 

공되며 공적 이성에 의거해서만 주어질 수는 없다고 말이다 그러나 드워킨의 설명이 제공. 

하는 포괄적 교설이 진실 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원칙들을 위한 최선의 논변을 제공해준‘ ’

다고 하여도 상이한 포괄적 교설 자유주의적 카톨릭 칸트주의 공리주의 등등 을 지지하는 , ( , , )

합당한 시민들의 관점에서 이 논변들은 최선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가장 설득력 있는 , , 

논변으로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그 논변들은 그들. 에게 정당화 즉 그들의 합당한 민주적 시 , 

민으로서나 아니면 그들의 합당한 포괄적 교설로부터 합당하게 받아들일 것이 합당하게 기

대되는 정당화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공적 이성과 법원VI. 



나는 롤즈의 공적 이성이라는 발상과 법원 및 법적 추론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몇 가지 79 , , 

언급을 하면서 끝맺고자 한다 롤즈는 공적 이성은 최고 법원의 이성이며 최고 법원은 공. , “

적 이성의 모범 이라고 말한다 그는 미연방대법원이 공적 이성의 모범exampler” . (PL, 231) 

이라고 의미한 것이 아니라 공적 이성의 모범자가 되는 일이 최고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 

자체에 속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발언을 비민주적인 것으로 생(office) . 

각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헌법 해석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 비. , 

하여 법원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롤즈가 최고 법원이 더 상위의 법을 보호. “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 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최고 ” . (PL, 233) 

법원이 모든 입헌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최고 법원이 헌법적 핵심. 

사항을 그곳에서 보호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는 각 사회의 맥락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

다 그러나 최고 법원이 필요한 사회에서 그 법원은 헌법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 (PL, 235) , 

제도적 권위를 갖는다 그렇다면 공적 이성의 정치적 가치는 법원의 해석의 기초를 제공한. “

다 공적 이성을 적용함으로써 법원은 상위 법이 일시적인 다수의 .”(PL, 234) “ [ ] (transient) 

입법에 의해 침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PL, 233) 

이 보호적 역할은 법원을 반민주적인 것으로 만드는가 그것은 통상적인 입법과 관련하80 ? 

여 법원을 반다수결주의적인 기구로 만들기는 하지만 최선의 해석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단, 

순히 다수결주의적 정부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 

들의 단체를 구성하는 인민의 헌법제정권력 의 산물인 헌법에 의하여 (constituent power)

통치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의 사회다 민주주의라는 이상은 단지 다수결주의적 입법 . 

절차만이 아니라 사회의 실질적인 이상관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의지의 산물인 정치, 

적 헌법도 통합한다 민주적 헌법을 유지 하기 위해 행동할 때 최고법원은 반민주적. (uphold)

인 것이 아니다 비록 최고법원은 입법부 다수의 의지를 좌절시킬 수는 있으나 최고 법원. “

의 결정이 민주적인 인민의 헌법제정권력의 표현으로서 헌법 그 자체와 합당하게 부합할 때 

법원은 상위법에 관하여 반민주적이지 않다”(PL, 234)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롤즈의 설명은 다수결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을 만족시81 

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사법심사는 정의 그 자체로 반민주적이다 그러나 심의 민주. . 

주의의 옹호자들은 어떤가 그들은 선출된 입법부의 대표자들이 헌법해석에 있어 배타적인 ? 

역할은 아니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말이다 캐스 선스타인. (Cass 

이 민주주의에서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법이론과 정치이론Sunstein) , 

에 호소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법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는 많은 이들을 대변하, 

고 있다 그는 말한다 판사들은 민주적 배경 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이. . “ pedigree” , 

론들은 인민에 의한 민주적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아니라 민주적 입법부가 . 

원칙의 포럼 이 되어야 한다“ ” . 

인용문 시작 미국 체제는 선거 정치가 정치적 이유 제시에 대한 열망과 결합된 심의 민 ( ) , 

주주의다 미국 정부에서 원칙의 포럼은 사법적이었다기보다는 민주주의적이었다 건국 내. . , 

전 뉴딜 그리고 다른 진보주의 민권운동 여성운동을 생각해보라 근본적인 원칙은 사법적, , , . 

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가장 잘 발전된다 주석 . ( 51- Cass Sunstein, Legal Reasoning 



and Political Conflic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60) 

최고법원이 공적 이성의 모범라고 말할 때 롤즈는 민주적 입법부도 헌법을 해석하고 82 , , 

공적 이성을 표현하는 기관으로 신뢰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말한다. . 

최고 법원은 공적 이성에 적정하고 지속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유일한 기관이 아니다“ ” “ ” “ ”. 

그리고 공적 이성은 입법부 대표들이 심의 만큼이나 시민들의 이성도 지도(PL, 235 n22) , 

한다 시민들이 헌법적 핵심사항과 기본적 정의의 사안에 관하여 투표할 때 말이다 롤즈에. . 

게 심의 민주주의와 사법 심사가 있는 입헌 민주주의 사이에는 아무런 비일관성도 없다, . 

심의 민주주의가 공적 이성의 적합한 표현으로 요구되고 최고 법원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

이다 를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법원을 그 기관이 존재하는 곳에서 공적 . (CP, 579 ). 

이성의 모범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대표들과 시민들이 비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그들, ‘

의 포괄적 교설에 따라 투표할지 모르는데 반해 법원이 활용하는 유일한 이성은 공적 이성“ 

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가시적으로 공적 이성의 창조물이자 공적 이성만의 창조물인 유일한 . 

정부 부처다 그 자체로 최고 법원은 민주주의에서 특별한 교육적 역할을 갖는. (PL, 235) 

다 판사들은 판사로서 정치적 정의관에 의하여 이해된 바의 공적 이성의 정치적 가치 이. , 

외의 가치들은 갖거나 표현하여서는 안된다. (cf, PL, 236-237)

우리는 선스타인의 열망에 동의하면서도 인민이 입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발전시킨 민주83 , 

주의 원칙을 표현하는 일에 상당한 역할을 법원에 부여할 수 있다 심의 민주주의에는 어. , 

떠한 설명에 의해서도 단순히 평등한 정치적 권리와 다수결 규칙에 복종하는 선출된 공직자

에 의한 입법적 지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심의 민주주의는 전제조건이 있다 여기에는 . . 

절에서 앞서 논의된 공적 이성의 제도들이 포함된다 롤즈에게 민주주의를 심의적으로 만III . 

드는 것은 그것이 공적 이성에 의해 통치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공적 이성이라는 이상 이. “ ”

다 그러나 그 이상은 종종 준수되지 않는다 선출된 대표들이 부의 영향이나 다른 특정한 . . 

이해관심 때문에 타락했을 때 심의 민주주의와 그것의 공적 이성의 전제 조건은 누가 돌봐, 

야 하는가 법원은 심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헌법의 이해에 있어 지속적으로 민? , 

주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연방체제와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가진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공적 

이성의 해석자가 될 수 있다 공적 이성의 모범으로서 최고 법원을 인정하는 것은 공적 이. 

성의 해석가로서 선출된 대표의 결정적 역할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법자들이 공적 . 

이성을 표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give voice) . 

물론 이 올바르게 지적하였듯이 법원 역시 공적 이성의 무사심한 전84 , Jeremy Waldron , 

달자 가 아니다 때때로 그들은 입법부만큼이나 당파적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purveyors) . , 

더 큰 해를 미친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은 오직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민주적으로 뒤집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는 왈드론의 논지를 종종 확인해준다 그러나 . . 

연방대법원이 언제나 그렇게 당파적인 방식으로 행위하지는 않았으며 지난 여년 동안은, 70 , 

민주적 정의와 양립가능하게 그리고 공적 이성에 따라 빈번히 행위하였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그 제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는 헌법이론가들 및 법사학자들85 

이 더 잘 다룰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러나 사법심사는 민주주의에서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 

는 왈드론의 입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정당성 있는 질문이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 



민주적 법제정을 그것이 민주적 정의에 봉사할 때 정당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두 개를 , ,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나는 사법심사가 민주주의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 

다는 왈드론의 주장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결론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질서정연한 사회의 실현가능성VI. : 

정치적 자유주의 에서 롤즈는 점점 더 정의의 두 원칙과 그의 견해의 평등주의적 특85 < > , 

성으로부터 이탈하여 차등의 원칙을 회의하게 되었으며 더 보수적으로 되었다고 종종 이, , 

야기된다 이 주장들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그것의 평등주의적 . . 

측면을 거부하였다기보다는 정치적 자유주의 그리고 특히 공적 이성이라는 발상의 재검, “

토 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롤즈의 최종 확언 이다 롤즈가 진술하였듯이” (affirmation) . ,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 의 안정성 논변에 대한 그의 우려에서 발전하여 나온 것이다< > . 

합치성 논변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같은 포괄적 교설을 

채택하는 것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 관념의 안정성 논변은 사람들의 철학적 종교적 윤, , , 

리적 견해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에 기대고 있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합당한 사람들이 . 

상이하고 상충하는 포괄적 교설 그 모두가 합당한 교설을 가지게끔 북돋우는 바로 그 조건, 

을 허용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이 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그 정의관이 사회협. : , 

동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지지되며 안정저긍로 남

아 있으리라는 점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정될 수 있는가 정치적 자유주의 내에서 롤즈의 ? 

대답은 다음과 같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그 조건 하에서 모든 합당한 사람들 상이하고 : , , 

상충하는 선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이하고 상이하고 상이한 포괄적 선관을 지지하

는 모든 합당한 사람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지지되는 현실적인 선관을 구체화할 수 잇는 조

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 사회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민주적 가치와 문화에 암. (1) 

묵적인 독립되어 서 있는 정치적 정의관으로 시민들에게 생각되며 중첩(freestanding) (2) 

적 합의 속에서 모든 합당한 포괄적 교설에 의해 확인되며 이 독립되어 서 있는 정치관(3) 

이 정치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공적 이성의 내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호소되기 때

문에 정치권력의 모두에 의해 정당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었을 때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질서정연한 사회의 안정적인 기초를 86 -

제공해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으로 이해되었을 때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평- 

등주의적인 요소가 정치적 자유주의에 의해 희석되는 바는 전혀 없다 더군다나 정의론. < >

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가장 정의로운 자유주의적 관념이며 정치적 자유주의 에 < >

따르면 그것은 가장 정당성 있는 정치관 또는 더 정확하게는 정치적 권력의 행사에 정당성

을 가장 잘 부여할 수 있는 정치관이다 그러나 일단 롤즈가 그의 마지막 저작에서 그렇게 . (

했듯이 질서정연한 사회에서조차 합당한 다원주의 및 포괄적 교설에서의 합당한 의견 불일) 

치 뿐만 아니라 정의 자체에 대한 합당한 민주적 시민들 및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 사이의 

불가피한 의견 불일치를 수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교설들은 결국? “ (in 

합당한 정치관을 지지한다 비록 꼭 가장 합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질서turn), . .”(CP, 615). 

정연한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합당한 의견불일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은 공적 이성의 형, 

태가 여러가지이며 일군의 자유주의 정치관이 공적 이성에 내용을 부여한다는 롤즈의 주장

에 내포되어 있다 이 결론의 함의는 훨씬 더 멀리까지 미친다 왜.(implicit) . (far-reaching) 



냐하면 그것은 롤즈가 그를 일찍이 움직였던 발상을 포기했다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그 발상이란 모든 이들이 공적으로 동일한 정의관을 받아들이며 이 관념이 공적 정. 

당화와 합의 뿐만 아니라 법률과 정치적 정책의 기초를 제공해주는 사회로 정의된 질서정연

한 사회라는 발상이다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발상은 롤즈에게 몇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그. . 

것은 그 사회의 모든 이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우며 법의 입법자로 이해될 수 있는 사회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헌법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며 법과 법을 만드는 절차를 위한 공적 정, 

당화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당하고 합리적인 시민관과 양립가능하게 . , 

말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으로서 그들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관념을 기초로 구. 

성된 정의관으로부터 헌법과 법이 나오기 때문에 질서정연한 사회는 그런만(issue from) , 

큼 모든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사회로 이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포괄, .(

적 자유주의 교설을 지지한다면 그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자율적이기도 하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자체가 시행되고 있는 최선의 여건 하에서도 단순히 합당87 (in effect) , 

한 포괄적 교설들의 다원주의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치적 정의관의 다원주의가 있으리, 

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질서정연한 사회가 적어도 애초에 생각된 대로, 

는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양보 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질서정연한 사회는 (concede) . 

모든 이들이 동일한 정의관을 공적으로 인정 하며 그 정의관에 의해 동기를 (acknowledge) , 

부여받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단의 부담 때문에 이 발상은 실행가능하지 않으며. , , 

롤즈 자신의 관점에서도 비현실적이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은 이런저런 자유주. , 

의적 민주적 정치관을 가진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 중 하나다 모든 합당한 사람들에 의( ) 

한 일반적인 수용이 존재하는 사회다 롤즈에게 이것은 하기 힘든 양보였. (cf. CP, 614-15) 

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모든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가장 합당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 

하는 사회에 대한 계약론적 이상이 인간의 능력 밖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롤즈에게 완전. 

한 의미에서 정의로운 사회는 옳은 이유들로 안정적인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준수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는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정의에 근사한 무언가- (after all) . 

가 공적 이성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사회의 기본 구조에서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 자유 - “ , 

그리고 기회를 구체화하는 자유주의 사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수 ”(CP, 615) -

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