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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도덕적, 이념적 다원주의는 공인된 사실이다. 이러

한 다양성의 사실은 ‘축복’으로 환영받기도 하지만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

다. 다양성은 사회 갈등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다양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

람에게는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다양성을 억압하고자 애쓰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다양성과 더불어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사회 갈

등을 악화시키는 전자보다 사회 갈등을 개선시키는 후자를 바람직한 방안으로 본

다. 후자의 방안을 ‘관용’이라 한다.

  그런데 현행 도덕과교육에서는 관용의 덕목보다는 사회 정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정의뿐만 아니라 관용 역시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 될 만하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정의와 더불어 관용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Fiat justitia ruat caelum).” 이것이 바로 롤스(J. 

Rawls)의『정의론』의 요점이다. 이러한 요점은 정의의 여신(女神) 유스티시아

(Justitia)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한 채,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문제는 다원주의의 현실 하에서 정의의 여신

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이다. ‘관용 없는 정의’는 자기파괴적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관용의 윤리교육’의 기초를 정립하기 위

해 현대의 대표적 자유주의자인 롤스의 사상을 ‘정의의 정치철학’보다 ‘관용의 정치

철학’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정

치철학으로서 재조명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잡고 있다. 또한 롤스뿐

만 아니라 벌린이나 그레이처럼 새로운 자유주의적 관용, 즉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로서의 관용을 모색하는 담론들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 제도의 덕목으로서의 관용뿐만 아니라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으로서의 관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사회 제도가 관용적이라도 시

민들이 관용의 덕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관

용은 그다지 주목받는 시민적 덕목은 아니다.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살신성인의 

자기희생, 악에 대한 불굴의 저항처럼 드라마틱한 덕목들에 비하면, 관용은 초라하

기까지 하다. 관용은 그저 우리에게 심사숙고, 자기절제, 은인자중을 요구할 뿐이다. 

하지만 관용은 일상생활에서 요긴한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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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은 지혜, 용기, 절제처럼 단순한 덕목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관용 개념을 복잡하

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니라 관용에는 항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관용되면 아무 것도 관용될 수 없다”는 역설적 

준칙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즉, 어떤 것들은 절대로 관용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무엇을 관용해야 하고 무엇을 관용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

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관용 교육은 관용의 적절한 한계에 대

해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다양성의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데 도덕과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도덕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용의 윤리교육’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용의 윤리교육’의 의미를 ‘윤리학 및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다원주

의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이슈와 사건을 도덕과 교수․학습에 

적용하기 위한 도덕교육적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관용 교육을 위

한 도덕과의 역할은 규범적․윤리적 관점에 근거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관용 윤리

교육의 성격을 규정하고 관용 윤리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할 때 유의해야할 교육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용 윤리교육에서는 인간 존중을 위해 다양성과 차이를 관용하는 것이라는 인식

을 강조해야 하며, 관용을 단순히 무관심이나 회의주의, 혹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보는 관점을 경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도덕과에서 다루는 관용교육, 즉 관용 

윤리교육은 윤리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윤리적 보편주의나 적어도 윤리적 다원주의

에 기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윤리적 다원주의는 비록 보편주의에는 못 미치지

만 보편적 선이나 악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으면서도 일원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교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주요어 : 관용, 자유주의, 다원주의, 모두스 비벤디, 관용의 윤리교육

• 학   번 : 2005-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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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관용이 우리 시대에 적실한 주제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관용의 여

건(circumstances of toleration)’이 서로 억압할 힘이 있는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도

덕적 신념들의 다원성(plurality)으로 이해된다면, 16,17세기 종교전쟁 시기 이래로 오

늘날처럼 관용의 여건이 잘 형성된 시기도 보기 드물 것이다. 이슬람 원리주의

(Islamic fundamentalism)의 발흥은 오늘날 세계정치의 독특한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중동의 정치 자체는 물론, 글로벌 정치경제를 바꾸어 놓았으며, 

2001년 9.11 테러로 특히 미국과 영국의 안보 정책 및 정치 시스템을 흔들어놓았다. 

헌팅턴(Samuel Huntington)을 비롯한 일부 정치학자들은 9.11 이전에 이미 이슬람 대

(vs) 서구 자유주의의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Huntington, 1998). ‘문명충돌론’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면 근대초 유럽 평화의 수단으로 개발된 관용의 논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명의 충돌’ 담론보다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내부의 충돌’ 즉 주류 정치 

문화와 소수민족(특히 무슬림 이민자) 문화간의 갈등에 관한 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담론은 오늘날 유럽에서 특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과 테러리즘

에 대한 공포가 한몫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문제가 끊임없이 제

기되어왔기 때문이다. 9.11이후 서구 민주국가들은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관용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으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 1989년에 일어난 

이른바 ‘히잡 사건(L’affaire du foulard)’은 2005년에 ‘파리 소요사태’가 발발하는 배

경이 되었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2004년 ‘복종’이라는 영화를 만든 영화감독 테오 

반 고흐가 네덜란드 국적 모로코 출신 무슬림 청년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

다. 2005년 덴마크 신문 질란츠 포스텐(Jyllands-Posten)지는 폭탄 모양의 터번을 쓴 

마호메트 풍자만화를 실어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성난 시위를 불러 일으켰고 덴마

크와 노르웨이 대사관이 과격 시위대의 습격을 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유주의적 

관용의 고향이 이제는 불관용의 장소로 전락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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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diversity)’은 21세기를 특징짓는 말들 가운데 하나이다. 현대 사회에서 문

화적, 도덕적, 이념적 다원주의는 공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다양성의 사실(fact of 

pluralism)은 ‘축복’으로 환영받기도 하지만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양

성은 사회 갈등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다양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에게

는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다양성을 억압하고자 애쓰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다양성과 더불어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전자보다 사회 갈등을 개선시키는 후자를 바람직한 방안으로 본다. 후

자의 방안을 ‘관용’이라 한다(그리고 전자의 방안을 ‘불관용’이라 한다).

  2012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도덕 교과의 성격은 “인간의 삶에 필요

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인간과 사회,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올

바른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며,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사고력 

및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도덕적 앎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천 동기 및 능력

을 함양하여, 개인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덕 교과의 성격 규정에 

등장하는 ‘도덕 문제’ 가운데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원주의의 문제(problem 

of pluralism)’, 즉 상충하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견해들의 다원성으로 인해 야기

되는 개인적․사회적 문제로 상정하고자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도덕과 성격 규정에 바로 이어서 “다원화와 정보화 추세에 

따라 이념갈등, 가치갈등, 세대갈등 등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

인들의 가치관 혼란 및 사회 분열 양상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원주의

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위와 같은 본 연구의 상정이 비교적 

합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다원주의의 문제는 결코 해결하기 쉬운 문제

가 아니다. 오히려 “최고의 문제들, 즉 종교, 철학적 세계관, 상이한 도덕적 가치관”

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the most intractable struggles)”라 

할 수 있다(Rawls, 1993: 4)

  위와 같이 가장 심각하고 난해한 다원주의의 문제에 대한 유력한 해법으로 제시

되어 온 것이 바로 ‘관용(toleration, tolerance)’이다. 관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

리가 반대하는 것을 참는 것(putting up with what we oppose)’이다. 즉, 관용은 우리

가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힘으로 억압하지 않는 것이다. 관용의 모토는 ‘상생

(相生, live and let live)’이다(McKinnon, 2006: 3). ‘다원주의의 현실(fact of pl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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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우리가 서로 반대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박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공멸(共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인류 역사가 증언한다. 따라서 관용은 ‘인간의 삶

에서 필요한 도덕규범’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관용은 ‘우리 사회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제도(social 

institution)의 덕목이기도 하다. 에이미 추아(Amy Chua)는 페르시아, 로마, 당(唐), 몽

골,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역사적 ‘초강대국(hyperpower)’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

국도 관용으로 인해 초강대국으로 성장했고 불관용(intolerance)과 더불어 쇠퇴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Chua, 2008). 물론, 본 연구의 논점은 한국이 미국처럼 세계적인 패

권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관용을 그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현실주의적(realistic) 관점에 비해 다소 이상주의적

(utopian)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보다 ‘품격(品格)있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 

관용의 덕목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입장이다.

  이상의 논의로써 본 연구의 주제인 관용이 도덕과의 성격 및 과제에 매우 적합하

다는 점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관용의 가치․덕목이 도덕과의 교

육 목표로서도 적합할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2009년 세계도덕교육학회(AME)의 제35회 연차학술대회 주제가 ‘관용 함양

(Cultivating Tolerance)’이었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1)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과 목표의 총론에 ‘관용’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각론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라는 목표 속

에 암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a, 2). 대신, 개정 교육과정의 명

시적 목표는 관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통적 논거들 중 하나인 ‘도덕적 자율성

(moral autonomy)’으로 설정되어 있다.2)

  도덕과 교육에서 관용의 덕목이 부각되지 못한 데는 주로 사회 정의(social justice)

의 주제에 관심이 집중되어온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의뿐만 

아니라 관용 역시 ‘사회 제도의 제1덕목(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s)’이 될 만

하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정의와 더불어 관용이 요구되어야 하는 

1) 세계도덕교육학회(AME) 홈페이지(http://www.amenetwork.org/conferences.html) 참고.
2) 사회 교과의 경우 교육과정 상에 “사회과의 목적은 민주 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질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하고, 민주 시민의 자질 속에 “관용과 타협의 정신”을 포함시켜
서, 교과의 성격 및 목표의 본질적인 부분 속에 ‘관용’을 명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
원부, 2007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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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Fiat justitia ruat caelum).” 이것이 바로 롤스(John 

Rawls)의『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요점이다. 이러한 요점은 정의의 여신(女
神) 유스티시아(Justitia)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쓰고, 다양성과 차이

(difference)를 무시한 채,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문제는 다원주의의 현실 하에서 정의의 여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 사회의 안정성(stability)이 붕괴되면 정의도 세울 수 없다. 따라서 

‘관용 없는 정의(justice without toleration)’는 자기파괴적(self-defeating)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관용의 윤리교육’의 기초를 정립하기 위

해 현대의 대표적 자유주의자인 롤스의 사상을 ‘정의의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 

of justice)’보다 ‘관용의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 of toleration)’으로 재조명함으로

써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정치철학으로서 재조명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잡고 있다. 또한 롤스뿐만 아니라 벌린(Isaiah 

Berlin)이나 그레이(John Gray)처럼 새로운 자유주의적 관용을 모색하는 담론들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 제도의 덕목으로서의 관용뿐만 아니라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으로서의 관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사회 제도가 관용적이라도 시

민들이 관용의 덕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관

용은 그다지 주목받는 시민적 덕목은 아니다.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살신성인의 

자기희생, 악에 대한 불굴의 저항처럼 드라마틱한 덕목들에 비하면, 관용은 초라하

기까지 하다. 관용은 그저 우리에게 심사숙고, 자기절제, 은인자중을 요구할 뿐이다. 

하지만 관용은 일상생활에서 요긴한 덕목이다.

  관용은 지혜, 용기, 절제처럼 단순한 덕목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관용 개념을 복잡하

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니라 관용에는 항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관용되면 아무 것도 관용될 수 없다”는 역설적 

준칙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즉, 어떤 것들은 절대로 관용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무엇을 관용해야 하고 무엇을 관용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

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관용 교육은 관용의 적절한 한계에 대

해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 5 -

2. 연구 방법

  관용에 대한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넓은 견해(broad 

view)’로서, 관용 개념과 결부되어온 다양한 맥락들과 방대한 담론들을 손색없이 다

루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좁은 견해(narrow view)’로서, 관용 개념의 이론적 특징

의 관점에서 그 개념의 윤곽을 서술하는 방법이다. 전자가 역사적 사회학적 방법이

라면 후자는 철학적 규범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견해가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현상을 아우를 만큼 포괄적인 반면에, 철학적 견해는 소정의 이론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여과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왈저(Michael 

Walzer)의 연구(Walzer, 1997)가 전자에 속한다면, 라즈(Joseph Raz)의 연구(Raz, 1988: 

155~175)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것도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것은 아니다. 칸트

의 어법을 빌면, 이론적 안내 없는 역사적 연구는 맹목적이고, 역사적 고찰 없는 철

학적 규범적 개념 분석은 공허하다. 한편으로 순전히 역사적인 연구는 시대착오적

인 구태의연함이나 사건들 간의 통약불가능성의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

로 관용 개념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적 분석에 매몰되어 그 개념이 정치적 담론의 

도도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도외시하는 것은 현실 적실성

(適實性) 상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관용에 대한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철학적 규범적이지만 관용 담론의 역사를 고찰하는 데에도 소홀히 하

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관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관용에 대한 관점들은 관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상이

한 이해 방식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용의 의미에 대한 의견 불일

치는 실상 다음에서 개관할 네 가지 관점들 사이의 불일치로 조명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관용의 관점들에 대한 여기서의 논의는 단선적인 역사적 발전 과정을 

네 단계로 재구성한 것이 아니다. 또 상이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 위치한 네 개의 

‘관용적 체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관점은 ‘허용으로서의 관용(toleration as permission)’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용은 권위 당국(authority) 혹은 다수자(majority)와, 이견

을 지닌 소수자들(minorities) 사이의 관계로 규정된다. 즉 관용은 소수자들이 권위 



- 6 -

당국이나 다수자의 지배적 지위를 받아들인다는 조건 하에 권위 당국이나 다수자가 

소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qualified 

permission)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엑세르치티움 프리바툼(exercitium 

privatum)’ 즉 차이의 표현이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되는 한, 실용적 및 원칙적 근거

에서 관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용적 근거는 이러한 형태의 관용이 모든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뿐 아니라 지배적 다수가 규정한 시민적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적 근거는 사람들에게 특정 신념이

나 관행을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허용 관점은 프랑스의 낭트 칙령(1598)이나 영국의 관용법(1689) 등의 역사적 사

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관용은 권위 당국이나 지배적 다수가 

소수의 관행을 박해할 권력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박해하지 않는 대신에 소수는 그 

피지배적 지위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허용 관점에서 관용자와 피관용

자는 비상호적(non-reciprocal)이고 위계적(hierarchical)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허용으로서의 관용은 ‘악의 소극적 허용(permissio negativa mali)’, 즉 나쁘지만 관용 

불가능할 정도로 해롭지 않다면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은 잠정적 태도

여야 한다. 그것은 인정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관용하는 것은 모욕하는 것이

다”라는 괴테(Johann Wolfgang Goethe)의 비판은 바로 허용으로서의 관용에 대한 비

판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으로는 ‘공존으로서의 관용(toleration as co-existence)’이 있다. 허용 

관점과 마찬가지로 이 관점은 관용을, 갈등을 끝내거나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

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공존 관점에서 관용은 본래적 가치나 도덕적 의무보다는 

실용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로서 이해된다. 하지만 공존 관점이 허용 관점과 다른 것

은 관용을 권위 당국이나 지배적 다수가 소수에게 베푸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비교적 대등한 권력을 지닌 집단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

의 대안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즉 관용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 사례로는 “제후의 영지에서는 제후의 종교에 따른다(cuius 

regio, eius religio)”를 골자로 하는, 가톨릭과 루터파 간의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

(1555)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존으로서의 관용에서 당사자 집단들은 갈등보다 공

존을 선호하며, 상호 타협이나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에 동의한다. 이러한 공

존적 관용에 대해서는 아도르노(Theodor Adorno)가 말한 ‘권력의 성좌(constell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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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권력의 균형이 깨지므로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awls, 1987: 1~25; Fletcher, 1996: 158~72).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스 비벤디가 보다 안정된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세 번째 관점은 ‘존중으로서의 관용(toleration as respect)’이다. 이 관점에서 서로 

관용하는 당사자들은 공존 관점보다 한층 더 상호적인 의미에서 서로를 존중한다. 

여기서 상호 존중은 다수든 소수든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이 평등한 법적 정치적 지

위를 보장받는 국가의 시민들로서 자신 및 타인을 존중한다는 도덕적 의미이다. 비

록 그들이 가치 및 규범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윤리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

도 도덕적․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 존중한다. 이러한 존중 관점에는 두 가

지 모형이 있다. 하나는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이고 다른 하나는 ‘정성적 평

등(qualitative equality)’이다. 

  형식적 평등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로, 공적 영역에서 

차이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 사이의 윤리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는 사적 영

역으로 제한된다. 형식적 평등 모형에서 모든 사람은 협애한 윤리적, 문화적, 종교

적 신념을 초월하여 시민적 평등을 구가한다. 이러한 모형의 대표적 예로는 ‘프랑스

식 공화주의(French Republicanism)’를 들 수 있다. 프랑스 공화주의에 의하면, 미래

의 자율적 시민을 교육해야 할 공립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히

잡(hijab)’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Galeotti, 1993: 585~605).

  한편, 정성적 평등 모형은 형식적 평등 모형이 공/사 구분에 친숙한 윤리적 문화

적 공동체에 우호적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형식적 평등 모형은 

지배적인 문화적 형태가 아닌 다른 윤리적 문화적 공동체에 대해 불관용적인 경향

이 있다. 따라서 정성적 평등 모형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어떤 고유한 윤리적 문화

적 정체성을 지닌’ 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한다. 여기서 고유한 문화적 정

체성은 (i) 개인에게 특별히 중요하며 (ⅱ) 실질적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제

도에 특별한 예외를 두거나 변화를 주어야 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관

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성적 평등 모형에 의하면 사회적 정치적 평등 및 통합은 

일정한 상호성의 한계 내에서 문화적 차이와 양립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관점은 ‘존경으로서의 관용(toleration as esteem)’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존중 관점보다 상호 인정의 정도가 심화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용은 비록 윤리적 입장은 다르지만 타인들을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하는 수준을 



- 8 -

넘어서, 그들의 윤리적 입장 자체를 가치 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존경하는 것을 의

미한다(Apel, 1997: 199~212). 그러나 이 관점은 자신의 것보다 여전히 덜 매력적이

라고 생각되는 타인의 신념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라는 점에서 ‘예비적 존경(reserved 

esteem)’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관용되는 신념에는 가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릇되어 보이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네 가지 관점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상호 인정

의 관점에서 최소한인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최대한인 것을 선택해야 하는

가, 혹은 중간인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 관용 개념 자체나 인정 개념 자체로

는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실질적이고 규범

적인 논의들을 통해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로 한다.

  관용의 개념은 권리, 개인 존중, 정교분리, 국가 중립성, 가치 다원주의, 그리고 

회의주의 등 다른 현대적 개념들과 더불어 진화를 거듭해 오면서 오늘날 입헌 민주

주의의 정치 문화 속에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 자체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관용에 대한 분석적 연구들은 관용과 구분되어야 할 유사한 개념들의 다

음과 같은 긴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타협, 평화, 공존, 무관심, 회의주의, 인정, 

수용, 면죄, 열린 마음, 인내, 용서, 자선, 존중, 다원주의 등등. 이러한 상황에서 관

용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기는 매우 어

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윌리엄스, 왈저, 롤스, 그리고 그레이 등 유력한 현대 

정치철학자들은 관용이 도덕적 덕목보다는 정치적 관행(political practice)으로 이해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헤이드는 관용의 본질적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Heyd, 

2008: 171~194). 윌리엄스(Bernard Williams)는 관용이 그 동기가 모호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도덕적 덕목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용은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같은 도

덕적인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의주의 내지 평화에 대한 열망에 의해 동기가 부

여된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의 우연적 특성에 주목하여 윌리엄스는 관용

이 우리 시대에만 중요하고 다른 시대에는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시적 가치

(transitory value)’라고 주장한다(Williams, 1996). 

  왈저는 관용에 대한 그의 관심이 정치적 차원에 있다고 주장한다(Walz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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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어떤 다른 차원도 관용 개념의 풍부한 역사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는 이유

에서이다. 그에게 관용은 제도화된 공존(coexistence)의 사회 질서 내지는 체제

(regime)이다. 롤스 역시 도덕적(혹은 포괄적) 교설보다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

의 영역에 속하는 관용의 특수한 정치적 본성을 강조한다. 롤스에게 관용은 서로 

다르지만 ‘순리적인(reasonable)’ 가치관들이 정의로운 정치 사회의 틀 속에서 상호 

수용되는 방식을 가리킨다(Rawls, 1993: 194~195). 그레이(John Gray)는 여기서 한걸

음 더 나아간다. 그에 따르면 관용은 정치 질서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 사이의 모두스 비벤디(잠정 협정, modus vivendi)라 할 수 있다

(Gray, 2000: 제1장). 즉 관용은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조차 어려운 비자

유주의적 사회들과의 공존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치적 관점의 주요 문제는 자유 민주주의를 관용 개념에 정초(定礎)시

키기 어려운 분석적 규범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의 주요 과제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들 사이의 ‘정의’와 ‘평등’을 확립하며,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보편화가능한 원칙들(universalizable principles)로부

터 그 정당성을 이끌어내는 비인격적인(impersonal) 헌정 구조의 구현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국가는 가치관이나 도덕적 교설들에 대해서까지는 아니더

라도 최소한 시민들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적이다. 그러나 관용의 개념을 엄격하게 

이해할 때, 중세의 군주와 달리, 국가는 비인격적 제도로서 그것이 공인하지 않는 

믿음이나 관행들을 “관용한다”고 묘사할 수 없다. 즉 엄밀히 말하면 국가는 관용의 

주체나 행위자가 될 수 없다. 그 대신 국가의 법이 특정 관행과 활동들을 허용하거

나 금지하는 것이다. 금지된 행위는 법에 의해 관용될 수 없고 허용된 관행은 자비

나 자제의 문제로서 인내된다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프랑스 공립학교에서 히잡[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

해 쓰는 가리개의 일종]을 착용한 무슬림 여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는 프랑스의 헌법

적 원리인 이른바 ‘라이시테(laïcité, 정교분리)’의 올바른 해석의 문제이지 관용의 문

제는 아니다. 이러한 종교적 관행은 무슬림이 아닌 프랑스 시민들의 관점에서만 관

용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킴리카(Will Kymlicka)는 개인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롤스의 관용 모형을 비판한다(Kymlicka, 1996: 81~105). 양심의 자유는 이제 기본 인

권(human rights)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롤스의 관용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킴리카는 소수자 집단이나 공동체에 적용되는 관용 모형을 제안한다. 그러나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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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그러한 관용 모형의 범례로서 제시하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밀레트(Millet) 

체제를 넘어 오늘날 소수 민족을 대우하는 것과 관련된 딜레마를 고찰하게 되면, 

킴리카의 비판적 논의는 관용이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할 따름이다. 

소수 민족의 법적 지위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권위는 국가에 의한 관용의 문

제라기보다는 권리(rights)의 문제이며,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한 정의

(justice)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또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의 경우도 마찬

가지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쾌한 표현을 관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표현

의 자유를 기본적인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내의 문제로서가 아니

라 회의주의, 개인적 자율성, 의사소통적 이성 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특정 

표현이 허용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국가는 그것을 관용하기보다는 금지해

야 한다.

  따라서 국가 중립성과 권리의 보호는 국가 관용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그렇다면 혹시 자유주의의 완전주의적 견해, 즉 자유주의적 완전주의(liberal 

perfectionism)는 관용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허용할 수 있는가? 라즈에 의하면 국가

는 가치들 사이에서 중립적이지 않으며 개인적 자율성을 개선하는 삶의 방식들 그

리고 오직 그러한 삶의 방식들만을 증진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라즈 자

신은 국가가 자율성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관행들을 관용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셈

이다. 따라서 국가 관용의 대상은 서로 양립 불가능하더라도 개인적 자율성을 함양

하는 ‘좋은’ 대안들의 경합적 다원성(competitive plurality)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가치 

있는 대안들의 제한된 영역 내에서 국가는 그러한 대안들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는 (민주적 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이유로) 

이러 저러한 관행을 증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최우선 순위에 들지 않는 생활 

방식들에 대해 ‘관용적’이라고 서술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제

시된 관용 개념의 분석은 국가의 중립주의적 관점에 반드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자유주의 국가는 전통적인 ‘야경(night-watch)’식 의미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사회적 목표와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나 공통의 정체성의 적극적 증진이

나 적극적 조치 정책에 대한 헌신은 이러한 목표의 수혜자들에게 ‘관용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것들은 오히려 국가의 정치적 의무 내지는 그 수혜자들의 권리

로 생각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다원주의의 구도 내에서 관용은 국가 행위의 

규범이나 헌정적 원리라기보다는 경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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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개인들(또는 집단들)의 서로에 대한 태도이다.

  같은 이유로 관용은 국가 조직이나 제도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아니다. 법정은 

법에 기초해서 작동하며 극복되거나 자제될 수 있는 그 자체의 가치들을 갖지 않는

다. 한편으로 다른 양립 불가능한 견해들에 대해 관용을 표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도

덕적 견해를 무시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이다. 다른 한편으로 법정은 판사가 개인적

으로 범법 행위를 관용할 수 있다고 느낄지라도 법규 위반을 관용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것이 정치적 권위, 공직자, 제도에 적용된다. 범법자들을 관대하게 대우하는 

경찰조차 관용적이라기보다는 절제된 태도로 서술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법

을 관대하게 집행하는 이유와 동기는 관용의 이유와 동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법

정이나 경찰은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거나 타인들에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논

쟁적 견해를 표현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시민들 개개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아니

다. 공직자들은 그들의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들은 심지

어 엄격한 법 조문의 글자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들에게 관용을 보

이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롤스에게 관용은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의 구성적 덕목이다. 관용은 

서로 다르지만 ‘순리적(reasonable)’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포괄적인 도덕적 교설

들(comprehensive moral doctrines)을 바라보는 방식을 규정한다. 이러한 순리성의 본

질은 도덕적․종교적 가치들의 환원 불가능한 다원성을 허용하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 롤스에게 있어 공적 이성은 정의의 정치적 수준

에서 작동한다(Rawls, 1993: 62). 따라서 관용은 도덕적인 것(the moral)과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사이를 연계하는 ‘교량(bridge)’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관용은 도덕적인 것에도 속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

덕적 관점에서는 경쟁하는 도덕적 견해나 관행은 관용될 수 없고 관용되어서도 안 

되며, 정치적 관점에서는 단지 관용되기보다는 순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서 완전히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용은 좁은 의미의 정치적인 것을 위해 포괄적인 도덕

적 견해를 기꺼이 유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보의 이유는 심각하게 분열된 

사회에서 사회적 안정과 평화적 공존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천적인 성

격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용 개념에 대해 단순하고 획일적인 접근법을 지

양함으로써 관용에 대한 풍부한 담론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또

한 관용에 대한 정치철학적 연구로서 관용에 대한 도덕적 관점만 택하거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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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만을 택하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 관점을 복합적으로 취하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자 한다.

  롤스는 후기 저작들에서 이성적이고 관용적인 시민이 지녀야 할 규범적․인식론적

인 태도에 관해 생산적인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롤스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관용적인 시민은 이성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이성의 

부담’ 내지는 ‘판단의 부담(burdens of judgment)’을 인식한다. 관용적인 이성적 개인

은 “추론하고, 증거를 가늠하며, 경합하는 고려사항들을 비교 평가하는” 등 이른바 

‘공통의 인간 이성(common human reason)’을 공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이성을 

바탕으로 규범적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아무리 이성적인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론적․실천적 판단에 있어 이성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그러한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개인이 증거를 가늠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방

식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총체적 인생 경험에 의해 

다르게 형성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롤스가 주장하는 요점은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등과 같은) 순리적인 ‘포괄

적 교설’을 지지하는 이성적 시민들이라면 모두가 판단의 부담으로 인해 불가피하

게 불일치(disagreement)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성적인 개인들 사이에도 상이한 인생 경험, 규범적 배경, 그리고 가치 지평 등의 

영향으로 의견 일치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선의를 지닌 사람들 사이에

서도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단순한 경험적 혹은 처세술적 교훈을 말하고자 함

이 아니다. 롤스의 주장은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통찰이기 때

문이다.

  롤스의 위와 같은 ‘이성 기반(reason-based)’ 관용론은 자유롭고 공개적인 사상의 

경쟁을 통해 진리와 허위가 판별되리라는 밀이나 포퍼식의 관용 사상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밀의 현대적 계승자인 포퍼는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비합리적인 사상

이나 신념이 이성적으로 반증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롤스에 의하면 인간 이

성으로 검증도 반증도 가능하지 않은 신념이나 사상들이 이성적 개인들 간의 불일

치를 조성할 수 있다. 즉 한 개인은 다른 개인들이 이성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신념

이나 사상을 이성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들에게 우리

가 지닌 신념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

다. 이처럼 롤스가 말하는 ‘이성적’ 혹은 ‘순리적(reasonable)’이라는 개념 속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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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론적 요소뿐만 아니라 규범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순리성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요소는 선이나 가치 문제에 관해 모든 사람이 동

의할 수 있는 ‘최종적’ 해답을 발견하는 데 있어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 공히 한계

가 있다는 통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순리성의 인식론적 요소는 이

성의 가능성에 대한 통찰로도 구성된다. 즉 이성은 상호 정당화가 가능한 규범적 

해답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성의 한계는 이성적 담론

(reasonable discourse)의 불가능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정당화 가능한 

이유를 모색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성적이지만 

유한한’ 개인들이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3) 따라서 순리성이 가지

고 있는 규범적 요소는 타인을 이성적인 존재로서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이

것은 타인을 정당한 이유를 제시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 다

시 말해 타인의 ‘정당화에 대한 기본권(basic right to justification)’을 존중해야 함을 

뜻한다(Forst, 1999: 35~60).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규범적 요소와 인식론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순리성이야말

로 우리가 관용을 실천해야 할 본질적 이유를 제공해 준다고 상정한다. 요컨대 관

용적이라는 것은 이성의 한계 내에서 상이한 정당화의 맥락에 따른 순리적 불일치

(reasonable disagreement)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순리적인 정당화(reasonable 

justification)를 모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신념을 관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지닌 진실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신념을 비이성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으로서 억압하지 않는 것이다.

3) 이러한 규범적 논점으로부터 우리는 ‘최종적은 아니지만 공유가능한 이유들의 공동
체’라는 이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념에 관해서는 코스가드(C. 
Korsgaard)의 연구를 참고할 것(Korsgaard, 1996: 2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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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적 개념 및 이론적 배경

 1. 관용의 개념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 관한 정치철학 논쟁에서 관용 개념은 핵심 쟁점으로서 중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대해서나 혹은 그 개념 자체에 대해 논

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관용을 존중이나 존경의 상태로서 자

리매김하려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관용을 기껏해야 실용적인 방편으로 취급하

기도 한다. 심지어 개인이나 집단 간의 억압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폄하하

는 경우도 없지 않다(Marcuse, 1965: 95~137 ; Brown, 2008: 25~47).

  본 항목에서는 이러한 애매모호성을 해명해 줄 수 있는 관용에 대한 적절한 이

해 방식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우리는 관용의 일반적 개념(concept)과 관용 

개념에 관한 다양한 해석 내지 관점들(conceptions)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4) 개념은 

정의, 자유 또는 평등과 같은 용어의 일반적 의미 혹은 문법이며, ‘관점’은 그 개념

에 일정한 세부 내용을 채움으로써 그 개념을 특수하게 상세화한 것이다(Swift, 

2011: 30).

  오늘날 관용 개념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 내용이 너무나 풍부해진 나머

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념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관용 개념의 핵심(core)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17세기 유럽에서 종교 전쟁 직후 형성된 

고전적 내지 ‘전통적(traditional)’ 관용 개념이다(Horton, 2011: 289~305). 이에 따르면, 

관용은 타인의 신념, 행위, 혹은 관행을 반대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그러한 신

념․행위․관행 등을 억압할 수 있음에도 기꺼이 인내하는 것이다. 즉 관용이란 타인의 

반대할만한 행동에 대해 간섭이나 억압을 자발적으로 단념하는 의도적 자제

(self-restraint)가 그 요체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관용은 단순한 무관심이나 승인 및 

묵인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들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관용의 맥락(context of toleration)’을 들 수 있다. 관용은 관

4) 이와 같이 관용의 ‘개념’과 ‘관점들’을 구분하는 것은 기왕에 롤스가 정의(justice)의 
개념과 관점들을 구분한 데서 착안한 것이다(Rawls, 197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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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와 피관용자 사이의 어떤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관용은 

부모와 자식, 한 친구와 다른 친구, 한 시민과 다른 시민들 사이의 관계라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용의 맥락에 따라 관용의 이유와 관용의 한

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친구 사이에는 관용될 수 있지만 부모 자

식 사이에는 그럴 수 없는 행위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관용의 대상이 관행인가 아

니면 행위인가, 혹은 믿음인가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용의 주체가 개인인가 아니

면 집단인가, 혹은 국가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5)

  둘째, 관용 개념에는 관용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믿음이나 관행이 그르거나 나쁘

다는 판단이나 감정이 본질적이다. 이것을 프레스톤 킹(Preston King)은 이것을 ‘반

대 요소(objection component)’라 부른다(King, 1976: 44~54). 만일 이러한 요소가 없다

면 단순한 무관심이나 긍정이랄 수 있겠고 이러한 태도들은 관용과 구분되어야 한

다. 관용의 반대 요소가 도덕적이어야 하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관용 개념의 외연은 좁아지거나 넓어질 것이다.

  셋째, 반대 요소와 더불어, 관용은 ‘수용 요소(acceptance component)’를 요한다. 

이 수용 요소는 반대 요소를 상쇄시키거나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다만 수용 요소

는 적절한 맥락에서 부정적 이유를 압도하는 어떤 긍정적 이유를 제공한다. 이제 

애초의 신념이나 관행은 그르다고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관용 불가능할 정도로 그

른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반대의 이유와 수용의 이유가 모두 ‘도덕적’일 경우, 

‘도덕적’으로 그른 것을 관용하는 것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옳을 수 있는가 하는 

‘관용의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Raphael, 1988: 137~154). 이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위에서 사용된 ‘도덕적(moral)’의 의미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관용의 개념은 ‘관용의 한계(limits of toleration)’라는 개념을 수반한다.6) 관

용의 한계는 거부의 이유(reason for rejection)가 수용의 이유(reason for acceptance)보

다 강하게 되는 지점(그림Ⅱ-1의 한계점2)에 설정된다. 여기서 거부의 이유는 반대

5) 관용의 대상은 폭넓다. 그 범위는 “문화, 인종, 종족, 섹슈얼리티, 이데올로기는 물론, 
라이프스타일, 패션 취향, 정치적 입장, 종교 그리고 심지어 특정 정치 체제까지 매
우 다양하다”(Brown, 2008: 3).

6) 자유지상주의자인 하이에크조차 관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 내에
서 한 개인이 사회 자체의 도덕성과 완전히 다른 도덕에 찬동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관용이 사회의 좋은 질서(good order)를 증진하
지 못할 때 관용은 포기되어야 한다고 하이에크는 주장한다(Hayek, 1987: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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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유와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용과 관련된 두 

개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한계점은 주체가 어떤 대상에 대해 동의하는 영

역과 반대하지만 관용할 수 있는 영역 사이에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은 

반대하지만 관용할 수 있는 영역과 관용 불가능한 영역 사이에 존재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관용은 두 번째 한계점에 의해 관용 불가능

하다고 규정된 것에 대한 불관용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설’을 피하기 위

해서는 관용의 정당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동의하는 영역
반대하지만

관용 가능한 영역
관용 불가능한 영역

                            
                             한계점1                한계점2

<그림Ⅱ-1> 관용의 한계

  다섯째, 관용을 행사하는 것은 강요의 결과일 수 없다. 반대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한 경우라면 그것은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감수하고 인내하

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관용의 주체가 항상 권력을 지닌 지배적 다수자

(dominant majority)여야 한다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당장 권력이 없는 소수

자라 하더라도 ‘만약 권력을 가진다면 그것을 불관용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의미에서 관용적일 수 있다. 혹은 홉스가 주장한 것처럼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음모를 꾸미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약자들끼리 

공모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죽일 수 있기 때문”(Hobbes, 2008: 168)에 

약자는 관용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제도(practice)로서의 ‘관용(toleration)’과 태도(attitude)로서의 ‘관용

(tolerance)’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 개인이 본인이 반대하는 어떤 것을 수용하는 

개인적인 태도를 관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소수자들에게 일정한 자유를 보장

하는 법적 정치적 제도 역시 관용적이라 할 수 있다. 제도적 관용과 태도적 관용이 

구분된다는 것은 전자 없이 후자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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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그 집단에 대해 ‘여론의 횡포’를 방불케 하는 불관용적 태도를 보일 수 있

다. 다양한 문화적 집단들의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관용에 대한 정치적 차원의 이론

적 분석은 시민들 차원에서 서로에 대해 어떤 종류의 관용적 태도나 덕목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열린 문제로 남겨놓는다.

2. 관용의 여건과 범위

  관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위한 필요조건들 중에서 관용을 다른 관련 개념들과 구

분시켜주는 조건들을 가리켜 ‘관용의 여건(circumstances of toleration)’이라 한다. 일

반적으로 관용의 여건은 두 가지다. 첫째, 다름 혹은 다양성(diversity)의 조건이다. 

같음(sameness)이나 비슷함(similarity)에 대해서는 관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관용은 그 다름 때문에 반대(disapproval)나 불호(dislike)나 혐오(disgust)가 생기

는 그러한 것일 경우에 요구된다. 종합하면 관용의 여건은 ‘다름 + 반대․불호․혐오’

가 된다. 타인의 다른 관습을 반대하지 않고 그냥 허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자

유를 애호하는 것이다. 크랜스톤(M. Cranston)은 관용을 ‘불쾌한 주제(disagreeable 

subject)’라고 부른다(Cranston, 1987: 101). 관용의 문제는 주로 이단, 매춘, 약물 오남

용, 포르노그래피, 낙태, 동물학대 등 불쾌한 일들과 관련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반대하는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유 개념만 있으면 족하지 굳이 관

용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관용의 추가적인 필요조건은 관용자(tolerator)가 피관용자(the tolerated)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위가 능력을 함축(Ought 

implies Can)’하는 것처럼 관용도 능력을 함축한다. 당위가 함축하는 능력이 당위를 

행할 능력이라면 관용이 함축하는 능력은 불관용을 행할 권력(power to persecute)이

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박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경우에만 우리는 그 종교에 

관용을 베풀 수 있다. 여기서 권력이란 꼭 법적 권력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동성애

에 관한 법률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불관용을 보일 수 있다. 밀(J. S. Mill)이 말한 ‘여론의 횡포(tyranny of public 

opinion)’ 즉 사회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말이다.

  관용의 여건은 ‘다름+반대․불호․혐오’였다. 그런데 반대․불호․혐오는 개념적으로 구

분될 필요가 있다. 도덕적 반대(moral disapproval)와 단순한 불호․혐오 사이에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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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니콜슨(Peter Nicholson)은 도덕적 개념으로서 관용은 오로

지 도덕적 반대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우리는 관용이라는 도덕적 개념을 반대의 관점에서 즉 판단을 내리고 논증적인 이

유를 제시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관용은 도덕적 선택(moral choice)의 문제다. 

우리의 취향과 성향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한다(Nicholson, 1985: 160~161).

  반면에 워녹(M. Warnock)은 관용의 범위가 보다 넓다고 주장한다. 즉 관용은 도

덕적 반대뿐만 아니라 단순한 불호나 혐오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양한 정도로 혐오하는 어떤 것에 대해 

비판을 삼갈 경우 스스로 관용적이라 생각하곤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나는 도덕

적인 것(the moral)은 합리적이거나 논증가능한 것이고 도덕적인 아닌 것(the 

non-moral)은 감정이나 정감의 문제라는 전제에 근거해서 이성적인 도덕적인 것

과 도덕적이 아닌 것 사이에 니콜슨이 그으려고 했던 것 같은 어떤 선이 그어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Warnock, 1987: 25-6).

 

니콜슨과 워녹의 논쟁은 단순한 언어적 논쟁이 아니다. 도덕판단의 본성에 관한, 그

리고 도덕판단과 선호판단의 구분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논쟁이기 때문이다. 한국 

보신탕에 문화에 대한 어느 프랑스 여배우의 불관용적 태도에 서려있는 것은 도덕

적 반대인가, 혐오인가?

 

사회자 : 당신의 비판은 문화적인 상대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아닌지...

여배우 : 개고기 식용은 문화가 아니라 야만입니다. 아름다운 관습의 나라 한국

이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것에 대해 “야만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것인가, 단순히 혐오하는 것인가? 워녹은 이 물음 자체를 사이비 물음

(pseudo-question)으로 취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적 반대와 혐오의 구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워녹이 그러한 구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녀가 ‘도덕은 판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라는 흄(David 

Hume)의 명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워녹은 도덕적 반대를 포함하는 관용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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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용(strong toleration)’이라 하고 도덕적 반대를 포함하지 않고 불호나 혐오만을 

포함하는 관용을 ‘약한 관용(weak toleration)’이라 한다.

  관용의 넓은 범위(wide scope)를 선호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에서 비롯된다. 다원주의자들은 도덕적 세계가 다양하고 양립불가능하며 

심지어 통약 불가능한(incommensurable) 가치들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들은 모든 

가치 갈등(value conflict)이 사라진 세상은 그것이 존재하는 세상보다 더 나쁜 세상

이라고 믿는다. 가치 갈등을 제거하면 가치 있는 것들마저 함께 제거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가치 다원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인 벌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 진보, 미래 세대의 행복, 성스러운 사명, 민족이나 인종이나 계급의 해방, 

또는 심지어 자유 그 자체마저도 사회의 자유를 위해 개인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이상들의 제단 위에서 개인들을 살육하는 데에 어떤 다른 것

보다도 책임이 있는 믿음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디엔가, 과거이든 미래이든, 신

의 계시 안이든 특정 사상가의 정신 안이든, 역사가 보여주든 과학이 밝혀주든, 

아니면 타락하지 않고 선한 사람의 소박한 마음 안이든, 어디엔가 최종 해답

(final solution)이 있다는 믿음이다. 이 고래(古來)의 믿음의 바탕에는 사람들이 믿

어온 모든 적극적인 가치들은 결국 서로 양립가능하며, 아마도 필연적인 관계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다(Berlin, 1969: 167).

 

  위에서 벌린은 다원주의의 거부와 불관용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

다. 모든 가치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도덕적 정치적 문제에 단일 정답이 존재한

다는 신념이 전제(專制)와 억압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원주의는 모든 가

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관용을 요구한다. 정치적 차

원에서 이것은 모든 갈등이 제거되고 어떠한 가치도 상실되지 않는 단일한 유토피

아적 국가는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유의 요구와 평등의 요구, 그리고 박애의 

요구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평등을 

포기해야 할 수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다원주의는 어떠한 개인도 모든 덕목을 소유할 수는 없음을 함축한다. 이는 한 

개인이 어떤 덕목을 갖게 되면 그것과 양립 불가능한 덕목들은 가질 수 없게 된다

는 뜻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덕목들을 관용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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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관용한다고는 말할 수 있다. 라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이 특정 덕목이나 역량을 결여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양립 불가능한 덕

목과 역량들을 소유하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한계를 관용할 

때 우리는 그 한계가 그들의 개인적 덕목과 강점들의 반대 편에 있는 것들일 뿐

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그들을 관용하는 이유일 것이다. … 

불관용이 사람들의 한계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한 한계가 사람들이 소유하

는 어떤 다른 덕목들의 측면들일 수 있다는 사실은 가치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원주의와 관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제

공한다(Raz, 1986: 402~403).

 

  우리는 사람들의 한계를 관용할 수 있다. 그러한 한계들이 단지 그들이 지닌 덕

목들의 반대 측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한 반대 측면이 없이는 덕목들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 관용이 악덕들뿐만 아니라 한계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원주의자에게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관용의 범위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사람들이 모든 덕목들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가치 다원주의에 의존한다. 만약 플라톤(Platon)처럼 모든 덕목들이 

조화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위와 같은 관용의 근거는 사라질 것이다. 또 악덕 뿐

만 아니라 한계나 약점까지 포함하도록 관용의 범위를 확장할 이유도 사라질 것이

다. 관용의 넓은 범위를 지지하는 두 가지 근거는 서로 연결되어있다. 둘 다 특정 

형태의 도덕적 객관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워녹과 라즈는 모두 플라톤의 도덕성 

이론의 핵심 가정을 거부한다. 플라톤의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진리는 이성을 통해 

발견될 수 있고 내적으로 일관적이다.  다시 말해 양자는 모두 도덕적 진리와 사실

적 진리의 동화를 거부한다. 전자는 도덕적 판단은 이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근거한다는 주장을 통해, 그리고 후자는 도덕적 가치들은 모두 서로 양립가

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서 말이다.

3. 관용의 역설

 

  관용자(tolerator)가 관용의 대상을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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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때 관용의 문제는 정말 어려워진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 그르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라져도 잃을 게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대상을 

관용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옳고 너희는 그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박해할 권리

를 갖고 있다.”라는 보쉬에(Jacques Bénigne Bossuet)의 종교적 불관용론은 위와 같은 

관용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한다(Bates, 1945: 164). 동성애가 도덕적 그릇된 성도착

(perversion)이라 확신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

다 해도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상실되지 않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라파엘(D.D. 

Raphael)은 이러한 ‘관용의 어려움(difficulty of toleration)’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어떤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한 판단은 순전

히 주관적인 선호(subjective preference)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성

(universality)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어떤 합리적 행위자의 관점을 주장하

는 것이다. 어떤 것이 그르다는 판단의 내용은 그것이 적절히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반대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

은 도대체 왜 그것에 역행해야 하는가? 왜 당신은 관용해야 하는가?(Raphael, 

1988: 139)

 

  위에서 라파엘은 도덕적 판단과 무도덕적(non-moral) 판단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하고 있다. 즉 도덕적 판단은 보편성과 객관성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무도덕적 

판단은 순전히 주관적인 선호의 표현이라는 것이다.7) ‘관용의 역설(paradox of 

toleration)’은 도덕 판단이 보편타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관용의 역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리는 관용이 개인적으로는 덕이

요 사회적으로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관용이 도덕적 반대에 근거한다면 이

는 관용의 대상이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요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관용을 덕이나 가치로 생각해야 하는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르면, 관용은 정당하게 금지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지 

7) 물론 워녹(Mary Warnock)은 양자가 명확히 구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
은 라파엘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워녹의 주장
은 도덕 판단이 이성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 즉 도덕 판단의 기초에 관한 주장인 
반면, 라파엘의 주장은 도덕 판단이 보편성을 주장한다는 것 즉 도덕 판단의 논리적 
함축(logical implicature)에 관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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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때로는 정당할 수 있다는 역설을 함축한다. 이러한 역설은 ‘시인과 부인

을 동시에 행할 수 없다(quod approbo non reprobo)’는 준칙을 위반하는 셈이다. 자

유주의적 관용론의 입장에서 관용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어떤 것을 도덕

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그것을 금지해야 함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② 관용에 대한 별도의 (외재적) 정당화를 제시하여 관용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대안, 즉 도덕적 부인이 금지의 정당성을 수반함을 부정하는 논리는 회

의주의와 연관될 수 있다. 도덕적 부인은 확실한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억압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대안이 

회의주의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즉, 도덕적 부인이 금지의 정당성을 

함축함을 부정하는 다른 논리가 가능하다. 로크(J. Locke)의 관용론이 그 예이다. 로

크에 의하면, 도덕적․종교적 진리가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나, 그러한 진리는 강요될 

수 없는 것이기에, 불관용으로써 진리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irrational)하

다. 또한 밀(J. S. Mill)의 사상에서도 진리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면서 관용의 길이 

바로 진리에 이르는 길임을 주장하는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일반적으로 인간 존중의 원리와 연관된다. 여기서 도덕적으로 부

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 수 있음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설명된

다. 관용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of and by persons)’ 관용이라는 점에서, 관용자가 

피관용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정당한 존중인 

한에서) 관용이라는 유덕한 행위를 하는 것과 양립가능하다. 인간 존중의 원리에 의

한 정당화의 밑바탕에는 인간이란 본래 자율적인(autonomous)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의 행위에 도

덕적으로 반대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다. 이러한 이른바 ‘자율성 논증(autonomy argument)’은 관용을 

관용자의 덕성일 뿐만 아니라 피관용자의 권리인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인간 존

중의 원리에 의한 정당화는 관용을 단순한 무관심(indifference)이나 방종과는 구분되

는 도덕적 가치로 규정한다.

  또한 인간 존중의 원리에 의한 정당화는 관용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즉 관용은 그것이 인간 존중의 원리에 의해 요구되는 한에서 선(善)이며, 한 행위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관용불가능(intolerable)하다. 첫 번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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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가 도덕적 회의주의나 상대주의에 호소한다면, 두 번째 정당화는 인간 존중이

라는 근본적인 도덕 원리에 호소한다. 또한 전자가 관용자의 입장에 주목하여 그가 

반대하는 것을 억압하지 않을 때 유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 후자는 불관

용의 피해자의 입장에 주목하여 불관용에 의해 저질러진 악행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롤스의 순리적 관용론에 

의해 관용의 역설이 가장 잘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용의 역설은 도덕적으

로 그른 것을 관용하는 것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옳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성

적 개인이 상호적 일반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이유를 지닌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으

로 구속력 있다고 생각되는 규범을 정당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윤리적 신념을 지닌 타인들의 인식적 도덕적 자율성을 존

중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순리성의 한계 내에서 그들의 윤리적 신념에 반대하고 

심지어 윤리적으로 그르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이다.

  즉 우리가 모두가 수용해야 하는 순리성의 한계 내에서 윤리적으로 그르다고 생

각하는 것을 관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요구되며 옳은 것이다. 우리가 어떤 신념이

나 관행을 윤리적으로 그르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러한 신념이나 관행이 비이성적

이고 비도덕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용의 역설은 도덕적 정당화와 

윤리적 정당화의 구분을 바탕으로 수용, 반대 및 거부 요소들을 명료화함으로써 해

소될 수 있다.

4. 관용 개념의 역사적 개관

  관용은 자유나 평등 같은 다른 정치철학적 개념들에 비해 그리 오랜 역사를 지닌 

개념은 아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 질서와 신약 성서의 ‘밀과 가라지(wheat and 

tares)’의 비유(마태복음 13장)가 각각 정치적 관용과 종교적 관용의 기원으로 거론

되기도 하지만, 관용의 핵심적 개념 자체는 근대 초기에 등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근대적 관용 개념이 등장하게 된 두 가지 맥락은 종교 그리고 왕

의 은총이었다.

  먼저, 종교적 맥락부터 살펴보자. 관용 담론의 역사에서 대표적 초기 사상가인 에

라스무스(Erasmus of Rotterdam)에게 최고의 목표는 ‘평화(pax)’ 혹은 ‘조화

(concordia)’,즉 교회의 조화로운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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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적 관행의 일부를 ‘아디아포라(adiaphora)’, 즉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으로 치

부하더라도 말이다. 비정통적인 신념 및 관행을 관용하는 것은 차이의 인정

(recognition of difference)보다는 종교적으로 본질적인 것과 단지 교조적일 뿐인 것 

사이의 구분, 기독교 통일성을 추구하려는 내부적 노력과 타종교에 대한 외부적 무

관심 사이의 구분에 근거하였다. 관용은 ‘묵인(sufferance)’과 ‘포용(comprehension)’으

로 이루어진다. 즉 비동조적인 종교적 견해에 대한 묵인은 궁극적으로 종교 공동체

의 통합성에 관한 포용적 근거로써 정당화된다. 에라스무스의 포용의 이상은 종교

적이며 그 정당화는 실용주의적이다.

  관용의 두 번째 원천은 은총(恩寵, grace)이다(Yovel, 1998: 897~919). 중세 이후로 

왕이나 통치자는 그의 관할권 내의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너그러운 처분을 베풀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기독교나 이슬람교 통치자들은 단순한 

자비(mercy)의 차원에서 혹은 실용주의적인 통합의 차원에서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이러한 근대적 관용 개념의 두 가지 기원에 공통된 요소는 ‘카리타스

(caritas)’ 즉 사랑이다. 에라스무스와 같은 기독교적 인문주의자와 자비로운 통치자

에게 있어 종교적 관용의 근본 동기는 은혜와 사랑에 다름 아니다. 이 경우 차이나 

일탈을 인내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타인의 권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위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다. 즉 역사적 기원상, 관용은 ‘이미타티오 크

리스티(Imitatio Christi)’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태도를 본받는 종교적 이상을 

모델로 하는 초과의무적 덕목이었다. 이러한 관용의 이상은 원칙보다는 사랑에 근

거한 것이었고 정의보다는 더 고매한 도덕적 경지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종교적 관용과 은총에 기반한 관용은 응당 정치적 의미를 동반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정당화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서

는 초월론적 의미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16세기를 거치면서 관용은 주로 공존(共存) 

내지 국가 통합(교회 통합이 아니다)이라는 정치적 이유에서 채택되어야 한다는 인

식이 증가하였고, 17세기를 거치면서는 관용에 대한 정치적 이해가 점차 이론적인 

모양새를 갖추어가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관용은 정교분리를 비롯한 자유주의적 국

가관 및 불가양의 권리를 가진 개인이라는 시민 개념 등에 근거한 하나의 원칙이 

된 것이다. 로크(Jonh Locke)의 『관용에 관한 편지』에서 관용은 더 이상 그리스도

교 공동체의 통일성을 지켜내기 위한 순수 종교적인 이상도, 통치자가 베푸는 개인

적 호의도 아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의 기능과 교회의 기능이 엄격히 분리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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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 관용은 국가의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으로 전환되었고, 개인적 호의가 아니라 일종의 의무로서, 통치자의 재

량권이 아니라 헌법적 원리로서 시행되게 됐다.

  종교적 관용과 통치자의 은총은 교회나 왕의 권위가 도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원칙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로크에서 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권위는 

공적인 문제의 테두리 안으로 한정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체계에 종속되게 되

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용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되었고 그 초과의무적이

고 온정주의적인 차원을 상실하게 되었다. 로크에서 롤스에 이르는 자유주의적 관

용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공과 사(public-private)의 구분이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의 영역과 범위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에르 벨(Pierre Bayle)은 관

용적 정치 체제를 —종교적 차이에 전적으로 무관심한 완전히 중립적인 국가로 대

체되어야 할— 차선의 대안이라고 보았다.

  현대 자유 민주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벨의 비전은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종교적, 민족적, 그리고 성적 소수자들은 자신들이 단지 관용의 대상이라

는 처지를 못마땅히 여기게 되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인정(認定, Anerkennung)에 

대한 요구가 관용에 대한 요구를 압도한다. 다원주의적 가치관은 (거들먹거리는 듯

한) 관용보다는 수용을 요구한다. 윌리엄스(Bernard Williams)가 지적하듯 관용은 불

관용적 사회에서 완전한 다원주의적 사회로 가는 도상에서 필요한 ‘과도기적 가치

(interim value)’로 판명될 수도 있다(Williams, 1996: 26). 한편으로 관용은 박해와 불

관용의 위력을 저지하고 비정통적인 믿음과 관행에 무관심하거나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 앞의 평등과 개인 

및 소수 집단의 권리에 대한 존중은 관용을 정치적으로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것은 

관용이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

는 이제 관용 개념은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 관용 개념은 국가나 입헌적 구조에 적용되는 것 이상으로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관계의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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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유주의적 관용론 : 근대적 관용론을 중심으로

1. 자유주의적 관용론의 기본 입장

  관용의 연원을 폴리스(polis)에서의 정치 갈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 아리스토텔레

스(Aristoteles)의 사상에서 찾기도 하지만(Barker, 1997: 246~255), 본격적인 관용 개

념은 16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종교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관용의 역사가 종교적 박해와 불관용에 맞서 싸운 투쟁의 역사로 시작한 

만큼, 관용의 본질 및 정당화에 대한 중요한 개념적 논점이 형성된 것 역시 종교적 

맥락이라 할 수 있다(Mendus, 1989: 6).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적 관용에 천착

한 자들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가들이었다. ‘관용의 역사 = 자유주의의 역사’라는 명

제가 거론되는 것도 그래서이다. 자유주의는 관용의 영역을 종교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해왔던 것일 뿐이다(Rawls, 1996: xxvi). 킴리카(Will Kymlicka)는 “자유주의와 관

용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종교적 관용의 발전은 

자유주의의 역사적 뿌리들 중 하나이다.”라고 말한다(Kymlikca, 1995: 155). 머서

(Mark Mercer)는 “관용적으로 사는 것은 자유주의적 정체성의 표현이다.”라고까지 

말한다(Mercer, 1999: 330).

  자유주의자라면 “어떻게 하나의 사회 속에서 다양한 차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관용’을 전형적인 해법으로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왜 관용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전통적

으로 자유주의자들이 관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해온 하는 다양한 근거들로는 회

의주의(scepticism), 합리성(rationality), 자율성(autonomy)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관용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한 불관용을 정당화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다. 회의주의에 의하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관용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 회의주의자는 확실한 지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확실하지도 않은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불확실한 신념을 자의적으로 강요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회의주의에 근거하여 관용을 옹호한 사상가로는 몽테뉴

(Michel de Montaigne)가 대표적이다. 그는 『수상록(Essais)』(1580) 중 가장 긴 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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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이몽 스봉 변론’에서 그의 회의주의적 관용론을 개진하였다.

  둘째, 합리성(rationality) 혹은 분별성(prudence)에 근거한 관용론은 한마디로 불관

용의 비용과 편익(cost and benefit)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십

중팔구는 불관용의 비용이 관용의 비용을 현저히 상회할 것이므로 분별 있는 사람

이라면 불관용보다 관용을 선호하리라는 것이다. 머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관용은 우리의 상태와 욕구의 맥락에서 타인을 관용할 경우의 비용과 편익에 대

한 현실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 다른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훌륭한 실용적 수단이다.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를 관용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관용한다. 관용은 결국에는 불관용의 결과보다 우리에게 더 적은 비용과 더 큰 

편익을 가져다준다. 그렇다면 관용은 경합하는 파당들 사이에 모두스 비벤디

(modus vivendi)를 확립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Mercer, 1999: 325).

  위와 같이 합리성에 근거한 관용론은 로크(John Locke)의 『관용에 관한 편지』에

서 전개되었다. 물론 로크는 합리성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근거들에 입각해서 관용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합리성에 근거한 관용론에서 그의 사상적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로크의 관용론은 합리성에 근거한 이론으로 인식되

고 있다.

  셋째,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관용론에 따르면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좋은 삶을 

영위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좋은 삶(good life)을 이해하는 관점들은 다양하

며, 그러한 관점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인

간은 오류가능한(fallible) 존재이므로 개인이 좋은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지닌

다는 것은 자신이 기왕에 형성한 좋은 삶에 관한 관점을 검토하고 수정하며 심지어 

단념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즉 자율성이란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형성하고 검토

하여 수정하며 필요하다면 포기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자율성에 

근거한 관용론은 개인이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 실험(life 

experiment)’에서 관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J.S. Mill)은 『자유론(On 

Liberty)』(1859)에서 이러한 관용론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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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몽테뉴의 관용론

1) 이성의 한계

  몽테뉴(Michel de Montaigne)의 관용론은 그의 『수상록(Essais)』(1586)에 포함된 

가장 긴 에세이(제2권 12장)인 ‘레이몽 스봉 변론(L’apologie de Raymond Sebond)’에

서 개진되어 있다. 몽테뉴가 이 에세이를 저술한 한 목적은 그 제목이 말해준다. 즉 

그것은 그가 프랑스어로 번역한 『자연 신학(Theologia Naturalis)』의 저자인 스페인 

신학자 레이몽 스봉(Raimond de Sebonde)을 두 가지 비판으로부터 변호하기 위해서

였다. 몽테뉴에 의하면, 『자연 신학』에서 스봉은 “인간의 타고난 이성으로 무신론

자들에 대항해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조항을 확립하고 증명하고자 하였

다.”(Montaigne, 1991: 491)

  스봉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한 가지 비판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신앙과 신적 

계시로만 생각될 수 있는 그들 종교의 교리 조항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다. 이는 종교를 위한 신앙주의(fideism) 논변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몽테뉴는 

“우리는 오로지 신앙에 의해서만 우리 종교의 숭고한 신비를 생생하고 확실하게 받

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신앙주의 논변의 취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표한

다(ibid.: 492). 나아가 몽테뉴는 “우리의 종교는 이성적 논변을 통해서나 우리 자신

의 지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외부의 권위로부터, 즉 명령에 

의해 우리에게 온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한다(ibid.: 557).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몽테뉴는 우리의 자연적 능력으로써 신을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다. 따라서 스봉의 저작이 신적인 계시적 진리에 대한 ‘이성적 부록(附錄)’으로 여겨

지는 한에서는 변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몽테뉴에 의하면 우리가 신

성한 종교를 위한 논변을 개진하는 이유는 신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다. 그

것은 우리의 지적인 섬김을 통해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기 때문이다(ibid.).

  스봉의 사상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스봉이 전개한 이성적 논변의 힘과 관련된

다. 즉 스봉의 논변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다소 약하다는 것이다. 몽테뉴는 

이 두 번째 비판이 첫 번째 비판보다 심각하고 위협적인 비판이라고 보았다(ibid.: 

500). 포프킨(R. Popkin)이 지적하듯이, 몽테뉴는 “모든 추론은 불완전하므로, 스봉은 

그의 오류에 대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Popkin, 1964: 46).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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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번째 비판 때문에 몽테뉴는 독단주의에 대한 그의 회의주의적 공격을 전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몽테뉴에 의하면 모든 철학적 탐구는 세 가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탐구자

가 ① 진리를 발견했다고 결론 내리거나, ② 진리는 발견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거

나, ③ 진리를 계속 탐색 중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입

장은 각각 독단주의, 아카데미 회의주의, 그리고 퓌론주의(Pyrrhonism)에 대응한다. 

몽테뉴에 의하면 소요학파(아리스토텔리안들),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등은 독

단주의적 입장에 빠졌다. 몽테뉴는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확실한 것으로 주장한

다.”라고 말한다(Montaigne, 1991: 559). 반면에 클리토마코스(Clitomachus)와 카르네아

데스(Carneades)를 비롯한 아카데미학파는 진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획득될 수 없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두 입장, 즉 독단론과 아카데미학파는 피론주의자들에 

의해 비판받는다.

  피론주의자들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단정 짓는 독단론자들이 한없이 기만당한다고 

본다. 또한 아무것도 확실히 알려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아카데미학파 역시 인간의 

지식은 확실해야만 성립한다고 보는 점에서 독단주의의 병폐를 피하지 못한다고 본

다. 몽테뉴에 의하면 피론주의자들은 “스스로 알고 판단하며 비난하는 무지는 완전

한 무지가 아니다. 완전한 무지는 스스로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믿는다(ibid.: 560). 

피론주의자들은 어떠한 주장도 삼간다. 그들은 의심하고 탐구하며 어떤 것에 대해

서도 확신하지 않는다.

  독단주의에 대한 몽테뉴의 회의주의적 비판 논변 중 하나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비교에 근거한다. 이 비교는 인간의 허영과 오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Popkin, 

1964: 47).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정의하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동물들 위에 놓은 고대인들과 달리, 몽테뉴는 이성을 다른 피조물에 비해 인

간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설

상가상으로 인간은 이러한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스

스로를 우주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하지만 몽테뉴에 의하면 오만은 “악령의 포악함

에 있어 가장 큰 기반”이다(ibid.: 501).

 

그가 한 사색의 노력으로 그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대단히 우월하다는 장점을 어

느 기초 위에 세웠다고 생각하는가를 내게 이해하게끔 해 보라. 저 하늘에서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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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돌아가는 경탄스러운 운행과 그의 머리 위를 저렇게도 품위 높게 굴러

가는 저 횃불들의 영원한 광명, 저 무한한 큰 바다의 경탄할만한 움직임들이 인

간의 권익을 위해서 그에게 봉사하려고 세워져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누가 그를 설복한 것인가? 자기 자신도 극복하지 못하며, 모든 

사물들에게 침해당하고 있는 이 가련하게도 허약한 피조물이 이 우주의 주인이

며 제왕이라고 자칭하다니, 이런 꼴사나운 일을 도대체 상상해 볼 수 있을까? 

그는 이 우주를 지배하기는커녕 아주 작은 일부분을 이해할 능력조차 없지 않

은가?(ibid.: 502)

 

  레빈(Alan Levine)이 지적하듯이, 몽테뉴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것은 인간에게 손해라고 믿는다(Levine, 2001: 57). 동물들은 자연이 미리 정해놓은 

삶을 살아간다. 그것들은 본능을 따르며 자신의 본성의 한계에 머무른다. 동물들은 

자연적 필요와 욕구에 관심을 갖는다. 몽테뉴가 말하듯이 “동물들은 자연의 규칙에 

우리보다 더 잘 복종하며 자연이 미리 정한 한계에 더 적절하게 머무른

다.”(Montaigne, 1991: 526). 반면에 인간은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한다. 먹고 마

시며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이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자연적 욕구에 관심을 갖는 

대신에 우리는 “불필요하고 인위적인” 욕구를 만들어 낸다. 그것들이 불필요하고 인

위적인 것인 한에서 그것들은 만족되지 않는다. 다시 이것은 인간의 영혼 안에서 

긴장을 만들어 낸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지 않고 늘 저 너머에 있다. 공포나 욕망, 희망 

등이 우리들을 늘 미래로 비약시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현실에 관한 고찰과 마

음을 가리고, 장차 올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차 세상을 떠날 날의 일에 관심

을 갖게 한다. 앞으로의 일을 근심하는 모든 정신은 불행하다(ibid.: 11)

 

  오버딕(H. Oberdiek)이 지적하듯이 몽테뉴에게 범인은 상상력이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상력이라는 자연적 능력에 의해 생기

는데 우리를 온갖 종류의 두려움, 욕망,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차게 만든다. 이것들

이 우리를 ‘여기’와 ‘지금’에서 멀어지게 한다(Oberdiek, 2001: 73).

  몽테뉴의 회의주의적 논변 중 또 다른 노선은 인간 이성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발견된다. 몽테뉴는 우리의 이성적 추론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내부적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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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거론한다. 감각 지각의 왜곡, 육체의 건강 상태, 그리고 이성의 기능에 영

향을 주는 감정 상태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들 때문에 인간 이성은 

실수를 범하기 쉽다(Levine, 2001: 58).

  우리의 이성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외부적 요인은 시간과 장소이다

(ibid.). 어떤 것들은 동일한 국가나 개인에 의해서 다른 역사적 시기에서 다르게 지

각되고 해석된다.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환

영 받기도 한다. 유사하게 한 개인의 관점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 또 

어떤 것들은 동일한 역사적 시기에서 다른 나라들에 의해 다르게 지각되고 해석된

다. 다른 시기에서 동일한 국가의 행위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같은 시기에서 다른 

두 국가의 행위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성만으로는 이러한 물음에 답할 수 없다. 가장 커다란 조력자는 우리의 감각

(sense)이다. 몽테뉴는 “지식은 감각을 통해 전해진다. 감각은 우리의 주인이다. 지식

은 감각에서 시작하고 그것들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몽테뉴는 “감

각은 우리의 무지의 주요 기반이요 증거”라고 믿는다(Montaigne, 1991: 663).

  몽테뉴는 인간이 모든 자연적 감각을 갖추었는지 물음으로써 감각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시각이나 청각 없이도 완벽하게 기능하는 동물들이 있음을 관찰하고서 

몽테뉴는 묻는다. “우리가 하나, 둘, 셋, 또는 그 이상의 감각을 결여하고 있는지 누

가 말할 수 있겠는가?”(ibid.: 664) 우리의 감각은 우리가 탐색하는데 있어 도구만을 

제공하므로 우리는 그 물음에 답할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감각에 대한 우

리의 지식은 우리의 감각 자체에 의해 제공된다. 우리는 청각 자체가 아닌 시각이

나 어떤 다른 능력에 의해 청각의 감각을 인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감각을 결여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상황을 알아차릴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 지각하는 것이 전체의 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그렇게 주제넘어서는 안 된다. 몽테뉴는 “우리의 감각은 

지각의 궁극적 변방이 되는 특권을 누린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결여하고 있는 

감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의 감각은 다른 감각을 드

러낼 수 없다.”라고 말한다(ibid.). 감각에 대한 몽테뉴의 두 번째 요점은 감각이 왜

곡되기 쉽다는 것이다. 시각이나 청각이 인간보다 훨씬 우수한 동물들이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완벽하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ibid.: 674). 셋째, 때때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감각이 작동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몽테뉴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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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있을 때 우리는 소리를 그대로 듣지 못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

람은 더 아름다워 보인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더 추하게 보인다.”(ibid.: 673) 

끝으로, 우리의 감각은 서로 모순된다. 우리는 어떤 것이 진리에 더 가까운지 어떻

게 판단할 수 있을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 도구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도

구가 정확한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도구가 정확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우

리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 증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도구를 필요

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순환에 빠진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감각 자체는 우리가 

논쟁하는 이슈를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은 이성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

성도 또 다른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고서는 확립될 수 없다. 우리는 무한으로 퇴행

한다.”(ibid.: 679)

2) 소크라테스적 무지의 자각과 행복

  몽테뉴는 사물들의 영원한 본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간에 의해 알려질 수 없다

고 주장하지만, 한 사람이 그 자신을 알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레빈은 “이러한 

지식은 경험적이며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개인에 의해 감지되는 주관적인 현상이

다.”라고 말한다(Levine, 2001: 5). 한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은 그의 주관

적 경험에 한정되므로 초월적 진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몽테뉴에

게 인간의 자연적 목적과 이익은 델포이의 신탁인 “너 자신을 알라(γνῶθι σεαυτό
ν)”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된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한다(ibid.: 

7).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자아의 능력이다. 이러한 

자기 탐색 활동은 인간에게 가장 즐거운 일인 동시에 가장 절망적인 일이기도 하

다. 가장 즐거운 것은 사람이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가장 절망적인 것

은 욕구, 감정, 의지 등이 샘솟는 어떤 지점이 없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허무함을 알

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Montaigne, 1991: xxxix).

  이러한 자기 이익의 개념에서 우리는 몽테뉴의 관용론의 초석을 발견한다. 인간

은 보편적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있어 정해진 자연적 한계를 인식하고는 대

신에 그 자신을 찾기 위해 내면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리고 이것은 고독을 요구한



- 33 -

다. 한 사람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적인 영

역이 필요하다. 일단 인간이 자신의 개별성을 향유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소유하

는 것이 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특권임을 깨닫기만 하면, 그는 동료 인간

들의 똑같은 특권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 먹고 마시고 자식을 낳는 것 같은 동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신적 평온을 누릴 수 있다(Oberdiek, 2001: 73). ‘판단 정지(epoche)’를 

통해, 절대적 지식을 얻으려는 헛된 시도로 인해 생기는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피론

주의적 이상인 아타락시아(ataraxia)가 바로 개인적 자기 이익에 조응한다. 자신이 

본래부터 진리를 획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 이익이 홀로 남겨지는 데 있음을 

이해하는 개인들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는 자들이 아무리 보편적 정의를 확립하라

고 요구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은 타인들의 약점을 관용하고 그들을 중립적으

로 대우할 것이다. 그는 타인들이 그들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창조하고 그들이 바

라는 삶을 누리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러한 관용 개념은 바르게 이해된 자기 이익

에 근거하기 때문에 관용을 자기 부정(self-denial)으로 간주하는 니체식 규정을 거부

한다(Levine, 2001: 7~8). 레빈에 의하면 몽테뉴는 니체와 달리 자기 창조가 고통이 

불가피한 폭력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무지와 무상함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강요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아가 자신의 주

관적 경험을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하면 ‘전쟁 상태(state of war)’로 이어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전쟁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발견

할 수 있는 안전한 사적 영역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을 관용하는 것이야말

로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사적 영역이 보장될 경우 개인은 공적 영역의 법에 복종하리라 기대될 수 있다. 

몽테뉴는 법과 질서가 없으면 인간은 서로 다투게 된다는 홉스의 사상에 동의한다. 

사적 영역에서 우리의 개별성을 확실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공적 영역에서 국가에 

충성할 필요가 있다. 몽테뉴에게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게다가 국가의 명령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개별성을 희생하는 것도 아니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역할 놀이(role-playing)’일 뿐이다. 우리의 양심은 

그것에 의해 모욕당할 필요는 없다(Montaigne, 1991: 543).

  국가는 시민들의 행동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 그들의 양심을 통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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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국가에 복종할 때 굽히는 것은 우리의 무릎이지 양심은 아니다. 몽테뉴는 

현행 관습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선택했다. 공적 영역에서 완벽하게 정의로운 법

을 시행하기가 불가능하다면, 기왕에 존재하는 법에 따르지 않고 왜 성가시게 법을 

규정하려 드는가? 하지만 자기 지식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몽테뉴는 그의 사적 

영역에서 스스로 규칙을 제정하고 타인들은 그들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 스스로 규

칙을 제정하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형태가 무엇인지 하는 문제는 몽테

뉴를 괴롭히지 않는다. 정부가 무정부 상태, 즉 자아에 대한 다른 구성원들의 불관

용을 금지하는 한, 그리고 시민들의 양심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몽테뉴는 

기꺼이 정부에 충성을 바칠 것이다.

  회의주의자로서 몽테뉴는 정의와 같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

는 자연 현상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성도 감각도 진

리를 획득하기에 신뢰할만한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려질 수 없다고 생

각하는 극단적 회의주의자와는 달리 몽테뉴는 자기 지식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여기에 바르게 이해된 자기 이익이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몽테뉴에게 개인

이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이익을 구성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오

직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내부

로 눈을 돌려 자신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이는 자기 발견의 여정(旅程)에 포

함된 믿음과 행동들에 대해 관용될 사적 영역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관용은 기본

적 필연성이 된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며 이것은 관용하고 관용받는 데 

달려있다.

3. 로크의 관용론

  일반적으로 관용 담론의 역사는 로크의 『관용에 관한 편지(Epistola de Toleranti

a)』(1689)가 출간된 17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로크의 관용론은 몇 가지 점에

서 그 중요성을 거론할 수 있다. 하나는 종교 개혁 시기에 종교적 관용의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역사적 중요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 

관용을 위한 일반적 정당화를 제시했다는 철학적 중요성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로크의 관용론이 관용을 위한 자유주의적 정당화를 시도함으로써 자유주

의 사상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는 점이다. 본 항목의 목적은 많은 현대 주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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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소견과 달리 로크의 관용론은 철학적으로 중요한 이론을 내포하고 있으며 오

늘날까지도 유효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1) 역사적 배경과 핵심 논리

 

  17세기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 거대한 종교적 적대감이 휘몰아치던 시대였

다. 프랑스에서는 종교적 관용을 일정부분 허용한 낭트칙령(1598)이 1685년에 폐지

되어 종교적 불관용의 귀환을 알렸다. 영국의 상황은 좀 더 복잡했다. 종교적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과 절연함으로써 다양한 종교적 믿

음과 열정을 지닌 주권자들이 왕위에 오르내리게 되는 갈등과 불확실성의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종교 갈등은 영국 국교회와 가톨릭 사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영국에서 

청교도주의(Puritanism)의 발흥과 스튜어트 왕조의 전횡으로 결국 영국은 내전(Civil 

War)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크롬웰(Oliver Cromwell)의 관용적 정책들은 그

의 죽음보다 오래가지 못했다. 1642년의 혁명으로 찰스 1세가 처형당한 후 공화국

이 선포되었으며, 1688년에는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이 이어졌다. 그 중간의 

시기인 왕정복고기에 로크를 비롯한 반대자들은 영국을 떠나야만 했다. 16세기가 

‘게토의 시대’였다면 17세기는 ‘혁명의 시대’라 할 수 있다. 17세기는 종교적 정치적 

박해로 인한 불만이 결국 혁명으로 폭발한 시대였던 것이다.

  로크의 『편지』는 위와 같은 종교적 관용의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정치적 불안정

을 배경으로 독해되어야 한다. 『편지』는 로크가 명예혁명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

건들에 연루된 경위, 휘그당의 대표자인 샤프츠베리 백작(Earl of Shaftesbury)과 맺

은 개인적 친분, 그리고 그 자신의 독실한 청교도주의(Puritanism) 신앙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편지』가 지나치게 당대의 ‘시

대정신(zeitgeist)’으로 충만한 나머지 오늘날 우리에겐 거의 철학적으로 흥미로울 게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20세기 자유주의자들에게 관용의 문제는 통치자의 필수적인 권위 내지 권력과 

양립할 수 있는 신념과 행위의 완전한 자유에 관한 것이다. 로크가 이 문제에 대

한 우리의 이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로크는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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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와 관용에 대한 로크의 논

변에서 신(God)이 본질적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에 관용에 대한 현대적 논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된다(Mendus, 1989: 23~24 재인용)

 

위의 인용문의 요지는 로크의 관용론은 ‘사실상 죽었다’는 것이다.『편지』가 부분

적으로 그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편지』는 종교적 믿음이 진

리라는 점이 좀처럼 의심받지 않은 시대에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위해서 저술됐다. 

로크는 무슬림과 이교도들에 대한 관용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편지』

의 논변들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달려있다(Dunn, 1984: 57). 더욱이 

로크는『편지』에서 ‘각자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오직 각자의 몫’이라는 그의 청교

도적 확신을 드러내는 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로크는 가톨릭과 무신론에 대한 

불관용을 주장하는 등 역사적으로 매우 특수한 태도를 나타내기까지 한다.

  로크의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17세기 영국과 유럽의 특수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반응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편지』는 종교적 관용에 대한 일반적 정당화

와 그 한계를 제시하고자 의도된 철학적 저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애쉬크래프트

(R. Ashcraft)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편지』는 흥미로운 문헌이다. 왜냐하면 그

것은 관용에 관한 정치적 담론에 대한 기여로서 원칙들의 고상한 근거를 점하고자 

하는 동시에, 제임스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응을 형성했던 가장 근본적인 반(反)

가톨릭적 편견과 두려움을 파헤치려는 시도를 대표하기 때문이다.”(Ashcraft, 1986: 

498) 이러한 평가가 비교적 공정한 것이라면, 우리는 로크의 관용론이 역사적 특수

성뿐만 아니라 관용의 문제에 관한 일반적 함의를 지니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

한 기대가 온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항목에서는 로크의 관용론이 제시하는  핵

심 논리를 고찰할 것이다.

  로크의 『편지』는 종교적 관용을 옹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변을 제시한다. 

국가는 그 가용한 수단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것은 바로 “칙령으로써 명령하는 것, 

검으로써 강제하는 것(to give laws, receive obedience, and compel with the sword)”이

다(Locke 1991: 19). 이러한 것들이 통치자에게 이용가능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 수단으로는 진정한 종교적 믿음을 갖게 할 수 없다. 강제 수단은 의지에 대

해 작용하지만 믿음은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강제 수단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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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종교적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것

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동원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크의 관용론을 충분히 음미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는 로

크의 관용론이 무엇보다 ‘종교적’ 관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물

론 믿음이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중

요한 것은 종교적 믿음이 구원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구원은 불성실한 신앙고백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로크의 주장은 

통치자가 박해나 불관용에 호소해 봤자 단지 외적인 순응만을 얻는데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신앙고백은 강요당할 수 있으나 진정한 믿음은 강요당할 수 없다. 구

원을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이나 내적인 헌신이 요구된다. 따라서 로크의 관용론은 

종교적 불관용의 불합리성을 보임으로써 종교적 관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로크의 관용론이 종교적 불관용의 ‘특정 이유’에 반대하는 이론이라는 것

이다. 로크는 무엇보다 강제 수단으로 종교적 믿음을 갖게 하려는 시도가 불합리하

다는 입장이다. 로크의 관용론은 종교적 믿음의 다양성을 옹호하는 적극적 이론이 

아니다. 즉 로크의 관용론은 종교적 박해에 반대하는 최소주의적 견해(minimalism)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목적이나 이유로, 가령 시민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불관용을 도모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로크는 이러한 논점을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그러나 만약 어떤 전염병으로 죽어버린 소 떼를 비축하기 위해서 모든 소의 피

를 아끼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모든 신민에게 그 어떠한 

용도로 그 어떤 송아지를 도살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 통치자에게 허락됨을 누

가 보지 못합니까? 그러나 이 경우에 법은 종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희생 제물

로 바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도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입니

다(Locke, 1991: 36~7).

 

  이러한 불관용의 이유와 불관용의 결과 간의 구분은 로크의 관용론을 밀(J.S. 

Mill)을 비롯한 다른 자유주의자들의 관용론과 구분시켜주는 중요한 차이점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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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밀의 관용론은 다양성의 중요성과 다양한 삶의 양식들이 존재하는 사회를 

추구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나아가 밀은 다양성을 본래적 선(good in itself)으로까지 

옹호하기도 한다. 현대의 일부 자유주의자들처럼 밀은 불관용의 결과, 즉 ‘따분한 

획일성(dull uniformity)’을 초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로크의 관용론은 다양

성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내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로크의 관용론이 불관용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

해자’에게 주목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로크의 관용론은 불관용의 피해자에게 자행

된 악행에 대해서는 말하는 바가 거의 없고 통치자에게 억압 및 박해의 불합리성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또다시 로크의 관용론을 다른 자유주

의자들의 관용론과 차별화시켜주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로크는 박해자의 불합

리성을 강조하는 반면,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악행을 강조한다.

  이상의 사항들로 인해 로크의 관용론은 불완전하다고 평가받기도 하고 현대적 관

점과 어긋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우리는 불관용의 비도덕성을 문제 삼는데 로크

는 불관용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는다. 우리는 불관용의 결과를 묻지만 로크는 불관

용의 이유를 묻는다. 그리고 우리는 피관용자의 권리에 주목하지만 로크는 관용자

의 합리성에 주목한다. 이 세 가지 측면, 즉 도덕성과 합리성, 결과와 이유, 그리고 

피관용자와 관용자라는 측면 등에서 로크는 문제의 초점을 완전히 잘못 맞추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로크의 관용론에서 도덕성과 합리성

 

  로크에 의하면 종교적 불관용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하기에 삼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전형적인 반론은 불관용의 불합리성(irrationality)을 강조하는 것

은 부적절하며 그보다는 일반적으로 불관용이 도덕적으로 잘못(morally wrong)인 이

유가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로크는 종교적 믿음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불관용이 불합리한 이유만을 설명했을 뿐이다. 따라서 두 가지 점에서 비

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로크의 관용론이 종교적 맥락에서만 유효하고 세속적 

맥락에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로크의 관용론이 불관용의 불합

리성을 입증하기만 하면 왜 불관용이 잘못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성가신 문

제를 피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Waldron, 198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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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로크의 관용론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이나 협소성이 아니라 그 타당성 자체

를 문제 삼는 반론부터 살펴보자. 로크의 논변은 국가가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믿

음(특히 종교적 믿음)을 일치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영혼의 판단이 

변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빛(lux)이 필요하며, [스스로의 확신이 없다면] 어떠한 방

식으로도 신체에 대한 형벌이 [마치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듯이] 그 빛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로크는 말한다(Locke, 1991: 19). 로크가 주장하는 요점은 두 가지

이다. 하나는 믿음이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위협이나 처벌로는 믿음을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적 불관용으로 아무리 외

적인 순응을 강요한들 정작 구원을 위해 필요한 신실한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청교도주의의 영향이 명백히 드러난다. 종교적 관용이 요구되는 

이유는 신을 믿는 것이 오직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요된 순응은 

진정성 있는 믿음을 생겨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그러나 월드론(Jeremy 

Waldron)에 의하면 이 논변은 치명적인 결점을 지니고 있다(Waldron, 1988). 그 결점

은 우리가 믿음 자체의 간섭 불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인식적 장

치(epistemic apparatus)를 고려할 때 드러난다.

 

어떤 책이 읽혀지면 사람들의 정통(orthodox) 신앙을 뒤흔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종교 당국이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의 믿음이 강제 수단에 의해 직

접적으로 통제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이단

적인 서적들을 읽거나 입수하는 행위를 죽음의 고통으로 금지함으로써 간접적으

로 정치권력을 행사하여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한 강제 수단은 불관용적이

고 억압적이지만 유효할 수 있다. 박해의 합리성 여부만을 고려하는 로크는 이러

한 논변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다(Waldron, 1988: 81).

 

  월드론의 논변은 강제가 의지에 직접 작용할 수는 없지만 특정 종류의 믿음을 뒷

받침하거나 증진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 박해는 로크가 상정한 

것처럼 직접적일 필요는 없다. 박해자들은 고문이나 투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통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문헌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에 의해 믿음을 간접적으

로 강요할 수 있다. 요컨대 믿음은 사실상 강제될 수 있으므로 로크는 틀렸다는 것

이다. 이 비판은 로크의 관용론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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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제 의지

믿음

강제 의지

믿음

믿음 형성 조건

     <그림 Ⅲ-1> 로크의 논변              <그림 Ⅲ-2> 월드론의 논변

                                      

  로크의 관용론에 대해 월드론이 제기하는 비판의 요점은 믿음이 직접적으로는 아

니지만 간접적으로 강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위 당

국은 ‘이단적인’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검열(censorship)을 시행할 수 있다. 과거 가

톨릭교회처럼 ‘지구가 돈다’는 믿음을 억압하기 위해 지동설을 주장하는 책을 ‘금서

목록(Index Expurgatorius)’에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늘이 돈다’고 믿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믿음이 강제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일견 그럴듯해 보

이나 로크의 논변이 지닌 그리고 도덕적․종교적 헌신에 우리의 직관과 관련된 두 가

지 중요한 특징을 간과한다는 문제가 있다.

  우선, 강제된 종교적 믿음은 성실(sincere)하지만 진정(authentic)하지는 않을 수 있

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이 보유되는 방식 또는 보유되게 된 인과적 

경위가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믿음의 

성실한 발언과 그 믿음의 진정성 간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을 수 있다. 로크의 논변

은 단지 성실한 믿음에 관한 논변이 아니라 진정성에 관한 논변이다. 성실성과 진

정성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윌리엄스(Bernard Williams)는 진정한 믿음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수용 조

건’(acceptance condition)을 제시한다(Williams, 1973). 이 조건은 완전한 믿음을 위해

서는 의도적 침묵(믿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의 가능성과 불성실(믿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의 가능성을 요구한다. 수용 조건의 요점은 성실한 발언이 믿음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것이다. 필요조건이 아닌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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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침묵하기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화자에게 

불성실한 발언의 가능성이 주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Williams, 1973: 136~51). 이

제 어떤 믿음을 어떻게 지니게 되었는지에 따라 이러한 수용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다. 최면이나 세뇌의 경우가 그 사례들이다. 사람들이 최면에 걸리거나 세뇌를 

당하면 그들은 말하도록 유도된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

로 월드론이 상정한 바와 같이 믿음이 간접적으로 강제된 경우에도 최면이나 세뇌

만큼 극단적 사례는 아니지만 수용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진정한 믿음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성실한 발언이라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도

록 한다.

  성실성의 개념은 또다른 점에서 문제가 있다. 최면이나 세뇌를 당하지 않은 사

람들, 그들의 발언이 불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그들이 p를 믿는다고 주장한다

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p를 믿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배신하는 경우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의 고백에서 

종종 명백하다. 편견이 없다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고백된 믿음을 무색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참된 신념을 실행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위의 모든 고찰의 요점은 강제가 믿음 자체에는 아니지

만 믿음을 둘러싼 인식적 장치에 작용할 수 있다는 월드론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요점은 진정한 믿음이 오직 성실한 발언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성실한 발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발언의 성실성과 믿음의 

진정성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로크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

를 고찰할 수 있다. 믿음이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종교적 믿음이 엄밀

히 말해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교적 믿음은 

다른 종류의 믿음들과 달리 궁극적이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인 것은 종

교적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확신이기 때문이고, 강력한 것은 종교적 믿음에 관한 

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적 믿음은 그 믿음의 보유

자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 확신으로 보아야지, 단순히 어떤 책에 접근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종교적 믿음(그리고 확고한 도덕적 신

념)은 궁극적이고 총체적인 본성으로 인해 온갖 박해와 강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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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살아남을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믿음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과 단순한 선호를 간접적으로 강제

하는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 정부가 건강에 좋은 식품에는 보조금을 주고 건강을 

나쁜 식품에는 과세함으로써 바람직한 식습관을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을 아무리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강제하는 것

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종교적 믿음은 사람들의 정체성과 인생 전반이 걸려 있

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의 주장의 요점은 종교적 불관용에 반대하는 로크의 논변에는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즉 로크는 종교적, 도덕적 믿음이 그 믿음을 지닌 사람의 인생 

전반에 관련된 근본적 확신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강제의 불합리성을 역설할 

때 로크는 자신의 논변이 세속적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인 사회에서 

많은 종교적 믿음들이 궁극적이고 강력하게 보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로크의 논

변이 갖는 한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로크의 논변은 도덕적․종교적 믿음에 관

한 한 진정한 동조를 이끌어내는 작업은 (월드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어렵다

는 것을 함축한다.

 

3) 로크의 관용론에 대한 재조명

  로크의 관용론의 핵심 논변은 믿음은 의지에 종속되지 않으며 강제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성실한 발언과 진정한 믿음의 구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종교적 믿

음의 총체적 성격과 아울러 종교적 믿음을 강제하기가 지난함을 강조한다는 것이

다. 셋째로는 도덕적, 종교적 믿음을 합리적 선택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종교적 믿음에 관한 이러한 로크의 견해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믿음이나 생활양식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뷔페식

(smorgasbord)’ 견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현대의 이론가들이 비판하는 로크의 관용론의 두 번째 특징은 불관용의 실제적 

결과보다 불관용의 특수한 이유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물론 로크가 불관용의 모든 

결과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특히 그는 위태롭거나 불안정한 정치적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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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되는 경우에까지 관용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로크는 가톨

릭교도와 무신론자를 관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로크의 관점에서 가톨릭교도

들은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국의 권력 즉 교황에게 복종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믿을 수 없다.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치

자의 입장에서는 가톨릭교도든 무신론자든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며 시민적 

평화를 해치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로크에게 그들은 결과적으로 종교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로크는 ‘이유에 근거한 관용론(reason-based account)’을 견지하고 있다. 

그의 전적인 관심은 (가톨릭 신자와 무신론자를 제외한) 시민들이 ‘종교를 이유로

(for reasons of religion)’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크는 불관용이 

시행될 수 있는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예를 들어, 유대인 이민자들을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크의 관용론이 말

해주는 바가 없다. 이는 “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도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라는 로크의 주장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주

장은 종종 ‘궤변’으로 비난받는다.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금지든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금지든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월드론이 말하듯 “아마도 두 

경우 모두 그 종파는 그 주요 의식을 박탈당한 나머지, 다른 종파에 밀려 소멸하고

야 말 것이다.”(Waldron, 1988: 77)

  종파의 소멸이 위와 같이 쉽게 이루어질지는 의심스럽다. 하지만 로크는 여기서 

‘소극주의의 원리(principle of restraint)’를 주장하고 있다. 소극주의의 원리는 종교적 

자유를 얼마나 다양한 행위들이 허용되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자유

를 제한하는지에 의해서 규정한다. 로크는 예배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종교적 이유 때문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 본다. 따

라서 로크는 종파들이 번성하거나 쇠퇴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

해 로크의 관용론은 다양성을 그 자체 선으로 간주하는 밀의 관용론이나 현대 자유

주의 이론과 차별화된다.

  로크의 관용론은 피관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불관용의 가해자의 합리성을 고려하

는 편향성을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로크의 관용론이 개

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관용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일

반적으로 현대 정치이론들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먼저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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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로크 역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누구보

다 잘 알고 있었으나 관용론에서는 통치자의 책무만을 강조할 뿐 피관용자의 권리

(즉 예배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로크의 관용론이 피관용자의 권리에 대해 침묵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한

편으로 현대 정치이론들이 지나치게 권리 중심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권

리 중심적 이론들은 우리가 피해자의 권리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는 

단순한 가정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또한 권리론 자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권리는 소극적 권리로 규정되든 적극적 권리로 규정되든 권리 간의 충돌이나 일관

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로크의 관용론의 핵심적 통찰 가운데 하나는 예배의 자유에 대한 개인적 권리를 

상정하지 않고도 종교적 박해의 도덕적 그릇됨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크는 

종교적 불관용이 도덕적으로 그른 이유가 종교적 신념을 강제하려는 시도의 불합리

성에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월드론은 “불관용이 왜 불합리한지 보인 것으로써 로

크는 자신이 불관용이 왜 그른지의 이유를 설명하는 성가신 일에서 벗어났다고 생

각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로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로크는 불관용의 

도덕적 잘못이 바로 그 불합리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로크의 관용론에서 불관용의 도덕적 잘못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로크의 청교도주의가 합리적 행동의 도덕적 필연성을 명령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종교적 믿음을 강제하려는 통치자는 그의 권한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통치자의 역할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자는 (개인이 예배의 자유에 대한 권리

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책무

를 진다.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로크는 불관용의 도덕적 그릇됨을 부정하고자 함

이 아니다. 그는 어떤 행위가 권리의 침해가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잘못일 수 있

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본 항목의 목적은 로크의 종교적 관용론이 오늘날에도 철학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먼저, 종교적 믿음은 강제될 수 없다는 로크의 논변은 성실한 

믿음과 진정한 믿음의 구분을 시사한다. 종교적 신자에게 믿음을 발언하는 것은 합

리적 선택이나 선호보다는 사실적 믿음이나 자명한 진리를 발언하는 것과 유사하

다. 또 로크의 논변은 도덕적, 종교적 믿음의 총체적 성격을 시사한다. 종교적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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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의 인생 전반을 좌우할 정도로 궁극적이고 강력한 본성을 지닌다. 종교적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해

야 하는지 알려주고 명령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유(reason)에 대한 로크의 강조는 관용의 개념과 자유의 개념의 구분

에 주목하도록 한다. 밀의 관용론을 보다 일반적인 자유론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로크는 관용과 자유를 명확히 구분한다. 끝으로, 로크의 관용론은 권리의 관

점에서 의무의 관점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것은 불관용의 희생자에게 가해진 

도덕적 잘못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도덕적 잘못이 있다

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이론들을 검토하기 전까지 로크의 

이론이 최소주의적이라거나 실용주의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로크의 관용론은 믿음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에 대한 관용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제도적 권력의 문제가 아닌 불관용적인 문화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는 관용론으로 존 스튜어트 밀의 

관용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밀의 관용론

 

1) 밀의 관용론의 핵심 원리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On Liberty)』(1859)은 정치철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도 논란이 많은 저작들 중 하나이다.8)  이 저작은 ‘하나의 아주 단순한 원리(one 

very simple principle)’를 제시하고 옹호하고자 쓰여졌다고 밀은 말한다. 그는 ‘관습

의 전제(despotism of custom)’와 ‘모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닮아야 한다는 요구’에 

맞서 개인적 자유(individual freedom)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따분한 획일성

8) 현대 정치철학에서 밀의 『자유론』에 대한 논쟁은 주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에 관한 논쟁의 형태를 취한다. 밀은 ‘하나의 단순한 원리’를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가 끌어오는 논변들은 서로 상충하는 듯 보이
기 때문이다. 또 『자유론』이 밀의 사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쟁점이다.『자유론』은 그가 초기에 취한 공리주의와 일관적인가? 아니면 그것
은 공리주의로부터의 이탈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일각의 지적처럼(Himmelfarb, 1974 ; 
Rees, 1985) 두 명의 밀(『공리주의』의 밀과 『자유론』의 밀)이 존재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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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ling conformity)’과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려는 중국식 이상(Chinese ideal)’에 대

해 경고한다. 그리고 ‘여론의 횡포’를 비판하고 그러한 횡포를 분쇄할 수 있는 유일

한 수단으로서 남다름(eccentricity)을 옹호한다. 요컨대 자유론은 개인적 개별성과 다

양성에 대한 찬가(讚歌)이다.

  이상의 개요로부터 우리는 밀의 관용론이 로크의 관용론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밀의 관용론이 범위 면에서 보다 넓다는 것이다. 로

크의 관용론이 종교적 관용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골몰하는데 비해 밀의 관용론은 

자유와 관용을 위한 일반적인 논거를 제시한다. 둘째, 로크의 관용론은 다양성의 가

치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지 않지만 밀의 관용론은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

이다. 끝으로, 로크의 관용론은 종교적 믿음에 대한 법적 제재에 치중하는데 비해, 

밀의 관용론은 (‘여론의 횡포’나 ‘다수의 횡포’ 같은) 사회적 불관용 문제까지도 고

려한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로크가 종교적 박해에 반대하는 특수하고 소극적인 

관용론을 제시하는데 반해, 밀은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를 옹호하는 일반적이고 적

극적인 관용론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밀의 『자유론』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적극적 내용 요소

로서 자유와 관용을 옹호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 내용 요소로서 자유에 

대한 제한, 관용의 한계를 정당화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두 가지 내용 요소를 살펴

본 이후 본 항목은 로크의 관용론과의 비교를 통해 밀의 관용론을 비판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본 항목의 결론은 밀의 관용론이 관용을 위한 진정 자유주

의적인 옹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의 『자유론』은 독일의 사상가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가 『정부의 영역

과 의무(Sphere and Duties of Government)』에서 쓴 두 문장 “우리는 최대한 다양하

게 인간 발전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최고의, 

제1원칙의 절대적 중요성을 그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를 모토로 삼고 있다. 이러

한 모토의 정신을 이어받아 밀은 자신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힌다.

 

나는 이 책에서 자유에 관한 하나의 아주 단순한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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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자기 보호(self-protection)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

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

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

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Mill, 2005: 30).

 

  위와 같은 밀의 진술로부터 우리는 밀의 관용론이 지닌 적극적 내용 요소와 소극

적 내용 요소의 구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적극적 측면으로 밀은 사회적 강제나 

간섭으로부터의 개인적 자유를 옹호하고 있으며, 소극적 측면으로는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대략 그의 주장

은 개인적 자유가 최고의 중요성을 갖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9) 

  로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밀의 사상 역시 당시의 시대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

았다. 개별성과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그의 이론적 주장은 19세기 유럽, 특히 영국 

사회의 관습과 도덕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 일반 대중의 의지에 의한 

전제(專制)가 가능하므로 개별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그의 확신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로부터 받은 영향이 컸다.

  『자유론』의 머리말에서 밀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성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

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유럽에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

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인간의 도덕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한다(Mill, 2005: 38).10) 여기서 밀은 단순히 국가의 법

9) 유의하라. 밀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간섭이 정당화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러한 경우에만 간섭의 가부(可否)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며 그런 경우에조차 간섭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 사실 동시대의 많은 비판자들은 19세기 유럽이 획일성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미끄
러운 경사길’의 꼭대기에 서 있다는 밀의 시대적 진단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여성의 
자유 확대, 종교적 자유의 증대,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의 증가 등의 
사실적 증거들을 들면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밀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 “불이야!”를 외친 격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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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력의 증대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관습적 권력의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유론』의 제3장(‘개별성에 대하여’)에서 “특이함을 제지하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이른바 ‘관습의 전제(專制)’를 비판하면서 “관습

의 전제가 곳곳에서 인간의 진보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ibid.: 131-2).11)  또한 그는 ‘여론의 횡포’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대중 여론의 체제는 중국의 교육과 정치가 하던 일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

다. 단지 비조직적으로 그런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유럽도 이런 굴레를 벗어나서 

개별성을 활짝 꽃피우지 못하면, 아무리 과거 문명이 찬란하고 그리스도교의 영향

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제2의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ibid., 134)

 

2) 다양성의 가치와 도덕적 자율성

 

  밀은 법적 제재와 사회적 압력을 통해 획일성을 강요하는 19세기 유럽의 경향을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려는 중국식 이상’이라고 지칭하며 거듭 비난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이상이 밀이 독소적이라고 믿는 인간 본성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인간의 삶이 어떤 특정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의 생

각에 맞춰져 정형화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누구든지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방식 자체

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

다는 것이다. 인간은 양(sheep) 같은 동물과는 다르다. 그리고 양이라고 해서 다 똑

같지도 않다.”(자유론, 127) 또 그는 “인간 본성은 모형대로 찍어내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압축적으로 말하

기도 한다(자유론, 113).

  ‘중국식 이상’에 대한 밀의 거부는 개인적 다양성과 더불어 인간 본성에 대한 ‘유

기체적’ 견해(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자연적 성장과 실현을 이루

11) 관습의 전제에 의한 개성의 억압의 상징으로 밀은 중국 여인들의 전족(纏足)의 풍습
을 든다: “남보다 특출하게 두드러지고 보통 사람이 볼 때 눈에 띄게 이탈하는 듯한 
개성은 사정없이 짓눌러버려서, 마치 중국 여인들의 전족처럼 불구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ibid.: 130) 밀에게 전족의 풍습은 획일성의 강요, 자연적 성장의 방해, 새로
운 것의 불모성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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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전제로 한다.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단일한 생활 방

식을 강요하는 것은 중국 여인들의 발을 단일한 사이즈에 묶어두려는 것처럼 어이

없는 일이다. 따라서 밀은 그의 다양성을 위한 논변을 획일적인 세상의 황량함에 

대한 우려와 아울러 인간 본성의 본질적으로 다양한 속성에 기반을 둔다. 밀에게 

다양성은 자명한 선 그 자체도 아니며 미학적인 선호 또한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며 따라서 인간 번영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예컨대 우리는 동성애가 없다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를 억압하는 것은 개인들의 본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다양한 것들을 거부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선 그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의 다양성의 불가피한 산

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로부터는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아무것

도 따라 나오지 않는다. 따라 나오는 것은 다양성에 대한 헌신이 근거 없는 선호가 

아니라는 것뿐이다.

  밀이 다양성에 헌신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율성(autonomy) 혹은 자기 결정

(self-determination)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밀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방식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비록 밀 자신이 

‘자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율성 개념은 자유와 관용을 옹호하기 

위한 그의 적극적 논변에 핵심을 이룬다.

  자율성으로부터의 논변은 사람들이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최선

의 삶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유의 원리를 진

술한 직후에 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원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그러나 사람들이 일

단 확신이나 설득에 의해 자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 말을 듣지 않을 때 고통을 주거나 처벌을 하는 방법 등 그 어떤 강제도 그들에

게 이익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오직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을 때

만 강제가 허용되는 것이다.”(자유론, 31-32)

  자유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분에는 자율적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밀의 헌신이 내포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

는 것은 그들의 자연적 성품을 불구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암암리에 성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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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인(成人)이 추구해야 할 삶의 이상은 자주성(self-government) 혹은 자기 주도성

(self-direction)이다. 성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이 할 일을 선택하며 자신의 미래

를 설계한다. 한 마디로 성인은 자율적인 선택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강요와 강제

는 행위자의 본성을 기형적으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행위자라는 것을 부

정하는 것이다. 성인을 아동으로 환원시키는 일이다. 『여성의 종속(The Subjection 

of Women)』에서 밀은 당시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여성들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이상

적인 성품이 남성들의 그것과는 정반대라는 믿음 속에서 양육된다. 자기 의지와 자

기 통제 및 주도가 아니라 타인의 통제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그것이다.”(Mill, 

1983: 27) 즉 여성들을 예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존재로 대우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율성이 인간의 삶에서 그다지도 중요한 특징이라면 자율성

은 정확히 무엇이며 또 어떻게 계발되고 증진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서는 자율성 개념에 대한 현대적 견해들을 섭렵하여 밀의 이론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율성 개념에 대해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만큼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천착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칸트의 철학에서 자율성은 (밀은 지지하지 않는) 형이상

학적, 인식론적 원리들 전체와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칸트의 철

학적 자율성 개념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현대 자유주의의 기본적 개념인 자율적 

행위자(autonomous agent)의 개념을 추출할 수 있다. 자율적 행위자는 스스로 제정한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사람이다. 보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자율적 행위자는 감정이

나 욕망에 지배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행위자이다.

  위와 같은 개념 규정으로부터 우리는 왜 자율성이 한편으로는 법적 제재와 다른 

한편으로는 ‘관습의 전제’나 ‘다수의 횡포’와 양립할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자율성은 행위자가 강제나 간섭으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의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관습의 억압은 법적 제재 못지 않

게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외적 행동뿐 아니라 내면적 의견까지도 바꾸려 한

다는 점에서 법적 제재보다 더 심각하게 자율성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사회

적 억압은 성인을 미성년의 지위로 강등시킨다. 이는 성인이 자신의 의지가 없는 

아이처럼 될 때까지 순응하고 복종하도록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다수의 횡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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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밀의 비판으로부터 우리는 다양성을 옹호함에 있어 그의 주요 관심이 법적 제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재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율성 논변의 중요한 귀결은 그것이 다양하고 다원적인 사회의 필요성을 함축한

다는 것이다. 밀은 완전히 자율적인 행위자는 고도의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

는다. 하지만 자율성의 계발이 다양성을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자율

적이라는 것이 자기 삶의 저자(author)가 되는 것이라면, 선택할 충분한 대안들이 존

재한다는 상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밀의 관용론은 두 가지 근본적인 신념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

다. 하나는 인간 본성은 다양하며 다양하게 표현되도록 허용될 때만 비로소 번성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으로서 스스로 선택되

고 스스로 결정된 삶만이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적 삶은 다

양한 대안들이나 선택지들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성은 

자율성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정치철학의 언어로 표현하면, 밀은 자유

와 관용을 자율성에 근거하여 정당화하고 있으며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원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밀의 관용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제 우리는 로크의 관용 옹호 논변과 밀의 자유 및 관용 옹호 논변 사이의 차이

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로크의 관용론은 세 가지 측면에서 결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었다. 즉 불관용의 비도덕성이 아니라 비합리성에 치중한다는 점, 불관용의 

희생자에게 행해진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무만을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불관

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불관용의 특수한 이유의 부당함만을 주목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각 측면에서 우리는 밀의 관용론이 로크의 관용론보다 우월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밀의 관용론은 불관용의 비합리성만이 아니라 비도덕성을 

설명해준다. 또 불관용의 희생자에게 가해진 도덕적 잘못에 대해서도 설명해준다. 

또 특수한 이유의 부당성에 의존하는 논변이 아니라 관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시해준다. 이와 같은 로크와 밀의 관용론의 차이점으로부터 우리는 밀이 로크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밀이 자유주의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등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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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로크와 밀의 관용론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사상가가 답하고자 한 물음

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로크의 관용론이 “우리는 어떤 책무를 지니기에 

불관용을 그만두어야 하는가?”라는 소극적인 물음에 답하고자 한 사상이라면, 밀의 

관용론은 “우리는 어떤 권리를 지니기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적극적

인 물음에 답하고자 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물음은 서로 무관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두 물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불관

용의 행위를 그만두도록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 행위의 불합리성을 보이고자 하는 

로크의 논변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면 자율성에 기반한 밀의 논변

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의 관용론은 개인적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변의 일부로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로크의 관용론과 밀의 관용론의 차이는 밀의 자율성에 근거한 관용론

이 자유주의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자유주의 전통에서 

관용을 옹호하기 위한 논변들은 다양하며 자율성에 근거한 논변도 그 가운데 하나

이다. 하지만 자율성 논변은 단순히 ‘원 오브 뎀(one of them)’인 것만은 아니다. 라

즈에 의하면 자율성에 근거한 논변은 자유주의 특유의 논변으로서 “비자유주의자들

이 공유하지 않는 유일한 논변”이기 때문이다(Raz, 1988: 155). 자유주의 전통에서 

자율성 논변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는 그 논변에 의해 ‘관용의 역설’을 대단히 명

쾌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데서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관용의 역설은 간단히 말

해 ‘왜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생각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자율성 

논변에 의하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올바로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

리는 타인의 선택이 설사 그르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자율적인 선택이라면 존중

하고 관용해야 한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비록 로크의 관용론은 철

학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여전히 밀의 관용론이 지닌 철학적 힘과 영향력은 결여하

고 있다. 특히 로크의 관용론이 비도덕성보다 비합리성에 치중하는 한, 그것은 인간 

본성에 근거한 관용의 정당화는 제시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밀의 관용론은 불관용

이 인간 본성의 핵심적 측면을 거부하는 것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강점의 이면에는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즉 그의 작업은 인간 본

성과 인간적 선에 대한 그의 견해에 근거하는데 이러한 견해가 비자유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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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로크의 관용론과 밀의 관용론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는 고전적 그리고 현대

적 자유주의에서 부각되는 자율성 개념의 중핵성(centrality of autonomy)에 대해 주

목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밀이 개진한 자율성 논변이야말로 자유주의 특유의 관용 

옹호 논변이라고 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항목에서는 밀이 제시한 자율성으

로부터의 논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본 항목의 결론은 밀

의 논변이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식적인 자유주의적 측면과 상충하

는 함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밀의 『자유론』은 ‘인간의 발전(human advancement)’이나 ‘진보(progress)’ 또는 

‘문명의 성장(growth of civilization)’이라는 이익을 위한 자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한다. 밀은 자유의 정신이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하게 절대적이며 영원한 원천

(the only unfailing and permanent source of improvement)’이라고 역설함으로써 그의 

원리를 옹호하며, ‘진보하는 존재로서(as a progressive being)’ 인간의 이익이라는 측

면에서 그것을 정당화한다(Mill, 1991: 31, 85). 그는 “각자의 고유한 개성이 아니라 

전통이나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관습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

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자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인 개별성을 잃게 된다.”라고 말한다(Mill, 1991: 73).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밀이 중시하는 것이 단순한 자율성(자기 결정)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개인의 개선, 사회의 진보, 그리고 문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

으로서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자유론』뿐만 아니라 밀의 철학 

전체에는 도덕적 진보(moral progress)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신념이 스며들어 있다. 

가령『여성의 종속』의 주요 주장도 그러한 신념에 의존하며, 『공리주의』역시 그

러한 신념에 의거하여 독해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간을 도덕적 개선의 길을 따

라 전진하는 ‘순례자’로 보는 위와 같은 밀의 비전은 그의 사상에서 불가결한 요소

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결국에는 밀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실패한 기획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라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도덕적 향상과 진보의 가능성에 대한 밀의 신념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자유론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저작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

이 오늘날 밀의 사상에 대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과연 『자유론』의 ‘단순

한 원리’(즉 자유의 원리)가 그의 공리주의 사상과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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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Utilitarianism)』에서 밀은 “행위는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여하는 정

도에 비례해서 옳은 것이 되고,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

에 비례해서 그른 것이 된다”고 말한다(Mill, 1962: 257). 하지만 이러한 ‘효용의 원

리(principle of utility)’는 자유의 원리와 직견적으로(prima facie)상충하는 것 같다. 왜

냐하면 효용의 원리는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

유의 원리는 “당사자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Mill, 1991: 30).

  그러나 이러한 두 원리의 명백한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실상 밀 자신은 그다지 

당황하는 것 같지 않다. 자유의 원리를 진술한 직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는 효용이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효용

은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항구적인 이익(permanent interests)에 기반을 둔 가장 넓

은 의미의 개념이어야 한다.”(ibid.: 31) 밀은 효용의 개념이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

된다면 자유의 원리가 공리주의의 원리와 완벽하게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

면 효용의  ‘가장 넓은 의미’가 무엇인지가 관건일 텐데 이것은 밀의 공리주의를 벤

담의 공리주의와 비교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인간은 정신적 완전성(spiritual perfection)을 목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품성을 이러한 탁월성의 기준에 일치시키고자 바랄 

수 있는 존재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Mill, 1962: 100). 벤담은 인간을 단

지 충족시켜야 할 욕구와 바람을 지닌 존재로 인식할 뿐, 더 좋거나 더 나쁜 욕구, 

더 고상하거나 더 비천한 바람을 지닐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욕구를 ‘그냥 주어진(brute)’ 것으로 간주하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

판하면서, 밀은 공리주의적 도덕성은 반드시 개인의 욕구를 개선하여 품위 있게 만

들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만족한 돼

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한다. 밀은 도덕적 진보와 정신적 개선의 가능성을 망각한다

면 공리주의는 ‘돼지의 철학(philosophy of swine)’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유야말로 이러한 도덕적 진보와 정신적 개선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 밀

의 『자유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도덕적 진보에 대한 밀의 신념은 한편으로는 그

의 공리주의를 벤담의 공리주의와 구분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효용

의 원리와 자유의 원리를 화해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화해의 대가는 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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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밀은 “인간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하게 절대적이며 영원한 원천은 자

유이다. 자유가 허용되는 곳에서만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독립적인 개선의 요

소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Mill, 1991: 86). 이러한 주장은 

자유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성이 도덕적 개선을 

증진시키리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자유가 자율성의 계발을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율적 선택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리라는 점은 

결코 분명치 않다. 즉 자율성과 도덕적 개선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

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나쁜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밀은 자유와 도덕적 진보는 항상 함께 갈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봉

합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유가 도

덕적 선을 증진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더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본질

적으로 비자율적인 선택이라고 강변하는 비자유주의적인 귀결이 뒤따르게 될 수도 

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밀의 관용론에 내포된 이러한 치명적 난점을 잘 인식하

고 있다.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밀의 자유주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인간 본

성론에 기초해서 자유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는 거부한다. 실제로 그

들은 인간 본성이나 좋은 삶에 대한 어떠한 이론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론

적 미덕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현대 자유주의의 특징에 대해 샌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통상의 심리학적인 목적론적 가정들과 독립된 덕분에 이러한 자유주의는 적어도 

현대적 이론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 이론들이 취약했던 대부분의 논쟁들, 특히 

인간 본성과 삶의 의미에 관한 문제들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듯 스스로를 제시하

는 게 일반적이다(Sandel, 1982: 10).

 

  그럼에도 현대의 자유주의 이론들은 자유주의의 토대로서 그리고 자유주의의 핵

심 가치인 자유와 관용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자율성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자유주의 이론들은 밀의 사상에서 이론적 배경과 정당화 근거를 이루

는 풍부한 인간 본성론은 버리고 자율성에 대한 헌신만 유지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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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용의 자유주의적 정당화

1. 자유주의에서 관용의 지위

  자율성에 기반한 관용의 정당화는 자율성에 근거한 정당화가 곧 자유주의적 정당

화이고 자유주의적 정당화가 곧 자율성에 근거한 정당화라는 의미에서 ‘자유주의 

특유의 정당화(characteristically liberal defence)’라 칭해지곤 한다(Mendus, 1989: 69). 

자율성 논증은 “비자유주의자들이 공유하지 않는 유일한 논증이며, 정치에 관한 자

유주의적 정신(spirit)을 보여준다.”는 것이다(Raz, 1988: 155).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신은 ‘관용의 중핵성(centrality of toleration)’ 명제로 이어진

다. 관용의 중핵성이란 관용이 오직 자유주의 국가에서만 중핵적 가치(central value)

로서 인정받는다는 의미이다. 이 명제에 따르면 비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관용이 그 

가치를 제대로 공인받지 못한다. 예컨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다양성이

나 차이를 존중하기보다는 그것을 일탈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는 적절한 이론적 토대로서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을 필요로 한다. 그러

나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은 특히 자유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 비자유주의적 

함의나 결과를 지닌다. 이러한 논변이 타당하다면 자유주의가 관용의 가치를 정당

화하는데 적합한 사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관용에 대한 자유주

의적 정당화는 공동체주의적 정당화에 양보해야 하거나 혹은 로크식의 실용주의적 

정당화로 되돌아가야 하는 딜레마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관용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당화를 일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

(liberalism)’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비교적 명확히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유주의는 존 던(John Dunn)이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즉흥곡의 조각과 누더기의 

배열”이라고 수사적으로 표현했듯이 단일하고 일관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려

운 사상이다(Dunn, 1985: 10).

  자유주의에 내재한 이러한 이질성은 근대의 전형적인 두 자유주의자인 로크와 밀

의 관용론만 비교해 보아도 실감할 수 있다. 로크가 주로 불관용의 불합리성에 근

거해서 관용을 옹호하였다면 밀은 다양성과 개성의 가치에 근거해서 관용을 옹호하

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 자유주의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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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범자유주의 진영에 속하는 롤스와 노직의 이론만 비교해 보라. 롤스는 자유

주의 국가라면 재분배를 통한 복지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Rawls, 1971). 하지

만 노직은 재분배 과세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유주의 

국가는 최소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Nozick, 1974: 169~172). 이렇듯 자유주의

는 그 정확한 본질을 규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자유주의의 가장 간단한 사전적 정의(dictionary definition)는 ‘자유를 신봉하는 사

상’일 것이다(Cranston, 1967: 459).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광대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협애하기도 하다. 지나치게 협애한 것은 자유가 자유주의의 기본 가치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드워킨(R. Dworkin)은 자유보다 ‘평등(equality)’

이 자유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오

로지 사람들을 평등한 존재로 대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Dworkin, 1985: chs.9,10).

  또 지나치게 광대한 것은 자유주의가 신봉하는 ‘자유’가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벌린에 따르면 자유는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12) 소극적 자유 개념에 따르면 자유란 개인이 외부의 간섭이나 방

해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 개념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외에도 수많은 자유 

개념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 자유나 적극적 자유 자체에 대해서조차 다양

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자유주의 = 자유를 신봉하는 사상’이라는 최초의 정의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 정의는 단순히 거짓 명제일 수 있다. 드워킨의 경우처럼 자유

보다 평등을 근본 가치로 삼는 사상을 자유주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으로 그 정의는 너무 애매모호하다. ‘자유’라는 말의 의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월드론(J. Waldr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에 대한 헌신이 자유주

의의 토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다. 반면 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자유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 헌신한다고 말하

는 것은 세상에서 최선의 호의를 지닌 이념적 동반자들조차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

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에 찬 독단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Waldron, 1987: 131)

12) 이러한 벌린의 개념 구분이 도덕교육에서 갖는 의미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김상범
(2012a)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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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에 대한 단순한 개념 정의가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자유주의의 이론

적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아마도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

이 될는지 모른다. 관용 담론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점

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불관용과 진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은 “나는 너를 박해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옳지만 너는 틀렸기 때문

이다” 라는 보쉬에의 언명에 잘 나타나 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은 불관용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둘째, 관용과 자율성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

성은 밀의 관용론에서 도드라진다. 밀은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셋째, 관용과 간섭의 특정 이유 사이에 연관성이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은 로크의 관용론에서 잘 드러난다. 로크는 예배의 자유 

자체에 대한 권리는 없지만 종교적 이유로 예배를 간섭받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 주

장하였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논점들에는 각각 관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유주의의 세 가지 

근거들이 조응한다. 회의주의, 자율성, 중립성이 그것들이다. 관용은 자유주의 사회

의 핵심 덕목이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상충하고 심지어 통

약 불가능한 다양한 생활 양식들을 추구하는 사회로 인식된다.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유되고 실천되는 믿음, 헌신, 이상 및 생활

양식의 다양성을 찬양한다. 다른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다양성이 단일한 정설

(orthodoxy)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그 정설이 이성적으로 설득력 있다 

하더라도— 단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인다. 또 다른 자유주의자들은 우리 사회의 윤리

적 종교적 삶을 균질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재앙이 될 

것이라는 밀(J.S. Mill)의 주장을 확신한다(Waldron, 1987: 144).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용은 통상적으로 요청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삶의 

양식들 중 일부는 분명 반감이나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적 다양성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각 개인은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을 지

니며 이러한 가치관을 능력껏 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

한 정당화는 부분적으로는 관용에 대한 정당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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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근거한 정당화

 

  도덕적 상대주의는 매우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 따라서 상대주의에 대한 ‘만능의’ 

정의를 찾기보다는 상대주의를 확인하는 ‘유용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정의

를 대신하겠다. 데이비드 왕(David Wong)은 다음 명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거

부할 경우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Wong, 1984: 1).

  1. 도덕적 진술은 진리값(truth value)을 갖는다. 즉 도덕적 진술은 참 또는 거짓이다.

  2.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도덕적 입장에 대해서는 좋은 논증과 나쁜 논증이 있다.
  3. 도덕과 무관한 사실들은 도덕적 진술의 진리값을 평가하는 것과 유관하다.
  4. 도덕적 사실들(moral facts)이 존재한다.
  5. 두 도덕적 진술이 행위에 대한 권고로서 상충할 때 오직 한 진술만 참일 수 있다.
  6. 단일한 참된 도덕성이 존재한다.

  왕의 상대주의는 단일한 참된 도덕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보다 많은 참된 도덕성들이 존재한다는 입장인 것

이다. 다음 표의 인류학적 논증은 상대주의적 관용 정당화 논증의 예이다.

<표Ⅳ-1> 관용을 위한 인류학적 논증

1. 인류학은 도덕적 원칙과 관행들이 시대와 장소, 문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

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따라서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도덕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모든 개

인들과 모든 시간, 장소에 적용되는 도덕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반대하는 도덕적 관행을 따르는 사람들에, 설

령 그럴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는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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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논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전제 1에서 전제 2로 나아가는 추론이 타당하지 

않다는 데 있다. 즉 도덕 원칙에 대해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보편타

당한 도덕 원칙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독립적이다. 도덕 원칙에 대

한 불일치의 사실은 인류의 무지나 불운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반대로, 설사 

모든 사람들이 한 세트의 도덕 원칙들을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칙들의 보

편타당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인류 전체가 소설 『1984』의 전체주

의 국가 ‘오세아니아’처럼 획일적인 사회에서 살아왔다고 해서 오세아니아의 원칙이 

보편타당한 도덕 원칙이 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론보다 더욱 강력한 반론을 제시한 학자는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iams)이다. 그는 상대주의를 “도덕 철학에서 제시된 가히 가장 불합리한 견해

(possibly the most absurd view to have been advanced even in moral philosophy)”라고 

일갈한다. 윌리엄스가 상대주의적 논증을 비판하는 요점은 그것이 ‘자기 모순적

(self-defeating)’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Ⅳ-1>의 논증에서 결론 (3)의 도덕 원칙

(관용의 원칙)은 보편타당한 도덕 원칙인데, 이것은 전제 (2)에서 보편타당한 도덕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상대주의가 도덕성 자체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메타윤리적 교설

(meta-ethical doctrine)이라는 데 있다. 관용의 원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범적 논증(normative argument)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Harrison, 1976: 

122~35). 이와 관련하여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떠한 사회도 다른 사회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혹은 한 사회의 개인

들은, 이성적이라면, 다른 사회의 관행에 대해 관용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성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이 아니다(Williams, 1972: 36).

  따라서 우리는 인류학적 상대주의에 근거한 관용 정당화 논변이 성공적일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상대주의적 논변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규범적 

전제를 동원하거나 혹은 상대주의 자체에 규범적 요소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한편, 철학적 차원에서 주장되는 도덕적 상대주의는 인류학적으로 발견되는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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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원칙들과 관행들의 놀라운 다양성에만 의존하는 사상이 아니다. 그보다 상대주

의에 대한 가장 유력한 철학적 옹호는 그러한 다양성의 존재에 대한 ‘최선의 설명

(best explanation)’으로서 상대주의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취한다. 다시 말해, 도덕적 

상대주의야말로 그러한 도덕적 다양성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므로 올바른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맥키(John L. Macki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대주의는 도덕규범의 현실적 다양성이 객관적 가치들의 심히 부적절하고 몹시 

왜곡된 것들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다는 가정보다는 삶의 방식들을 반영한다는 

가정에 의해 단적으로 더 잘 설명되기 때문에 어떤 설득력을 갖게 된다(Mackie, 

1977: 36).

  도덕적 문제에 대해 수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바로 수렴할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상대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맥키의 ‘최선의 설

명으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전략이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상대주

의에 근거해서 관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대주

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관용적이지 않기보다 관용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으

며, 또한 그 어떠한 입장도 다른 입장보다 객관적으로 보아 도덕적으로 더 낫지 않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유주의는 흔히 도덕적 회의주의(moral skepticism)에 근거하는 것 아니

냐는 물음이 제기되곤 한다. 이러한 물음의 저변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깔려있다: 

개인들에게 다양한 생활양식들을 추구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생활양식들 

가운데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없거나 혹은 아무도 그러한 선택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근거에 의해 가장 잘 정당화된다. 애커만(Bruce Ackerman)은 이러한 회의주

의적 정당화를 자유주의 국가로 가는 ‘주요 고속도로들(main highways)’ 중 하나로 

거론한다. 그는 “우주 속에는 어떠한 도덕적 의미도 숨어있지 않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존재도 창조한 바 없는 세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당신과 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Ackerman, 1980: 368). 이 말의 요점은 간명하다. 

최선의 삶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가치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주의 사회는 아무도 자신의 가치가 우월하다고 강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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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애커만의 

주장이다.

  그러나 애커만의 주장은 “나는 너를 박해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옳고 너

는 그르기 때문이다.”라는 보쉬에(Bossuet)의 주장에 대한 대우 명제(contraposition)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쉬에의 불관용론은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

고 그가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애커만의 관

용론은 도덕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아무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전제

로부터 나온 것이다. 따라서 회의주의는 다원주의를 함축하고, 객관주의는 불관용을 

함축한다는 결론이 성립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으로 비약하기 전에 우리는 회의주의와 관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회의주

의가 관용보다는 박해와 야합한 경우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회의주의가 관

용에 대한 원칙적인 정당화를 제공할 수 없고 단지 실용적인 정당화만을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즉 관용이 왜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지는 

말해줄 수 없고 기껏 관용이 왜 합리적이고 유리한 것인지만 말해줄 수 있다는 것

이다.

  관용의 역사적 토대에 관한 한 연구에서 터크(R. Tuck)는 17세기 회의주의자들이 

회의주의에 대한 옹호를 아타락시아(ataraxia) 즉 부동심(不動心, imperturbability)을 

추구하는 삶과 결부시켰음을 지적한다(Tuck, 1988). 그들이 추구한 아타락시아는 격

정(passion)으로부터의 초연함뿐만 아니라 도덕적․종교적 신념으로부터의 초연함을 

의미한다. 회의주의적인 삶은 어떠한 신념도 강력하게 보유하지 않는 삶이다. 즉 심

오한 헌신이나 강렬한 감정과는 거리가 먼 평온한 삶이다. 하지만 17세기 회의주의

자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타락시아를 추구하기보다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했다. 회의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굳건한 신념을 지닌 사람들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그들을 억압한

다면 그들을 억압할 정도로 신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반증이므로 회의주의자

로서 표리부동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들을 무시한다면 내란이 일어나 

회의주의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타락시아의 삶 자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 확

실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에 직면해서 회의주의자들은 도덕적․종교적 원칙이 정치적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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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되어야 하며, 관용은 아타락시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에서만 지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회의주의자들은 내란을 유발할 것

만 같은 특정 관행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불관용과 박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관용뿐만 아니라 불관용도 엄연히 도덕적․종교적 회의주의의 현

실적 귀결이었던 것이다(Tuck, 1988: 21~35).

  관용에 대한 회의주의적 정당화를 거부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 사회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추구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라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 사회는 회의주의가 요구하는 것

처럼 어떠한 가치도 긍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관용이라는 가치들

을 긍정한다. 자유와 관용은 자유주의의 구성적 도덕성(constitutive morality)의 일부

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가치들을 어떠한 가치도 옹호될 수 없다는 회

의주의적 근거에서 옹호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회의주의가 어떠한 가치들도 다른 

가치들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자유주의는 적어도 자유와 관용이라

는 가치들이 박해와 불관용이라는 가치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자유주

의는 회의주의가 부정하는 바를 긍정하는 셈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는 도덕적 회의주의에 의거해서 자유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갖게 되었다. 첫째, 자유주의의 역사를 살펴

보면 자유주의와 회의주의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회

의주의와 관용 사이에도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유주

의는 다양성에 대한 본래적 헌신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회의주의를 함축하지 않

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자유주의는 사실상 회의주의에 대한 거부를 함

축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회의주의가 부정하는 것을 긍정하기 때

문이다. 즉 자유주의는 어떤 가치들(특히 자유와 관용)이 다른 가치들보다 객관적으

로 우월하다는 것을 긍정한다.

3. 중립성에 근거한 정당화

1)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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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는 자유주의 전통에 대해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정치적 절제(political 

restraint)의 원리를 채택”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립적 관심의 정치(politics of neutral 

concern)의 표명”이라고 말한다(Raz, 1982: 89~91). 이러한 주장에 근저에는 모름지기 

정치적 행위는 경합하는 가치관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놓여있

다. 모든 사회에는 서로 다른 열망과 신념 그리고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

아간다. 중립성은 이러한 사람들이 일정한 한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

로 영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중립성은 국가가 어느 한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선호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러한 중립성의 요구에 따

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0조 

2항)라는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라즈는 “정치 이론의 토대로서 중립

적인 정치적 관심의 원리가 제시될 때 그것은 자유주의적 에토스의 핵심적 의미를 

포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한다(ibid.:91)

  자유주의적 에토스는 사람들이 사로 다른 욕구나 선호를 지니고 있음을 주어진 

사실(given fact)로서 간주한다. 그리고 국가가 한 세트의 선호들을 다른 세트보다 선

호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다. 베리(B. Barr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 한 가지 확실한 사고 노선을 지니고 있었음에 틀림 없다. 

그것은 국가가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making good man), 즉 시민들의 바람직

한 욕구나 성향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사람들이 기왕에 지니게 된 욕

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생각이다.(Barry, 1965: 66)

 

요컨대 국가는 시민들에게 특정 삶의 방식을 명령해서는 안 되며 서로 다른 선(善)

관념들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자유주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립성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한 가지 반론은 중립성이 도덕적 회의주의로 함몰

되리라는 것이다. 드워킨(R. Dworkin)은 “중립성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는 도덕적 회

의주의에 의해 가장 자연스럽게 옹호되며, 이로 인해 자유주의는 어떤 것에도 괘념

치 않는(uncommitted) 사람들을 위한 소극적 이론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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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평한다(Dworkin, 1985: 205). 이어서 그는 “회의주의는 틀림없이 잘못된 답변이

다. 왜냐하면 만약 도덕적 다수가 그릇되고 각 개인이 스스로 개인적 이상을 자유

롭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Dworkin, 1983: 47).

  회의주의적 중립성에 근거한 자유주의에 대한 드워킨의 견해는 17세기 회의주의

를 상기시킨다. 그는 회의주의자가 도덕적 판단의 중요성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포

기한 채, 도덕적 문제에 관한 한 철저히 초연한 무관심의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보

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 우선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는 중립성이 반드시 회의주의로 함몰되는지 하는 문제가, 둘째는 회의주의가 반드

시 17세기의 형태여야 하는지(즉 회의주의자는 도덕적․종교적 신념의 중요성을 부정

해야만 하는지)의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문제를 고찰해 보자. 드워킨(R. Dworkin)은 “중립성 테제는 자유주의가 

도덕적 회의주의나 허무주의에 근거한다는 주지의 비난에 더욱 취약하게끔 만든

다”고 주장한다(Dworkin, 1983: 47).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이보다 확

실한 것은 중립성이 회의주의를 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다. ‘나’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생활 양식들 가운데 최선의 생활 양식이 존재한다

고 믿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선의 생활 양식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을 수 있다. 회의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필연적 연관성이 없듯이 중립성 테제와 회의주의 사이에도 필연적 연관성

은 없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고찰해 보자. 회의주의자는 도덕적 판단의 중요성을 부정해

야만 할까? 진리의 문제는 중요성의 문제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회의주의자들 중

에는 도덕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니 어떤 가치나 삶을 선택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

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회의주의자라고 해서 꼭 이처럼 조잡하

고 극단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 정답이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 없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소설 

100선의 목록을 만든다고 하자. 이 경우 우리는 보편적인 정답이 없다고 믿으면서

도 동시에 『안나 카레니나』가 『반지의 제왕』보다 훌륭한 소설이라고 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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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애커만

과 같은) 어떤 중립론자는 회의주의에도 만족할 수 있다. 둘째, 그들이 회의주의적

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영역에서만 선택이 중요하다는 믿음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 셋째,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중립성 테제를 회의주의에 근거

해서 옹호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그들은 중립성을 자율성에 근거해서 옹호할 수 

있다.

  중립성은 좋은 삶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흔히 국교

가 없다는 사실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중립성이 지켜지는 증거로 거론되곤 한다. 하

지만 국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국가 중립성이 준수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중립성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중립성이 요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국가 행

위의 ‘이유(reason)’에 관한 중립성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행위의 

‘결과(outcome)’에 관한 중립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로크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한

다. 그의 관용론은 국가가 순전히 종교적 이유로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편 입법의 결과가 특정 집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중립성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정 공휴일을 금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정하는 것은 무

슬림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그것이다. 이유에 관한 중

립성이든 결과에 관한 중립성이든 나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이유에 근거한 중립성은 입법자의 내적 동기를 조사해야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다. 게다가 이유에 관한 중립성이 항

상 관용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예컨대 안보 문제에 여념이 없는 정부

라면 공식적으로 중립성을 표방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이고 비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내놓기 쉽다. 다음으로, 결과에 관한 중립성도 이에 못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입법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이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과에 관해 중립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결과에 근거한 중립성을 택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단지 소극적으로 어떤 관

행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립적인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모든 관행에 

평등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립적인 것인지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해서 스카맨 

경(Lord Scarman)은 금요일에 모스크에서 예배를 올리기 위해 연가를 신청한 무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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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사례를 든다. 해당 학교 교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연가 신청을 인정하지 않

았고 무슬림 교사는 관련 규정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다(Scarman, 

1987: 55). 이 경우 중립성은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무슬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까지 제공해야 하는가? 만약 

후자가 옳다면 막대한 재정적인 비용이 초래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

가? 이러한 물음들은 단순히 중립성만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애매모호성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 중립성을 선호하는 이

유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자유주의자들이 자율성에 근거한 

자유주의 관점(autonomy-based conception of liberalism)를 선호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중립성이 요구하는 바 그 내용이나 알맹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율성

이라는 것이다.

  현대 자유주의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인간 본성에 대한 특정 견해에 경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샌델(Michael Sandel)은 “전형적으로 현대의 자유주의는 

정치 이론들이 전통적으로 취약했던 인간 본성과 좋은 삶의 의미에 관한 문제와 같

은 대부분의 논쟁들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표현한다”고 말한다

(Sandel, 1982: 10). 근대의 밀(J. S. Mill)의 자유주의와 관용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특정 견해를 전제함으로써, 액면만큼 자유주의적이지도 관용적이지도 않다는 평가

를 받는다. 개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그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적 선에 

관한 견해로서 도덕적 발전과 진보의 교설로 뒷받침함으로써 비자유주의적인 귀결

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과 완성가능성(perfectibility)의 교설이 자유주의

에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그러

한 이론 및 교설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신들이 옹호하는 자유, 관용 등의 정치적 가

치들이 인간의 동기(human motivation)에 관한 이론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는 것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롤스는 그의 정의론이 ‘인간 동기에 관한 어떠한 특정 이론’에

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드워킨(R. Dworkin)은 자신의 자유주의가 ‘인성에 

관한 어떤 특수한 이론에도 의거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애커만(Bruce 

Ackerman)은 자유주의자들이 어떠한 ‘인식론과 형이상학의 위대한 질문(Big 

Questions of epistemology and metaphysics)’에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한다(Rawls, 

1971; Dworkin, 1985; Ackerman, 1980). 이러한 주장들은 일리가 있다. 밀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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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저간의 신뢰가 완전주의적 원리에 대한 호소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현

대 자유주의가 그러한 원리를 거부하고 인간 본성과 인간적 선(善)에 대해 불가지론

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현대 자유주의는 따라서 강한 형태의 완전주의, 즉 최선의 삶의 방식 하나가 존

재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립성의 요구는 정부가 이른바 ‘백화

제방(百花齊放)’을 허(許)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유주의가 

회의주의에 근거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지닌다. 정부가 경합하는 가치

관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가치관들이 존재해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가치관들 중에는 중립성이 잘못이라는 신념을 포함하는 가치관도 있

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가장 우월하며 따라서 그것을 강요할 수 있고 심지어 강요해야 한다고 믿는 자들일 

수 있다. 요는 중립주의(neutralism)가 심각한 역설에 빠진다는 것이다. 다양성의 사

실은 중립성의 요구를 필요로 하지만, 중립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통일

성, 즉 중립성의 원칙에 대한 합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

슨 근거로 매우 다른 도덕적․종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

성의 원칙 자체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문제의 중요한 시사점은 자유주의도 결국에는 인간 본성과 인간적 선에 

대한 어떤 견해에 사실상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견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강요된 삶의 방식보다는 그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게 좋다는 것을 함축한

다. 또한 그것은 자유주의 구도에서 자율성이라는 가치가 차지하는 중핵성을 함축

한다. 그것은 올바른 삶의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회의주의를 함축할 필

요는 없다. 단지 개인 스스로가 결정한 삶의 방식이 외부에서 강요된 삶의 방식보

다 더 선호할만하다는 것을 함축할 뿐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특징은 현대 자유주의의 전유물은 아니다. 로크와 밀은 관용

의 정당화 근거는 다르지만 한 가지 믿음을 공유한다. 그것은 강제로 부과된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은 가치가 없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각 사람의 영혼의 보

살핌은 그 자신에게 속한다”라는 로크의 주장과 “삶의 방식은 그것이 그 자체로 최

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이다”라는 밀의 주장에 공히 담겨 

있다. 이러한 선택의 개념 및 그 자유주의적 중요성은 자율성에 의한 정당화라는 

세 번째 방식을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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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의의

  앞에서 우리는 중립성이 자유주의의 개념적 토대로서 가능한지 검토했으며 

그 결과 중립성 개념이 소기의 철학적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하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립성에 대한 요구는 한편으로는 결과에서의 중립성(드워

킨)인지 혹은 동기에서의 중립성(로크와 밀)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중립성이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기회 균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

하는 해석들 중에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중립성이 바람직한 이유를 이해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유는 중립성보다 더 심층적인 자율성의 원리 등에 의

해 제시될 수 있다. 즉 중립성 개념은 보다 근본적인 원리에 의해 설명되지 않

으면 미결정적이고 애매하며 심지어 공허한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립성에 대한 앞에서의 비판은 단지 중립성만으로는 자유주의의 개념적 토

대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지 어떤 실천적 목적이나 비전으로서 적합하지 않

다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중립성의 원리는 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다른 원

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 할 수 있다. 애커만은 “중립성에 대한 정당한 헌신

으로 인도하는 기본적 논변들 중 하나 둘을 거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논변들 모두를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의 피상적 

변화가 아니라 세계관 전체의 변환을 요한다.”라고 했다(Ackerman, 1980: 12). 

중립성은 개념적 토대로서는 실패하더라도 정치적 관점(political perspective)으로

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중립성을 자유주의의 개념적 토대로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정치적 목적으로서 추구할 필요가 있다.

  드워킨, 애커만, 롤스는 현대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다. 이들은 “자

유주의의 개념적 토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답변을 내놓지만, 

“자유주의 국가가 실천적 정책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대답을 내놓는다. 그것은 바로 경합하는 가치관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

는 자유주의 국가의 이상이다.

  드워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치적 결정은 가능한한 좋은 삶에 관한, 

또는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어떤 특정한 관점과도 독립적이어야 한

다. 한 사회의 시민들은 그들의 관점이 다양하므로, 정부가 만약 어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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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다른 것보다 선호한다면 시민들을 평등한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Dworkin, 1985: 191) 현실적 정치에서 국가의 중립성에 대한 드워킨의 요구

는 자유주의가 평등한 고려와 존중(equal concern and respect)을 받을 자격이 있

는 개인이라는 관점에 토대를 둔다는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드워킨에게 

자유주의의 철학적 토대는 평등(equality)이지만 자유주의 국가의 실천적 정책에

서 추구하는 것은 중립성인 것이다.

  애커만의 경우도 드워킨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국가의 실천적 정책의 목적

은 중립성에 있다. 그러나 애커만은 중립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헌신을 정당화하

는 길은 다양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립성을 제안할 때 

나는 현대 문명의 변방에서 포위당한 어떤 성채를 방어하고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매우 다양한 방향에서 나온 수많은 논변의 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문화적 내부의 어떤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상상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어떤 길들은 버려지고 다른 길들은 반들반들 닦이게 된다. 그러나 변방에서 

아무리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들 중심부가 우리를 잡아끄는 힘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Ackerman, 1980: 12) 애커만은 중립성이 자유주의의 정치적 실천

에서 핵심적이라 보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느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

는 듯하다. 드워킨은 중립성을 평등한 고려와 존중이라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하지만, 애커만은 다양한 원리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정의론의 롤스는 중립성의 요구를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개념으

로 표현한다. 이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가치관을 알지 못

하며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할 위치에 있지 못할 것이다. 즉 원

초적 입장이 비중립성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차단하기 때문에 정

부는 경합하는 가치관들 사이에서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롤스

의 이론은 칸트의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인간관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은 자율성과 정언명령이라는 칸트적 개념에 대한 절차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Rawls, 1971: 256)

  드워킨, 애커만, 그리고 롤스의 이론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의 유력

한 자유주의자들이 비록 자유주의의 개념적 기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라지

지만 중립성에 대한 실천적 헌신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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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성에 근거한 정당화

1) 자유주의와 자율성

 

  밀은 ‘자율성(autonom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자

유론 및 관용론을 자율성의 견지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자율성은 일반적으로 자기결

정(self-determination)이나 자치(self-government)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대

해서는 즉각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자율성의 정확한 내용이 설명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결정은 정확히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둘째는 자율성 

개념이 전통적으로 결부되어온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과 분리될 수 있다고 단순히 

상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율성을 규정하는 세 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자율적인 행위자

는 행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는 외부의 힘이나 처벌의 위협에 의해 

강요 받지 않아야 한다. 즉 그는 소극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 둘째, 그의 행위는 어

떤 법칙에 복종하는 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는 욕망에 병적으로 이끌리거나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불가항력적 충동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즉 그는 이성적

이고 자유로운 선택자(rational free chooser)여야 한다. 셋째, 그는 자신이 복종할 법

칙을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 즉 그는 강제 행위와 타인의 의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율성 개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들, 즉 자유, 이성, 그리고 자기결정

은 자율성에 근거한 자유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보다 완전히 설명되어야 한다.

  ‘자율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상가는 그 누구보다도 칸트(I. Kant)일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자율성(Autonomie)은 의지(Wille)의 속성이다. 그리고 의지는 어떤 외

적 세력에 의해 규정되지 않을 때 자율적이다. 칸트는 이러한 외적 세력에 여러 가

지 사회적 역사적 제약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욕구(Begierde)나 경향성(Neigung)

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현상계(phenomena)에 속하는 것으로

서, 타율성(Heteronomie)의 근원이자 경험적 제약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실천이

성비판, A 113). 칸트는 “의지란 어떤 법칙의 표상에 맞게 행위하게끔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오직 이성적 존재자들에게서

만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Kant, 2005: 144). 이에 따르면 자율적인 행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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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수립한 법칙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칸트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행동과 행위자 내부로부터 비롯된 

행동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의 행동은 외적인 원인(즉 본능적 욕구)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율적이지 못하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가령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이성적 의지가 아니라 욕구나 경향성에 지배당할 경우 자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 자율적 행위는 자기 규정적이다. 이러한 자기 규정(Selbstbestimmung) 혹은 

자기 결정은 욕구의 기능이 아니라 이성(Vernunft)의 기능이다. 그런데 이러한 칸트

의 이성적 자기 결정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은 현대 자유주의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

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칸트의 자율성 개념이 자율적 의지가 현상계가 아닌 본체계

(noumena)에서 무시간적으로 존재한다는 (현대 자유주의자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

운) 형이상학적 주장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13) 이러한 이원론적 형이상학

은 칸트 이론이 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칸트에게 현상계

와 본체계의 이원론은 이성적 자기 결정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원론이 없다면 이성적인 자기 결정, 

나아가 도덕성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 결정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을 일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칸트처

럼 ‘두 세계의(two world)’ 형이상학을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밀(J. S. Mill)은 

합리적 자기 결정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을 주장하기 위해 현상계와 본체계의 이분법

에 호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밀 역시 합리성에 대한 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간 본성에 관한 목적론적 상정(teleological assumption)에 호소한다. 그는 인간 번영

(human flourishing)과 완전성(perfection)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벤

담의 철학을 비판한다(Mill, 1962). 이러한 인간 본성에 관한 목적론에 부합하는 것

이 진정한 합리성이라는 것이다. 결국 칸트와 밀 등으로 대표되는 근대 자유주의는 

자율성 개념에 일관적인 내용을 부여하기 위해 인간 본성에 관한 일정한 배경적 상

정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가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러

한 인간 본성에 관한 특수한 상정들이다.

13)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선험적 분석론’에서 현상계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인과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만약 인간의 자유와 도덕적 책임이 존재
한다면 그것들은 현상계가 아닌 다른 곳에 속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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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난맥상 속에서 현대 자유주의자들 중 일부는 자율성을 ‘합리적’ 자기 결정

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자율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개인이 타인의 욕구나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나 바람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벌린이 제시한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구분을 상기시킨다. 벌린은 자율성을 적극적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적으로 혹은 신조와 관행상으로나,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self-mastery)으로서 

“적극적” 자유의 관점은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주장과 함께 인성

(personality)을 두 측면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오기 매우 쉬운 것이 사

실이다. 즉 인성 내부에 한편으로는 초월적인 지배적 통제를 행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욕망과 격정의 덩어리가 있어서 후자가 전자에 의하여 훈육되고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erlin, 1969: 133).

 

  벌린은 위와 같은 적극적 자유가 자유주의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전제와 압제를 위

한 처방이라고 비난한다. 자유가 합리적 자기 결정으로 해석되어 이러한 의미의 자

율성이 자유주의의 토대로 간주되기만 하면, 자유주의라는 명목으로 온갖 비자유주

의적인 행위들이 자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는 것이다. 벌린은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일단 내가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면 나는 곧 사람들과 사회의 현실적 바람을 

무시할 입장에 태세를 갖춘 셈이다. 그들의 “진정한” 자아라는 명분 아래 그들을 

협박하고 억압하며 고문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행복, 의무의 수행, 지혜, 

정의로운 사회, 자아실현 등등) 그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인류의 진정한 목표가 

곧 각 개인의 자유와 동일하다는 부동의 확신, 비록 표면에 드러나지도 않고 분

명한 형태를 띠고 있지도 않지만 진정한 자아가 내리는 선택이 곧 그 개인의 자

유라는 부동의 확신 아래 그 모든 일이 행해지게 된다(Berlin, 1969: 133).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 자기 결정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을 포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는지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특히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고려로부터 자유주의를 도출하려는 시도는 유효한 대안이 아닐 수 있다. 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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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Taylor)는 “한 사람의 자유는 외부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동기의 

장애에 의해서도 구속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Taylor, 1979). 내부의 욕망이나 충

동에 의해 갖게 된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율성 개념이 지닌 문제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율성이 합리적 

자기 결정으로 이해되고 다시 합리적 자기 결정이 인간 본성에 관한 견해에 근거한

다면, 자율성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의 옹호는 결국 자유주의적이지 못하게 된다. 그

러한 옹호는 벌린이 비판한 것처럼 억압적이고 비자유주의적인 교설로 전락할 것이

기 때문이다. 둘째, 합리성 개념이 포기되고 자율성이 단순히 사람들의 현실적 욕구

에 의해 규정된다면, 사람들이 왕왕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상식적인 주장마저 

무색해지는 문제가 있다. 자율성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self-mastery)이라면 자신

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자기 욕망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셋째, 만약 자율성이 합리적 자기 결정으로 이해되지만 인간 본성에 관한 어떠

한 배경적 이론에도 근거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그리고 왜 어떤 행위가 합리

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합리성의 내용

은 오직 인간 본성에 관한 배경 이론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현대 자유주의가 

이러한 배경 이론을 포기한다면, 결국 합리성을 위한 기준을 제공할 가능성 자체를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다. 

  결국 현대 자유주의는 자율성 개념의 본질적 조건으로서 합리적 자기 결정이라는 

조건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한편으로 

합리적 자기 결정은 행위자가 자기 욕구의 주인인지 노예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필

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구분은 합리성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배경적 

이론이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배경 이론이 제시되면, 자율성은 

자유주의라는 명분으로 비자유주의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현대 자유주의의 자율성 개념

  현대 자유주의가 인간 본성론을 거부한 채 자율성 개념만을 보유하려 하는 데 대

해 머독(Iris Murdoch)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을 초월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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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실재를 배경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을 거침없고 적나라한 의지

(brave, naked will)로서 묘사한다. 우리는 그러한 배경을 포기하는 비용으로 자유주

의적 이론을 구입한 셈이다.”(Murdoch, 1961: 18). 칸트와 밀에게 그러한 형이상학적 

내지 목적론적 배경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현대 자유주의의 실수는 합리적 자기 결

정이라는 자율성 개념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 가능하게 해주는 배경 이론을 

무시한다는 데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가 진정으로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를 실

현시키리라는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든다.

  현대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자율적인 행위자를 ‘거침없고 적나라한 의지’라 일갈한 

머독의 문제 제기는 자율성에 근거한 자유주의가 직면하게 되는 보다 심각한 문제

를 암시한다. 그것은 자율적 행위자라면 자신이 스스로 제정한 법에 복종해야 한다

는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라즈는 이러한 조건을 ‘자기 세계의 부분적 창조자(part 

creator of his own world)’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Raz, 1982: 111). 또 그레이(John 

Gray)는 그것을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이루는 관습들로부터, 그러한 환경의 영향들

부터 스스로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요구로 표현한다(Gray, 1983: 74). 여기

서 라즈와 그레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율적인 행위자라면 그가 속한 사회의 

기준이나 규범을 숙고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리

(distance)’라는 개념은 자율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그 개념은 자

신의 도덕적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완전한 자율성에 도달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완전한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인간

의 사회적 본성을 무시하는 비현실성 때문에 거부되곤 한다.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자라는 이념은 실현 불가능한 ‘몽상’이라는 데 광범위한 합

의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자율성이 학습되고 계발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자율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된 가치들의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율적 행위자는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자일 테지만 그의 자율적 선택은 이성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호소하는 것만이 이성이 

작동할 수 있는 배경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라즈는 “완전히 자율적인 개인은 불

가능성이다. 어떠한 고정된 생물학적, 사회적 본성도 없이 그가 살아가는 대로 자신

을 창조하는 완벽한 실존주의자라는 이념은 일관성 없는 몽상이다.”라고 말한다

(Raz, 1982: 112). 따라서 자율성의 조건은 세계로부터의 거리(distance), 즉 자신의 환

경에서 분리되어 그것을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율성의 계발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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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의 접근(proximity)을 요구한다. 행위자는 자율성의 이상을 뒷받침해주는 배경의 

맥락에서 그의 자율성을 학습하고 계발해야 한다.

  행위자가 자신의 세계로부터 분리되는(detached) 동시에 내장되어야(embedded) 한

다는 요구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대체로 인정하는 바다. 자율성은 우리의 세계 내

에서 학습되어야 하고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완전한 자율성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자율성에 근거한 자유주의가 과연 내적으로 일관적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자율성-자유주의는 다음 세 가지 주장들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1. 자율성의 조건은 세계로부터의 일정한 거리를 요구한다.

2. 자율성의 계발은 세계로의 접근을 요구한다.

3. 자율성은 결코 완전할 수 없고 단지 부분적일 수 있을 뿐이다.

 

  자율성–자유주의는 위와 같은 핵심적인 전제들에 근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사이의 상충으로 인해 최대한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헌신, 그리고 다원주의

와 관용에 대한 헌신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본 항목의 주장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적 

다양성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해서 각 개인이 그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자율성–자유주의에 상정된 자율성의 본성을 분석한 결

과, 그러한 주장은 성공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본 항목의 주장은 자율성 자유주

의가 자율성과 타율성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 

모두가 사회적 도덕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부분 타율적이며 

따라서 자율성 개념 자체가 허구라는 주장이 아니다. 자율성–자유주의가 다원적이

고 관용적인 사회를 가져오리라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본 항목의 주장이

다.

3) 현대 자유주의의 불관용성

  앞에서 우리는 밀의 사상이 기대만큼 자유주의 사회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인간 본성론이 비자유주의적인 귀결을 낳기 때문이

다. 이번 항목의 목적은 현대의 자유주의 역시 (공식적으로는 인간 본성론을 포기했

다고는 하나) 생각보다 덜 자유주의적이고 덜 관용적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만



- 77 -

일 자유주의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관용적인 사회의 비전을 정당화하는데 실패한다

면, 우리는 관용의 정당화를 다른 데서 찾거나 관용에 대한 로크식의 최소주의만

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본 항목의 논의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최대로 

자유주의적인(maximally liberal) 사회를 정당화한다는 자유주의의 주장을 검토할 것

이다. 즉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는 최대한의 자유를 지지하는가?”라는 물음에 대

해 고찰할 것이다. 후반부는 자유주의가 광범위한 관용을 정당화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즉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는 진정으로 관용적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고

찰할 것이다.

  지난 항목에서는 자율성의 조건과 자율성의 계발의 구분에 주목하였다. 전자는 

주변 세계와의 ‘간격’을 함축하고 후자는 주변 세계로의 ‘접근’을 요구한다. 이번 절

에서는 자율성의 조건이 다른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자유의 우선성을 요구하더라도 

자율성의 계발은 그것과 상충하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논구할 것이다. 또한 

자율성은 항상 계발되고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유주의는 다른 사회적 가치들

에 비해 자유에 우선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귀결된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밀은 『자유론』에서 자유의 원칙이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는(self-regarding) 행위라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

(maturity of their faculties)’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선의 정신이 자유의 

정신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인하면서 자율성이 성숙될 때까지 자유

에 대한 잠정적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여기서 그가 염두에 둔 것은 미

성년자뿐만 아니라 미개한 국가나 노동 계급의 구성원들이다. 이들의 경우 자유는 

잠정 유보될 수 있지만, 일단 그들이 완전한 정신적 성숙에 도달하면 자유의 원칙

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밀의 이론은 자신과 관련된(self-regarding) / 타인과 관련된(other-regarding) 

행위 사이의 명확한 구분에 의존하고, 자율성이 완전히 성숙한 / 자율성이 미성숙한 

사람 사이의 구분에 의존한다. 사실 후자의 구분은 전자의 구분에 비해 많은 주목

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후자의 구분과 관련된 주장 때문에 밀의 사상은 문화 제국

주의(cultural imperialism)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은 자율성에 기반한 

자유주의에 어떤 심각한 난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그 난제는 자유주의가 자율성의 조건과 자율성의 계발의 구분에 한편으로는 의존

해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조성된다. 그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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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자율적인 행위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

만 만약 그 구분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율적인 행위자를 ‘거

침 없고 적나라한 의지’의 소유자로 해석해야 한다. 역으로, 만약 자유주의가 ‘거침 

없고 적나라한 의지’의 개념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을 거부한다면, 자유주의는 온정주

의적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구분을 더 이

상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완전히 자율적인 사람들에게는 최대한의 자

유를 증진한다는 주장을 포기해야 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자율성의 본성에 대한 유

지할 수 없는 교설을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딜레마의 예는 밀의 『자유론』에서 (그리고 자율성에 기반한 현대의 자

유주의 이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유론』의 제4장(‘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에서 밀은 개인적 자유의 대의를 옹호하고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

는 것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 영역을 옹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자율

적 행위자가 자신의 도덕적 세계의 창조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런 지식도 존재하지 않았던 듯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적당히 나이가 들어 경험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용하고 해

석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라고 역설한다(Mill, 

2005: 110-1).

  여기서의 강조점은 자율적 행위자가 주변 세계의 주인이 되는 정도에 있다. 타인

들의 경험과 학습은 그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고 그는 ‘기록된 경험의 어떤 부분이 

그 자신의 환경과 특성에 적절히 적용가능한지’ 발견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자율적인 행위자(적극적이고 정력적인)와 비자율적 행위자(수

동적이고 무기력한) 사이의 구분에 무겁게 의존한다. 논의 내내 성숙하고 자율적인 

사람은 그가 속한 세계를 숙고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보여진

다. 세계는 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함수 역할을 하며 그는 그것을 그에게 최선인 

것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자주 지적되듯이 이것은 인간 본성에 

관한 비현실적 그림이다. 우리는 행위자일뿐만 아니라 대체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

의 수동적 피해자이다. 초연하고 불편부당한 관점에서 그를 둘러싼 세계를 단지 조

사하고 그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완전히 자율적인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항목의 주요 주장은 자율성 자유주의가 자율적인 개인과 그의 자율성을 가

능하게 하는 주변 세계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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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관계가 너무 가까우면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허용된다. 반면에 너무 멀

면, 자율적인 행위자가 자율성에 대한 위협이 불가능해진다. 물론 이러한 두 극단 

사이에 안정된 균형점(equilibrium)이 있을 수 있다. 많은 것이 우리가 완전한 자율성

을 위한 한계값(threshold)을  얼마나 높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의 논

변은 자율성 개념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호소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회를 최대한 자유주의적인 사회로서 정

당화하고자 할 때 자유주의는 자율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요성을 비현실적으로 무시

한다.

  자율성에 근거한 자유주의는 자율성의 조건과 자율성의 계발의 구분에 호소하는 

한 반드시 최대한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의 요점이

다. 그렇다면 자율성에 근거한 자유주의는 얼마나 다원적이고 관용적일 수 있을까? 

관용의 개념상 어떤 생활양식을 관용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불승인을 함축한다. 

그런데 자율성에 근거한 자유주의는 자율성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양식들에 관한 한 

그것들을 승인하기에 원천적으로 관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율성에 

그다지 가치를 두지 않는 생활양식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용의 문제가 가장 

절박한 경우는 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비자율적인 생활양식이 하위문화의 형태를 취

할 때일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사회 내의 무슬림 공동체라든가, 미국 사회 속의 

아미쉬(Amish) 공동체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들 공동체는 독립성이나 자기 결정

보다는 복종과 충성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자율성에 근거한 자유주의는 이러한 

공동체들에게 불관용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항목에서는 자유주의적 관용을 위한 세 가지 정당화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결

론은 세 가지 논리 모두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회의주의는 

관용과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연관성도 없고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연관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회의주의는 관용을 위한 원칙적 정당화가 아닌 기껏해야 실용

적 정당화를 제공할 뿐이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둘째로 중립성 논변은 때로는 회의

주의로 함몰됨으로써 회의주의와 똑같은 난관에 봉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요구를 적절히 분석하는데 실패하거나 중립성이 무엇인지 명

확히 설명하는데 실패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중립성 논변 자체는 또다시 

정당화될 필요가 있으며, 자율성이 바로 그러한 정당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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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자율성 개념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양성이나 관용에 대한 자유주의의 헌

신의 정확한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당화는 양날의 칼로 드러난다. 적

절히 이해될 때 그것은 훨씬 더 흔히 주장되는 것 이상으로 보다 제한되어 있다. 

특히 그것은 관용을 매우 제한적인 한계 내에서 단지 도구적 가치로서 정당화한다. 

어떤 점에서 자율성에 근거한 자유주의는 17세기 편지에서 로크가 제시한 관용론에 

반대하여 최초로 제시된 논변을 상기시킨다. 자율성에 기초한 자유주의는 궁극적으

로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율성을 가치 있게 여

기는 다양한 삶의 형식들만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따라서 관용을 원칙의 문제가 아

니라 실용적 방편으로 만들어 버린다.

5. 관용의 공동체주의적 정당화 가능성

  공동체주의나 사회주의가 자유주의보다 명쾌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의를 내

리기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에 

있을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처럼 국가를 사람들이 타인에게 간섭 

받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계획을 추구하는 중립적인 장(neutral arena)으로 보지는 않

는다. 공동체주의에서

 

사회의 각 구성원은 이상적으로 그가 다른 구성원들의 복지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그들과 결속되어 있는 것으로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그의 정치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의 사회적 성원성(social membership)에 의해 

구성된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인가?(Who are you?)”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무엇보다 “나는 …에 속한다(I belong to …).”라고 답하는 것이다.(Miller, 

1989: 240).

 

  사회에서 개인이 지닌 역할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우리 삶의 많은 특징들이 선택

의 대상이 아니라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또한 국가가 자유주의자들이 상

정하는 것보다 개인의 인생 전반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공동체주의적 신

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국가가 삶의 의미와 소속감, 그리고 시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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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면, 국가는 개인적 선택만이 이루어지는 ‘시장(market)’ 이

상의 것임에 틀림없다. 밀러(David Miller)가 주장하듯 공동체주의(사회주의)가 요구

하는 공통의 시민성이라는 의식(sense of common citizenship)은 전체 공동체에 대한 

충성에 위배되는 충성을 요구하는 하위 집단들(sub-groups)에 대해 관용을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위 문화들은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중대한 정체감(sense of 

identity)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것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하

위 문화들은 구성원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선취(先取, preempt)

할 수 있는 충성의 협소한 초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반작용에 의해, 특정 하위 문화

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Miller, 1988: 244) 따라서 전체 공동체 내부의 

하위 문화들이 지닌 분열적인 측면으로 인해 공동체주의에서 관용은 제한되는 방향

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 이와 같은 제한적 관용(limited toleration)은 올바른 소속

의 방식, 최선의 삶의 방식이 단 하나라는 것을 함축하기에 벌린이 경고한 전체주

의의 망령을 되살리게 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주의는 또한 확장된 

관용(extended toleration)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사람들은 행위자 일뿐만 아니라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것, 사람들은 종종 그

들 자신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위 문화나 하위 집단에 속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속할 뿐이라는 것은 관용의 실천적 정책들을 요구한다. 만약 사

람들이 하위 문화에만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에 소속감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중요

하다면, 그것은 법적 명령에 의해 강요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종교적 믿음과 

마찬가지로, 성원성은 받아들이도록 강요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

하는 어떤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정치적 불관용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사

람들의 믿음과 헌신을 바꾸기 위해 강제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실천적 논점은 로크에게서 기원한 것으로 특별히 공동체주의적인 근거

라고는 볼 수 없다. 관용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불관용의 불합리

성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공동체주의가 실용적 장치나 잠정적 편의로서 관용을 옹호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라즈는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

은 자율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하위 문화의 구성원들은 자율성의 조건에 가치를 부

여하도록 인간적이고 품위있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az, 1986: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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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이름값을 하는 유일한 연대성(solidarity)이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통일시키는 것인양 행위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통일성을 그

것들 중 일부는 불가피하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이한 연대성들(different 

solidarities)로 복잡하게 (심지어 고통스럽게) 구성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Phillips, 1984: 240~1).

 

  현대 사회가 다문화적 다인종적 사회로 변모하면서 연대성 및 시민성의 공동체주

의적 관점에 내재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왜 

하위 문화에 대한 충성들이 전체 사회에 대한 충성을 해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러한 하위문화들을 관용해야 하는가? 공동체주의는 연대성 및 시민성의 의식

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로크식의 실용주의적 정당화를 넘어서 관용

의 가치를 옹호하는 규범적 정당화를 제시할 수 있을까?

  만약 공동체주의가 ‘주어진 것’, 인간의 상호 의존성, 그리고 무엇보다 소속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유주의로부터는 기대하기 어려운 관용에 대

한 새로운 정당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필립스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통합성(socialist unity)은 단일한 연대성이 아니라 다양한 연대성들로부터 구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서는 하위문화에 대한 충성이 전체 

국가(the state as a whole)에 대한 충성과 상충할 수 있으므로 통합성 구축의 문제가 

첨예화된다. 다양한 연대성들로부터의 공동체주의적 통합성의 구축은 그 자체가 관

용에 대한 요구라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자신의 방식을 견지하면서도 전체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필립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관용은 

공동체주의에 있어서 단순한 편익의 차원을 넘어 도덕적 필연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국가를 중립적인 경기장으로 보지 않는

다. 그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사회에 결속된 존재로, 서로를 공통의 시민성

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존재로 볼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그들은 국가 구성원들의 충

성심과 소속감을 증진하기를 열망해 마지 않는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

보다 한편으로는 관용을 더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적게 요구하

기도 한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관용이 전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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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적게 요구하는 것은 관용만으로는 소속감을 고취하

는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단순히 용인되

고 있음을 넘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녀야 한다.

  소수자들의 분파적 충성은 공동체주의적 시민성 의식 내부로 포용되어야 한다. 

그들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전체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 사회는 “가령 영국 내 인디언 사회의 구성원들이 영국을 모국

으로 느끼고 충성심을 갖도록 영국 내의 인디언 문화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려고 노

력해야 한다.”(Miller, 1988: 153) 국가는 획일적인 연대성을 강요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공동체주의적 통합은 다양한 연대성들로부터 구성된 복합물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에서 관용의 근거는 국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관용의 

한계는 자율성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중립성의 요구 및 자

율성 증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우대조치와 같이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중화시키려는 

광범위한 국가 행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용은 

불관용 못지 않게 소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 관용의 수혜자들

은 그들이 국가에 의해 박해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국가나 사회로부터 소외

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들은 단순히 인내와 관용이 아니라 존중과 환

영을 희망한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은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소속감과 관련이 

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관용의 정당화와 한계, 그리고 관용의 역설에 대한 해

법 등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한다. 우선 “관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자유주의는 선택의 자유와 개인적 자율성에 근거하여 답할 것이다. 자

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야말로 관용을 정당화하

기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 

반면에 공동체주의는 시민성 의식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방법으로서 관용을 정당화

할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모두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희

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속감을 증진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자유주

의자들이 상정하는 것처럼 개인적 이상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자

유주의의 상정이 옳다고 한다면 관용은 단지 하위문화의 구성원들 모두가 자율적으

로 선택하게 될 그날까지만 유효한 임시적 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보수주의가 상정하듯이 역사적으로 주어진 정체성 속에 유폐된 존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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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항구불변이라면 관용은 무의미할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주어져 있으면서도 가변적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기 때문에 관용의 필요성과 정당화

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적 선택의 대상이라는 것’과 ‘가변적이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적 이상이 가변적인 동시에 선택의 

문제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관용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망한다. 보수주의자들

은 개인적 이상을 가변적이지도 선택의 문제도 아니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관

용을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공동체주의

자들은 개인적 이상을 가변적이지만 선택의 대상은 아니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

은 관용을 실천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주의적 통합성의 복합적 의미를 

구성하는데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관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 물음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관용의 

정당화가 곧 한계를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는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

만을 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기 뜻대로 살 권리를 가진

다는 근거에 의해 관용이 정당화된다면 동일한 근거에 의해 관용이 제한되어야 한

다는 게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에게 상황은 좀더 복잡하

다. 만약 관용이 소속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면, 소속감을 

증진하지 않는 신념이나 행위에 대한 관용의 정당화는 어렵게 된다. 오히려 전체 

사회에 대한 충성에 어긋나는 충성들을 억압할 근거가 공고해지며, 그러한 억압을 

삼갈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억압이 이따금 소외를 증대시키리라는 

순전히 실용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용의 한계를 이처럼 엄

격하게 설정하는 것은 공동체주의적 통합성이 획일적 개념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

롯된 것이다. 즉 공동체주의적 통합성이 다양한 연대성들의 구성체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관용의 역설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해법은 무엇인가? 멘더스에 의하면 공

동체주의는 관용의 역설에 대해 독특하고 탁월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관용의 

역설은 우리가 잘못(wrong)이라고 믿는 것을 관용하는 것이 왜 옳은(right)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의 전형적인 해법은 관용이 자율적 행위자

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을 함축한다는데 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행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율적 행위자라는 개념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잘

못에 대해서도 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에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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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립적 장으로서의 국가 비전이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선택에 대해 그토록 강조하지는 않는다. 공동체주의는 사람

들의 이상들이 가변적이면서도 주어져 있다고 본다. 즉 순전히 선택의 대상은 아니

라는 것이다.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대해 박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

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특별히 공동체주의적 해법이라고 생각되기 어렵다. 관용의 

역설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해법의 특징은 불관용이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분석

에서 드러난다. 불관용은 자유주의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과 전체 사회 사이의 분리나 괴리를 초래하기 때

문에 잘못인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을 타인들의 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회

를 만들기 위해 관용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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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용론

1. 정치적 자유주의

1) 정치적 자유주의와 포괄적 자유주의

  롤스는 현대 자유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그가 지지하는 ‘정치적

(political)’ 자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거부하는 ‘포괄적(comprehensive)’ 자유주

의이다. 이러한 ‘정치적/포괄적’의 구분은 다원주의 사회를 규제할 자유주의적 원칙

을 정당화할 때 발생하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그 구성원들이 다양한 신념 체계를 지니는 관용적인 사회를 추구

한다. 관용적인 사회는 온갖 종류의 전통과 이상들이 공존하면서도 각축을 벌이는 

종교적,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이다. 이처럼 다양한 신앙 및 문화들이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어느 집단의 ‘의례(儀禮)’가 다른 집단에게는 ‘무례(無禮)’가 될 수 있다. 

또 이러한 다원주의 아래서는 위해(harm)와 상심(offence), 공(public)과 사(private) 등

의 예리한 구분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상호 관용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가 여의

찮다.

  그러나 단지 위와 같은 다원주의의 문제들 때문에 롤스가 정치적/포괄적 자유주

의를 구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적/포괄적 구분 이전부터 이미 자유주의자

들은 다원주의의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모색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주의자들

마다 해법의 각론은 조금씩 다를는지 모른다. 하지만 다양한 자유주의적 해법들은 

(로크, 칸트, 밀 등의 사상들을 핵심적 전통으로 삼는) 비교적 일관되고 통합적인 자

유주의적 전통에 의거해서 제시되어 왔다.14) 

  롤스가 정치적 자유주의와 포괄적 자유주의를 구분하게 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

다. 다원주의의 문제들에 대한 자유주의의 해법들은 이성, 동의, 자율성 등을 중시

하는 ‘특정한’ 철학적 전통을 공유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와 

14) 로크, 칸트, 밀 외에도 이 전통에는 볼테르, 몽테스키외 등의 프랑스 계몽철학자들, 
미국의 연방주의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논란을 다소 감수한다면 홉스, 루소, 헤
겔, 공리주의자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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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자유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즉 비자유주의적인 문화 및 전통들이 엄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사회 전체를 규제할 요량으로 ‘자유주의적’ 전통에 근거하

여 ‘자유주의적’ 원칙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특정한 문화와 전통을 편들어 

다른 것들을 주변화하는 셈이다. 이 문제는 특히 자유주의적 가치들과 비자유주의

적 가치들이 서로 통약 불가능하여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 심각해진다.

  로크(J. Locke)의 『관용에 관한 편지(Letter Concerning Toleration)』는 분명 근대 

초기 자유주의 전통이 형성되는데 초석이 된 저작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종교적 

관용에 대한 로크의 논변이 적어도 일부는 종교적 토대에 입각한 것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편지”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로크는 이렇게 말한다. “종교적인 사

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관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인류의 진정한 이성에 일치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토록 분명한 빛 속에서도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기이한 일처럼 보입니다.”(Locke, 1689(1991): 16)

  계속해서 로크는 종교의 본질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 예수가 복음의 추종자들

을 얻을 때 힘보다 설득을 사용했고 사도들에게 세속적 권력을 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종교적 이단이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에는 해롭지 않다는 것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그리스도교적이라는 게 틀림없을진대 어떻

게 로크는 이런 내용의 편지로써 그가 수신인으로 상정한 모든 이들을 설득할 생각

을 했을까?  

  물론 로크의 핵심 논변 가운데는 그리스도교적 관점에 의거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로크의 관용론의 핵심 논변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 논변

(pragmatic argument)’이 포함되어 있다. 

영혼의 구원을 돌보는 일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세속 통치자에게 속할 수 없습니

다. 법률의 권위와 처벌의 강제력이 인간의 생각을 바꾸는 일에는 효과적이더라

도, 영혼의 구원에는 전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가 그리스도교적 토대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은 분명하

다. 또한 만약 그리스도교적 토대를 괄호에 넣는다면 로크의 관용론은 매우 불완전

한 이론이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로크의 관용론

은 일종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셈이다. 즉 관용을 특정 세계관에 근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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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게 옹호하되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폭넓게 설득하지는 못하게 되

거나, 아니면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폭넓게 설득하기 위해 실용적 정당화

로써 관용을 옹호하되 철학적으로 천박하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로크는 위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로크가 상

정한 주요 독자는 그리스도교도, 특히 프로테스탄트였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논

변을 펼쳤던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은 로크의 시대

와는 다르다. 현대의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옹호가능한 관용의 원리라면 매우 다양

한 세계관을 지닌 불특정 다수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정 소수

만이 납득할 수 있는 원리로 질서 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를 이룩하려면 

폭압적 수단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용의 원리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자

유주의자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즉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에게 폭넓은 호소력

을 지닐 수 있지만 경박한(shallow) 관용론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폭넓은 지지는 받

기 어렵겠지만 철학적 세계관에 기반한 심오한(deep) 관용론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인 것이다. 전자는 ‘정치적’ 자유주의, 후자는 ‘포괄적’ 자유주의에 각각 조응한다

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명칭은 특정 사상가 즉 롤스의 후기 사상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등장했지만 여기서는 ‘포괄적 자유주의’와 더불어 현대 정치철학의 한 유형

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이해하도록 한다.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헌신

이 특정한 가치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포괄적 자유주의자들은 

보다 심오한 철학이나 가치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자유주의적 헌신을 옹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들은 어떤 정당화 전략(justificatory strategy)을 취하느냐에 따라 내

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롤스가 제안한 전략은 이른바 ‘중첩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이한 철학적 전제들로부터 단일한 철학적 

원리라는 고원(高原)에 도달하는 정당화 경로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전략으로

는 ‘최소 공통분모(lowest common denominator)’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원주

의적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를 찾아가는 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최소 공통분모는 보편적 이성

(칸트)에서부터 자기보존 욕구(홉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포괄적 자유주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자유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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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또 그리스도교 사상(로크), 자율성 이론(칸트), 그리고 공리

주의(벤담) 등 다양한 이론적 토대들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정치

적 자유주의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자유주의적 헌신을 특정한 가치관 및 세계관과 

연관시키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포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야말로 인

격, 자유, 그리고 선에 관한 우리의 관념의 심오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하는 사상가들은 거의 모두 포괄적 자유주의자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로크도 그러하다. 그의 일반적 정치철학 이론

(소유권 이론, 계약론 등) 또한 ‘포괄적’ 성격의 이론이다. 로크의 이론은 인간이 신

의 피조물이라는 전제에 의존한다. 칸트의 정치철학도 그의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

는 형이상학적 전제에 의존한다. 또한 일견 순수히 정치적 원리인 것 같은 밀의 ‘위

해의 원리’도 그 밑바탕에는 인간 번영(human flourishing)에 관한 특정한 비전이 깔

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 칸트, 밀 등의 포괄적 자유주의자들은 신, 도덕 법칙, 그

리고 인간 번영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이론적 토대가 자유주의적 정치를 실현하는데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들은 자유주의가 철학적 토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그러한 철학적 토대에 관한 이론적 탐구를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로크가 무

신론자에 대해 논하면서 어떠한 이론적 토대에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에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정치적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중립성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자유주의적 중립성(liberal 

neutrality)’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많은 이론가들은 

자유주의의 요체를 국가 중립성, 즉 국가가 윤리적 종교적 논쟁에서 특정한 입장에 

서는 것을 삼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드워킨(R. Dworkin)은 사람들을 ‘평등한 존재

로 대우하는(to treat people as equals)’ 자유주의적 헌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정치적 결정은 좋은 삶에 대한, 그리고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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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관점과도 가능한 한 독립적이어야 한다. 한 사회의 시민들은 그들의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 공직자가 어느 한 관점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기 때

문에, 혹은 다수 혹은 강자 집단이 그 관점을 지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관

점보다 그 관점을 선호한다면, 정부는 그들을 평등한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다(Dworkin 1985: 191).

  드워킨은 중립성을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할 보편적인 도덕적 요구로서 상정한 것

은 아니다. 그는 중립성을 ‘정치적’ 도덕성(political morality)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즉 한 개인이 특정 가치관을 선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입법가나 판사

로서 그러는 것은 잘못이다. 어떤 교회나 회사가 특정 종교나 가치관을 선호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그러는 것은 잘못이다(Larmore, 1987: 45). 이러

한 생각은 종교와 인종에 대한 국가의 중립을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

조에 담겨 있다. 

  자유주의적 중립성은 종교적 관용을 윤리적 선택의 영역으로 일반화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자유주의 국가는 종교들 사이에서만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적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가치관이 아니라면) 시민들의 거의 모든 가치관

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중립성의 맹점이 있다. 

자유주의가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으로만 이해됐을 때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

덕적 관점에 근거를 둘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윤리적 영역으로 확대된 이

상, 더 이상 호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워진 것이다. 가치에 대한 회의주의

(scepticism)에서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가치 회의주의 또한 가치 영역에서의 특정

한 관점을 대변하기 때문이다(Dworkin, 1985: 203). 그래서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정

치적 도덕성(political morality)과 윤리(ethics) 사이의 구분을 서둘러 주장했다

(Waldron, 1993: 156~63). 전자는 국가의 행위가 허용되는 정의나 정당성의 원칙에 

해당하고, 후자는 국가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정의나 정당성을 제외한 도덕성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치적 도덕성과 윤리 간의 이러한 인위적인 구분

은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여기서도 중립성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

들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즉 중립성의 원칙이 정당화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정당화의 근거로 삼은 특정 가치들 때문에 비중립적이라는 비판을 

받든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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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중립성을 정치적 정당화의 메타적 원리(meta-principle)로 삼는 이론은 어떠할

까? 애커만(Bruce Ackerman)은 이른바 ‘계약론적 대화(contractarian dialogue)’라는 형

식의 정의론을 전개하였다(Ackerman, 1980). 계약론적 대화란 어떤 특정 권력 배분

을 정당화하기 위한 담화에서 제기되는 어떠한 이유도 “권력 담지자로 하여금 그의 

선관이 동료 시민들 중 어느 누구에 의해 주장된 것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도록 요

구한다면, 좋은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근본 규칙으로 설정한 대화를 말한다

(Ackerman, 1980: 11). 왜 이것이 근본 규칙이 되어야 하는가? 애커만은 중립성의 원

칙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윤리에서 실험의 인식적 

가치, 자율성의 본질적 중요성, 윤리에 관한 회의주의나 선에 대한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권력 담지자들의 능력에 대한 회의주의 등이 그것이다(Ackerman 

1980: 11~12). 자유주의 국가는 이러한 정당화 경로들 중 특정한 것에 편들 필요가 

없다. 다만 그 경로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모든 사람이 중립성에 이를 수 있다

는 것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유효한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립성에 이르

는 상이한 경로들 때문에 목적지의 의미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신

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그러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도덕적 원칙들은 

그 해석이 그 원칙들이 부과되는 요점이나 목적에 대한 어떤 이해에 의존한다. 목

적이 바뀌면 그 원칙을 해석하기 위한 다른 기초가 제공되는 셈이다. 중립성에 관

한한 주된 해석적 난점 중 하나는 의도의 문제와 관련된다. 중립성은 비중립적 의

도에 의해 동기화된 정치적 행위만 금지하는가, 아니면 어떤 동기였든 결과상 비중

립적인 행위까지도 금지하는가? 중립성에 이르는 애커만의 일부 경로는 의도주의적 

해석을 선호하는 반면, 적어도 한 경로는 결과주의적 해석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

난다. 권력 담지자의 윤리적 능력에 대한 회의주의는 하나의 선관을 선호하려는 의

도적인 시도만을 금지해야 한다. 반면에 윤리적 다양성의 가치는 의도된 것이든 아

니든 국가 행위가 실제로 어떤 선관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때마다 우리를 멈추게 

해야 한다. 애커만의 ‘중첩 합의’는 시민들이 상이한 경로들을 따라 해석적 분쟁에 

이르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공통된 기초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상 무질서

한 사회를 위한 처방전이다(Waldron, 1993: 151~3).

  열린사회는 일정한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며 적어도 일정한 영역에서는 정부의 권

력이 제한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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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등은 자유로운 열린사회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다. 이

러한 자유와 권리들의 밑바탕에는 국가가 특정한 종교관, 정치관, 그리고 가치관을 

증진하도록 조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즉 국가는 좋은 삶에 관한 

시민들의 관점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 사회가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을 구분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어떻게 구분되

는가? 자유주의의 한 가지 답변에 따르면, 공적인 것은 정의로운 사회 규범을 위반

함으로써 공적 통제를 받는 행위들과 관련되며, 사적인 것은 그러한 위반 없이 개

인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행위들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공적인 것과 사적

인 것의 구분은 좋음보다 옳음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견해를 적용한 것이다. 그

리고 국가 중립성(state neutrality) 또한 그러한 견해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최근 수십 년간 국가 중립성은 자유주의적 관용과의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거론

되어 왔다. 자유주의적 관용의 원리에 따르면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 그리

고 표현 방식들을 관용해야 할 의무 내지 책무가 존재한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중립성과 관용은 다른 태도이다. 중립성은 어떤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거나 어떤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어느 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관용은 어떤 것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참거나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즉 중립성과 달리 관용은 관용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포한다(Mendus, 

1989: 8).

  자유주의자들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회피한다고 비판

받는 세 번째 가능성은 중립성도 아니고 관용도 아닌 제3의 가능성으로 다양성을 

찬양하는 것이다. 상이한 것을 단순히 관용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구분되며, 다양한 가치와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것이다. 그래서 찬양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치 평가하는 스펙트럼에서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극단에 있는 반면, 중립성은 그 가운데에 있으며, 관

용은 그 반대편에 있다. 여기서 자유주의가 어떤 견해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

단은 당분간 유보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이론은 어떤 종류의 중립성을 옹호하려고 하며, 왜 그렇게 하

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른바 ‘목적의 중립성(neutrality of aim)’과 ‘결과의 중립성

(neutrality of outcome)’을 구분해야 한다(Raz, 1986: 111~117). 왜냐하면 특정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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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할 이유에 대해 중립적인 것과 그 정책 수행의 모든 결과에 대해 중립성을 보

증하려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실제로 결과의 중립성을 옹호하

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결과의 중립성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는 사람들의 

욕망이 충돌하기 때문에 모든 원리를 정당화하는 근본적 요구조건으로서는 부적절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의 결과들도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따라서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립성은 목적의 중립성, 즉 국가 정책

의 지도 원리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유에 관한 중립성이다. 

3)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순리성 개념

  롤스는 『정의론』(1971)에서 일련의 ‘보편주의적’ 주장을 제시한다. 즉 그의 정의

론은 정의란 무엇이며 ‘정의의 여건(the circumstances of justice)’15)에 처한 ‘어떠한

(any)’ 사회에서든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롤스의 정의론은 사

람들이 정의의 원칙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쓰고 

결정하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이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리고 롤스는 그러한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자유, 평등한 기회, 그리고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복지를 지향하는 원칙들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결론을 옹호하고 경합하는 관점들에 맞서 누구라

도 지지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 그것을 방어하고자 한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롤스는 『정의론』(1971)의 이론보다 온건한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정치적 결정은 좋은 삶에 대한, 그리고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특정 관점과도 가능한 한 독립적이어야 한다. 한 사회의 시민들은 그들의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 공직자가 어느 한 관점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기 때

문에, 혹은 다수 혹은 강자 집단이 그 관점을 지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관

점보다 그 관점을 선호한다면, 정부는 그들을 평등한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다(Rawls, 1980: 518-19).

15) 정의의 여건이란 적절한 부족, 상호 무관심 등이다. Rawls 1971E: 126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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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질서 정연한 사회는 자기 이해에 있어 참된 사회이며 만약 사회가 부정의한 

것으로 비판받는다면 그것은 그 구성원들의 삶과 실천에서 이미 중시되는 가치들로

부터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왈저의 (공동체주의적) 주장을 상기시킨다. 이제 롤

스의 보다 온건해진 이론은 한 가지 방향에서 도덕적 보편주의로부터 후퇴한 셈이

다. 롤스의 정의론은 모든 사회를 위한 이론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사회를 위한 이

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같은 사회들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특징들 중 가장 현저한 것은 그들의 번영과 정치적 안정성의 전통

과는 별도로 종교적, 문화적 다원성이다. 윤리적 종교적 이질성은 더 이상 정의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가 갖거나 갖지 않을 수 있는 혹은 어떤 기간에는 갖고 다른 기

간에는 갖지 않는 특징으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될 수 없는 사회의 항구적 특징으로 간주돼야 한다.

  1990년대가 시작될 무렵 롤스는 『정의론』에서의 접근법이 이러한 근거에서 일

반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게 된다. 기본적 자유를 지배하는 원칙 속에 관용과 

상호 수용에 대한 견고한 옹호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접근법을 인간 

개인에 대한 특수한 비전에 정초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의 ‘협소한’ 이론(a thin 

theory of the good)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들은 개인적 능력 전반을 실현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합리적 인생계획을 형성하고 준수하는데 근본적인 관심을 갖는

다. 롤스는 개인이 이러한 과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기 존중(self-respect)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선의 협소한 이론 및 자기 존중의 개념은 롤스가 

양심의 자유에 부여하는 비타협적 지위를 비롯하여 자유의 우선성, 기회 균등의 원

리, 그리고 질서정연한 사회의 시민들은 시기심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 등에 내포되

어 있다. 

  롤스의 협소한 선 이론이 노정하는 개인주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진영

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적 인생 계획이 공동체의 가

치들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는 동떨어진 이른바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에 

의해 선택된다는 암묵적 가정을 공격하였다.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특별한 가정이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애착으로부터 해방된 개인들

의 복지를 지향하는 롤스의 정의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Sandel, 1982).

  롤스는 “어떻게 순리적(reasonable)인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교설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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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심각하게 분열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가 

상당기간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는다(Rawls, 1993: 4).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의 서두에서 롤스는 더 이상 포괄적인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근거할 수 있는 윤리적 철학적 전제들을 모두에게 확신시키는 것으로는 위와 같은 

물음에 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롤스는 자신의 이론을 다양한 윤리적 관

점들로부터 공통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의제를 제안한다.

  롤스의 새로운 의제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새로운 이론

을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포괄적 견해들의 특징을 규정하는 문제이다. 새로운 

정의관은 사회에 제시된 모든 포괄적 견해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견해들 중 일부를 비순리적이고 광적인(crazy) 것으로 무시할 수 있는가? 둘

째는 정의관과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 간의 적절한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

다. 우리는 정의관을 포괄적 교설들 사이의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로 간주해

야 하는가, 혹은 최소 공통분모로 생각해야 하는가, 아니면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셋째는 과거 『정의론』의 실질적 원칙들과 

주장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새로운 접근에서 보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이 자유주의 사회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 

어떤 함의를 지닐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롤스의 새로운 이론의 출발점은 현대 사회에 만연한 ‘상반되고 충돌하는 철학적, 

도덕적 교설들의 다양성(diversity of opposing and irreconcilable religious, philosophical 

and moral doctrines)’이다. 롤스는 이러한 다양성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 즉 ‘현대 사

회의 항구적 특징’으로 기술한다. 물론 이점에 대해 롤스에 동의하면서도 그러한 다

양성을 리오타르(Jean Francois Lyotard)가 개념화한 ‘포스트모던의 조건’에 고질적인 

병리현상으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롤스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은 다수의 가치들에 참여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가

치들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할지에 대해 불일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은 

상이한 입장, 관점, 인생 경험 등을 바탕으로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위와 같은 불일치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하지만 모든 불일치가 순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입장들은 광

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도무지 수용할만한 이유가 없기도 하다. 롤스는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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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는 그것들이 사회의 통합과 정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인식론적인 의미(epistemic sense)’에서 비순리적인 목적들은 사회가 거

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다(Rawls, 1993: xvii).   

  문제는 롤스가 사용하는 ‘순리적(reasonable)’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다. 어떤 경우에 롤스는 그것을 현대적 상황 아래 인간의 이성을 공정하게 사용하

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다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롤스의 순리성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가치관 및 종교를 지닌 사람들과 세계

를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 자신의 확신을 타인들의 확신과 함께 중립적 원

칙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시키려는 의지이다. 여기서 문제는 광적인 정도는 아니지

만 다른 견해들과의 사회적 화합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 원리

주의는 광적인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에서는 순리적이지만, 다른 관

점들과의 조화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라는 두 번째 의미에서는 비순리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애매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순리성을 적절히 규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

면, 이제 우리는 순리적 관점들과 정의론 사이의 적절한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

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답변은 만장일치(unanimity)의 

조건과 유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어떠한 정의론도 특정 가치관을 

지닌 구성원들이 거부할 경우 수용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강한 주장이며 정치적 자유주의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즉 문제는 단순히 정의론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어

떤 사람들은 정의론이 정식화되는 조건이나 가치관에 대한 접근 방식 때문에 특별

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수용가능한 정의론 T는 그것이 

거부되거나 반대되는 그 어떤 이유라도 T가 특정한 가치관이나 다른 포괄적인 철학

적 관점에 헌신하기 때문이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론이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한계점 검사(threshold test)일뿐이다. 즉 이러한 의미에서 T가 수용 가능할 수 있더라

도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수용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 검사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한 가지 가능한 답변은 T를 다

양한 포괄적 관점들 {C1, C2, ..., Cn}의 지지자들에게 수용 가능한 모두스 비벤디

(modus vivendi)로 해석하는 것이다. 적대적인 세력들 사이의 갈등을 종결짓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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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T는 C1이 C2, ..., Cn과 공존한다는 조건 하에 정의론의 방식에 대해 희망

할 수 있는 최선이고, C2가 C1, C3, ..., Cn과 공존한다는 조건 하에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이고, 등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롤스는 이것을 정의관의 토대로서 만족

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쟁적인 포괄적 관점들 사이의 권

력 균형이 변화하는 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우리가 통상 정의와 

결부시키는 확고한 도덕적 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Rawls, 1993: 148). 대신에 롤스

는 T가 {C1, C2, ..., Cn} 사이의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표현해야 한다

는 견해를 피력한다.

2. 롤스의 순리적 관용론

1) 판단의 부담과 순리성

 

  우리는 왜 우리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소신을 남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는 그러한 강요를 금지하는 관용의 원리를 옹호해야 하는가? 이러한 관용의 문

제에 대해 회의주의와 다원주의는 우리의 소신에 담긴 가치의 본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나름의 답변들을 내놓는다. 그러나 회의주의와 다원주의는 메타윤리적

(meta-ethical) 성격으로 인해 관용의 문제가 요구하는 바, 모름지기 규범성

(normativity)을 갖춘 답변을 제시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았다. 이번 항목에

서는 관용의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불관용의 비순리성(unreasonableness)에 호소하

는 현대 자유주의의 유력한 논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순리성에 근거한 논증에 따르면, 관용의 원리는 타인들과의 불일치가 순리적인 

경우, 즉 순리적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신을 타

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비순리적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된다.16) 이러한 순리적 관용

론(reasonable toleration)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상가는 바로 롤스이다. 롤스의 후기 사

상이랄 수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개념 

16) 정치 윤리의 관점에서 ‘순리적 불일치’의 문제에 천착한 최근의 탁월한 연구로서 크
리스토퍼 맥마혼(Christopher McMahon)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맥마혼에 의하
면 순리적 불일치란 “어떤 문제에 답하기 위한 이성적 추론자 집단의 최선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불일치”를 의미한다(McMahon,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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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바로 순리성(reasonableness)이다. 롤스의 관용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그 기본 입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라즈의 다원주의적 관용론과 비교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해 보자.

  라즈에게 관용은 적절하고 불가피한 다원주의의 조건 하에 개인들이 서로 반목

하는 경우 법적 의무(legal duty)의 문제로서 개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국가는 모두를 위한 자율성의 조건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는 방도로 

서로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관용의 원칙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반해 롤스의 순리

적 관용론에서는 관용의 원칙을 부과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정치적 삶의 영역에서 

동료 시민들을 순리적으로 대우해야 할 각 개인의 의무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라즈의 정당화가 ‘하향식(top-down)’이라면, 롤스의 정당화는 ‘상향식(bottom-up)’이

라 할 수 있다.

  롤스는 자유주의가 포괄적(comprehensive) 아니면 정치적(political)이라고 주장한다. 

포괄적 자유주의는 그것의 원칙들을 정당화할 때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 교설들, 

즉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을 동원한다. 이러한 포괄적 자유주의의 사

상가로는 로크, 칸트, 그리고 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신의 뜻, 자유의 이

성적 본성, 그리고 인간의 발전과 행복 등의 포괄적 교설을 정치적 사유의 주춧돌

로 삼는다. 이에 반해 정치적 자유주의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표면에 머무를 따름

이다(to stay on the surface, philosophically speaking).”(Rawls, 1999: 395) 정치적 자유

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적 원칙들에 대한 정당화는 공적 정치 문화(public political 

culture)에 내재한 정의의 관념을 근거로 삼지만, 이른바 ‘거창한 문제들(big 

questions)’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Rawls, 1993: 150~4).

  롤스는 오늘날 정치 문화의 다원주의적 조건을 순리적이며 영구적인 것으로 규정

한다. 이것은 거창한 문제들에 대한 개인들의 불일치가 ‘지속적인 자유로운 제도의 

배경 안에서 인간 이성의 능력이 작용하여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장기적인 결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Rawls, 1993: xxiv). 롤스에 의하면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의의 

원칙은 항상 관용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관용의 여건이 인간 삶의 영

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근본적 물음을 다음과 같은 관

용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으로 표현한다.

  롤스는 한 논문(Rawls, 1987: 1~25)에서 정치철학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정치철학의 목적이 그것이 다루는 사회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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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상충하는 가치관을 지니는 이른바 ‘다원주의의 사실

(fact of pluralism)’을 특징으로 한다고 덧붙인다. 게다가 이런 차이는 어리석음이나 

부주의, 추론상의 오류로 해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담’을 안은 채 이성

이 작동한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롤스는 주장한다. 그 부담을 그는 ‘판단의 부담

(burdens of judgment)’이라 부른다. 판단의 부담은 다음과 같다.

 

< 판단의 부담>

a. 특정 사례에 관한 경험적 과학적 증거는 상충하고 복잡하며 따라서 평가하기 

어렵다.

b. 유관한 고려사항들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동의할 때조차 그 비중에 대해 불일

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판단에 이를 수 있다.

c. 도덕적 정치적 개념들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개념들은 어느 정도 모호하고 난

해한 사안(hard cases)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결정성(indeterminacy)은 이성

적인 개인들조차 다를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판단과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d.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증거를 평가하고 도덕적 정치적 가치들의 경중을 가늠

하는 방식은 우리의 경험 전체와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인생경로에 의해 형성

된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 전체는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

e. 어떤 쟁점의 양 측면에 대해 상이한 힘을 지닌 상이한 규범적 고려사항들이 

존재하곤 하며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f. 어떠한 사회제도의 체제라도 그것이 수용할 수 있는 가치들에는 한계가 있어

서 실현 가능한 도덕적 정치적 가치들의 완전한 범위 내에서 어떤 선택이 이

루어질 수밖에 없다. 많은 힘든 결정들에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

다.

 

  롤스는 이성이 이러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왜 다원주의가 예상될 

수 있으며, 왜 그것이 통탄할 일이 아닌지를 설명해 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원주

의의 사실을 재앙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의 조건 아래 이성이 작동한 결과를 재앙

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Rawls, 1993: xxiv).

  따라서 정치철학의 목적이 그것이 다루는 사회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순리적 다

원주의의 사실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민주 사회에서의 정치철학의 목적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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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선(the highest good)이나 최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순리적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리라. 롤스를 비롯한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순리적 다원주의의 상황에서 한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네 가치관의 우월성을 강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치관을 

강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강요의 부정

의성(injustice of imposition)’이라고 부르자.

  그러나 강요의 부정의성은 순리적 다원주의의 사실로부터 곧장 도출되는 것은 아

니다. 판단이 어떤 부담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 혹은 이성이 가치의 문제에 있어 미

결정적이라는 ‘사실’ 자체는 ‘당위’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원주의의 사실로부터 강요의 부

정의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논증에서 보듯이 가령 평등한 존중에 대한 헌신 

같은 추가적인 도덕적 전제(전제2)가 요구되는 것이다.

    전제1. 현대 민주사회는 다원주의의 순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전제2. 현대 민주사회는 평등한 존중의 원리에 의해 규제된다.

    결 론. 현대 민주사회에서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롤스는 위의 논증에서 전제1에 포함된 다원주의의 ‘순리성’ 개념에 이미 도

덕적 함의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전제2를 추가하지 않고도 전제1로부터 곧장 강요의 

부정의성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롤스의 해

석에도 불구하고 순리성은 인식론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

닌다.

  본 항목에서는 다원주의의 순리성으로부터 강요의 부정의성을 도출하는 추론 과

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두 가지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이른바 ‘회피

의 방법(method of avoidance)’ 혹은 ‘인식론적 절제(epistemological restraint)’에 근거

한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회의주의(scepticism)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 두 주장은 모

두 인식론적 주장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주장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위의 논증에서 

전제2와 같은 도덕적 전제를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롤스처럼 다원주의의 

순리성 개념에 도덕적 요소를 첨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두 주장 모두 성공할 수 없다. 즉 다원주의의 순리성으로부터 강요의 부정의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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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기 위해서는 인식론적 토대가 아니라 도덕적 토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음

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보이기 위해 브라이언 배리(Brian Barry)의 회의주의적 주장부

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회의주의와 순리적 다원주의

  배리에 의하면, 인식론적 차원에서 다원주의의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의심

(doubt)’ 즉 회의주의이다(Barry, 1995).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진리라는 것을 타인

들에게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을 회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회의적 태도로부터 온건한 회의주의(moderate scepticism)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반대한다.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최고선의 문

제, 그리고 철학적 문제로부터 물러서야 한다고 믿는다. 즉 정의의 원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치관도 진리로서 개진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형이상학적․인식

론적 주장(롤스는 이러한 주장을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이라 부른다)

도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롤스에게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치적’이라 함

은 단지 ‘도덕적’인 것과 구분되는 것만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보다 일반

적으로 ‘철학적’인 것과 구분되는 ‘정치적’이라 할 수 있다.

  배리는 롤스와 생각이 좀 다르다. 배리는 포괄적인 것(the comprehensive)과 논쟁적

인 것(the controversial)을 구분한 다음,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라면 ‘포괄적인’ 가치관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겠지만, 모든 ‘논쟁

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의주의는 인간의 번영(human flourishing)에 대한 견해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번영에 대한 관점들의 지위에 대한 인식론적 교설이다. 물론 회의주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이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

디로든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보편적으로 수용되지는 않는 어떤 입장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주장은 회의주의를 위한 논거를 순리적으로 거부(reasonably 

reject)할 수 없다는 것이다(Barry, 1995: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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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보듯이 배리의 주장은 순리적 다원주의 때문에 회의주의가 순리적으로 거

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순리적인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 서로를 설득하지 못하는 사회이며, 이러한 사실은 온건한 회의

주의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배리에 의하면 인식론적 절제의 방법은 사람들이 다

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믿음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 그러나 배리는 이러한 상정이 그럴듯하지 않

다고 주장한다. 내가 타인을 설득할 수 없는 만큼 나의 확실성은 손상될 수밖에 없

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회의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리는 회의주

의가 재앙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회의주의는 인간의 번영에 대한 견해가 아니

라 인간의 번영에 대한 관점들의 지위에 대한 인식론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3) 순리적 관용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관용의 문제에 대한 후기 롤스의 해법은 다원주의의 순리성을 수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유력한 비판 중 하나는 롤스의 제안이 

‘불가공가능성의 문제(problem of incompossibilty)’에 직면한다는 것이다(Walron, 

2003: 13-37). 불가공가능성은 공가능성(compossiblity)의 부정 개념이다. 월드론에 의

하면 공가능성의 요구란 어떤 행위 규범들의 세트 C에 의해 허용되는 어떠한 두 행

위도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17) 두 행위가 상충한다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동시에 사용하려고 다투는 두 사람의 경우처럼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

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불가공가능성 문제가 어떻게 롤스의 순리적 관용

론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월드론(J. Waldron)이 제시한 사례를 통해 살

펴보자.

  세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떤 사회를 상상해 보자. P는 음란물 제작과 소비를 

17) 이러한 공가능성 개념은 “체계적으로 연결된 모든 목적들의 전체”로 규정되는, 칸트
의 ‘목적의 나라(Reich der Zwecke)’ 개념을 모태로 한다(Waldron, 2003: 16, 34). 즉 
공가능성은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행위
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롤스에게 공가능성은 상이한 개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상호 조정(mutual adjustment)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자유들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것들을 규정하는 제도
적 규칙들은 각 자유가 일관적인 자유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한
다.”(Rawls, 200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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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으로 삼는 음란물 제작자다. Q는 독실한 무슬림으로서 음란물이라면 완전 반대지

만 음란물에 가끔 노출된다. 그리고 R은 비종교인으로서 음란물에 가끔 노출되는 

것에 개의치 않지만 그렇다고 음란물에 탐닉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 P와 Q는 그

들이 반대하는 타인들의 존재를 수용하고자 노력한 역사가 있었다. P는 한때 음란

물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즐기는 나머지 Q뿐만 아니라 R까지 반대할 정도였다. 하지

만 지금은 P 자신도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

한다. Q도 한때 R과 같은 비종교인과 함께 살아서는 그의 자녀들을 훌륭한 무슬림

으로 양육할 수 없다고 믿을 정도로 열광적인 신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R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 사회에서 P와 R은 관용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Q와 R도 마

찬가지다.

  그러나 P와 Q 사이의 문제가 남아있다. Q에게 P의 도덕적 타락은 그의 종교적 

삶에 피해를 준다. Q는 P가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고통

을 느끼며 자녀들의 사회적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한다. 그래서 

Q는 음란물 제작 금지를 요구한다. 한편, P에게 이러한 Q의 요구는 그의 인생의 즐

거움을 금지시키라는 요구이다. P는 Q가 음란물을 피해야 하며 그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의 순리적 관용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

책을 줄 수 있을까? P의 요구나 Q의 요구는 순리적 관용의 이름으로 묵살되어야 

하는가?

  P와 Q가 어느 정도로 순리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지 따져보자. 우선, 판단의 

부담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측면을 보면, P는 음란물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안 보

면 그만이라고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고상한 척하므로 그들에게 음란물을 강

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P의 설명은 판단의 부담 

중 (d)에 근거한다. 즉 전체적 경험은 항상 다르며 개인의 성적 습관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반면, Q는 비무슬림들이 그들의 영혼을 위협하고 알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중대한 도덕적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 비무슬림들이 그가 사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없다. 길 잃은 영혼들의 불가피한 현존에 대한 Q설명은 판단의 부담 중 (c)에 근거

한다. 즉 우리의 도덕적 개념들의 모호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판단할 때 

해석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하며, 코란(Qu’ran)을 지침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의 이성을 올바로 사용한들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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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와 Q는 판단의 부담을 받아들이는 한에서 순리적이지만, 그들 중 한쪽이 상대편

의 관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의감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P와 Q 사이에 순리성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정의감의 능력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한, 공정한 원칙을 제안하고 준수하며 공적 이성에 입각해 

논의할 의지를 지닐 것을 요구한다. P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그는 

음란물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즐기던 과거 자신의 행위가 Q와 R에게 공적 이성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음란물을 계속 제작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을 기꺼이 준수하고자 한다. Q의 입장에서도 자신

은 공정한 원칙을 기꺼이 준수할 의지가 있다. 그는 순리적인 사람들이 모두 자신

의 신앙을 공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서 더 이상은 국가 공권력으로 비무슬림들을 개

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의 원칙을 지지한다. 

하지만 Q는 여전히 사회에 음란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종교적 삶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음란물 제작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문제는 P와 Q는 둘 다 판단의 부담의 결과를 수용하고 정의감의 능력

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순리성의 요구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용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즉 P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음란물을 생산하고 소비할 권리

를 주장하는 한편, Q는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만일 순리성이 관

용을 정당화한다면, P와 Q 사이의 논쟁에 순리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둘 중 어느 

쪽이 관용의 이름으로 양보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월드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양보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동료 시민들에 대한 반대가 삶의 구성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적합하다 생각되는 조

건들에 피해를 주지 않고 완화될 수 있는 R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순리성은 관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Q가 양보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싶을 것이다. P에 대

한 Q의 반대가 지나치게 민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P의 음란물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 등의 제약을 받으므로 사실상 Q의 종교 생활을 방해하지는 않으며 Q의 자녀

들도 음란물을 쉽게 피할 수 있다. 이것이 최선의 대답이든 아니든 순리성에 근거

하여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아니다. 월드론이 지적하듯 민감성 자체는 한 사람을 

불관용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P와 Q 사이에 관용의 문제를 일으킨 것은 Q의 민감

성 자체가 아니라 P가 자신의 종교 생활을 오염시킨다는 데 대한 민감성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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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유주의자들은 P의 음란물 관련 활동이 자신의 종교 생활에 피해를 초래하리

라는 Q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대답하고 싶을 것이다. 이 대답은 순리성 정당화 문제

의 핵심을 건드린다. Q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이슬람교

를 실천하는데 적합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 외적인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관용의 문제에 대해 이처럼 공격적 방침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거창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자에겐 가

용(可用)하지 않다. P와 Q의 사례에서 관용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슬람교가 

무슬림에게 요구하는 바를 논의해야 한다면 롤스가 추구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불

가능할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문제를 차치하고도, 위의 두 

번째 대답이 요구하는 것처럼 타인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월드론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나는 한 세트의 허용 사항들이 어떤 종교의 관행에 적합한 것인지를 그 제한 사

항들의 세트가 해당 종교의 내부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주목하는 것 말

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적

합성에 대한 어떤 실질적 관심도 포기하는 것이다(Waldron, 2003: 23).

  협력의 원칙이 순리적으로 다양한 목적들을 추구하는데 적합한 사회적 조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를 자유주의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적합성의 기준은 

이러한 조건들이 적합하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내부적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 이

러한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근거 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Waldron, 2003: 23).

  불가공가능성 문제를 일반적 형식으로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목적들의 

집합 E = {e1, e2, ..., en}이 공가능하지 않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어떤 특정 목적 en

을 배제한 {e1, e2, ..., em}이 공가능하다고 하자. 이것은 en이 나쁜 목적이라는 등의 

어떤 본래적이거나 질적인 근거에서가 아니라 불가공가능성이라는 형식적 근거에서 

18) 민감성을 위한 요구의 대표적인 예로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의 소설 『악마의 
시(The Satanic Verses)』에 대한 무슬림들의 반응을 들 수 있다. 루시디의 책을 비난
하는 많은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남들에게 ‘샤리아’(Sharia, 이슬람 법)에 따라 사는 
무슬림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란을 ‘악마의 시’에 비유하는 
신성모독 속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실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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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사실로 보인다. 이러한 근거로 우리는 en을 추구하는 행위

가 자유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금지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불가공가능성의 문

제는 명백하다. 애초의 목적들의 집합 E가 불가공가능성을 지녔던 것은 아마도 en을 

추구하는 행위와 어떤 다른 목적(이것을 em이라 하자)을 추구하는 행위가 상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en의 배제를 정당화한 것은 en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라 단지 

공가능성의 문제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en이 아니라 em을 배제할 근거가 

되지 않는가? 왜 독실한 무슬림들의 특별히 ‘민감한’ 목적이 아니라 루시디(S. 

Rushdie)와 같은 ‘신성모독자’의 목적이 배제되어야 하는가? 순수히 형식론적인 자

유주의적 전략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답하기 어렵다.

3. 롤스 이후의 현대 자유주의 관용론

  롤스의 순리적 관용론 이후에 등장한 현대 자유주의 관용론에서 주목할 만한 두 

이론으로는 ‘자율성에 근거한 이론’과 ‘양심에 근거한 이론’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용론은 각각 ‘윤리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에 조응한다. 우선, 자율

성에 근거한 현대 자유주의적 관용론은 킴리카(Will Kymlicka)의 것이 대표적이다. 

킴리카의 관용론은 근대의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의 관용론을 계승한 것이다. 다

음으로, 양심에 근거한 현대 자유주의적 관용론은 쿠카다스(Chandran Kukathas)의 이

론이 대표적이다. 쿠카다스의 관용론은 근대의 피에르 벨(Pierre Bayle)의 관용론을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접근할 때 우리는 ‘옳음’과 ‘좋음’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구

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자유주의적 사회의 정치적 구조를 규제하는 

일반적 원칙들이고, 후자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의 삶에 의미를 주

는 심오한 가치들이다.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는 전자의 원칙들이 후자

의 가치들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치적 자유주의자라면 인간의 

삶에 가치나 의미를 주는 것에 관한 특정 이론에 의거해서 자유주의적 사명(liberal 

commitments)을 설명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Waldron, 2005: 91). 정치

적 자유주의자에게 “자유주의가 스스로 설정한 과업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도덕

적 사명이나 좋은 삶에 대한 이상과 무관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정치 질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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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Kukathas, 2003: 16) 롤스에 의하면,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순리적이지만 양립 불가능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설들로 심각하게 분열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에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상당 기간 지속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말해, 심각하게 상반되지만 순리적인 포괄적 교설들

이 함께 공존할 수 있고 그 교설들 모두가 입헌 체제의 정치관을 긍정할 수 있

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Rawls, 1993: xviii)

  반면, 포괄적 자유주의(comprehensive liberalism)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랄 수 있

는 심오한 가치들에 근거하지 않고서 자유주의적 질서를 구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포괄적 자유주의자에게 “자유주의는 … 엄밀한 정치철학적 입장으로서, 그 도덕

적 당파성(partisanship)이 인격, 자유, 그리고 가치에 관한 심오한 근본적 관점에까지 

이른다.”(Waldron, 2005: 91) 라스무센(D. Rasmussen)과 덴 아일(D. Den Uyl)은 포괄

적 자유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포괄적 자유주의는 인간이 추구하거나 수용해야할 가치가 있거나 최선의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보다 큰 철학적 교설 안에서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견

해이다. 이러한 포괄적 방식의 자유주의 옹호는 더 큰 철학적 체계의 틀과 가치

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 포괄적 이론은 자유주의가 가치 있는 이유가 그것이 

포괄적 이론이 선호하는 가치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Ramussen and 

Den Uyl, 2005: 56).

그러나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해서 도덕적 내용이 전혀 없으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치 이론이라도 도덕적 상정이 없이는 규범적 호소력을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괄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사이의 구분은 도덕적 이

론과 도덕과 무관한(non-moral) 이론 사이의 구분일 수 없다. … ‘정치적’ 자유주의

를 ‘포괄적’ 자유주의와 구분해 주는 것은 … 정치적 자유주의가 자유주의를 최소한

의 도덕적 관점(minimal moral conception)으로 확립하고자 한다는 것이다.”(Kukathas, 

20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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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자유주의의 예는 자율성에 근거한 자유주의(autonomy-based liberalism)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율성에 근거한 자유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오직 자율적으로 살아감

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가우스(Gerald Gaus)는 자율적인 삶이야말로 “좋은 삶

에 대한 독특한 자유주의적 개념이다. 즉 좋은 삶은 자유롭게 선택된 삶이며 따라

서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말한다(Gaus, 2004: 104). 하지만 이 대목에서 자율성에 근

거한 자유주의는 자율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개인 및 집단들에 관한 문제에 직면한

다. 이 문제를 멘더스(Susan Mendus)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자율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삶의 방식들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립해야 한다. 이 문제는 비자율적인 생활방식이 자유주의 사회라는 보

다 광대한 틀 내부의 하위문화(sub-culture)라는 형태를 취하는 맥락에서 가장 심각

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사례로는 영국 내 무슬림 공동체라든가, 미국 내 아미쉬 

공동체 등을 들 수 있다. 다원적이며 관용적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유

주의는 그러한 집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즉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관

용을, 어떠한 근거로 적용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Mendus, 1986-7: 107~108).

  위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 포괄적 자유주의로서 자율성에 근거한 자

유주의는 다원적이며 관용적인 사회를 약속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매이슨

(Andrew Mason)이 주장하듯이 자유주의 국가는 자율성 개념에 헌신하므로 자율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좋은 삶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Mason, 1990: 433~452). 자유주의 국가는 자율성을 자유주의적 가치로 삼아 이를 

기반으로 정치 체제를 수립하므로 개인적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개인 및 집단을 

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멘더스는 “이러한 자유주의 이론이 제

시하는 다원주의와 관용은 자율성을 높이 평가하는 생활방식들 사이에 그리고 그러

한 생활방식들 내부에서만 성립한다. … 이럴 경우 관용은 덕목이 아니라 단지 모

든 사람이 자율적이게 되는 날을 대비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게 된다.”라

고 말한다(ibid.: 119~120).

  대표적인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킴리카는 포괄적 자유주의로서 자율성에 

근거한 자유주의를 옹호한다. 그런데 킴리카는 자율적인 삶은 진공에서 형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사회고유문화(societal cultures)’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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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사회고유문화는 “구성원들에게 공적․사적 영역을 망라하여 사회, 교육, 

종교, 여가, 경제적 삶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 활동에 걸쳐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제공해 주는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공유된 언어에 기

반을 두는 경향이 있다.”(Kymlicka, 1995: 76) 킴리카에 의하면 좋은 삶은 이러한 문

화 속에서 형성된다. “자유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문화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오직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만 유의미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ibid.: 75).

  그러나 문화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동질적이지 않다. 현대 사회는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킴리카는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의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한다(ibid.: 6). 복수민족 국가(multination states)와 다민족 국가

(polyethnic states)가 그것이다. 전자는 이전의 자치적이고 지역 집중적인 소규모 문

화들이 보다 큰 국가에 통합되면서 형성된 것이고, 후자는 개인과 가족의 이민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킴리카는 다문화적 국가(multicultural 

stat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 국가는 (복수민족 국가처럼) 그 구성원들이 상이

한 민족에 속하거나, (다민족 국가처럼) 다른 민족국가에서 이민해온 경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개인 정체성과 정치적 삶의 중요한 측면일 경우 다문화적 국가이

다”(ibid.: 18)

  킴리카에 의하면 민족국가(nation-state)는 그 탄생 이후부터 줄곧 문화적 다양성을 

통일하여 동질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Kymlicka, 2002: 

342~347). 그는 자유주의 국가라면 다양성의 현실을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

라 문화적으로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ibid.: 362). 

문화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킴리카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집단 권리

(group rights)’이다. 집단 권리에는 자치권(self-government rights), 다민족권(polyethnic 

rights), 그리고 특별 대표권(special representation rights) 등이 있다(Kymlicka, 1995: 

ch.2). 간단히 말해, 자치권은 소수민족 집단에게 스스로 통치할 권리를 위임하는 것

이고, 다민족권은 특정한 민족적, 종교적 집단들과 결부된 특정 관행에 대해 재정 

지원 및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별 대표권은 소수민족 집단의 권익을 효

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의석을 보장하는 것이다.

  킴리카는 소수민족 집단들이 전체 자유주의 국가에 대해 두 가지 권리를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내부적 제재(internal restriction)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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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external protection)이다. 전자는 소수민족 집단이 내부적 반대를 억압하고 자유

를 제한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권리이며, 후자는 소수민족 집단이 

다수자의 결정에 의해 취약해지지 않도록 전체국가의 정치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대해 킴리카는 “첫 번째 종류는 내부적 반대(예컨대 전통적 관행이

나 관습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들의 결정)로 인한 불안정적 영향으로부터 해

당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두 번째 것은 외부적 결정(예를 들어, 보다 큰 

전체사회가 내리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결정들)의 영향으로부터 해당 집단을 보호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ibid.: 35). 하지만 킴리카는 외부적 보호에는 찬성

하지만 내부적 제재에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자유주의자는 집단들 간의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외부적 보호를 지지할 수 있고 지지해야 하지만, 전통적인 권위와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할 수 있는 집단 구성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부적 

제재는 거부해야”하기 때문이다(ibid.: 37 ; Kymlicka, 2002: 340~343).

  내부적 제재의 사례, 즉 내부적 반대의 억압에 대해 비간섭을 요구하는 사례는 

미국 인디언 부족인 푸에블로(Pueblo)족에서 찾을 수 있다. 푸에블로족은 권리장전

(Bill of Rights)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벗어나 신정 체제

(theocratic government)를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부족의 종교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

하여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구성원들을 차별한다. 실제로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구성원들의 재산권을 박탈한 적이 있다. 분명 이것은 개인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

사다. 킴리카에 의하면 자유주의 국가는 이러한 종류의 억압을 관용해서는 안 된다

(Kymlicka, 1995: 40).

  위와 같은 킴리카의 입장은 오직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만 개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그러한 문화적 환경

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는 자율성의 가치를 지지하는 한 좋은 

삶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는 비자

율적인 생활방식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 전체 사회가 자율성에 근거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체 사회 내부의 특정 사회들 또한 자율성을 존

중해야 한다는 것이 킴리카의 논지이다. 쿠카다스의 개념을 원용하면, 자유주의 국

가는 자율성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다양한 사회들의 ‘연방(federation)’이 아니라 

모든 사회들이 자율성의 원칙을 지지하는 ‘연합(union)’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Kukathas, 2009: 1~13).



- 111 -

  킴리카의 자유주의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집단들만을 관용해야 한다는 입

장이므로 포괄적 자유주의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자율성

이라는 근본적 가치와 상충하는 윤리적 견해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따라서 킴리

카의 자유주의는 ‘정통(orthodoxy)’ 자유주의라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그는 자유주의

적 정통성을 고수하는 대신에 자유와 관용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른다. 이로 인해 

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간섭의 길(the path of intervention)’로 접어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론이 아닌 실천적 차원에서 킴리카는 자유주의 국가가 비자유주의적 문

화 집단에게 자유주의적 가치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고

문이나 노예제 같은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비자유주

의적 집단들을 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이론과 모순된다. 우리

가 비자유주의적 집단의 관행을 관용해야 한다면, 내부적 제재가 자유주의적 원칙

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요점은 무엇이란 말인가? 따라서 킴리카가 비자유주의 집

단에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관용은 그의 원칙이 아니라 모순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실, 롤스는 합리적 자율성(rational autonomy)을 그의 초기 저작인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이론적 토대에 위치시켰다. 롤스는 합리적 자율성을 “선관념

을 합리적으로 형성하고, 수정하며, 추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Rawls, 

1980: 525). 하지만 그는 이러한 초기의 입장이 포괄적 자유주의에 지나지 않았음을 

후기 저작에서 자술(自述)하게 된다(Rawls, 1993: xvi). 대표적인 후기 저작인 『정치

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1993)에서 롤스는 정치적 자율성과 도덕적 자율성

을 구분한다. 정치적 자율성은 “시민들이 법적 독립성 및 정치적 성실성(political 

integrity)을 보장받으며,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게 정치권력을 공유하고 행사하는 것”

을 의미하며, 도덕적 자율성은 “우리의 심오한 목적과 이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

는 특정한 삶의 방식 및 성찰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의론에서는 도

덕적 자율성만이 유일한 자율성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구분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

다.

  후기의 롤스는 “종교적 믿음을 지닌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의 일부로서 

자율성을 거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좋은 삶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며 

그것들 모두가 도덕적 자율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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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롤스는 정치적 자

율성을 정치적 합의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이제 자율성은 우리의 공적인 권리와 

책임을 결정하는 정치적 원칙일 뿐, 더 이상 인간의 삶 전반에서 자아와 목적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 아니게 된다.

  이제 롤스는 사적 영역에서는 개인이 좋은 삶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서 물러나 그

것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

은 자율성에 근거해서 공적 권리와 의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롤스는 주장한다. 롤

스의 이러한 입장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공동체주의자’를, 정치적 영역에서는 ‘자유

주의자’를 표방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킴리카는 이러한 롤스의 일관

성 없는 입장을 비판한다. 킴리카에 의하면 만약 공동체주의자가 롤스의 입장을 받

아들여서 자율성에 기초하여 정치적 원칙을 결정하는데 참여한다면, 이러한 원칙은 

기필코 그의 사적 영역을 간섭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더 이상 공동체주의자로 남

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킴리카는 롤스의 해법이 실패한다고 주장한다(Kymlicka, 

1995: 158~163).

  한편, 쿠카다스는 보다 일관성 있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제안한다. 자율성에 기초

해서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킴리카와 달리, 쿠카다스는 피에르 벨처럼 양심의 자유

를 근본적 가치로 삼는다. 그는 “인간 행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양심의 요구에 

귀착된다는 데 있다. 인간 본성의 이러한 측면이야말로 인간의 이해관심들 중에 가

장 현저한 것이 바로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임을 밝혀준다.”라고 말

한다(Kukathas, 2003: 17). 이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관심이 자율성의 능력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살아갈 능력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심의 자유(liberty of 

conscience)일 것이다.

  양심의 자유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두 번째 자유는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이다. 결사의 자유는 “사회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격리되기를 원하는 사람

들, 또는 그곳을 벗어나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결사체를 이루

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가도록 집단 및 공동체

들을 보호한다.”(ibid.: 107) 따라서 자유로운 개인은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자유롭게 결사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적 집단들은 시민

사회의 자발적 결사체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들의 존속은 그 구성원들 계속적 

지지에 의존한다. 쿠카다스는 문화적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membership)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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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비자발적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발적’이라는 말은 

구성원들이 결사체의 조항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Kukathas, 1992).

  결사의 자유와 함께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자유는 탈회의 자유(freedom of 

dissociation)이다. 쿠카다스가 지적하듯이 “한 사회는 개인이 한 결사체의 권위를 거

부하고 다른 결사체의 권위를 따를 수 있을 경우에 자유주의적 사회이다.”(Kukathas, 

2003: 25) 또한 그는 “근본적인 권리가 있다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권리가 존재한

다. 그것은 바로 개인이 더 이상 거기서 살아가고 싶지 않을 때 공동체를 떠날 권

리이다.”라고 말한다(ibid.: 96). 개인은 문화적 공동체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집단이나 공동체 등 어떤 다른 실체들보다 개인이 존재론적으로 우

선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즉 집단의 정당성은 그 구성원들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개인들이 집단의 정당성을 수용하기를 그만두면 집단의 존립은 끝나게 된

다. 따라서 탈퇴의 자유는 개인에게 집단적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쿠카다스의 이론이 킴리카의 이론과 다른 차이점이라면 그것이 자유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비자유주의적인 집단 및 개인들을 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 덕분에, 자율성이나 선택의 자유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

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문화적 집단들도 그러한 가치들을 존중하는 집단들과 더

불어 공존할 수 있게 된다. 개인들에게 그들의 구성원이 되거나 구성원으로 남아있

기를 강요하지 않는 한, 문화적 집단들은 그들의 비자유주의적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쿠카다스는 모두가 자율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들의 ‘연합’보다는 

그들 중 일부가 비자유주의적일 수 있는 사회들의 ‘연방’을 옹호한다. 사실, 쿠카다

스에게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모든 개별 사회들이 비자유주의적일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러한 국가에 대해 자유주의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개별 사회들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킴리카의 구분법을 원용하여 쿠카다스는 전체 사회가 내부적 제재의 요구를 관용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 집단은 그 구성원들에게 전통적인 규범과 생

활방식을 비판하거나 수정할 자유를 부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집단의 구성원

들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같은 일부 시민적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 집단은 공동체의 전통 관습을 따르지 않으려는 구성원들을 관용해야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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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한 구성원들을 추방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해당 집단의 가치 및 관행을 지

지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양심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전통적 방식들

을 따르는 구성원들의 양심 또한 존중해야 한다. 후자의 구성원들은 전자의 구성원

들에게 전통적 방식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푸에블로족의 사례로 돌아가면 

쿠카다스는 기독교로 개종한 구성원들에게 부족 정부가 재산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자유주의 국가가 간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푸에블로족은 전체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른 한편, 쿠카다스는 킴리카가 찬성하는 일부 외부적 보호 주장에 대해 지지하

지 않는다. 예를 들어, 킴리카는 공정성 및 다양성을 위해 국가가 문화적 집단들에

게 재정적 보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보조금 지급의 한 가지 부정

적 측면은 그것이 정상적으로는 존립하지 않았을 집단들이 형성되고 존속하게 하는 

동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Kukathas, 1992: 234). 재정적 보조가 없다면 문화적 집단

들은 구성원들의 물질적 및 도덕적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한에서만 계속 존립하게 

될 것이다. 만약 구성원들이 해당 집단으로부터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들

은 집단을 떠나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적 집단은 고정되고 동질적인 실체가 아니

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소수자 집단 내부에도 소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보조금 지급은 문제의 집단이 집단 내의 소수 의견을 억압하

면서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ibid.: 236). 이러한 이유들 때

문에 쿠카다스는 전체 국가가 문화적 집단들을 유지시키기 위해 집단 권리라는 이

름으로 자원이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킴리카의 견해에 반대한다. 쿠

카다스에게 있어 권리의 담지자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다. 그리고 개인의 가장 중

요한 권리는 양심의 자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체 사회는 문화적 소수자의 비자

유주의적 생활방식에 간섭할 권리도 갖지 않고 어떤 문화를 증진할 의무도 갖지 않

는다(Kukathas, 2003: 85~89, 252).

  쿠카다스는 이러한 원칙들을 따르는 데서 발생하는 사회 질서를 묘사하기 위해 

‘군도(群島, archipelago)’라는 비유를 사용한다. 그러한 사회 절서에서는 하나 이상의 

권위가 존재하며 그것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것의 일에 간섭할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 사회는 단지 많은 다양한 권위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모든 상이한 집단들이 관용의 바다에 떠 있다는 것이다. 쿠카다스에 의하면 

“자유주의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궁극적으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존중에 뿌리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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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의 교설이다”(ibid.: 17) 따라서 그는 포괄적 자유주의에 의해 민족국가 내부에

서 도덕적 통일을 도모하려는 킴리카의 시도를 비판한다. 쿠카다스에게 자유주의는 

그가 ‘정치적 자유주의’라 부르는 최소한의 도덕적 질서인 것이다(ibid.: 16~17).

  또 쿠카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근거한 체제에는 자유주의적 요소들뿐만 아니

라 비자유주의적 요소들도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상

호 관용, 따라서 평화적 관용을 옹호하기 때문이다.”(ibid.: 39)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주의 체제는 관용의 체제이다. 그것은 자율성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사

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을 다르게 보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심지어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 때문에 관용의 규범을 지지한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관용을 지지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그들이 개인적 꿈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틀(legal framwork)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국가는 시

민들을 도덕적 인간으로 만들 의무가 없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의무도 없다. 그

것의 유일한 의무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ibid.: 213). 여기서 법적인 틀의 

규칙들은 어떤 포괄적인 도덕적 견해와는 무관하다. 하이에크의 표현을 빌면 그러

한 규범들은 ‘정의로운 행위 규칙들(the rules of just conduct)’이다. 다시 말해, 그것

들은 개인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개인들 간의 계약에 있어 폭

력과 사기를 금지하는 규칙들이다. 벌린의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구분을 원용하면 

정의로운 행위 규칙들은 소극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쿠카다스의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에게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그것의 목적은 사

람들을 향상시키거나, 그들의 복지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혹은 그들의 필요를 만

족시키거나 그들이 받을만한 것을 주는 것일 수 없다. 기껏해야 그것의 목적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국내에 있건 해외에 있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들을 내버려두어야 한다(Kukathas,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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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체제는 포괄적 자유주의

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체제보다 자유주의적이든 비자유주의적이든 다양성을 위한 

보다 많은 공간을 남겨두는 보다 관용적인 틀을 제공한다. 포괄적 자유주의가 제공

하는 관용은 자율성 같은 포괄적 가치를 수용하는 문화적 집단 및 개인들에 대해서

만 적용된다. 킴리카는 문화적 집단들에 ‘외부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만 그들에게 ‘내부적 제재’를 허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적절

히 이해된 자유주의적 관용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적 관용은 

국가에 의해 집단이 박해받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단에 반대할 수 있는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Kukathas, 2003: 158). 따라서 킴리카는 관용과 자율성을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비자유주의적 집단 및 개인들을 관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킴리카의 견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집단에 대해 반대할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주의는 모든 문화적 집단이 개인적 자율성을 존중해야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탈회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인의 반대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의 관행 및 신념을 그의 양심

과 조화시킬 수 없다면 그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그만둘 수 있다. 쿠카

다스가 강조하듯이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자율성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다. 우리는 집단 내에서 이견을 지닌 개인들의 양심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집

단의 나머지 구성원들의 양심 또한 보호해야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집단은 그 전통적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다. 그 집단은 

좋은 삶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개인들을 관용할 

필요가 없다. 집단이 해야할 모든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에게 그가 구성원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다.

4. 불관용의 정치와 정체성의 정치

1) 정체성에 대한 자유주의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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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이그나티에프(Michael Ignatieff)는 그가 ‘카인과 아벨 신드롬(Cain and Abel 

Syndrome)’이라고 개념화한 어떤 아이러니를 통해 불관용의 정치(politics of 

intolerance)를 분석한다. 카인과 아벨 신드롬이란 “형제 사이의 불관용이 낯선 이들 

사이의 그것보다 왕왕 더 강하다는 아이러니컬한 사실”을 가리킨다(Ignatieff, 1999: 

77-106). 이그나티에프는 주로 북아일랜드의 사례에 주목하는데, 이에 대해 그는 가

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두 적대자들은 아무도 상대방을 

그들만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곤 한다. 그들은 진정 형제이자 적(brother 

enemies)인 것이다.”라고 논평한다(ibid.: 98). 어디 아일랜드뿐이겠는가. 카인과 아벨 

신드롬의 다른 사례들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아랍과 이

스라엘,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적대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서로를 가장 많이 알고 

서로 가장 적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 가장 많이 불관용적일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다. 오늘날 세계에는 ‘형제들’ 사이의 불관용과 더

불어 ‘낯선 이들’ 사이의 연대(solidarity)가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일랜드의 

정치가 피츠제럴드(Garrett Fitzgerald)가 지적하듯이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는 인류의 

연대감의 괄목할만한 증가를 목격해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제 연대의 개념이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인간의 태도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들 중 하나를 반영한다. 

종교 자체가 설자리를 많이 잃은 시기 동안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라는 

복음의 개념이 뒤늦게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Fitzgerald, 1999: 15).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빈곤과 기아 문

제에 대한 책임을 져버릴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 형제의 파수꾼’임을 기꺼이 인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낯선 이들을 형제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은 형제와 같

은 사람들끼리 내전과 분쟁을 벌이고 심지어 대량 학살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

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역사적으로 관용에 대한 담론은 불관용에 대한 이성적 해결책이 존재하리라는 신

념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로크의 『관용에 관한 편지』는 관용에 대한 최초의 원

칙적 정당화를 제시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프(J.W. Gough)는 로크의 관용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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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그 논변의 “논리 정연함과 합당성 그리고 철학적 성격”에서 나온다고 진

단한다(Gough, 1991: 74). 하지만 현대의 정치철학자들은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

여 관용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낙관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정치철학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아이러니가 시사하듯 불관용의 문제가 정치

적 해결을 요하는 정치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관용의 원인과 그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 관용은 단순한 무관심

(indifference)과 구분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타인의 행위와 신념 

등에 대해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을 때 진정 타

인에 대해 관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런 확신도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내버려두거나 그들의 의견을 묵인한다 하더라도 관용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

순히 ‘무관심한’ 것이다. 무관심은 관용이 아니다. 따라서 관용의 필요 조건들 중 하

나는 반대나 반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즉각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ams)가 제기한 문제에 직면한다. 

그 문제는 관용이 “필요한 동시에 불가능(necessary and impossible)”해 보인다는 것

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만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생

활 방식을 관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관용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만 관용이 요구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Williams, 1999, 65) 반대나 적대

감이 관용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면 왜 우리가 반대하고 적대시까지 하는 것들을 

관용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덕목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용의 문제가 타인의 신념이나 의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속성이

나 정체성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그나티에프는 이

러한 차원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불관

용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what people believe)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

구인지(who they are)에 관한 것, 즉 그들을 다르게 구분 지어주는 표징들의 총체(피

부색, 종교, 언어, 식습관, 의복과 행동 등)이다.”(Ignatieff, 1999: 85).

  그러나 믿음에 대한 불관용과 정체성에 대한 불관용은 둘다 ‘비합리적’ 차원을 공

유한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로크는 믿음이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불관용의 불합리성을 강조한

다. 로크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지를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잘

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도로(徒勞)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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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이다. (인용문) 만일 이러한 논리가 믿음에 대해 타당하다면 피부색이나 

민족성 등에 대해서는 더더욱 타당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불관용 역시 비합리적 

차원을 갖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19) 

  이상의 고찰은 관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것의 중핵성(centrality of the 

political)’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관용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첫째는 관용의 문제가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을 지닌 자

들에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 그들은 다수파

(majority)에 속할 것이며, 얼마만큼의 관용이 어떤 식으로 행사될 것인지를 결정할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둘째는 17세기 유럽에서 그랬듯이 관용의 가부 문제가 정

치적 불안정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곤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크리스토

퍼 힐(Christopher Hill)은 관용을 이성적 논리의 관점에서만 조망하려는 시도에 반대

하면서 관용의 사회 정치적 차원에 주목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단자

에 대한 화형이 중단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너무 들끓은 나머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Hill, 1999: 38) 또 그는 “17세기

가 끝날 무렵에는 국가에 의한 테러보다는 금전이 이견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Hill, 1999: 41).

  요약하면 불관용의 원인은 종종 개인의 통제 능력 범위를 넘어선다. 즉 믿음, 피

부색, 출신 등이 모두 잠재적 불관용의 대상이지만, 그것들은 개인들이 바꿀 수 없

는 것들이다. 그리고 불관용의 근원이 이성 바깥에 있으므로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치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렇다면 불관용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가? 우

리는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과 관련된 두 가지 대조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집단 정체성을 보존하고 장려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집단 정체성

을 장려하는 것을 유보하는 방안이다.

  먼저, 집단 정체성을 긍정함으로써 보다 관용적인 사회가 도래하리라는 낙관론에 

근거한 입장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집단 정체성은 개인 정체성의 환원 불가능한 

부분이며, 따라서 진정 관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단적 성원성

(membership)이 정치적으로 인정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헬레나 케네디(Helena 

19) 피부색이나 민족성에 대한 불관용은 어떻게 피부색이나 민족성이 정당한 반대의 대
상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 120 -

Kennedy)에 의하면 한 개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의 민족 정체성이 인정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적 정체성 의식은 사람들에게 강요될 수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회가 그들을 존중하고 민족적 정체성 의식에 

대한 필요를 포함한 공동의 필요에 부응한다고 그들이 느낄 때에만 일어날 것이

다. 이것이 바로 정부와 각료들이 모든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이유이다. 배제의 언어를 사용하기보다 그들은 사

회 내의 모든 집단들이 공동의 목표와 상호 존중에 대한 의식을 느끼도록 허용

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Kennedy, 1999: 110-111).

 

  반면, 이그나티에프는 집단 정체성을 장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

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가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된 것은 집단 정체성이 종종 상이

한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차별적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힘을 얻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긍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집단을 다른 집단과 대조시킴으로

써 집단 정체성을 얻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이그나티에

프는 “인종, 피부색, 신조, 성별, 또는 성적 성향 따위의 우연적 집단 정체성”으로부

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볼 때 집단 정체성은 사소한 차이일 뿐이므로 

관용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개인들은 ‘나르시시즘의 치명적 역학(deadly 

dynamic of the narcissism)’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Ignatieff, 1999: 

106).

  그러나 케네디와 이그나티에프 사이의 입장차이가 과장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비록 집단 정체성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차이는 전략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집단 정체

성이 개인 정체성에 있어 핵심적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이다. 중대한 문

제는 집단 정체성의 장려가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소멸될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이

다. 이그나티에프는 자유주의적 유토피아에서 우연적인 차이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반면에 케네디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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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차이가 덜 중요한 세상을 열망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개념

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그나티에프는 불관용이 ‘사소한 차이’ 때문에 유발되곤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은 그러한 차이가 실상 얼마나 사소하

고 하찮은 것인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힐은 불관용은 무관심이 정착될 

때 사그라진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다. 17세기에 “관용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

러워지고 다정해져서가 아니라 상황이 변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관용은 사람들이 

관련 문제에 무관심해 질 때에만 찾아온다.”(본질적 무관심/파생적 무관심)

  이상의 논점들이 시사하는 것은 개념적 차원에서는 관용이 그 작동 근거로 반대

나 적대감을 필요로 하는 덕목이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무관심을 증진시킴으로

써 가장 잘 함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불관용에 대한 성공적인 

정치적 대응은 관용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이버거(Julia Neuberger)는 이러한 대응 방안을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관용을 잘못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차이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관용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개념적 진리이다. 그러나 좀더 실천적인 차원에서 무관심에 

근거한 관용은 그 대상을 오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관용이 어려운 이유들 중 하나는 그들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 관용적일 것을 요구받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일부일지언정 다른 신앙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심오한 종교적 신앙뿐

만 아니라 종교 의식에 의해 표현되는 문화적 정의, 문화적 충성들에 대한 것이

다(Neuberger, 1999: 129).

  간단히 말해, 무관심하게 됨으로써 ‘관용적’이게 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자기이해

와 정체성에 핵심적인 개인의 삶의 특징들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고 있다는 징표라

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그나티에프처럼 적대감을 유발하는 차이를 ‘사소한 차이’로 해석하

고 피츠제럴드처럼 우리가 그러한 차이를 인간적 연대감의 증대로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집단 정체성의 의미가 감소한 대체로 개인주의적인 유토피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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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만약 케네디나 노이버거처럼 집단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인 정체성의 발달을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민족이나 종교 등

의 집단적 정체성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그러한 정체성들이 번성하는 유토피아를 구

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대립적인 관점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한 가지 시도가 자유주의적 

중립성 이론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롤스의 이론

이다(Rawls, 1971; Rawls, 1993). 롤스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주어진 사실로 간주

한다. 그리고 그는 정의로운 정치 질서라면 그러한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분쟁에서 

편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국가는 기독교와 유대교, 유대교와 시크

교, 시크교와 무슬림, 그리고 무슬림과 무신론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다. 자유

주의 국가 내에서 각 집단은 자체의 종교 관행을 실천하도록 허용되지만, 국가는 

어느 특정 종교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단지 각 집단이 타인들

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체의 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경기장(just 

arena)’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러한 롤스의 해법에 동조하면서 윌리엄스는 

중립적 국가가 “관용을 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다양성의 

수용이 국가 자체의 구조에 위치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다 작은 집단이

나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확신들에 어울리는 장소를 발견함으로써, 확

신과 수용이라는 특수한 관용의 조합을 표현한다.”(Williams, 1999: 70)     

  그럼에도 이러한 확신과 수용의 조합은 정치 체제 자체에 대한, 그리고 인권이라

는 큰 틀 안에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의 가치에 대한 공유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중립적일 수는 없다. 나아가 자유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사회의 독특한 가치로서 관용의 등장이 사람들이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

으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자격이나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일정 부분 의존하기 때

문에, 개인적 자율성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다.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권

이나 자율성 같은 가치들에 대해 개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

로 지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에서는 

그러한 가치들을 관용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호소할 수 있는 가치들과 그들이 정치권력

을 행사함에 있어 호소할 수 있는 가치들 사이의 구분은 집단 정체성의 인정과 개

별성의 인정 사이의 중도의 길을 약속한다. 전지구적 차원의 연대성은 인종,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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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종교와 독립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 자체에 의해 보호되고 제한되는 지속적인 차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차이의 항존성에 대한 인정이다. 그리고 

이는 관용을 정치적 불안정의 위험이 있을 때의 단순한 편의 이상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한다. 카인과 아벨 신드롬은 차이를 부정함으로써도 무관심함으로써도 

아니고 자유주의 국가의 메카니즘을 통해 그것을 길들임으로써 방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측가능하듯 이처럼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조차 반론과 난점에 직면한다. 

우선 윌리엄스가 지적하듯 국가가 중립적일 수 없는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한 논쟁에서 국가가 점유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장소는 존재하지 않

는다. 즉 낙태는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국가는 다른 

것에 비해 어느 한 가치관을 지지하는 셈이 될 것이다. 더욱이 위에서 시사했듯이 

국가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완전한 중립성을 열망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단지 정치적 사려 분별의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가치로서 관용에 헌신하는 

것은 사람들이 평등한 관심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율적인 개인들이라는 신

념에서 나온다. 따라서 평등을 부정하거나 자율성의 발전을 탄압하는 종교적, 도덕

적 신념들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열망하지 않을 것이다. 관용은 한계를 지닌다. 그리

고 자유주의적 중립성에 있어 그러한 한계는 평등과 자율성을 부정하거나 인권 보

호를 거부하는 집단들과의 조우에서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자유주의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들은 아니다. 매킨타이어

(Alasdair MacIntyre)는 보다 심오한 난점을 지적한다. 그의 통찰은 노이버거의 주장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집단 정체성의 종말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그 항구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혀준다. 매킨타이어는 

자유주의의 많은 결론들을 지지하며 특히 국가가 그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가치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는 특정 가치관의 강요를 거부하

는 것이 중립성의 발로라는 것을 부정한다. 그와 반대로 그는 현대 자유주의 국가

의 어휘가 권리와 효용의 어휘이며 따라서 자유주의 국가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

정한 종류의 가치들에 헌신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윌리엄스와 대조적으로 매킨타이

어는 이러한 자율성의 이러한 실패를 개인적 자율성을 장려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

할의 한 측면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율성을 포함해서 어떤 가

치 있는 일련의 가치들을 증진시키리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볼 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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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국가의 중립성은 단지 허구이다. 절대로 이행 불가능한 자율성을 증진하는 역

할을 스스로에게 부과할 경우에는 심지어 위험한 허구이다. 

  왜 국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가? 한 가지 이유는 진정한 자율성의 

계발은 전체 국가의 가치들과 상충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들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

기 때문이다. 매킨타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와 시장의 가치들은 지역적 공동체의 가치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양

립불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의사 결정은 선호의 결집이나 일련의 거래(trade-off)

를 통해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누구의 선호들이 결집되고 무엇과 무엇이 거래될 

것인지는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대표자의 정치적 경제적 협상력에 달려 있다. 후

자의 경우 관련 유형의 활동이나 일련의 활동들의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이해는 

선호와 이해관계와는 독립적인 기준, 즉 개인적 선호와 집단적 이해관계가 평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MacIntyre, 1999: 142).

  여기서의 핵심적 생각은 국가가 시민들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일을 국가 자체에 

부과할 때 국가는 또한 자율성에 대한 ‘시장적’ 이해를 증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

나 이러한 시장적 이해는 많은 진정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치들과 심각하게 불일

치하며 따라서 국가는 사실상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율성에 대

한 특정한 논쟁적 관점을 증진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변은 관용의 문제를 논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노이버거의 경고를 확

장하고 정교화한 것이다. 관용되는 것의 본성을 왜곡함으로써 관용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기만이다. 이러한 이유로 매킨타이어는 현대 정치에서 관용은 전혀 미덕

이 아니며 너무 포용적인 관용은 악덕이라는 다소 놀라운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글로벌 차원에서 증가하는 연대성

과 지역적 차원에서 증가하는 불관용이 조합되는 아이러니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우리가 낯선 이들에 대한 책임을 더욱 인식하게 됨에 따라 동시에 우리의 형제들에

게는 더욱 적대적이 될 수 있다. 카인과 아벨 신드롬에 대한 두 가지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같은 우연적 정체성들로부

터 벗어나는 것을 옹호한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정체성들을 우리 삶의 핵심적 특

징들로서 인정하고 포용할 것을 역설한다. 자유주의적 정치 이론은 다원주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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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항구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가치관들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한편, 동

시에 이러한 가치관들 중에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관해 어떠한 태도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상반된 두 입장들 간의 화해를 시도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

의 중립성은 완전한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율성과 평등 같은 특정한 핵

심적 가치들에 대한 헌신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자는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헌신이 사회 내의 더 작은 공동체들에 의해 보유된 가치들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국가는 결코 진정으로 관용적일 수 없으며, 관용

적임을 자부한다면 그것은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애초의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카인과 아벨 신드

롬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사소한 차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성에 의해 조성된다. 그

러나 더 광범위한 인간적 연대성을 강조함으로써 관용을 증가시키려는 시도는 더 

광범위한 연대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의 전제조건인 집단 정체성의 중요성을 감

소시키고 왜곡할 위험이 있다. 현대 자유주의 사회는 단지 정치적 방편이 아닌 하

나의 가치로서 관용에 헌신하는 것을 자부한다. 하지만 그 헌신은 통상 인식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긴급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2) 전통적 관용 개념에 대한 재고찰

  오늘날 관용 개념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 내용이 너무나 풍부해진 나머

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단일한 개념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관용 개념의 ‘핵심

(core)’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17세기 유럽에서 종교 전쟁 직후

에 형성된 고전적 혹은 전통적 관용 개념(traditional conception)이다. 이에 따르면, 관

용은 타인의 신념, 행위, 혹은 관행 등에 반대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그것들을 

억압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참아내는 것이다. 즉 관용이란 타인의 (도덕적인 이유나 

혹은 다른 이유로) 반대할만한 행동에 대해 간섭하기를 자발적으로 단념하는 의도

적 자제(self-restraint)가 그 요체이다. 따라서 관용은 단순한 무관심이나 승인 및 묵

인과는 구분되어야 한다.20)

  이러한 관용 개념의 밑바탕에는 관용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관용되는 대상이 존재

20) 관용 개념의 의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킹의 저서(King, 1998: ch.1), 그리고 최근에 
나온 맥키논의 저서(McKinnon, 2006: ch.1,2)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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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따라서 전통적 

관용 개념은 관용되는 대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성(negativity)을 내포하며, 나

아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우월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기까지 한다. 어쨌든 관용의 

대상은 일단 부적절한 것으로서 거부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정성 및 거부 요소야

말로 고전적 관용 개념의 본질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용 개념에 대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관용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

는 문제는 전통적 개념 자체가 답을 줄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통적 

관용 개념의 의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최근 전통적 관용 개념에 대한 비판이 학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많은 비판

자들이 전통적 개념의 근본적인 재고를 촉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에 대한 전적

인 거부를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전통적 개념 대신 보다 ‘적극적인(positive)’ 

관용 개념들을 제안한다. 아펠(K.-O. Apel)의 ‘긍정적 관용(affirmative tolerance)’, 크

레펠(I. Creppell)의 ‘능동적 참여로서의 관용(toleration as active engagement)’, 보만(J. 

Bohman)의 ‘심의적 관용(deliberative tolerance)’, 그리고 갈레오티(A. Galeotti)의 ‘인정

으로서의 관용(toleration as recognition)’ 등이 그것들이다(Apel, 1997 ; Creppell, 2003 

; Bohman, 2003 ; Galeotti, 2003). 

  이러한 개념들은 서로 중요한 차이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관용 개념이 

지닌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관해서는 상당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비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전통적 개념에 포함된 부정적 요소, 생색내는 듯한 태도, 

그리고 판결적 성격 등이다. 또한 그들은 신념이나 생활방식을 대화 및 담론적 전

환 과정을 통해 적절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

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그들은 보다 적극적인 관용 개념을 주

장한다. 비판자들은 한편으로는 전통적 관용 개념과 결부된 거부 요소나 우월감을 

평가절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존중이나 인정 같은 개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

러 그들은 신념과 생활방식을 보다 긍정적․포용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성

적 참여를 능동적으로 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학자 테오도르 젤딘

(Theodore Zeld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갈수록 피관용자들은 무시당하기보다 인정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관용의 생색내는 듯한 태도 뒤에 숨은 경멸적인 기색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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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 관용이라

는 이상은 이제 목적 지점이 아니라 중간 단계로 보여질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

는 것이야말로 관용을 넘어서는 위대한 모험인 것이다(Zeldin, 1998: 272).

  전통적 관용 개념의 비판자들은 관용이 가치나 덕목으로 제시되곤 한다는 사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Nicholson, 1985 ; Newey, 1999 ; Horton, 1996). 왜냐하면 전통

적 관용 개념에 포함된 노정하는 마지못한 수용이나 적대적 태도는 분명 칭송할만

하거나 훌륭한 태도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버딕(Hans Oberdiek)은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아무도 관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분개한다. 관용받는 것은 경멸, 

생색내기, 아니면 거만한 질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관용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근거 없고 의기양

양한 자만에 탐닉하도록 조장한다. 분명 박해받는 것보다야 관용받는 것이 낫겠

지만 적어도 박해자들은 그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박해받을 가치가 있다고는 

여긴다. 관용을 베푸는 자들은 종종 스스로를 대단한 인내와 관대한 영혼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싶어한다(Oberdiek, 2001: 18).

  위와 같은 비판은 다소 지나친 면이 없지 않지만 기본적인 논점은 설득력이 있

다. 관용이 명실공히 가치나 덕목이라면 부정적 요소를 지닌 전통적 관용 개념보다

는 뭔가 도덕적으로 매력적인 대안적 개념을 찾아야 할 것만 같다. 이와 같이 전통

적 관용 개념을 초월하고자 하는 동인이 관용 개념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특

히 전통적 관용 개념에 대한 이러한 거부 풍조는 정치적 가치로서 다문화주의가 발

흥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판자들의 진단과 달리 전통적 관용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는 입장이다. 즉 전통적 관용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

용은 바람직한 정치적 이상이자 개인적 덕목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통적 관

용 개념이 모든 갈등 및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정한 한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관용 개념은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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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관용 개념에 대한 비판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 다양성과 차이뿐만 아니라 갈등이나 분쟁이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즉 단순히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길항 관계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며, 따라서 관용되는 가치나 생활방식에 대한 거부가 실질적 요소가 되

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성과 차이가 빚어내는 쟁투적 측면

(agonistic aspect)으로 인해 전통적 관용 개념이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관용 개념으

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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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적 비교불가능성 실천적 양립불가능성

T1 : 다른 모든 가치들이 그것으로 환원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모든 가치들이 비교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요 가치

(master-value)’는 없다.
T2 : T1이 참이기 때문에, 가치들을 서열화하

는 것(to rank)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부적절하다.
T2* : T1의 참과는 독립적으로, 가치들의 서

열화가 항상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T3 : T1과 T2(또는 T2*)가 참이기 때문에, 한 

세트의 가치들을 선택하면 다른 세트의 

가치들을 영원히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
T4 : T1과 T2(또는 T2*)가 참이기 때문에, 인

간들의 집단은 다른 가치 있는 공동체적 

삶의 형태들을 영구히 배제시키지 않고서

는 그들의 공동체적 삶을 단일한 가치의 

축(single axis of value)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 종종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

Ⅵ.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의 관용론

  이번 장에서는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의 관점에서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를 분석하고 이러한 가치 다원주의에 근거한 관용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고자 한다. 가치 다원주의에 근거한 관용론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으로 우리는 

벌린과 라즈, 그리고 그레이의 관용론을 살펴볼 것이다.

1. 통약 불가능성과 가치 다원주의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좋은 삶에 대한 견해가 비전이 사람들마다 현저하게 다

르다면, 최고선(summum bonum)에 대한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의 통약불가능성’이다(박효종, 

2006: 131). 가치 다원주의가 다른 형태의 다원주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통약

불가능성 테제(thesis of incommensurability)’에 의해 다원주의적 사실을 설명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통약불가능성은 인간이 선택하는 생활 방식들에서 실현되는 가

치들이 갖는 어떤 관계적 속성이다. 아래 <표Ⅵ-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약불가

능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McKinnon, 2006: 

53). 하나는 ‘평가적 비교불가능성(evaluative incompara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

적 양립불가능성(practical incompatibility)’이다. 

<표Ⅵ-1> 통약불가능성 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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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무의미하거나 부적절하다. T5 : T3가 참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집단은 

그들의 상이한 관행, 목적, 그리고 결사 

형태들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제거하

기 위해 그들의 공동체적 삶을 조직하는 

것은 종종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

  평가적 비교불가능성이란 우정과 돈처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이 존재한다

는 것이다. 라즈는 “우정은 돈보다 좋거나 더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나 다른 상품

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만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고 

말한다(Raz, 1986: 352). 실천적 양립불가능성이란 동시에 실천할 수 없는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충성, 복종 같은 일본 막부(幕府) 시대의 가치들은 

자유, 평등 같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들과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

리가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들의 세트를 선택하면 {충성, 복종}이라는 가치들의 

세트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통약불가능성 테제의 장점은 논쟁적인 형이상학적 회의주의를 동원하

지 않고도 인간 사회의 관행들의 다양성과 그것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즉 통약불가능성 테제가 참이라면, 우리는 도덕성에 대한 상

식적 수준에서 사람들과 문화들 사이의 다양성을 인간의 조건이 지닌 항구적 특징

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통약불가능성 테제의 또다른 장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어느 지점에서 직접 겪게 되거나, 혹은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간접적으로 체

험하는 도덕적 갈등과 ‘비극적 선택(tragic choice)’의 경험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통약불가능성 테제는 가치의 본성과 인간의 조건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통약불가능성 테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관

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통약불가능성으로부터 관용을 옹호하는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1) 어떤 가치들은 통약불가능하다. (전제)

  (2) 가치의 문제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세계의 항구적 특징이다. (1로부터)

  (3)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네 가치들을 그들과 갈등하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

에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1, 2로부터)

  (4) 그러므로 그러한 갈등의 당사자들에게 관용이 요구된다. (3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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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 (2)는 만약 사람들이 어떤 통약불가능한 차이로 분열되어 있다면, 그들은 어

떤 문제들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립 및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제 

(3)은 만약 가치들 간에 비교하거나 서열화할 수 있는 주요 가치가 없다면,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그들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논변은 두 가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도덕성의 본성에 관한 메타 윤리적 진리는 도덕성의 요구에 관한 규범적 

진리를 확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는 통약불가능성이 강요의 부당성을 수

반한다는 취지의 전제 (3)에서 불거진다. 메타 윤리적 진리가 규범적 요구를 산출할 

수 없다면, 통약불가능성 테제가 관용의 요구를 확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강요의 

문제점에 관한 어떤 규범적 전제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추가적 전제를 제시하려는 벌린과 라즈의 자유주의적 시도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둘째, 전제 (2)는 통약불가능성의 불가피한 결과인 가치 문제에서의 차이가 그러

한 차이를 갖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용의 여건 중 

하나인 반대(opposition)가 항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의 전제이다. 그

러나 통약불가능성으로부터 반대 요소로 나아가는 추론은 부당하다. 관용은 차이에 

대한 반감이나 반대가 있어야 성립한다. 하지만 위의 논변 자체만으로는 통약불가

능한 차이가 반감이나 반대를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확립할 수 없다. 전제 (1)의 

통약불가능성 테제는 통약불가능한 차이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뿐이지, 그러한 차이

를 지닌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의 성격(호감인지 반감인지, 찬성인지 반대

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바가 없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닌 가치와 비교 불

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가치에 대해 반감을 갖거나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에 우리는 다원주의의 조건에서 사람들이 서로 반감이나 반대하

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라즈의 이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벌린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와 관용

1) 포스트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현대 자유주의 사상가 벌린은 계몽주의에 대한 가장 유력한 비판자로 평가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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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계몽주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오직  ‘불변적인 것, 일반적인 것, 보편적인 것’만이 실재적이며, 따라서 오직 이

것만이 ‘진정 인간적’이다. 오직 그것만이 합리적 관찰자라면 누구든지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에서도 원리상 발견할 수 있는 참된 것이다. 가설, 일반화, 연

역, 그리고 가능한 곳에서의 실험적 검증 등의 합리적 방법이 물리학과 천문학의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고, 화학, 생물학, 그리고 경제학의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 나가고 있듯이,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철학, 즉 윤리

학, 정치학, 미학, 논리학, 인식론은 인간에 관한 일반 과학으로 변형될 수 있고 

변형되어야 한다(Berlin, 1990: 70~71).

  물론 계몽주의에 대한 벌린의 서술은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Mack, 1993: 

217). 하지만 그러한 과장의 이면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있다. 보편적 이성에 대한 

계몽주의의 헌신은, 과학으로 보편적 자연법칙을 발견하듯이 합리적 숙고로 인간 

본성 및 사회에 관한 보편적 법칙, 그리고 윤리 및 정치에 관한 보편적 원리를 발

견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인간사(人間事)에서도 

“과학에서 그러하듯이 모든 진정한 문제에는 오직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며, 나머지

는 모두 틀림없이 오류이다.”(Berlin, 1990: 7) 나아가 “정답들은 그것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서로 양립 가능해서 단일한 전체를 형성해야 한다. 하나의 진리는 다른 진

리와 모순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선험적으로(a priori) 알 수 있기 때문이

다.”(ibid.: 6)

  벌린의 자유주의의 출발점은 ‘낭만주의(romanticism)’로 알려진 다양한 지적 운동에 

의한 계몽주의의 거부이며 그 심장부는 17, 18세기 독일이었다(Berlin, 1999). 벌린에 

따르면 낭만주의 운동은 “완전히 인간적인 것으로 인식된 상이한 목적들이 궁극적

(ultimate)인 동시에 상호 양립불가능(incompatible)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행위의 

문제에 있어 보편적, 객관적 진리에 관한 신념을 영구히 뒤흔들었다.”(Apotheosis, 

237) 벌린은 낭만주의가 우리에게 준 가르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다수의 가치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통약 불가능하다는 것. 온갖 인간적인 해답

과 배열의 다원성, 무진장함, 불완전성이라는 전체 개념, 그리고 완벽하고 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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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는 단 하나의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낭

만주의자들에게 빚지고 있다(Berlin, 1999: 146).

  또한 벌린은 낭만주의가 표방한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가 계몽주의의 기반

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도덕 및 정치 철학의 출발점은 정답의 다원성, 그리

고 동등하게 궁극적인 인간적 가치들이 상충하며 양립불가능하다는 인식이라는 것

이다. 그러나 그레이와 달리 벌린은 가치의 궁극적 다원성, 우리가 양립불가능한 진

리들에 직면한다는 것이 자유주의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자유주의로 인도한다고 주장

한다. 즉 다원주의 자체가 자유주의를 뒷받침하며, 따라서 다원주의 혹은 ‘이성의 

분열(fragmentation of reason)’은 자유주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것이

다.

  벌린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우선 ‘가치 다원주의’라

는 신조 자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명백히 모든 다원주의적 견해의 밑바

탕에는 가치들이 다수라는 것, 즉 가치의 다원성이 깔려있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가

령 쾌락이나 행복을 유일한 선으로 보는 벤담(J. Bentham)류의 공리주의를 거부한다. 

이에 반해 다원주의는 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종류의 선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서로 환원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다른 모든 가치

나 선이 그로부터 도출되는 단일한 최고의 가치(supreme value)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우리는 다원주의자들이 전형적으로 넓은 ‘가치’ 개념을 채택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덕 철학에서는 좋음(the good)과 옳음(the right)이라는 두 개

념을 구분한다. 좋음이나 가치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what we ought to 

cherish)’인 반면, 옳음에 해당하는 의무나 책무는 ‘우리가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 것

(What we owe to each other)’이라 할 수 있다(Gaus, 1999: Ch1, 3). 대부분의 도덕 이

론에서 가치와 의무는 상이한 범주이다. 그러나 벌린을 비롯한 가치 다원주의자들

에게 ‘가치’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거나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나 책무, 그리

고 권리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개념의 전 범위를 아우른다(Berlin 1990, 11-12). 따라

서 ‘가치 다원주의’보다는 ‘윤리적 다원주의(ethical pluralism)’나 ‘규범적 다원주의

(normative pluralism)’라는 명칭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비록 벌린의 다원주의 개념이 확장적이긴 하지만, 진정한 가치의 영역이 무제한인 

것은 아니다. 계몽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호소하면서 벌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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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생을 똑같이 진실되고 똑같이 궁극적이며 무엇보다 똑같이 객관적인 

가치들의 다원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도록 요구받는다. 따라서 그러한 가치들

은 영원한 위계질서 속에서 정돈되거나 어떤 하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해 판단될 

수 없다. 세상에는 유한하게 다양한 가치 및 태도들이 존재한다. 그것들 중 일부

는 한 사회가 그들 자신의 태도 및 가치들로 삼았고 다른 일부는 어떤 다른 사

회가 그렇게 하였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가치 체계에 비추어) 다른 

사회의 태도 및 가치들을 존경할 수도,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하여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서로의 태도 및 가치들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그것들은 나름의 상황에 처한 인간들의 이해가능한 목적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를 집에 비유하면 세상에는 많은 저택들이 존재하

는 셈이다(Berlin, 1990: 79). 

  따라서 벌린에게 다원적 가치들은 어떤 의미에서 객관적이며, “객관적 가치들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Berlin, 1990: 11). 그리고 다원적 가치들의 수는 유

한하다. 그렇다면 벌린의 견해는 주관주의(subjectivism)가 아니다. 즉 개인이 좋아하

고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실상(ipso facto) 가치가 되기 때문에 가치들

이 다원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21) 

  그러나 객관성에 대한 벌린의 설명은 그다지 명료하지 않다. 위의 인용문에 표현

된 대로, 가치들의 객관성은 우리가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우리와는 다른 가치

들을 추구하는 타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다. 객관적 가치들의 세계

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벌린은 ‘삶의 형식들’이 다양하고 ‘목적들

과 도덕 원리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많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그것

들은 모두 이른바 ‘인간적 지평(human horizon)’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 되겠기 때문이다(Berlin, 1990: 11). 그러면 

벌린이 말하는 인간적 지평이란 무엇인가? 

내가 ‘인간적 지평’으로 의미하는 것은 대개 인간이 대단히 많은 시간 동안, 그

리고 대단히 많은 장소에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지평으로서, 그것

21) 맥(Eric Mack)은 벌린의 초기 저작들에서는 가치들이 ‘창조된다’고 말해지다가 후기 
저작들에서는 가치들이 ‘발견된다’고 말해지는 변화를 지적한다(Mack, 1993: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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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가치, 행위,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이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Berlin, 1992: 559).

  벌린에게 가치들이 객관적이라 함은 그것들이 공통의 인간성을 표현하며 공통의 

인간적 지평 내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인간으로 여긴다는 것

은 “자유, 시간과 변화에 대한 의식, 고통, 행복, 생산성, 선과 악, 옳고 그름, 선택, 

노력, 진리, 환상”과 같은 개념들로 그를 이해한다는 것이다(Berlin, 1962: 26). 우리

의 공통된 인간성은 공통의 인간적 가치 지평을 형성한다. 만약 어떤 이가 아이의 

엉덩이를 핀으로 찌르는 것이나 테니스 공을 핀으로 찌르는 것이나 모두 말랑말랑

한 것을 찌르는 것이니 아무 차이가 없다고 강변한다면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없

는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Berlin, 1992: 560). 벌린은 “어떤 주어진 비전이나 삶

의 형식에 내장된 가치들은 꼭 이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지만 순전히 임의적

(arbitrary)이거나 기껏해야 불투명(opaque)하다는 신조”라는 의미에서 ‘상대주의

(relativism)’를 거부한다(ibid.: 557). 벌린에게 “다원주의란 내가 상상에 의해 나 자신

이 속하지 않은 사회의 상황, 관점, 동기, 가치 체계, 삶의 방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ibid.)

  벌린은 가치의 객관성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러한 가치를 추구해 왔다

는 경험적 관찰과 밀접하게 결부시키고자 한다. 벌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상당히 많은 궁극적 가치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매우 많은 장소에서 대

단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추구되어 왔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경

험적인 사실로서, 근본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험적인 사실이다. 나 자신의 것

이건 다른 문화나 개인의 것이건 간에 궁극적 가치들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은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Berlin, 1992: 557).

  계몽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다원주의이다. 다원주의에 따

르면 순위매길 수 없는 다원적 가치들이 존재하며, 인간의 이성을 그러한 가치들에 

적용한다 한들 유일한 정답은 나오지 않는다. 본 항목에서는 벌린의 다원주의적 자

유주의를 사례로 삼아, 다원적 가치의 통약불가능성으로부터 자유주의를 안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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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가치의 통약불가능성의 의미 자체를 규명

해 보았다. 하지만 벌린의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가치의 객관성 명제에 대해서는 상

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벌린의 다원주의는 

가치들이 통약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통약불가능성이 파생적이라기보다 근본적이

라는 것을 상정한다. 하지만 그러한 상정과 달리 통약불가능성이 파생적이라면 벌

린은 우리가 가치들 사이에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운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성을 통해 그러한 통약불가능성의 원인이 되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제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가 가치들 사이에서 비극적인 선택(tragic 

choice)을 할 운명이라는 벌린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 확실히 그 비용

이 너무나 막대해서 누구라도 비통해 할 선택의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치의 선택이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다원적인 가치들의 통약불가능성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한 후, 우리는 

다원주의로부터 자유주의로 나아가고자 한 벌린의 담대한 비전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논변을 구성하기가 쉽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결국 벌린 자신도 그것을 포기하고 만다. 그

의 완숙한 견해는 라일리(J. Riley)가 ‘자유주의적 합리주의(liberal rationalism)’라 부

른 입장, 즉 합리적으로 합의된 도덕적 진리에 의해 제한받는 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벌린의 사상이 자유주의를 표방한다면, 그것은 다원주의 때문이 아

니라 우리가 공통의 객관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의 합리주의적 확신에서 비

롯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본 항목의 요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가치의 근본적 통약불가능성에 입각한 벌

린의 객관적 다원주의는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원칙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없다. 

철저한 다원주의는 자유주의적 정치의 정당화를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벌린 

자신도 이 점을 인식해서 자유주의에 대한 보다 전통적인 정당화로 한발 물러섰다. 

두 번째 요점은 우리가 굳이 강한 다원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다. 가치들이 객관적으로 다원적이며, 비극적인 선택이 불가피하며, 상이한 가치들

의 근본적 통약불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우리는 통약불가능성을 선택의 불확실성 내지는 복잡성에 의해 설명할 수도 있다. 

올바른 선택이 없을 수도 있고 통약불가능성이 근본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를 

이성적으로 논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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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적 자유로서의 관용

  대부분의 정치사상 입문서들에서 정치적 자유의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빠지

지 않고 등장하는 구분이 바로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구분이다. 소극적 자유

(negative liberty)는 타인에 의해 부과된 외적인 구속이나 강제의 부재와 관련되며 적

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는 자신의 욕구나 운명에 대한 합리적 통제나 지배와 관련

된다.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구분은 벌린의 중요한 논문「자유의 두 개념(Two 

Concepts of Liberty)」에서 이루어졌다.22)

  먼저 소극적 자유부터 살펴보자. 벌린에 의하면 소극적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Berlin, 2006: 344)을 의미하므로, 간

단히 ‘강제의 부재(absence of coercion)’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강제(coercion)란 타인

에 의한 간섭이나 방해를 뜻한다. 강제는 납치나 감금, 납치 등의 신체적 강제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위협까지 포괄한다. 강제 개념을 이해할 때 유의할 점은 적어도 

두 가지다. 첫째, 강제가 모든 형태의 무능력(incapacity)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벌

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공중으로 3미터 이상 뛸 수 없는 경우, 또는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없을 때, 또는 헤겔의 책을 읽는데 군데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 나오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내가 노예화되었다든지 강제받고 있다고 

말한다면 아주 이상한 말이 될 것이다.(Berlin, 2006: 344)

즉, 단순히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정치적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극적 자유를 갖지 못한 경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다른 

사람에 의해 방해받았을 때에 한한다. 둘째, 벌린은 강제가 타인에 의한 의도적 간

섭이라 보지만(Berlin, 2006: 344) 강제는 반드시 의도적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철수가 무심코 민수가 방안에 있는데도 방문을 잠궜을 경우 민수는 철수가 의도적

22)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구분은 적어도 칸트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칸트는 소
극적 자유 개념이 자유를 통찰하기 위해 비생산적이며, 이로부터 생산적인 적극적 
자유 개념이 나온다고 주장한다(Kant, 200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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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방문을 잠근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을 떠날 자유가 없다. 의도가 없다는 것이 

철수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도적인 강제만이 소극적 자유에 대한 

유일한 강제는 아닌 것이다.

  벌린에 의하면 적극적 자유는 자신(self)의 주인(master)이 되기를 원하는 각 개인

의 바람에 근거한다. 즉, 적극적 자유는 ‘자기 지배(self-mastery)’를 의미한다. 프랭크

퍼트(Harry Frankfurt)의 유력한 해석에 의하면, 적극적 자유는 2차적 욕구

(second-order desire)에 의해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Frankfurt, 1982). 2차적 욕구란 

반성을 통해 자신이 어떤 1차적 욕구를 가지길 바라는 욕구이다. 예를 들어, 도박 

중독자는 아무도 도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소극적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박하지 않으려는 2차적 욕구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적

극적 의미에서 자유롭지 않다. 각종 중독 이외에도 신경쇠약, 우울증, 강제된 욕구, 

그리고 무지조차도 적극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벌린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단순히 자유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경쟁적 개념으로 보았다. 그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분한 이유는 전자를 옹호하고 후자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벌

린의 논증을 매우 단순한 삼단논법(syllogism)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벌린의 대논증(Berlin’s Master Argument)

1. 정치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거나 적극적 자유이다.

2. 적극적 자유는 패러독스에 빠진다.

3. 따라서 정치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로서만 옹호될 수 있다.

  전제1은 일단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전제2에 대한 벌린의 정당화를 이

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벌린에 의하면 적극적 자유 개념은 개인이 ‘진정한’ 자아와 

‘경험적’ 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형이상학적 견해를 전제로 한다. 즉, 적극적 

자유는 ‘진정한’ 자아가 ‘경험적’ 자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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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자유 ← 비지배
 

이성에 따르는 진정한․이상적․자율적 자아

지배 → 자유

욕구에 따르는 경험적․현실적․타율적 자아

<그림Ⅵ-1> 적극적 자유의 모델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정한 자아는 개체적 자아를 포함하는 좀 더 큰 전체적 자아

(大我), 즉 민족이나 국가의 일부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개인의 ‘진정한’ 

이익은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과 동일시된다. 이제 개인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포

기하고 전체의 의지를 따름으로써 더 고차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결론적

으로 적극적 자유 개념은 개인들이 ‘자유롭도록 강제되는(forced to be free)’ 역설적

인 상황(paradox)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의 역설’에 대한 벌린의 위와 같은 개략적 논증은 적극적 자유의 모

순성을 보여주는 아래의 두 논증, 즉 ‘전제정 논증’과 ‘내면의 요새 논증’으로 구체

화될 수 있다(Christman, 1991).

소논증1. 전제정 논증(Tyranny Argument)

적극적 자유 개념에 의하면 자유란 개인의 ‘진정한’ 이성적 자아가 그의 현실적 욕

구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단 내가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는 말은 

곧 여러 사람 및 사회의 구체적 바람을 무시할 태세를 갖추었다는 말과 같다. 그들

의 ‘진정한’ 자아라는 기치 아래 그들을 억누르고 협박하며 고문할 준비를 갖추었다

는 말과 같다.”(Berlin, 2006: 363-4)

전제정 논증이 겨냥하는 오류는 독재 정권하의 시민들이 독재에 완강히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독재 정권하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억지논리를 펼치는 일

부 전체주의자의 주장 속에서 발견된다. 내면의 요새 논증은 다음과 같다.

소논증2. 내면의 요새 논증(Inner Citadel Argument)

적극적 자유 개념에 의하면 자유란 개인의 ‘진정한’ 이성적 자아가 그의 현실적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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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나는 아예 나의 모든 욕구를 버리고 그 ‘진정

한’ 본체적 자아가 있는 ‘내면의 요새로 은둔(retreat into an inner citadel)’함으로써 완

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상당한 

다리 자체를 잘라버리고 익숙해지면 다리가 없다는 사실조차 느낄 수 없게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Berlin, 2006: 367-8).

  벌린은 “욕구의 제거 또는 욕구에 대한 성공적인 저항이 욕구의 충족만큼 좋은 

일이라는 신조는 신포도(Sour Grape)의 우화를 장엄하게 포장한 형태임이 틀림없

다”(Berlin, 2006: 373-4)고 말한다.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한 노예는 행복할 수 

있고 자유를 느낄 수도 있지만 자유인이 될 수는 없다.23) 벌린은 역사적으로 내면

의 요새라는 스토아주의적 이상이 발현할 때마다 공교롭게도 정치적 압제와 전횡이 

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말하자면, 적극적 자유는 정치적 불의에 맞서 싸우기보다 

공적 영역의 압박에 밀려 자아의 내면에서 자유를 찾는 패배주의적 개념이라는 것

이다.

내가 적을 피해 방안으로 들어가 입구와 출구를 모두 봉쇄한다면, 그에게 잡히는 

것보다는 더 자유로운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그를 격파하거나 사로잡았을 때보

다도 자유로운가? 자기 부정을 너무 심하게 해서 너무 작은 공간으로 나 자신을 

응축시키면 질식해서 죽을 것이다.(Berlin, 2006: 374)

  벌린은 적극적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일종의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slippery slope argument)’으로 경고하고 있다. 즉, 우리가 개인

을 두 개의 자아로 분리함으로써 적극적 자유 개념에 올라타는 순간, 우리는 미끄

러져 조만간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에 도달한다는 것이다.24) 실제로 적극적 자유

는 벌린의 경고처럼 오용될 수 있으며 오용된 사례도 없지 않다. 나치 독일이나 소

련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체제 정당화를 위해 적극적 자유 개념을 이용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은 적극적 자유 개념 자체의 논리에 내재하는 것이

23)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to feel free)과 자유로운 것(to be free)은 다르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24) 소극적 자유의 경우에는 자유와 욕구 사이의 필연적 연관성을 부정하므로 벌린이 
경고하는 미끄러운 경사길에 접어들 위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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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 적극적 자유의 남용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심리적

으로 강제된 욕구, 신경증, 무지 등이 개인의 자율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

시킨다는 주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문제는 자기 지배를 못하는 사람은 강제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더 나아간 주장에 있을 뿐이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 진정 자유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인가. 벌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극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와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개념

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제럴드 맥컬럼(Gerald MacCallum)에 의하면 소극적 자

유와 적극적 자유를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자유 개념이 존재한다. 그는 

자유의 주장을 삼각 관계(triadic relation)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

바른 이해라고 주장한다.

어떤 행위자나 행위자들의 자유가 문제될 경우, 무엇을 하거나 안 하는 것, 무엇

이 되거나 안 되는 것에 있어 어떤 제약이나 제한, 간섭이나 장애로부터의 자유

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MacCallum, 1967).

따라서 자유의 주장은 다음의 도식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

[삼각관계 도식]

X는 Y를 행하거나(또는 행하지 않거나) Y로 됨(또는 되지 않음)에 있어 Z로부터 자

유롭다(또는 자유롭지 않다).                            

Z
장애물 

Y
목적 

X
행위자

                                      

<그림Ⅵ-2> 자유의 삼각관계 모델 (Ball&Dagg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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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모델에 따르면 자유에 대한 단순한 주장은 누구(행위자)의 자유가 문제이고, 

무엇(장애물)으로부터의 자유이며, 무엇(목적)을 위한 자유인가를 서술하는 더욱 복

잡한 주장의 생략된 표현이다. 예를 들어, 현행 대학입시 정책(이른바 ‘3불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 모두가 ‘자유’에 근거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찬성자들은 각 학생(X)이 대학에 입학함(Y)에 있어 대학의 불공정한 기준(Z)으로부

터 자유로울 것을 주장하며, 반대자들은 각 대학(X)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Y)하

기 위해 현 정책(Z)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 구조가 완전히 분

석되기 전까지 자유에 대한 수사학적 구호는 문제의 핵심을 은폐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분석에 의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차이가 더 이

상 두 개념 사이의 차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즉, 자유의 개념은 하나

이고,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구분은 위의 삼각관계 도식 속의 Z를 채우는 두 가지 

방식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맥컬럼의 분석틀이 올바르다면 소극적 

자유를 외적 제약(external constraints)으로부터의 자유로, 적극적 자유를 내적 제약

(internal constraint)으로부터의 자유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제 변항 X, Y, Z가 포괄하는 대상들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자. X(행위자)는 개

인, 집단, 계급, 민족, 성, 인종, 그리고 여타의 제도들을 망라할 수 있다. X에 들어

갈 값이 전형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각 정치 이데올로기마다 견해가 다르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주로 ‘개인(individual)’의 자유로 이해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계

급(class)’의 자유에 초첨을 맞춘다. 그리고 파시즘은 ‘민족국가(nation-state)’의 자유, 

나치즘은 ‘아리아 인종(Arian)’의 자유, 그리고 페미니즘은 ‘성(gender)’의 자유를 주

장한다.

  Y(목표)는 행위자에 따라 다르다. 자유주의자의 목표는 타인으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인생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의 목표는 계급 없는 공산주

의 사회이다. 나치의 목표는 인종의 순수성과 우월성이며, 페미니스트의 목표는 양

성평등이다. 다른 모든 이데올로기들도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Z(장애물)의 범위에 관해서는 비교적 논란이 많다. 자유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이론가들은 질병, 빈곤, 무지, 기회의 결여 등도 자유를 가로막는 것으로 본다. 따라

서 그들은 자유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실현시키려는 복지국가를 지지한다. 

그러나 다른 이론가들은 자유와 자유를 가치 있게 해주는 조건이 구별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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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자유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는데, 자유는 평등한 시민이 갖

는 자유의 완전한 체계에 의해 표현되는 반면, 개인과 단체에 있어서의 자유의 

가치는 그 체계가 정해주는 형태 내에서 자신의 목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들

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다(Rawls, 2004: 278~9).

  예를 들어, 철호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에 필요한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대학

에 진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를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입학이 거부

되었다고 하자. 첫째 견해에 따르면, 철호의 무지는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이므로 철

호는 대학에 진학할 자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철호에게

는 대학에 입학할 완벽한 자유가 있지만 단지 그의 무지로 인해 그의 자유가 가치

를 상실한 것뿐이다. 두 번째 견해의 옹호자들은 복지국가의 행위가 과도한 통제를 

통해 오히려 자유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자주 비판한다.

  그러나 자유와 자유의 가치의 구분과 관련된 논란은 자칫 소모적인 언어적 논란

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쉽다. 우리가 자유를 중요시한다면, 빈곤이 자유에 방해

가 된다고 생각하든 자유의 가치나 의미를 저하시킨다고 생각하든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유와 자유의 조건을 구

분한다고 해서 자유방임주의의 옹호자가 될 필요도 없다. 단지 그는 중앙집권적 정

부의 통제로부터의 자유가 빈곤이나 무지로부터의 자유보다 더 소중하다고 주장하

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자유에 대해 넓은 해석을 택하든 좁은 해석을 택하든 간에, 

우리가 자유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의 실질적 문제는 언어적 논쟁과 

별개로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맥컬럼의 삼각관계 모델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하지만 삼각관계 모델에 의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간의 양립불

가능성이 진정 해소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삼각관계 

모델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차이를 삼각관계 도식 속의 Z를 채우는 두 가

지 방식으로 환원시켰지만, 이러한 환원은 다분히 형식논리적인 통합에 그친 것으

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진보’와 ‘보수’ 사이의 대립이 그보다 포괄

적인 ‘이념’이라는 개념에 의해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간의 현실적 대립은 두 개념의 중요한 차이점을 변항으로 처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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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사라지지는 않는다.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차이는 행위자 외부적 요인(external factor)과 행위자 내부적 

요인(internal factor)의 차이로 이해해도 별 문제가 없다. 소극적 자유의 옹호자들은 

주로 행위자의 자유로운 행동을 가로막는 외적 요인에 유의하는 한편, 적극적 자유

의 옹호자들은 행위자의 자율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에 유의할 것이다.

<표Ⅵ-2> 자유의 옹호자들

소극적 자유의 대표적 옹호자 적극적 자유의 대표적 옹호자

홉스, 벤담, 밀, 몽테스키외, 콩스탕, 토크빌 헤르더, 루소, 칸트, 피히테, 헤겔, 마르크스

  적극적 자유에 대한 벌린의 경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소극

적 자유를 비전으로 하는 ‘최소국가(minimal state)’의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이 모두

에게 만족을 준 것은 아니었다. 소극적 자유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이들은 적극적 자

유가 인도하는 전체주의로의 길과 소극적 자유가 인도하는 최소국가로의 길 이외에 

‘제3의 길(third way)’이 없을까 고민했다. 앞에서 우리는 벌린이 경고한 적극적 자유

의 위험성이 그 개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개념의 남용에 있을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이는 ‘제3의 길’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벌린이 경고한 적극적 자유의 길은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지만 개념의 논리상 반

드시 전체주의로 나 있는 길은 아니다. ‘적극적 자유의 역설’은 논리적 역설(logical 

paradox)보다는 실천적 역설(pragmatic paradox)에 가깝다. 따라서 적극적 자유의 개념

은 역설에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쉽게 남용될 수 없는 형태로 재정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존 크리스트먼(John Christman)의 비교적 최근의 연구는 우

리에게 역설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적극적 자유를 옹호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다

(Christman, 1991). 만약 크리스트먼의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우리는 벌린의 대논증에

서 전제2를 거부함으로써 대논증을 논박할 근거를 갖게 되는 셈이다. 

  크리스트먼에 의하면, 적극적 자유는 욕구가 형성되는 방식(mode)에 관한 문제이

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의 욕구가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합리적 반성의 결과라면 그

는 적극적으로 자유롭지만, 반대로 그의 욕구가 압력이나 조작 또는 무지의 결과로 

형성되었다면 그는 적극적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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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적극적 자유의 여부가 개인의 욕구의 내용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즉, 적극적 

자유가 욕구의 내용과 독립적(content-neutral)이라면 적극적 자유의 증진은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단 하나의 옳은 답이 있다는 식의 권위주의적, 전체

주의적 주장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크리스트먼이 개념화한 적극적 자유는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적 사회와는 비교

적 무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안들에 대한 합리적 반성 과정 → 합리적 욕구 → 자유

압력․조작․무지 등 비합리적 과정 → 비합리적 욕구 → 비자유

<그림Ⅵ-3> 크리스트먼(J. Christiman)의 적극적 자유의 모델

  예를 들어, 유교적 질서를 존중하는 조선시대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하자. 크리스트

먼의 설명에 의하면, 만약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려는 그녀의 욕구가 세뇌나 교화, 

조작이나 기만 등에 의해 강제로 주입된 것이라면 그녀는 자유롭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욕구가 다른 적절한 대안들과 비교, 평가해 본 결과로 생긴 것

이라면 그녀는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실제로 그녀가 순종적인 행동에 대

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유는 욕구의 형성 방식과 관련될 뿐, 욕구

의 내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녀가 어떤 내용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부터 그녀가 적극적 자유의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트먼의 의미에서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개인의 소극적 자유

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비

록 개인들에게 특정한 행동 방식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크리스트먼의 의미에서 적

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국가는 ‘진정한’ 대안들을 장려하기 위해 재

정 지원을 통한 정보적, 교육적 성격의 간섭을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소 완화된 

수준이긴 하지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충돌은 여전히 남아있다.25)

25) 크리스트먼이 찾아낸 길이 적극적 자유의 길을 재발견한 ‘제3의 길’이라면, 넓은 의
미에서 소극적 자유의 비전에 속하는 또 하나의 ‘제3의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오
랜 역사적 전통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최근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공화주의적 
자유(republican freedom)의 길이다. 크리스트먼의 적극적 자유 개념이 벌린의 대논증
의 전제2를 논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의 존재는 대논증의 전
제1을 논파하는 것이다. 즉,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외에 공화주의적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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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즈의 경합적 다원주의 관용론

 

  관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라즈의 다원주의적 논변은 벌린의 논변과 여러모로 유사

하다. 무엇보다 벌린과 마찬가지로 통약불가능성 테제에 호소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그는 가치들과 관련해 전이성(transitivity)의 실패를 통약불가능성의 징표로 삼는

다.26)

라즈는 통약불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두 가치 있는 선택지는 (1)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보다 더 낫지 않고 (2) 하나보다는 

더 낫지만 다른 하나보다는 낫지 않은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경우 통약불가능하다

(Raz, 1986: 325).

 

  두 선택지를 A와 B라고 하자. 위의 규정에서 (1)의 전이성 실패는 A와 B가 가치

의 측면에서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2)의 전이성 실패는 A와 B

를 가치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주요 가치(master-value)도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벌린과 마찬가지로 라즈 역시 통약불가능성의 사실이 어떤 추가적인 규범적 전제

와 결합하지 않고서는 자유주의적 관용에 대한 헌신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벌린의 추가적 전제가 소극적 자유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

이라면, 라즈의 추가적 전제는 개인적 자율성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라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율성이라는 이상의 배후에 있는 지배적 관념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야 한

다는 것이다. 자율적 개인은 자신의 삶의 (부분적인) 저자(author)이다. 개인적 자율성

의 이상은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일생 동안 계속적인 결정을 통해 자

존재한다면, 정치적 자유는 벌린의 이분법에 의해 완전히 포괄되지 않을 것이기 때
문이다. 공화주의적 자유에 대해서는

26) 전이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관계적 속성이다: 이항(binary) 관계 R은, 임의의 x, 
y, z에 대해 xRy이고 yRz이면 xRz일 경우, 전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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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전이다(Raz, 1986: 369).

 

  자율성에 대한 라즈의 근본적인 규범적 헌신은 그의 정치철학을 벌린의 그것과 

차별화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벌린과 달리 라즈는 “정부는 그것[정부]에 의해 

삶과 행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라

고 믿는다(ibid.: 415). 자율성의 가치가 주어질 경우 라즈는 국가가 그 구성원들을 

위해 ‘자율성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와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믿는

다. 즉 국가는 그들의 ‘적절한 정신적 능력’을 함양해 주고, 자율적 선택이 행사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절한 범위의 선택지들’을 제시해주며, 독립적이 되도록 장려

할 수 있고 또 장려해야 한다(ibid.: 372f). 한편, 무가치한 선택지는 자율적으로 선택

된다고 해서 가치 있는 선택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ibid.: 380), 구성원들의 도

덕적 삶의 질에 대한 정당한 관심 덕분에 국가는 그 구성원들이 자율적 선택을 행

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선택지들이 모두 가치 있는 것이 되도록 보장할 권리

와 의무가 있다. 또한 라즈는 통약불가능성 테제를 주장하므로 이것은 국가가 구성

원들에게 자율성의 조건을 제공할 권리와 의무의 결과로서 국가가 진정 다르지만 

통약불가능하게 가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유지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즈의 이론이 지닌 이러한 ‘완전주의적’ 특징은 그의 다원주의가 벌린의 

다원주의에 비해 도덕화된 것임을 의미한다. 벌린에게 국가는 어떠한 목표를 추구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행사와 일관되는 한 그 도덕적 특성과

는 무관하게 소극적 자유를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반면에 라즈에게 국가는 그 

구성원들이 추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목표, 관행, 그리고 결사의 형태가 모두 도덕

적으로 가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라즈의 다원주의적 관용론은 구성원들의 삶의 도덕적 질을 함양하고 보호할 국가

의 권리와 의무의 결과로서 국가가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원칙의 문제로서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이 대립에 의해 생성된 서로를 억압하고 간섭하려는 성향에 

근거하여 행위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우리가 개인들이 정의로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들이 그럼

으로써 관용을 실천해야할 의무도 지닌다고 생각해야 한다. 정의로운 국가는 사회

에서 다양한 가치 있는 선택지들을 유지함으로써 모두에게 자율성의 조건을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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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관용의 원칙을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의 일부는 정책 집행에서 권위의 행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논변에서 벌린의 버전과 마찬가지로 통약불가능성의 사실은 군더더기라 할 수 

있다. 만약 국가가 그 구성원들의 삶의 도덕적 질을 향상시킬 권리와 의무를 지닌

다면, 그리고 만약 자율성의 조건이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적으로 

가치있는 선택지들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선택지들이 통약불가능하게 가치 있다는 

상정이 그 논변에 추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선택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완전주의적 의무가 이행되기만 하면 통약불가능하든 않든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것일 수 있다. 개인에 대한 관용의 요구는 완전주의

적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국가의 요구에 의해 상의하달식(top-down way)로 생성된

다는 것은 라즈의 경합적 다원주의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 그리고 라즈는 다원

주의의 경합성이 가치들의 통약불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원주의가 

경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삶의 방식을 영위하는 개인들이 단지 그들의 차이 

때문에 서로에 대해 불관용하는 경향이 있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 의한 관용의 원리의 부과를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 만약 자율성의 조건이 모두에게 유지되어야 한다면. 만약 다원주의가 경합

적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통약불가능성 테제가 참인 것이라면 이 테제는 자유

주의적 관용을 위한 라즈의 다원주의적 논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만이 다원주의가 관용의 여건을 제시할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벌린과 라즈가 제시한 다원주의적 관용 정당화 논변에서 통약불

가능성 테제가 불가결하지 않다는 점을 해명하였다. 벌린의 경우에는 소극적 자유

에 대한 헌신 덕분에 관용이 ‘최선의 정책(best policy)’이 된다. 그리고 라즈의 경우

에는 ‘경합적 다원주의’의 상황에서 자율성의 조건을 증진해야 한다는 국가의 사명

이 관용의 정치적 원리를 시행하도록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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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레이의 모두스 비벤디로서의 관용론

1) 모두스 비벤디의 통상적 개념

  현대 정치철학자 가운데 자유주의의 열렬한 지지자에서 냉혹한 비판자로 거듭난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존 그레이(John Gray)다. 그레이는 그러나 최근 저작들에서 

스승인 벌린의 것과 유사한 다원주의(pluralism)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자유주의 이론

을 전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쪽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레이가 자유

주의 전통에서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한 부분은 바로 홉스(Thomas Hobbes)의 사상이

다.

자유주의는 항상 두 가지 얼굴(two faces)을 하고 있다. 한쪽 얼굴에서, 관용

(toleration)은 이상적인 삶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쪽 얼굴에서, 그것은 

다양한 삶의 방식들 간의 평화 조항(terms of peace)을 탐색하는 것이다. 전자의 

견해에서 자유주의적 제도는 보편적 원칙(universal principles)의 적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자의 견해에서는 평화로운 공존(peaceful coexistence)의 수단이다. 첫 번

째 경우에서 자유주의는 보편적 체제를 위한 처방이지만, 두 번째 경우에서는 다

수의 다양한 체제들이 추구할 수 있는 공존의 프로젝트이다(Gray, 2000: 2)..

  자유주의의 첫 번째 ‘얼굴’은 이른바 ‘계몽주의적 자유주의(Enlightenment 

liberalism)’에 해당한다. 자유주의적 관용(Liberal toleration)은 인간의 보편적 이성으

로 좋은 삶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한편, 홉스와 

결부된 두 번째 ‘얼굴’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를 추

구한다. 일반적으로 모두스 비벤디란 경합하는 이해 관계들 사이의 잠정적 타협

(working compromise)을 의미한다. 그레이에 따르면,

모두스 비벤디는 다원주의의 역사적 사실에 부응하는 자유주의적 관용이다. 모두

스 비벤디를 뒷받침하는 윤리 이론은 가치 다원주의(value-pluralism)이다. 가장 근

본적인 가치 다원주의의 주장은 다수의 상충하는 인간적 번영(human flour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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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들이 존재하며, 그 중 일부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다수의 좋은 삶의 유형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더 좋다든지 나쁘다든

지, 혹은 가치가 동일하다든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그것

들은 통약불가능(incommensurable)하게, 즉 다른 방식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Gray 

2000, 6).

또한 그레이는 모두스 비벤디에 대해,

모두스 비벤디라는 이상은 인간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보편적 주장들에 종

지부를 찍으리라는 헛된 희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

태롭게 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주장들에 관해 무관심하다. 이러한 점에서 모

두스 비벤디는 홉스를 상기시킨다. 홉스적 국가는 사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철저

한 무관심의 관용을 베푼다. 이로써 홉스는 모두스 비벤디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

주의적 전통의 선구자가 된다(Gray, 2000: 25).

  나아가 그레이는 “모두스 비벤디의 추구는 일종의 초가치(super value)에 대한 탐

색이 아니다. 그것은 경합적 가치들의 주장이 화해될 수 있는 공통의 제도(common 

institutions)에 대한 헌신이다.”라고 주장한다(Gray, 2000: 25). 그는 모두스 비벤디의 

목적이 ‘상충하는 선들을 화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ibid). 그렇다면 그레이는 

다원주의에서 출발하여 자유주의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경합적이고 통

약 불가능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스 비벤디(즉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

하는 모든 이들을 관용하는 잠정적 타협)를 추구하리라는 것이다.

  모두스 비벤디는 일종의 타협이다. 따라서 그것은 당사자들이 일부 상충하고 일

부 보완적인 이해관계나 목표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만약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완전히 상반된다면 타협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만약 A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가 B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치보다 작다면 A와 B 사이의 타협은 불가

능하다. 즉 가능한 타협의 범위(C)는 ‘Max(A) ≥ C ≥ Min(B)’로 표현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모두스 비벤디는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 체결된 협정(treaty)을 가리키

기 위해 국제 정세(international affairs)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Rawls, 1996: 

147). 국가 간 갈등 상황 속에서 어느 국가도 가장 선호하는 결과를 확보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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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당사국들은 적어도 최소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타협안에 합의하게 된다. 

정확히 어떤 타협이 이뤄질지는 당사국들의 상대적 힘과 협상적 지위에 달려있다. 

따라서 모두스 비벤디는 당사자들의 상대적 권력을 반영하며, 당사자들의 상대적 

권력에 변화가 생기면 합의 사항이 수정되기 쉽다는 점에서, 잠정적 타협이라는 성

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6세기 유럽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이루어진 관용은 다름 아닌 모두

스 비벤디로 볼 수 있다(Rawls, 1996: 148 ; Smith, 1990: 335). 양 진영은 처음에 상

대편을 뿌리 뽑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 전쟁을 거

치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즉 처음에는 각 진영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치가 상대방이 억압당하는 것이어서 타협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결국 

가톨릭은, 프로테스탄트가 가톨릭을 관용할 경우, 프로테스탄트를 관용하는 것이 수

용 가능한 최소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이것은 프로테스탄트도 마찬

가지였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스 비벤디인 한(즉 상대편에 대한 억압이라는 선호되

는 방안을 확보할 수 없는 데서 발생한 잠정 협정인 한), 만약 그들의 힘이 선호되

는 방안을 실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 각 당사자는 타협안을 포기하고자 

할 것이다.

  종합하면, 우리는 어떤 합의 A가 행위자 갑과 을 사이의 모두스 비벤디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A가 갑과 을 모두의 이익, 가치, 목표 등을 증진시키지만,

2. A는 갑과 을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3. A의 이익에 대한 분배가 갑과 을의 상대적 힘에 의존하고,

4. 갑과 을 모두에 대해 각자가 A를 계속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가 A가 최선의 

거래라든지 혹은 최소한 보다 나은 거래를 해보려는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없

으리라는 지속적 평가에 달려있다.

  조건 (1)과 (2)는 타협의 개념으로부터 따라 나온다. A가 각자의 이익과 무관하다

면 합리적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그

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면 합의는 상호 타협이 아닐 것이다. 조건 (3)은 

모두스 비벤디의 근원에 관한 것이다.  즉 어떠한 당사자도 그가 가장 선호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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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을 강요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갖지 못한다. 각자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해결책에 얼마나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대부분 그의 상대적 힘에 의

해 결정된다. 만약 갑이 강하고 을이 약하다면, 합의 A는 을의 최대 기댓값보다 갑

의 최대 기댓값에 더 가까울 것이다. 끝으로 조건 (4)는 모두스 비벤디가 미래의 전

개상과 무관하게 각 행위자가 존중할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다. 

A에 대한 지속적 존중 여부는 A가 그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거래라는 식

의 계속적 평가에 달려있다. 즉 당사자들은 철저히 전략적 근거(strategic ground)에서 

A를 수용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모두스 비벤디에 따르면 “다른 견해를 지닌 집단

들은 상생(live and let live)하기로 합의하지만, 여기에는 그들 간의 세력 균형

(balance of power)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에서만 그러하다는 암묵적 단서조항(tacit 

proviso)이 부가된다. 그러한 합의는 도덕적으로 피상적이다. 만약 세력 균형에 변동

이 생긴다면, 지배적인 집단이 약한 상대와 분쟁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Klosko, 

1994: 1883)

2) 홉스의 사상에 대한 모두스 비벤디식 해석

  통상적 해석에 의하면, 홉스의 사상은 갈등의 모두스 비벤디식 해결에 근거한 사

상으로 간주된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이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측면에서 평등하도록 창조했다. 간혹 육체

적 능력이 남보다 더 강한 사람도 있고, 정신적 능력이 남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

지만, 양쪽을 모두 합하여 평가한다면, 인간들 사이에 능력 차이는 거의 없다. 있

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체력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음모를 꾸미거나, 혹은 같은 처

지에 있는 약자들끼리 공모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Hobbes, 2008: 168)

  결과적으로, “능력의 평등에서 희망의 평등이 생긴다. 즉 누구든지 동일한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같은 

것을 놓고 두 사람이 서로 가지려 한다면, 그 둘은 서로 적이 되고, 따라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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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괴하거나 굴복하게 된다. 파괴와 정복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경쟁의 주된 목

적은 자기보존이다. 때로는 (파괴와 정복에서 오는) 쾌감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다.”(Hobbes, 2008: 169) 따라서 인간의 평등은 인간 사이의 경쟁과 인간에 대한 

공포를 낳는다. 이제 홉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 즉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서는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다.”(Hobbes, 

2008: 171)

전쟁상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만인이 만인에 대해 적(enemy)인 상태, 즉 자

기 자신의 힘과 노력 이외에는 어떠한 안전대책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똑

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로

(industry)의 여지가 없다. 토지의 경작이나, 해상무역, 편리한 건물, 무거운 물건

을 운반하는 기계, 지표(地表)에 관한 지식, 시간의 계산도 없고, 예술이나 학문

도 없으며, 사회도 없다. 끊임없는 공포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

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다(Hobbes, 2008: 172) 

  위의 주장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홉스가 주장하는 바, 우리는 비단 전쟁 상태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합리적 개인이 평화보다 열등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완

벽히 비참한 필패(必敗)의 전쟁 상태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 각

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우리들 모두는 끝없는 전쟁보다 그레

이가 ‘관용(toleration)’이라고 부르는 평화의 상태를 선호하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홉스적 행위자라면 모든 이가 만인에 대한 각자의 전쟁을 중단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하리라는 것이다. 그레이는 타협이 옳은 일이라거

나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모두스 비벤디가 “타

협을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서 설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Gray, 2000: 25) 

각자는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의 갈등이 “경합적 가치 주장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공통의 제도에 대한 헌신”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그레이의 주장이다(ibid).

  그레이는 다원주의적인 포스트 계몽주의적(post-Enlightenment) 세계관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자유주의 국가들이 비자유주의 국가들과, 자유주의 문화 형태들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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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문화 형태들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공존한다.”(Gray, 1995: 156) 그레이는 

자유주의 국가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들과 지구를 기꺼이 공유하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Gray, 1995: 180). 계몽주의적 자유주의와 달리, “다원주의의 

생동하는 과제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그들의 다름을 포기하지 않고서 지구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ibid.) 그렇다면 홉스의 사상이 모두스 비벤디로

부터 그러한 세계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까?

  홉스의 이론에서 주목할 부분은 모든 합리적 개인이 계속되는 전쟁보다 타협이 

낫다는 것을 알 것이라는 대목이다. 만일 다수가 전쟁을 선호한다면, 모두스 비벤디

는 소수 개인들 사이의 국소적(local) 타협에 그칠 뿐, 전쟁 상태에 대한 일반적 해

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홉스주의적 설명에 의하면 불가해한 갈등에 처한 개인들

은 이러한 갈등을 처리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치 제도에 합의할 것

이다. 이러한 개략적 설명을 홉스의 사상에 충실한 구체적 논변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1. 개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2.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3. 무정부의 상황에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에 처하게 될 것이다.

4.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끊임없는 잠재적 폭력과 빈번한 실제적 폭력을 낳

을 것이다.

5. 어떠한 개인도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폭력에서 면제되기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개인들은 모두의 이익이 적절히 보호되고 생명이 보장되는 잠정적 

타협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홉스의 논변에서 근본적인 것은 전제 1과 5이다. 전제 1은 각자가 자기 보존

(self-preservation)을 가장 중시한다는 것이고, 전제 5는 아무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

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전쟁 속 개인들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모두스 비벤디의 관점에 의하면, 각자는 서로 다른 결과(즉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를 선호하겠지만, 계속되는 전쟁의 전망이 생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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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나 끔찍한 나머지 모두스 비벤디를 체결할 것이다. 『리바이어던』의 제1

부에서 홉스는 전제1(즉 각자는 자기보존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 상세한 심리학적 이론을 전개한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의 갈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전제5를 입증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레이가 홉스에 의거함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홉스의 심리학과 더

불어 인간이 자기보존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홉스의 주장이 가치 다원주의와 

모순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홉스의 주장은 다원주의가 포용할 특정 가치 및 삶의 

방식을 배제할 것이다. 이것은 홉스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 홉스는 다원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히 다원주의자들에게는 문제가 된다. 벌린이 지적하

였듯이 낭만주의 전통은 생존을 다른 가치들 위에 두는 것을 경멸하였다(그리고 낭

만주의자들은 강자가 약자를 패배시킬 수 없다는 홉스의 가정 역시 거부하였다). 18

세기 독일 ‘질풍노도(Strum und Drang)’의 낭만주의 희곡에 대한 논평에서 벌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넓게 말해 이 모든 희곡들은, 세계와 자연 그 자체에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갈

등이 있으니, 강자는 약자와 함께 살지 못하고, 사자는 양떼와 함께 살지 못하는 

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자에게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니 약자는 구석으로 

밀려나게 마련이고, 고통받는 약자는 당연히 항거할 것이며 그것은 정당한 일이

지만, 강자가 그들을 억압하는 것 또한 정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갈등, 충돌, 비

극, 죽음, 이 모든 두려운 일들은 우주의 본성과 불가피하게 연관되어 있다(벌린, 

2005: 93)

  모두스 비벤디가 갈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1) 당사자들이 감

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지 않고서는 도무지 승리할 수 없다고 믿어야 하고, (2) 타

협이 지속적 갈등보다 손실이 적어야 한다. 생명의 안전에 특별한 가치를 두는 가

치 체계는 이상주의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보다 그러한 타협에 도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통약 불가능한 가치들의 다원성 및 비극에 대한 그레이의 강조에도 불

구하고, 그의 견해의 밑바탕에는 홉스 사상의 핵심인 이른바 ‘부르주아적 가치

(bourgeois value)’가 깔려있다. 그것은 순리적인 개인은 투쟁하기보다는 타협하는 사

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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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그레이가 홉스 사상의 전제들이 다원주의와 모순되지 않는지에 대해 심사

숙고하지 않고 홉스주의적 결론을 너무 빨리 이어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보류하더라도, 여전히 홉스의 사상으로부터 여러 다른 국가

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두스 비벤디의 세계 질서가 도출될는지는 분명

치 않다. 그레이의 모두스 비벤디 분석은 개인들 간의 모두스 비벤디가 아니라 문

화 및 국가들 간의 모두스 비벤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홉스는 전쟁을 중

단할 합리적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자신의 논변이 국가들 간의 전쟁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람들 상호간에 적대하는 전쟁상태가 과거 역사상 어느 시기에도 존재한 일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군주나 통치자들은 자국의 독립이 위협받지나 않을까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으며, 무기를 들고 서로 노려보는 검투사와 같은 자세를 취

하고 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국경지대에 요새를 건설하고, 무장 

수비대를 배치하고, 정보원을 침투시켜 주변국의 정세를 염탐하는 것, 이것이 바

로 전쟁준비 태세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하여 자국 백성들의 생업을 보

장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결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참

한 상황은 오히려 개개인이 자유를 누릴 때 발생한다(Hobbes, 2008: 173~4).

  따라서 홉스의 논변은 그레이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국가는 

영원히 전쟁 상태―언제든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끊임없는 불신과 전쟁 

준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 혹은 전투행위의 존재 유무

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란 시간에 관한 관념으로서 일정한 기간에 걸

쳐 전투의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전쟁상태에 놓여 있

는 것이다.” 즉 전쟁에 의지할 가능성이 항상 배후에 엄존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

츠(Carl von Clausewitz)가 말했듯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국

가들이 어떤 문제(가령 국경 분쟁)에 관해 모두스 비벤디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타협은 단순히 각 당사국의 상대적 힘에 근거한 것이기에 권력 이동에 따라 항상 

도전과 재협상에 열려 있게 된다. 그레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한 모두스 비벤

디가 ‘체제들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일련의 보편적 인

권들을 산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Gray, 2000: 21). 그리고 국가들이 모두스 비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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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해야 한다면, 그들은 단지 평화로운 공존에 관심이 있을 터인데, 왜 인권이

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주장함으로써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3) 그레이의 홉스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리는 그레이가 다원주의자로서 ‘부르주아적 가치’라는 특정 가치관에 근거한 홉

스의 논변을 계승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 그리고 계승한다 하더라도 그 논

변은 그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러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비하면 사소하다. 즉 홉스는 평화가 모두스 비

벤디에 근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의 이론 전체는 왜 

모두스 비벤디가 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실행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자기 이익을 추구

하는 합리적 개인들이 평화로운 공존 및 관용을 요구하고 증진하는 규범들을 수용

하기로 합의한다고 가정하자. 홉스 자신은  그러한 규범들을 ‘자연법(The Laws of 

Nature)’이라 부른다. 이러한 자연법들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평

화의 규약들(articles of peace)을 시사한다.”(Hobbes, 2008: 175) 

  홉스는 이성이 19개의 자연법을 드러낸다고 믿는다. 이 자연법 중에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허용한 만큼의 자유에 스스로 

기꺼이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제2자연법),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제4자연법), 각자는 자신 이외의 나머지 사람

들에게 순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제5자연법), 그리고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지 않을 그런 권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제10자연법) 등이 포함된다. 

이제 우리는 만일 합리적 개인들이 자기 보존을 위한 이성의 명령(dictates of reason)

인 이러한 규범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모두스 비벤디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추론을 통해 이러한 규범들에 따라 살아가는 타협

의 상태가 각자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여 그 규범들을 위반하는 전쟁 상태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 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홉스는 두 가지 중대

한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문제의 합의가 모두스 비벤디인 한, 각자는 끊임없이 자

기 자신의 이성(이것을 홉스는 ‘자연 이성(natural reason)’이라 부른다)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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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관계의 이동에 비추어 해당 합의를 재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경쟁자들이 합의

를 철회하는 것이 이득이 되자마자 그렇게 하리라는 사실이 항상 알려져 있는 한 

어떠한 합의도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둘

째, 사람들이 자연법을 기꺼이 준수하려고 하지는 않더라도 인간 행위에 관한 문제

들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 행위가 행해질 것인지, 행해진다 하더라도 자연

법에 위배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문제들이 그것이다. 전자가 사실의 문제

(question of fact)라면 후자는 옳음의 문제(question of right)라 할 수 있다(Hobbes, 

2008: 211).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모든 법은 해석을 필요로 한다. 불문의 자연법은, 편견이

나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자연적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해석상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자기애(self-love)나 기타 다른 정념으로 인해 눈이 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연법은 법 중에서 가장 모호한 법이

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유능한 해석자가 가장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Hobbes, 2008: 359~360).

  홉스는 우리가 ‘사적 이성(private reason)’을 사용하면 법(자연법과 시민법)에 대

한 커다란 분쟁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홉스는 공적 이성, 즉 법에 관한 최

종적 해석을 제공하는 주권자(sovereign)를 도입(institute)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

이라고 주장한다. 홉스가 말하듯이 “만약 그런 문제들에 관해 쌍방이 제3자의 판결

을 지킬 것을 서로 신의계약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평화로부터 멀다.”(Hobbes, 

2008: 211)

  홉스는 주권자가 우리의 사적 이성을 압도하는 공적 이성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홉스가 갈등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모두스 비벤디를 옹호

하는 것이라는 그레이의 해석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모두스 비

벤디에 의해 요구되는 것, 즉 자연법(the Laws of Nature)을 결정하기 위해 각 당사

자가 자신의 사적 이성을 사용하는 한, 우리는 “평화로부터 거리가 멀다”고 홉스는 

주장한다. 타협이 우리의 상호 이익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기 이익은 타협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다르게 해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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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홉스의 견해로는 어떠한 그러한 질서라도 배신

(bad faith), 표리부동(duplicity), 불공정한 이익 취득에 대한 고소와 맞고소로 전락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홉스가 법에 대한 공적이고 확정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 

주권자를 도입하는 것만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제 우리는 “홉스적 국가는 사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심의 관용을 베

푼다.”라는 그레이의 선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다. 홉스 이론 전체

의 요점은 이성의 사적 사용의 위험성이다. 홉스 연구자인 에윈(R.E. Ewin)은 다음

과 같이 말한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계획을 지니고 갈등(conflict)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개념은 불일치(disagreement)이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valuable) 것이

나 합당한(reasonable) 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지니며, 따라서 자연법이 요구하거

나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지닌다. 홉스는 이점에 대해 분명하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양심에 따를 자유가 허용된다면, 그러한 양심의 차

이 속에서 그들은 단 한 시간도 평화롭게 더불어 살 수 없을 것이다’(Ewin, 

1991: 27).

  각자가 그의 사적 이성에 따라 행위 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적 신념에 대한 ‘무관심’과 ‘관용’은커녕 다음과 같이 홉스는 주장한다27). 

27) 관용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차이는 홉스가 종교적 불일치로 인한 시민적 평화의 위
협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으로 설명되곤 한다. 두 사상가 모두 법적 강제를 통
해 개인적 신앙이나 믿음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데 동의한다. “신앙은 
강요나 명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러한 것들에 의존하지도 않는다.”라고 홉스는 
말한다(Hobbes, 2008: 342). 신앙은 자발적 통제 하에 있지 않으므로 “보상의 약속이
나 고문의 위협” 때문에 개인이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Hobbes, 2008: 343). 
하지만 홉스와 로크는 종교적 견해와 정치적 동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의 
불일치를 보인다. 로크는 법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견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많은 종교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
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홉스는 종교적 믿음과 체제 전복 사이의 관계를 
고질적인 것으로 본다.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제재에 관한 것이므로 사회
에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적 제재를 사용하는 데 지속적인 위협을 제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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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견이나 학설이 평화에 반하는지 기여하는지에 대한 판단, 따라서 사람들

이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무엇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말해도 좋은지에 대한 

판단, 책이 출판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검열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에 대한 판단 등도 모두 주권자에게 속한다. 인간의 행위는 품고 있는 사상에서 

나온다. 따라서 평화와 화합을 위해 사람들의 행동을 잘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부터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Hobbes, 2008: 240).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논증하였다. 첫째는 홉스가 모두스 비벤디의 옹

호자로 해석되는 한, 그의 분석은 그레이의 비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는 홉스가 불일치와 갈등의 문제에 대한 모두스 비벤디식 해결책을 옹호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서는 더욱 놀라운 주장을 논증하려 한다. 그것은 자신이 

모두스 비벤디의 옹호자라는 거듭된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는 모두스 비벤디에 

기초하여 그의 다원주의적 정치 이론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그레이의 이론이 진정 모두스 비벤디에 기반을 둔다면, 그의 이론이 정치적 

규범을 옹호하는 이유는 그 규범이 경합하는 견해나 이해관계들의 균형(equilibrium)

을 표현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확실히 그레이는 보편적 인권이 ‘항상 다양하게 존재

하는 체제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일련의 최소 기준들’이라고 때때로 주장한

다. 그는 이러한 기준들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서술한다(Gray, 2000: 21).

현대의 모든 체제들이 만족해야 하는 정통성(legitimacy)의 요건은 최근의 자유주

의적 정설(orthodoxy)이 옹호하는 자립적 권리(free-standing rights)가 아니다. 그 요

건은 어떠한 가치 있는 삶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피해(injury)로부터 인간적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집행 가능한 관행(enforceable conventions)이다. 한 체제

는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광범위한 인간적 이익에 체계적인 피해를 주는 한 불법

적(illegitimate)이다. 인종 학살이 자행되고 고문이 제도화된 체제는 그 지속적 존

재를 위해 소수에 대한 혹은 다수에 대한 억압에 의존하는데, 이는 그 시민들이

나 사회에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일이고, 종교적 박해

를 허가하는 셈이며, 기본적인 인간적 필요를 실천적으로 실행가능함에도 충족시

키지 못하거나 다양한 삶의 방식들 간의 평화 추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그 피통치자들의 안녕에 장애물이 된다(Gray, 200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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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린의 자유주의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본질적인 인간적 이익의 목록은(그레이는 

그러한 이익에 대한 위반을 ‘가장 나쁜 보편적 악(the worst universal evils)’이라 부

른다) 다원주의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다수의 유구한 인간적 가치들, 예를 들어 낭

만주의의 자기주장, 종교적 단일성, 그리고 모든 필요의 충족을 보장하지 않는 고도

의 경쟁 사회 등은 그러한 이익의 보호와 모순된다. 이러한 악의 목록은 모두스 비

벤디로부터 발생하지 않고 그 목록이 객관적, 보편적, 악이라는 그레이의 확신으로

부터 발생한다. 그레이는 그러한 악이 ‘그것에 대한 피해가 어떠한 가치 있는 인간

의 삶에도 방해가 되는, 일반적인 인간적 이익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한다(Gray, 

2000: 111). 혹은 그레이는 이러한 이익이 인간의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Gray, 2000: 21). 이러한 이익을 공격하는 객관적인 도덕적 악은 따라서 다원

주의의 한계 및 가능한 모두스 비벤디를 확정한다(벌린은 이것을 ‘공통의 도덕적 지

평(common moral horizon)’이라 부른다).

  위와 같은 인간적 이익이 정통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자유주의적 기준을 규정한

다는 그레이의 논변은 두 가지 핵심적 주장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즉 그레이는 

(1) 인간적 이익의 보호가 자유주의 체제 외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과 (2) 그러한 

이익들이 통약가능하다는 것(다른 인간적 가치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첫 번째 주장은 그레이의 견해가 자유주의로 함몰되지 않기 

위해 필요하고, 두 번째 주장은 다원주의가 그레이의 공통의 인간 지평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자.

  비록 그레이가 위와 같은 요구들이 합쳐져도 자유주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처럼 분명하지 않다. 소수이

건 다수이건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는 자유주의 정치 이론의 모든 기본적 부

분인 평등한 권리의 견고한 체제 그리고 법 앞의 평등과 법의 지배라는 원칙으로 

귀결된다. 종교적 관용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적 필요가 가능한 한 충족되어야 한다

는 추가적 요구는 다시금 현대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를 시사한다. 따라서 그레이

의 일반적 논증이 현대의 다문화적 복지 국가를 이상으로 삼는다고 결론내려도 무

리가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요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혹은 적은 것을 요구하는

지, 그리고 심지어 자유주의와 모순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레이의 주장이 비자유주의적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의 암묵적인 통약가능

성(commensurability) 주장은 의심스럽다. 역사의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개인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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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장(비록 이것이 타인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자기주장(이

것이 타국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위한 투쟁(이것이 

국제 평화의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하더라도), 종교적 단일성(이것이 종교적 박해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유능한 자가 가질만한 것을 갖고 무능한 자는 잃는 업적주의 

사회(비록 이것이 무능한 자들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더라

도)의 가치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낭만적) 가치들에 헌신하는 사람들

은 보편적 가치들이 높은 순위가 매겨져야 한다는 그레이의 주장을 거부할 것이다. 

즉 그들은 여기서도 통약불가능성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레이는 니체와 같은 낭만주의자들이 그러한 보편적 가치들을 거부한 것은 단적

으로 잘못이라고 주장한다(Gray, 2000: 66). 우리가 어떤 가치가 객관적인지를 어떻

게 알게 되는지에 대한 그레이의 설명은 벌린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즉 어떤 점에

서 인간 본성과 인간 사회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인간 번영의 진정한 방식들의 범

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만약 역사와 인류학의 연구가 모든 수용가능한 삶의 방식

들이 인간 번영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 관심에 우선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면, 그레이는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 경험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상반되는 

낭만주의자들의 비평등주의적이고 공격적이며 자기주장적인 가치들을 거부하는데 

헌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 낭만주의자들은 가치 다원주의라

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론가들이다. 가치들 사이의 통약불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메시지를 수용하면서도 그들의 가치는 다른 가치들보다 객관적으로 열등하

다고 주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객관적 가치 서열에 대한 그레이의 견해를 지지하든 안 하든, 그레이가 

정치적 정당성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그것은 그가 결국 공통의 인간 이성이 

정치적 옳음의 원칙들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가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들을 정

당화하는 것은 다원주의나 모두스 비벤디가 아니다. 벌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정

당화는 다원주의가 끝날 때 시작한다. 가치의 통약불가능성에는 제한이 없다고 믿

는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심오하게 고무되는 사람들에게 그레이의 견해는 인간의 이

성적 추론이 때때로 불일치로 이끌 수 있지만 그것의 자유로운 사용은 정치적 정당

성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칙들로 수렴할 것이라는 개몽주의적 확신의 재주장으

로 보일 것이다. 포스트 계몽주의적 정치 이론가라는 그레이의 주요 주장은 앞서 

지적했듯이 비록 그가 다문화적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데 가깝게 보일지라도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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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인간 이성이 많은 계몽주의의 인물들이 믿었던 만큼 멀리 우리를 데려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레이가 다원주의 및 가치에 대한 순리적 불일치가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그의 최초의 제안은 통찰력 있었

고 벌린의 것과 달랐다. 즉 홉스는 어떻게 정치적 질서가 경합하는 견해나 이해관

계 사이의 타협 혹은 균형에 의존하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공적이고 공유된 이성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사적 이성의 화해 불가능한 차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홉스 자신이 

이것을 거부한다. 즉 공적 이성에 대한 확정적인 해석자만이 자연상태의 갈등을 해

결할 수 있다. 결국 그레이는 우리의 공유된 이성이 정치적 정당성의 공통적인 객

관적 원칙으로 인도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그 자신의 다원주의적 헌

신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는 계몽주의적 견해와 유사한 어떤 것에 호소하는 셈이다. 

즉 우리의 공통된 이성은 인간적 번영이 어떠한 정당한 정치 사회도 관용할 수 없

는 악에 대한 우리의 객관적 지식을 발생시키는 규제적인 인간적 가치라는 것을 보

여준다는 것이다.

5. 모두스 비벤디로서의 관용론을 위하여

1)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철학

  갈등은 정치를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조건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갈등의 본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지는 논쟁적인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갈등 중에서도 특히 최근 자유주의 정치 이론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치 갈등(conflicts of value)’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개인 및 집단들 간의 갈등을 규제하기 위한 보편적 원칙을 

수립하고자 노력해 왔다. 존 그레이(John Gray)는 이러한 ‘자유주의 프로젝트(liberal 

project)’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해온 대표적인 정치 사상가이다.

  그레이는 스스로를 자유주의 전통 내부에서 자유주의 전통을 비판하는 입장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는 현대 자유주의의 심장부에 어떤 균열이 있음을 감지한다. 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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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은 두 가지 양립 불가능한 관용의 비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레이는 로크(J. Locke)와 칸트(I. Kant), 그리고 롤스와 하이에크(F. Hayek)를 전

자의 견해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간주하는 한편, 홉스(T. Hobbes)와 흄(D. Hume), 그

리고 벌린과 오크쇼트(M. Oakeshott)를 후자의 견해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간주한다

(Gray, 2000: 2). 그레이의 핵심 주장은 현대 다원주의의 조건 아래서 우리는 첫 번

째 견해를 버리고 두 번째 견해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그가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라고 명명한 보다 온건하고 규범적으로 제한적인 정치적 이상

을 채택해야 하며,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들에 대한 이성적 합의(rational consensus)를 

달성하려는 열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28)

  그레이는 모두스 비벤디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모두스 비벤디는 인간이 번영할 수 있는 많은 삶의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표현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들 중 어떤 것들은 그 가치가 비교될 수 없다. 그러

한 삶의 방식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최선이 아니다. 다른 

삶의 방식에 속하는 사람들은 의견 충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단순히 다를 뿐

인 것이다(Gray, 2000: 5).

 

  그레이에게 모두스 비벤디는 가치 갈등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치적 화해(political 

accommodation)의 한 형태가 아니다. 그보다 모두스 비벤디는 “많은 삶의 방식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통의 제도”를 추구할 따름이다(Gray, 2000: 6). 모두스 비벤디가 롤

스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스 비벤디의 이론이 자유주의든 아니든 이상적인 체제

(ideal regime)에 대한 모색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들이 더

불어 살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Gray, 2000: 6). 그레이와 마찬가지로 롤스

도 관용의 가치를 제도화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롤스에게 그것은 이상적

인 정의의 원칙들을 수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레이의 모두스 비벤디는 광범위

한 정치 조직의 원칙들과 양립가능하며 다양한 제도적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

28) 엄밀한 잣대로 평가하면 그레이의 정식화는 때때로 엉성하다. 예를 들어, 그는 모두
스 비벤디라는 용어를 자유주의의 두 얼굴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Gray, 2000: 1). 그러나 그의 통상적인 용법은 그가 선호하는 형태의 자유주의와 이
성적 합의를 추구하는 자유주의를 대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용어상의 느슨함
은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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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원칙과 제도들은 어떠한 종류의 인간적 번영에도 필요한 ‘보편적 선

(universal goods)’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레이는 주장한다(Gray, 2000: 8).29)

  또 그레이는 모두스 비벤디가 관용의 이념에 대한 한 가지 해석임을 분명히 한

다. 따라서 소수를 억압하는 정치 체제는 모두스 비벤디의 사례가 될 수 없다. 모두

스 비벤디는 실질적 가치들의 특정 세트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모두스 비벤디로 

간주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어떠한 종류의 선한 삶도 불가능하게 만

들 수 있는 악(惡)”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Gray, 2000: 66, 138). 그레이에 따르면 

이러한 ‘보편적 악(universal evil)’은 어떤 신념상의 합의보다는 “무슨 윤리적 신념을 

지니든 상관없이, 이러한 악이 일으키는 경험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된다(Gray, 2000: 66). 그는 다양한 문화와 시대를 가로질러 발견되는 이와 

같은 악에 대한 경험의 항상성(constancy)이 단지 의견의 일치가 아니라 인간 본성상

의 항상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Gray, 2000: 66).

  그러나 그레이에 의하면 보편적 악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어떤 보편적 도덕

성을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악들 사이의 갈등에 직면해서 상이한 개

인 및 생활 양식들이 양립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Gray, 2000: 66). 

또 보편적 악이 반드시 지역적 충성심에 대해 항상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그레이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편적인 인간적 선(human goods)의 실재를 긍정하는 것은 많은 자유주의 사상가

들이 옹호하고자 하는 것처럼 어떤 보편적 도덕성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보편

적 가치는 로크와 칸트로부터 암시를 받은 최근의 철학자들에 의해 이해되듯이 

다수의 도덕성들과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편적 가치]들은 그것들[다수의 

도덕성들] 모두를 미결정한다. 모두에게 이성적으로 강요될 수 있는 하나의 체제

는 없다. 심지어 최소한의 기준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만족될 수 있다

(Gray, 2000: 67)

 

이와 같이 그레이는 보편적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보편적 도덕

29) 이 주장 때문에 그레이는 ‘앞문으로 버렸던 것을 뒷문으로 들여온다’라는 비판을 받
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그레이의 자유주의 비판에 큰 걸림돌은 되지 못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 주장은 모두스 비벤디에 대한 그레이의 설명에서 본질적인 부
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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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왜 모두스 비벤디가 

‘어떻게든 상관없다(Anything goes)’라는 식의 상대주의적 정치이론과 구분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모두스 비벤디 개념은 다수의 도덕성들과 일관적이다. 그러나 다수의 

도덕성들이라 해서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모두스 비벤디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그레이의 가치 다원주의(value-pluralism)다.

  가치 다원주의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복잡한 견해이다. 그러나 그레이는 가치 

다원주의의 핵심을 “좋은 삶의 유형들은 다양하며 그들 중 일부는 가치에 있어 비

교될 수 없다는 명제”라고 설명한다(Gray, 2000: 34). 즉 “좋은 삶의 어떤 유형들은 

어느 쪽이 더 좋지도 더 나쁘지도 않고 똑같이 좋지도 않으며 단지 통약불가능하

다. 즉 그것들은 다른 식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Gray, 2000: 34)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ty) 개념이다. 왜냐하면 가치 다원주의는 동

시에 실현될 수 없는 선(善)들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널리 인정되는 견해를 넘어, 

이러한 선들 중 일부는 비교되거나 순위 매겨질 수 없다는 추가적인 주장을 포함하

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그러한 선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으며, 그것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것에 비해 합리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점이 귀결된다. 뿐만 아

니라 두 가지 가치를 서로 결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하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과 양립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다른 것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닌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그레이는 가치 다원주의를 회의주의, 주관주의, 혹은 상대주의의 일종으로 오해해

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가치 다원주의를 차라리 ‘비실재론(irrealism)’으로 부

를 것을 제안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윤리학에서 비실재론은 우리의 윤리

적 믿음이 추구하는 어떤 단일한 실재가 없이도 우리가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각자는 그에게 최선인 하나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 참이지 않고서도 좋

은 삶에 대해 오류를 범할 수 있다.”(Gray, 2000: 63) 그레이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어떤 표준적인 유형의 회의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주관주의보다

는 차라리 가치판단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실재론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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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삶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나 의견, 혹은 우리의 선호나 판단이 아니라 경험

에 의존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에서 비실재론은 윤리학에서 진리라

는 전통적 이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우리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에 

대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최선의 삶에 대한 하나의 진리가 있을 필요는 없다

(Gray, 2000: 67).

 

  요약하면, 그레이는 때때로 상충하고 통약불가능하지만 객관적이며 경험적으로 

결정되는 다원적 가치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레이의 모두스 

비벤디 개념과 그 이론적 토대로서 가치 다원주의에 대한 규명을 마무리하겠다. 다

음 항목에서는 그레이가 모두스 비벤디의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는 가치 다원주의

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가치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그레이도 인정하듯이 가치 다원주의는 논쟁적인 이론이다. 가치 다원주의는 가치

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주지만, 실제로 가치 있는 것들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가치 다원주의를 가

치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주장으로 뒷받침하기보다 경험에 호소하는 길을 택함으로

써 소모적 논쟁을 우회하고자 한다. 그레이는 가치의 다양성이 “더 이상 도덕 철학

에서의 주장이 아니라 윤리적 삶의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상충하는 방식

으로 번영한다는 것을 이상적 관찰자(ideal observer)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통의 경

험(common experience)의 문제로서 알고 있다.”(Gray, 2004: 34)

  그러나 경험에 호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무엇보다 사람들이 ‘경험’을 다양하

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공통의 경험에 호소하는 것은 공통의 가

치에 호소하는 것만큼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경험은 우리

가 지닌 가치들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된다는 데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경험은 ‘가치 적재적(value-laden)’이라는 것이다. 그러므

로 그레이가 경험을 거론하는 것은 자신의 이론에 동의하도록 회유하기 위해 복잡

한 논증을 대신하여 동원하는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두스 비벤디를 옹호하기 위해 가치 다원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 168 -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를 정당화하는 것이 오로지 가치 갈등뿐이라는 오해를 조장할 

수 있다. 자신의 입장을 ‘신홉스주의(neo-Hobbesian)’로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레이

는 이익의 갈등(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에는 생각보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가치 갈등과 이익 갈등은 왕왕 복잡하게 결부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가치를 공유하면

서도 이해관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바로 모두스 비벤디가 필요한 경우일 것이다.

  요컨대 모두스 비벤디를 옹호하기 위해 그레이식으로 가치 다원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치 다원주의는 논쟁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가

치 다원주의는 가치의 다양성에 관한 ‘메타 윤리적(meta-ethical)’ 이론이니 만큼, 실

제로 다원적 가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바가 없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그레이는 경험에 호소하지만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우리는 모두스 비벤디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치 다원주의에 과도한 짐을 지우

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이론적 근거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모두스 비벤디에 대한 옹호

  갈등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 해결책으로서 모두스 비벤디 개념에 대한 주요 반론

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모두스 비벤디가 안정적이지 않다

(unstable)는 것이고, 둘째는 미결정적(indeterminate)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비도덕적이

거나 부정의하다(unjust)는 것이고, 넷째는 편협한 가치관에 특권(privilege)을 준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반론은 모두스 비벤디가 부정의하다는 반론이다. 그

러나 가장 잘 알려진 반론은 첫 번째 반론이다. 따라서 첫 번째 반론을 살펴봄으로

써 논의를 시작하겠다.

  첫째, 모두스 비벤디가 본질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로

는 롤스와 라모어(Charles Larmore)를 꼽을 수 있다. 롤스는 모두스 비벤디에 의한 

“사회적 통합은 단지 외형적인 것이며, 그것의 안정성은 절충된 이해관계가 파괴되

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행운이 따라주는 상황, 즉 일종의 환경적 우연성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Rawls, 1993: 147). 또 라모어에 의하면 ‘단지’ 모두스 비벤디에 불

과한 해결 방안은 항상 “변화하는 권력 배분의 인질(hostage)이다. 개인들은 그들의 

상대적 권력이나 협상력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면 합의를 유지할 이유를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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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Larmore, 1990: 346) 그러나 롤스와 라모어가 주장하는 모두스 비벤디의 불안

정성은 본질적으로 경험적 주장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모두스 비벤디가 사뭇 견실하고 상당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다고 

믿을만한 이유들이 있다. 그것이 얼마만큼 견실한지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달려있을 

것이며, 마키아벨리(N. Machiavelli)가 강조한 ‘포르투나(Fortuna)’와 같은 다양한 요인

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분명 모두스 비벤디를 약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존

재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 해결 방안도 (심지어 그것이 롤스의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 

환경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어떠한 것도 영원히 지속하리라

는 보장은 없다. 또 한쪽이 우세해지면 곧바로 모두스 비벤디가 깨질 것이라는 주

장도 지나친 단순 논리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에 사는 것

은 그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동기를 심어준다고 본다. 그렇

다면 마찬가지로 모두스 비벤디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도 유사한 정치적 동기를 심

어줄 수 있을 것이다. 모두스 비벤디는 협상과 타협, 융통성의 정치적 문화를 장려

할 수도 있다. 또한 모두스 비벤디의 유용성은 단기적인 권력 이동을 이용해 자신

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롤스의 안정성으로부터의 논증은 또 다른 차원을 지닌다. 즉 모두스 비벤디

에 근거한 정치적 해결책은 정치적 결렬로 이어질 공산이 클 뿐만 아니라 그릇된 

유형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안정성이 정당한 것이기 위해서는 그

것이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사람들에게 수용가능한 이유들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즉

안정성의 문제는 어떤 관점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필요하다면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그것을 공유하도록, 그것에 따라 행위하도록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 자유

주의적인 정치적 관점으로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는 그것이 각 시민의 이유를 

그 자체의 구조 내에서 설명되는 것으로 다룸으로써 적절한 방식으로 자체적인 

근거를 생산하지 않으면 순리적이지 않을 것이다(Rawls, 2001: 186).

 

간단히 말해, 안정성은 모든 당사자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리라 순리적으로 기

대할 수 있는 이유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롤스의 이론이 추구하는 



- 170 -

안정성이 바로 이러한 의미의 안정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롤스의 견해에 대해 몇 

가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성이 근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 존재하는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 롤스의 이론이 성공적이려면 ‘순리적인 

것(the reasonable)’이라는 논쟁적인 개념을 통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순리성 개념은 

롤스의 원칙을 수용할 수 있는 집단들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게 될 것이다. 둘째,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정치적 문

제가 남아있다. 롤스는 이러한 문제를 비이상적(non-ideal) 이론의 영역으로 넘기는

데 만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이상적 세계야말로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곳이

며,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다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지침을 필요로 

한다.

  둘째, 모두스 비벤디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고 미결정적인지라 행위에 대한 지침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즉 모두스 비벤디에 근거한 정치적 해결

책은 항상 상황적이고 우연적이며, 그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행위

를 규제하는 명확한 원칙이나 제도들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모두스 비

벤디는 무엇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혹은 더 나은 해결책인지 결정할 때 일반적

인 규범적 혹은 철학적 이론의 역할을 제한한다.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그러한 합

의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수용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결정하는 문제를 정

치적 행위자들의 몫으로 남겨놓는다. 모두스 비벤디 개념의 핵심부에는 분별, 판단, 

협상, 타협, 흥정 등등의 개념들이 위치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용

어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

다. 그러한 개념들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

으로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모두스 비벤디가 모호한 개념이라는 것이 그 개념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모두스 비벤디에 반대하는 롤스조차도 현

실적인 숙고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다만 그것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두스 비벤디는 

비이상적 이론(non-ideal theory)이라는 불완전한 영역에 속한다. 롤스는 “완전히 정의

로운 기본구조를 규정하는 이상적 이론은 비이상적 이론에 필수적 보완물이다. 그

렇지 않으면 변화에 대한 갈망은 목적을 상실한다”고 주장한다(Rawls, 1993: 285).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도하다. 정치 행위가 어떤 목적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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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지당하지만, 그러한 목적이 ‘완전히 정의로운 기본구조’를 규정하는 이론의 형

태를 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완전한 정의의 개념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어

야 한다는 생각은 합리주의적 환상이다. 철학자들이 완벽히 정의로운 정치 질서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철학적 오만이다. 모두스 비벤디의 유연성은 이상 사회

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의 다양한 갈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요구되는 정치 행위의 성격을 반영한다.

  셋째, 모두스 비벤디는 노골적인 정치권력의 놀음을 미화하기 위한 멋진 라틴어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즉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는 정치 갈등이 정

의나 도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무도덕주의(immoralism)

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혹은 모두스 비벤디가 정치에서 도덕을 완전히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자가 약자에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겨 둔다는 것이 반론의 골자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반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도 재고의 여지는 있다. 

  모두스 비벤디가 윤리적으로 두터운 개념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스 

비벤디에 어떠한 윤리적 내용도 없다는 식의 반론은 너무 지나치다. 왜냐하면 그레

이가 주장하듯이 모두스 비벤디는 보편적인 인간의 선을 인정해야 한다는 한계 내

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두스 비벤디에는 해당 합의가 당사자들에게 ‘수

용가능(acceptable)’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따라서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

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 모두스 비벤디라는 반론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

려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가 정치를 지나치게 도덕화하는 경향

을 거부한다.30) 하지만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가 자유주의의 주류 이론에 비해 소수

자나 약자의 보호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와 같은 반론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

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일 것이다.

  넷째, 이 마지막 반론은 앞의 반론의 정반대라 할 수 있다. 크라우더(George 

Crowder)는 모두스 비벤디에 대한 그레이의 옹호가 “그가 책망하는 자유주의적 보

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선 개념에 보편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비

판한다(Crowder, 2002: 121). 이러한 반론을 예상한 듯 그레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30) 이러한 관점에서 뉴이(Glen Newey)는 현대 자유주의 정치 이론에 대해 정치를 윤리로 
환원시키는 환원주의(reductionism)의 한 형태라고 비판한다(Newe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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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스 비벤디의 추구는 모종의 초가치(super-value)에 대한 탐색이 아니다. 그것

은 경합하는 가치관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공통의 제도에 대한 헌신이다. 모두스 

비벤디의 목적은 ―평화일지언정― 어떤 최고의 선(supreme good)이 아니다. 그것

은 상충하는 선들을 화해시키는 것이다(Gray, 2000: 25).

크라우더는 평화와 안정도 하나의 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응은 만족

스럽지 않다고 본다. 크라우더에게 모두스 비벤디의 진짜 문제는 그레이가 평화와 

안정을 최고의 선으로까지 고양시킨다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모두스 비벤디

가 “아이러니하게도 일원론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협애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레이의 모두스 비벤디가 자기 이익이나 평화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도 원리에 

의해서도 영향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이익이나 평화가 유일한 압도적 

고려사항이 된다. 즉 일원론의 사례인 것이다.”(Crowder, 2002: 122) 하지만 “일원론

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협애하다”는 크라우더의 비판은 부당하다. 평화와 안정은 

광범위한 선들과 양립가능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들에 의해 포용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모두스 비벤디는 가슴 뭉클한 이상(理想)은 아니다. 그것은 자유주의의 다른 얼굴

처럼 야심찬 이론적 개념도 아니다. 그러나 모두스 비벤디는 고매한 이상이 실현될 

가능성보다 시민들의 갈등과 소요가 끊이지 않을 현실적 전망이 우세할 때 적실한 

개념이다. 그레이의 가치 다원주의는 모두스 비벤디의 설득력을 높여준다. 그레이의 

관점에서 모두스 비벤디는 가치 다원주의가 타당한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최선의 

정책이다. 그는 유토피아적 청사진이라면 그것이 자유주의적이라 하더라도 단호히 

거부한다. 그러나 가치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철학

적 가치론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지만 정치적 갈등은 영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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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도덕교육에서 관용 교육의 방향 모색

1. 자유주의와 도덕교육

 

1) 자유주의의 두 개념

  자유주의가 꿈꾸는 사회는 열린사회이자 자유롭고 관용적인 사회이다(Christman, 

2002: 94). 자유주의 사회는 (주로 자율성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 관용의 원칙에 따

라 법과 제도가 구성되며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 가급적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자유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의 거대한 사슬

(Scala Naturae)’과 같은 형이상학적 질서에 기초한 가치의 위계(hierarchy of values)

를 거부한다.31) 그 대신 자유주의(특히 현대 자유주의)는 타당한 선관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다원주의를 포용한다. 다원주의에 따르면 단일한 최우선의 가치나 고정된 

가치 서열이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없다. 하지만 이것

은 자유주의가 어떠한 도덕적 가치도 타당한 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회의주의라

든가, 모든 가치는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대주의로 전락함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또 자유주의는 가치․규범이 인간과는 독립적으로 절대적 타당성을 지

닌다고 보는 절대주의 역시 거부한다.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은 가치란 사람들의 지

지나 합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그 정당성을 얻는다고 상정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

(constructivism)’라 할 수 있다(ibid.: 95).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들 중 하나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을 이성적․자율

적으로 추구하는 ‘자율적 존재’인 모든 개인들이 모두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자유주의의 정의관을 규정한다. 자유주의에서 

사회 정의란 궁극적으로 인간을 ‘내면으로부터(from the inside)’ 자신의 가치관을 추

구하는 데 기본적 관심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보는 인간관에 근거한다(Kymlicka, 

1989: 10~12). 이러한 자유주의의 인간관은 이른바 ‘공동체주의자’들로부터 많은 비

31)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위
계적 군주제에 반대하고 근대 입헌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자
유주의 정치철학 전통에 지배적인 사조(思潮)가 있는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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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받아온, 자유주의 사상의 ‘개인주의’와 연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쟁

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자율

적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이해관심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

다고 해서 사람들이 역사, 전통, 공동체 등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사회 정의는 결국 자율적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보

호하는 것이므로, 정의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특정 가치관이나 선을 증진하는 것

보다 기본적으로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선을 추구하

는 능력인 자율성이 보호될 경우에만 국가는 시민들의 선을 증진하는 데 관심을 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에 있어 정의(즉 옳음)는 ‘보장되어(secured)’야 하는 

어떤 것인 반면, 선(즉 좋음)은 ‘증진되어(promoted)’야 할 어떤 것이다. 이러한 정의

와 선의 구분을 전제로,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 선이나 덕을 증진하는 것보다 더 기

본적이라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모든 자유주의자가 위와 같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현대 자유주의를 리드하고 있는 킴

리카(Will Kymlicka)는 무릇 타당한 정치적 견해라면 시민들이 ‘좋은 삶(good life)’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조직될 것을, 따라서 선에 대한 고려가 국가 체제의 중심에 놓

여야 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ibid.: 21~43). 킴리카에 의하면 자유주의의 특

징은 옳음이나 정의의 우선성보다는 좋은 삶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에 있다. 그가 

이해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좋은 삶이란 가치 있는 목적들을 ‘내면으로부터’ 추

구하는 삶이다. 즉 국가는 시민들이 객관적 가치들을 자율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선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32)

  갤스턴(W. Galston)에 의하면 자유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Galston, 1995: 

32) 킴리카의 자유주의는 국가가 시민들의 선을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포
함하므로 완전주의(perfectionism)의 측면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킴리카의 이
러한 비순수 자유주의와 달리,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주의 국가는 반간섭주의적
(anti-paternalistic)이고 반완전주의적(anti-perfectionistic)이다.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개인
이 자신의 선을 추구하도록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의 선을 증진시켜준
다 하더라도, 순수한 자유주의 국가는 그러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간섭
주의적이다. 또 순수한 자유주의 국가는 시민들의 자율적 삶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
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전반적 선(the good overall) 혹은 공동선을 추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완전주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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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34). 자율성 자유주의(autonomy liberalism)와 다양성 자유주의(diversity 

liberalism)가 그것이다. 전자는 개인의 자율성과 비판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반면, 후

자는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중시한다. 갤스턴은 다양성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자율

성 자유주의를 비판한다. 비판의 골자는 자율성 자유주의가 역설적이게도 비자유주

의적이라는 데 있다. 자율성 자유주의는 개인 자율성 및 합리성보다 연대성 및 소

속감을 우선시하는 집단들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갤스턴은 그러한 비

자유주의적 집단들까지도 관용할 수 있는 다양성 자유주의를 옹호하고자 한다. 그

리고 이러한 옹호를 정당화하기 위해 갤스턴은 벌린의 정치철학에 호소한다(Galston, 

2002: ch.3). 하지만 본 항목에서는 벌린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pluralistic liberalism)

가 갤스턴의 다양성 자유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을 밝히고자 한다. 이점은 갤스턴이 비자유주의적 집단에 대한 관용의 조건으로 그

러한 집단으로부터의 탈퇴권(exit right) 및 적정 수준의 교육권(education right) 보장

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특히 분명해진다.

  자율성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개인적 권리(individual rights)가 우선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다양성 자유주의는 개인적 권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문화적 집

단에 대해서조차 관용할 것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개인적 권리를 우선시하지 않을 

‘집단적 권리(group rights)’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 권리 담론에 대

한 가장 신랄한 비판은 특히 페미니즘 진영에서 제기된다(Okin, 2002: 205~230). 페

미니스트들은 집단 권리론이 비자유주의적 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시민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그들은 집단 권리론이 집단 간의 부정의에만 주목

한 나머지 집단 내부의 여성이나 아동에 대해 자행되는 부정의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갤스턴과 같은 다양성 자유주의자들은 비

자유주의적 집단을 관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적절한 교육이 뒷받침된 탈퇴권을 거

론하곤 한다.

  그러나 머세이도(S. Macedo)는 문화적 집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하지는 않는 

‘강인한 자유주의(tough-minded version of liberalism)’ 혹은 ‘척추를 지닌 자유주의

(liberalism with spine)’를 옹호한다(Macedo, 2000: 5, 8). 시민적 건강성(civic health)은 

불관용자들, 즉 다른 구성원들을 관용하지 않거나 차별하는 이들을 단호히 배제하

는 ‘가치적 수렴(convergence on values)’을 요한다는 것이다. 메세이도는 훌륭한 시민

성을 함양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과업이요 이러한 과업은 공교육에 의해 가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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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부모의 권익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시민을 가르쳐야 할 시민적 관심을 압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라이히(R. Reich)는 미국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에게 교육받는 이른바 ‘홈 스

쿨링(home schooling)’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한다(Reich, 2002: ch.6).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성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친권(parental authority)을 위해 아동의 

잠재적 자율성을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홈 스쿨링 자

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아동들에게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제시하고 

더 넓은 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세이도처럼 라이히도 자율성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교육은 아동들

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2) 다양성 자유주의와 시민성 교육

  타미르(Yael Tamir)는 벌린을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자(communitarian liberal)’로 

규정한다. 타미르는 이른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를 주장한다

(Tamir, 1993).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개인적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심과, 문화

적 정체성 및 소속감의 중요성에 대한 민족주의적 인식을 결합하고자 하는 사상이

라 할 수 있다. 타미르는 또한 벌린을 ‘주변적 자유주의자(liberal of the fringes)’로 

지칭한다(Tamir, 1998: 279~289). 벌린은 민족적 인종적 소수집단, 동성애자, 여성 등

과 같이 전통적으로 인정(recognition)을 위해 투쟁해온 ‘주변화된 집단들(marginalized 

groups)’에 대해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갤스턴은 자유주의에 두 가지 전통이 있다는 그레이(J. Gray)의 주장에 동의한다

(Gray, 2000: ch.1). 첫 번째 전통은 계몽주의에 기원을 둔 것으로 개인적 자율성과 

비판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갤스턴은 이러한 전통을 거부하고 종교적 다양성을 관

용할 필요성에서 나온 두 번째 전통인 ‘종교개혁 이후의 자유주의(post-Reformation 

liberalism)’를 지지한다. 종교는 “정치라는 조개 속에 있는 모래알이며 그것을 둘러

싸고 자유주의라는 진주가 조금씩 만들어졌다”는 것이다(Galston, 2001: 104). 벌린의 

가치 다원주의는 도덕적 가치들이 다양하며 때로는 서로 화해할 수 없다는 사상의 

현대적 원천이다. 이러한 이유로 갤스턴은 벌린을 다양성 자유주의의 선구자로 간

주한다. 그리고 벌린의 사상에 근거하여 그는 ‘다양성 국가(diversity state)’라는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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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고자 한다.

  다양성 국가 내부에는 비자유주의적 집단의 구성원들이 간섭받지 않고 그들의 삶

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존재한다. 갤스턴에게 이러한 다양성 국가의 비

전은 정부에 실제로 휘둘리지 않는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생명력을 유

지해온 자유주의 전통과 모순되지 않는다. 일부 비자유주의적 거주자들은 시민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민권의 이익을 포기하고자 할 수도 있다. 갤스턴은 자유주의 

사회 자체가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그들을 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절히 이해

된 자유주의는 다양성의 보호에 관한 사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다양성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근거에서 정당화된다. 첫째는 오늘날 문

화적․도덕적 다원주의가 경험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갤스턴은 인간적 선(human 

goods)의 다원성에 대한 벌린의 인식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도덕적 세계에 가

장 가까운 근사치라고 주장한다(Galston, 2002: 4). 둘째는 다양성이 도구적으로 가치

가 있다는 것이다. 대안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어떤 신념을 보유하는 것이 그만큼 

유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셋째는 다양성이 본래적 선(intrinsic good)이라는 인식이다. 

갤스턴은 벌린이 바로 이러한 인식을 지닌 대표적 사상가라고 주장한다.

  갤스턴은 개인과 집단이 스스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권리를 ‘표현적 자유(expressive liberty)’라고 부

른다. 표현적 자유에는 ‘성찰되지 않는 삶(unexamined life)’ 혹은 비자율적 삶

(non-autonomous life)을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표현적 자유는 “개인 및 집단이 다

른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는 것이다(Galston, 2002: 101). 자유주의적 관용이 비자유주의적 집단에까

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갤스턴의 입장은 ‘오하이오 국민권익위원회 대 데이턴 

크리스천 스쿨(Ohio Civil Rights Commission vs Dayton Christian School)’ 판례에 대

한 그의 견해에서 잘 드러난다. 이 사건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학교는 출산 이후 복

직을 희망한 교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학교의 결정은 어린 아이가 있

는 여자는 가정을 떠나 일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사

건에 대해 갤스턴은 성 역할에 대한 종교적 믿음에 따를 집단의 권리가 해당 여성

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결론 내린다(Galston, 1995 ; Galston, 2002). 이러한 결론

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누린다는 조건 아래 비자유주의

적 관행을 지지하는 다양성 자유주의의 입장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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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스턴은 자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성 교육에 대해서도 다양성 자유주

의의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거트만(A. Gutmann)이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를 위한 교육(Gutmann, 1987)을 거부한다. 대

신에 갤스턴은 아동들에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다른 믿음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민성 교육을 옹호한다. 

그는 “시민적 심의(civic deliberation)는 확고부동한 개인적 헌신(personal 

commitments)과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Galston, 1991: 253).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삶의 방식에 대한 회의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 아니라는 뜻이다.

  갤스턴은 ‘다양성 국가’의 이론적 토대를 위해 벌린의 가치 다원주의에 호소한다. 

그런데 벌린은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의 옹호자로 잘 알려져 있다(Berlin, 

1969: 118~172). 소극적 자유는 강제의 부재(absence of coercion)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인정하면서 갤스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자유의 가

장 분명한 신호는 개인들이 떠나고 싶은 삶의 방식에 남아 있도록 강제될 때 발생

한다. 소극적 자유의 정치는 무엇보다 떠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다.”(Galston 2002: 51)

  갤스턴은 탈퇴권을 유의미하게 행사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라면 자신의 다양성 자

유주의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오산이다. 갤

스턴은 탈퇴권을 위한 교육의 네 가지 조건으로 i) 다양한 대안적 삶의 방식들에 대

한 지식, ii) 이러한 대안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iii) 강제로부터의 심리적 자유, 

iv) 다른 삶의 방식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제시한다. 하지만 자율성을 위한 

교육을 재차 도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위와 같은 조건들이 만족될 수 있을지 납득하

기 어렵다.

  탈퇴권이 다양성 자유주의에 제기하는 교육적 딜레마는 비자유주의적 종교 집단

에 대한 비간섭을 옹호하는 스피너-할레브(J. Spinner-Halev)의 논변에서도 나타난다. 

스피너-할레브에 의하면, 탈퇴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현실적 난점들이 

존재하지만, 다양성 자유주의의 핵심적 논거는 떠날 수 있는 선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Spinner-Halev, 2000: 63). 스피너-할레브는 탈퇴권이 현실적 대안이 되기 위해 

‘기초적 학교 교육(rudimentary schooling)’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기초적 학교 

교육에는 기본적인 읽기, 수학, 과학 등이 포함될 것이다. 스피너-할레브는 기초적 

과학의 내용에 진화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부모들의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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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생들은 진화론 수업에서 면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Spinner-Halev, 2000: 

130, 138).

  그러나 스피너-할레브의 논변에는 그가 갤스턴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적 덕목의 

보편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모저트 대 호킨스 카운티 

교육위원회(Mozert vs Hawkins County Board of Education)’ 판례를 고찰하면서 그는 

종교적 근본주의자 부모들을 수용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결과론적 노선을 취한

다. 모저트의 부모는 호킨스 카운티의 학교들이 그들의 종교적 믿음에 위배되는 교

과서 내용을 가르치는데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스피너-할레브는 

종교적 근본주의자 부모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자유주의적 덕

목들에 노출될 기회가 없는 기독교 학교로 전학가게 될 것이니 차라리 자녀들이 대

안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들을 수용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공립 학교

에는 교과서 이외에도 자유주의적 덕목들에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마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략적 수용을 통해 비자유주의적 집단들을 주류 제도

에 편입시키려는 것은 다양성의 극대화보다는 비자유주의적 집단에 대한 자유화 프

로젝트라 할 수 있다.

  다양성 자유주의자들은 적절한 교육에 의해 뒷받침된 탈퇴권을 조건으로 비자유

주의적 공동체들에 대한 관용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탈퇴권 행사를 위해 필

요한 적절한 교육은 다양성 국가가 애초에 배제하고자 한 개인적 자율성을 위한 교

육을 재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양성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철학적 토대로 벌린의 가치 다원주의를 거론한다. 

갤스턴이 지적하듯이, 벌린은 선과 악 사이에 객관적인 차이가 있지만 인간적 선들

은 다원적이라는 사상의 현대적 원천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Galston, 2002: 4~5). 

벌린에 의하면 인간적 선들은 양립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의 선을 선택하면 

다른 선은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렵고 심지어 ‘비극적인 

선택(tragic choice)’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종종 상충하는 인간적 선들의 예로 벌린은 

자유와 평등을 든다. 갤스턴은 이러한 벌린의 가치 다원주의가 다양성을 본래적 가

치로 보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사상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벌린은 그의 가치 다원

주의를 상대주의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

은 ‘인간적 품위의 공통 지평(common horizon of human decency)’에 근거한다고 주

장한다. 이러한 인간적 지평은 “프랑스인이나 독일인, 혹은 중세 학자이거나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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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때문에 인간

으로서 요구하는 것들’에 의해 결정된다(Jahanbegloo, 2000: 39). 특정 문화들은 이러

한 요구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벌린도 인정한다면, 다양성이 본래적으로 가치 

있다거나 혹은 벌린이 그러한 견해의 현대적 선구자라는 갤스턴의 주장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억압받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집단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개인적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타미르는 벌린의 「자유의 두 개념(Two 

concepts of liberty)」을 인용한다. 

내 사회의 구성원들이 내게 ‘소극적’인 자유를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래도 그들은 내 집단의 구성원이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고 나도 그들을 이해한

다. 이 이해는 이 세상에서 한 점이나마 차지하는 존재라는 느낌을 내 안에 창조

한다(Berlin, 1969: 157).

  타미르는 위 인용문을 학교가 개인적 자유를 포기할지라도 공동체의 전통을 반영

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벌린이 실제로 교육에 대해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한 에세

이에서 벌린은 교육의 목적이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무는 것이라

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중앙 계획적인 사회

적 방식에 들어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와 감정을 발전시킬 능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Berlin, 2000: 216)

  다양성 자유주의자들은 벌린이 다른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낭만주의(Romanticism)

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데 주목한다. 그러나 개러드(G. Garrard)가 지적하듯이, 벌

린은 계몽주의의 일원론을 거부하는 점에서 낭만주의에 동의할 뿐이지 강제의 부제

로서 소극적 자유에 대한 옹호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이다(Garrard, 1997: 281~296). 

따라서 다양성 자유주의자들은 비자유주의적 공동체에 대한 관용을 지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탈퇴권을 거론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탈퇴권을 유의미하도록 

하려면 비자유주의적 집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하는 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양성 자유주의자들은 탈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교육을 지지하는 것과 탈퇴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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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거부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 벌린에게 

인간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다원주의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바로 강제의 부재로서의 소극적 자유이다. 소극적 자유는 또한 자유주의 정치 

체제에서 적절한 교육의 한계도 설정한다.

2. 다문화 사회에서 관용 교육의 과제

1) 국가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

  우리는 어떻게 다문화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

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민주주의적 가치들과 문화적(민족적) 

정체성의 인정 사이에 긴장 관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긴장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에 서 있는 두 정치철학자의 견해를 차

례로 살펴봄으로써 소기의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는 민주주의 사회의 능동적 시민성을 위해 요구되는 

충성(loyalty)이 민족적 혹은 문화적 집단에 대한 충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

적한다. 그는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 교육은 “공통적 시민성의 방향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교육]은 가령 영국 내 인도(Indian) 사회의 구성원들이 영국을 모국으로 느

끼고 충성심을 갖도록 영국 내 인도 문화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화합과 상충하는 요소들이 인도 문화에 내재하는 한, 그러한 해석

은 선별적이거나 혹은 괜찮다면 편중적이어야 할 것이다(Miller, 1989: 291).

 

  밀러의 핵심 주장은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

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문화적 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적 

시민성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로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예를 들

어, 어떤 문화적 공동체는 여성들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복종’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민주적 사회에서 능동적 시민성을 교육하는 것과 상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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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는 시민적 충성심이 문화적 충성심을 압도해야 하며, 문화적 공동체의 가치들은 

시민적 가치들과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는 방식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테일러(Charles Taylor)는 교육의 목적보다 교육의 내용에 관심을 갖는

다. 그의 주된 문제의식은 다문화 사회에서 가령 흑인 학생들을 위해 아프리카 중

심주의적 교육과정(Afrocentric curricula)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테일러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지금까지 배

제 당해 온 집단들이 정당한 ‘인정(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

배적 집단은 피지배자들에게 열등성의 이미지를 주입함으로써 헤게모니를 확고히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은 이러한 이미지를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문화적 교육과정은 그러한 교정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Taylor, 1992: 66).

  따라서 밀러가 문화적 충성심을 공통적 시민성의 잠재적 위협으로 본다면, 테일

러는 문화적 충성심을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의 자존감(self-respect) 계발을 위한 중

요한 단계로 본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밀러는 문화적 충성심을 민주 사회의 

시민들에 대한 잠재적 장애물로 간주하는 반면에, 테일러는 문화적 인정을 평등이

라는 민주적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물론 밀러와 테일러의 차이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그리 현명한 처사는 

아니다. 밀러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무자비한 압제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그는 오직 공통적 시민성의 요구와 상충하지 않는 한에서 소수자 집단

의 구성원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염원하기 때문이다. 테일러 또한 

순진무구한 다문화주의의 전도사는 아니다. 그는 모든 문화가 평등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가정에 내재된 난점을 인식하기에 그 가정을 단지 ‘추정

(presumption)’으로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다. 그러한 가정은 ‘그들의’ 문화가 우리

의 문화만큼 좋다는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음을 

함축하므로 획일적 식민화 경향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Taylor, 1992: 

71). 그럼에도 밀러와 테일러의 상반된 답변은 어떻게 우리가 문화적 충성심을 몰아

내지 않고 시민적 충성심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 물음에 답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부각시킨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대하자는 테일러의 주장은 자기 인정(self-recognition)이야말

로 현대 사회가 번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그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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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 인정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포함하며, 배제된 역사가 배제된 채 남아

있어서는 도무지 자기 인정을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이처럼 변화를 제안하는 이유는 특정 성별이나 특정 인종, 혹은 특정 문화의 배

제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

과 가치가 유럽 출신의 남성에게 부여된 것인양 배제된 집단 출신의 여성 및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들 자신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주어진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확대, 개정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문화의 

이름에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배제되어온 이들에게 인정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ibid.: 65).

 

  위의 주장은 교육의 목표에 대한 중요한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테일러는 

교육과정에서 현재 배제된 내용들의 객관적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들은 위대한 문학이나 위대한 예술 작품일 수 있으나 그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 본래적 가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배제되어 온 자들의 요구나 필

요에 호소함으로써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잠재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배제된 집단의 구성원들은 테일러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거들먹거리

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의 문화는 우리 문화와 대등한 것을 아무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소. 그러나 우리는 비록 당신의 문화가 열등하더라도 대표될 

필요가 있기에 교육과정을 바꾸겠소.”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테일러는 이러한 태도

에 맞서 문화들 사이의 ‘평등한 가치의 추정(presumption of equal worth)’에 근거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추정은 문화 상대주의나 우월의식으로 함몰되지 않고서도 

과거에 배제당한 집단들에 대한 인정을 허용할 것이다. 따라서 평등한 가치의 추정

은 문화적 상대주의와 문화적 제국주의 사이의 ‘중용(中庸, golden mean)’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Taylor, 1992: 66).

  이제 우리는 교육과정의 확대가 소수자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

용적 장치로서 정당화된다는 주장과, 과거에 배제된 것들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 정

당화된다는 주장 사이의 선택에 직면한다. 그러나 세 번째 선택지가 또 있다. 그것

은 교육과정의 확대가 소수자 집단뿐 아니라 다수자 집단에게도 인정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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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된다는 주장이다. 만일 교육과정을 확대함으로써 소수자 집

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게 된다면, 다수자 집단의 구성원

들 역시 소수자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들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리라는 

것이다. 즉 우리는 교육의 목적을 ‘모든’ 학생들이 상호 인정하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신중

한 철학적 해석과 검토를 요한다.

2) ‘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쟁

  교육의 목적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해

석은 교육이 개인적 자율성(individual autonomy)의 계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개인으로서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교육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계발하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문화 사회에서 교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율성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문화적 공동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불관용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라즈는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에서는 자율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소수 문화의 구성원들은 자율성의 조건에 가치를 두도

록 “인간적이고 품위 있게” 유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az, 1986: 301).

  자율성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적 중요성을 지니므로 자율성

에 가치를 두지 않는 집단은 자율성을 함양하지 않고서는 번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자율성의 계발은 문화적 충성심의 고려를 압도해야 하는 실천적 필연성을 

지닌다. 자율성을 계발하는 것이 곧 교육이라는 견해는 따라서 문화적 충성심, 특히 

자율성보다 복종이나 겸손 같은 덕성을 우선시하는 문화에 대한 충성심을 몰아낼 

위험이 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히 그들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문화유산에 대한 비

판적 반성을 통해 스스로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비판적 반성과 자율성,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부류의 사람들로서 스스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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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해석은 교육이 지배적 다수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육의 문제, 즉 우리는 어떻게 다문화적

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민주

주의적 가치들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푸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소수자뿐만 아니라 다수자의 자기 이해를 증진

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다수자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미쉬적 가치들을 이해함으로써 자아실현에 대

한 우리 자신의 관심이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심지어 부분적으로는 부적절

했음을 깨닫게 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문화의 가치를 단순히 인정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가치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문

화적 충성심이 시민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셈이 되므로, 시민적 정체

성과 문화적 정체성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공통적 

시민성의 방향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밀러의 주장은 

문화적 정체성은 변형되어야 하고 시민적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이나 시민적 정체성도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들 속에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들 중 

일부를 우리의 시민 의식 속으로 통합할 수 있다.

3. 도덕교육에 적합한 관용의 모형 탐색

1) 자유주의적 도덕교육의 특징

  도덕교육(moral education)은 동서양의 주요 윤리사상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해왔다.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이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것은 자연적인 경향성을 극복해야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도덕교육의 과제 중 하나는 이전 세

대가 다음 세대에게 일련의 행위 규범, 판단 양식, 신념 및 감성 등을 전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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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문화가 정착된 이후 도덕교육은 전반적인 도덕적 최

소주의(moral minimalism) 풍조를 거스르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일단 도덕

적 객관주의나 절대주의가 포기되면, 도덕 원리의 온정주의적 가르침은 의혹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전통적 도덕교육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자유

주의의 전형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태도에서는 일차적

(first-order) 덕목들, 원칙들, 품성 및 가치들이 경합하는 가치와 원칙들의 광범위

한 목록들 중에서 선택해야 할 대안으로서 신중하게 제시될 뿐이다. 또한 그러

한 일차적인 도덕적 가치들에 대한 전통적인 헌신이 자율성, 비판적 사고, 존중, 

그리고 관용 등과 같은 이차적(second-order) 가치들을 증진하려는 노력으로 대

체되는 것이 자유주의적 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도덕

교육(liberal moral education)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삶에서 유의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율성의 행사라는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가

치관과 생활 양식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 즉 존중이나 관용

의 관점에서 규정된다. 즉 자유주의 사회에서 도덕교육의 주요 목표는 ‘좋음’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나 헌신이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감성에 비추어 볼 때, 자율성과 관용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전

인적인 도덕적 인성을 형성시키는 것보다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에

도 부합하며 용이한 과업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교육에서도 나름대로의 개념

적이고 실천적인 난제들이 있다. 본 항목은 관용 교육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본 항목의 목표는 주로 관용 개념의 모호성과 더불어 그 교육적 함의

를 밝히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관용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가르치는 데 있

어 파생되는 심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점들을 논의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관용은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생각되는 신념 및 관행들에 대해 자

제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부 철학자들에 의하면 관용의 중핵적 개념

은 관용의 주체가 문제의 신념 및 관행을 단지 ‘주관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신념 및 관행이 ‘객관적으로’ 그릇된 것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관용의 원리는 관용 불가능한 것을 관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

다. 관용의 원리에 따라 부정적 반응을 자제하는 것은 관용되는 신념이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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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라는 판단과 즉각 상충한다. 도덕적 악에 대항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또한 교육학적 차원에서, 우

리는 어떻게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에 헌신하면서도 그러한 가치들에 대한 침해

를 관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기를 소망할 수 있을까?

  관용의 역설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관용 개념을 옥죄고 있는 강하고 엄격

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용은 우리의 견해에는 반(反)할지라도 나

름의 정당성(legitimacy)을 인정할 수 있는 신념 및 관행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자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 개념은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와 결부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그릇된 것임에도 그 나름의 정당

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념 및 행위를 억압하는 것을 삼간다. 다원

주의에는 로크의 종교적 다원주의, 벌린의 윤리적 다원주의 등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든 다원주의 이론들의 공통점은 관용되는 신념이나 행위의 

객관적인 도덕적 잘못을 어떤 형태로든 부정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관용이 정

당화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가치의 다원성을 깨닫도록 교육하고 차이에 대

해 온건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확실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

나 이것은 관용의 역설의 핵심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관용의 역설이 돌출되

는 사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도덕적 악(惡)임을 아는 신념 및 행위와 관련된

다. 다원적 견해를 심어주는 것은 다른 견해나 생활양식에 대한 반응에 있어 평

정심이나 심지어 무관심을 계발할 것을 요한다. 반면에 관용은 무감각에서 비롯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내를 포함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관용의 조건을 완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 실천적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관용은 주로 정치적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관

용은 다양한 종교적․도덕적 관점들로 분열된 사회에서 평화와 공존을 보장해준

다. 16, 17세기 관용의 초기 역사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러한 타협(compromise)

이나 모두스 비벤디로서의 관용 개념에 호소한다. 우리는 다른 정당한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

리의 도덕적 신념에 대한 헌신을 기꺼이 자제한다. 이러한 상호 관용은 상호 인

정(mutual recognition)보다는 상호 양보(mutual concess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러한 실용주의적 화해의 정치적 원리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는 관용의 핵심 개념을 포착하지 못한다. 더욱이 교육적 이상으로서 타협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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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심각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차원을 놓친다. 왜냐하면 본성

상 타협은 상대적 힘(relative power)이라는 실용적 고려사항에 의해 그리고 타협

에 포함된 양보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목표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관용의 원칙은 전형적으로 원칙적인 태도이며, 그 정의상 우연

적인 인식론적이거나 결과론적인 고려사항들에 근거하지 않은 덕목이다.33)

  따라서 본 항목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반대할만하다고 생각되는 

신념 및 행위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 자제(principled forbearance)로서의 

관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관용되는 현상은 (폭력이나 학대처럼) 절대 관용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인종적 차이나 성적 취향처럼) 우선 반대되어서는 안 

되는 것 사이에 위치한다.

2) 관용의 새로운 개념과 모형

  본 항목에서는 관용 개념의 ‘모호성(elusiveness)’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논의되는 관용 개념은 무관심(indifference)이나 실용적 타협(pragmatic 

compromise) 등과는 구분되는 한정적 의미의 개념이다. 따라서 다음의 논의는 관용 

개념의 일상적인 모든 용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하의 논의에서는 정치

적인 맥락보다는 윤리적 맥락, 즉 개인적 덕목으로서의 관용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

다.

  우선, 우리는 관용 개념이 모호한 이유가 그것이 두 가지 영역, 즉 (학대나 살인

처럼) 절대 관용되어서는 안 되는 현상과, (성이나 인종적 정체성처럼) 우선 반대되

어서는 안 되는 현상 사이에서 ‘압착’되어(compressed)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정적이지만 윤리적인 관용 개념을 위해 남겨진 영역은, 정당

하게 거부되지만 그럼에도 부정적 간섭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신념과 행동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특정 신념과 행동들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나 다

33) 결과론적 관점에서 관용을 정당화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루이스의 연구(Lewis, 1989: 
152~71)를 참조할 것. 루이스는 비개인적(중립적) 관점에서 전체적 효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관용을 설명하는 밀의 관용론을 거부한다. 루이스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불관
용적 행동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인적인 득실을 고려하여 서로를 관용할 수 있
다고 믿는다. 루이스의 접근은 교육과 관련될 수 있지만, 그의 관용 개념은 원칙적인 
개념보다는 실용적 타협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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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수용할 이유도 있다는 이중성(duality)이 이른바 ‘관용의 역

설(paradox of toleration)’을 초래한다. 이러한 역설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두 가

지 유형의 상충하는 이유들을 구분하고, 한 유형의 이유보다 다른 유형의 이유를 

우선시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 모형을  ‘이중 이유 모형(two 

reasons model)’이라 하자.

  우리가 살펴볼 관용 개념은 ‘지각적(perceptual)’ 개념이라 할 수 있다(Heyd, 1996: 

10~17 ; Heyd, 2003: 196~207). 그 개념이 신념에서 그 신념의 주체로, 그리고 행위

에서 행위자로의 지각적 전환(perceptual shift)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이중 이유 모형은 거부의 이유와 자제의 이유를 어떤 평가 절차에 의해 저울질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지각적 모형에서는 두 가지 이유들이 서로 질적으로 구

분되며 어떤 공통기반으로 환원 불가능한, 즉 통약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된다. 관용

의 미덕은 어떤 이유가 압도적인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유형의 

이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유형의 이유에 주목하는 데 근거하는 관점의 전환

(switch of perspective)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관용적이 되려면 우리는 대상에 대

한 판단을 중지하고 그것에서 눈을 돌려 모종의 다른 관점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림Ⅵ-1>의 토끼-오리(rabbit-duck) 그림의 예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게슈탈

트 전환(Gestalt switch)이다. 게슈탈트 전환은 한편으로는 선택과 의도적 노력을 포

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합하는 이미지를 배제하는 어떤 이미지를 포함한다.

<그림Ⅵ-1> 토끼-오리 그림

  이러한 지각적 전환의 본질적 요소는 개인화(personalization)이다. 보통 신념이나 

행위가 평가될 때 그것들은 그 주체나 행위자로부터 추상적으로 분리되어 비개인적

으로 고려되곤 한다. 그러나 신념이나 행위는 허공에서 주체 없이 부유(浮游)하지만

은 않는다. 그것들은 개인이 성실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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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은 관용이 속하는 상이한 범주의 판단을 도입한다. 

신념과 신념의 주체, 행위와 행위자 사이의 구분과 아울러 그 밀접한 연관성이야말

로 로크에서 칸트와 밀을 거쳐 롤스, 드워킨, 그리고 라즈에 이르는 모든 관용 이론

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맥락들은 전형적으로 신념이나 관행에 대한 비개인적 판단, 즉 그것들을 보

유하는 개인과 추상적으로 분리된 판단을 요구한다. 과학적 신념이나 법적 규범에 

대한 평가가 그 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대인적인(ad hominem) 고려는 오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인 관계의 영역에서, 특히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실제적 간섭이 

고려될 때는 신념과 행위에 대한 개인적 색인(personal index)이 대단히 적실한 것이 

된다. 즉 우리가 간섭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 신념이나 행위가 아니라 개인과 

그의 삶인 것이다. 우리는 관용을 편견 없는 과학적 중립성(혹은 피고의 정체성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덕목의 대칭적 상대역(symmetrical 

counterpart)에 해당하는 덕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두 덕목은 모두 어떤 특정한 목적

을 이루기 위해 부분적 관점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즉 한편으로

는 어떤 명제를 믿는 개인과 독립적으로 그 명제의 진리를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신념과 독립적으로 그 개인에 대한 존중을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이 있다. 존중이란 타인에 대한 도덕적 태도로서 존중의 대상이 지니거나 

행하는 신념이나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관용은 자제를 수반하

는 존중의 하위 범주라 할 수 있다.34)

  관용은 전체적 판단보다는 관심의 전환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각적 덕목

(perceptual virtue)이라 할 수 있다. 관용적인 사람은 자제할 이유가 거부할 이유보다 

중요하다고 믿게 되어서가 아니라, 거부의 대상으로부터 주체의 인간성(humanity)이

나 도덕적 지위(moral standing)로 관심이 전환되어서 타인의 삶을 간섭하려는 충동

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정신으로부터 관념을 추상화하는 것과 유사

34) 용서(forgiveness)는 분노나 처벌 같은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만한 행위로부터 주체라
는 특정 관념을 추상적으로 분리한다는 점에서 존중(respect)과 유사하다. 관용의 역
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은 관용을 용서와 같은 일종의 초과의
무(supererogation)로 보는 것이다. 용서와 관용은 둘 다 의무의 요구를 넘어선다는 점
에서 칭송할만한(meritorious) 행위라 할 수 있다. 즉 용서와 관용은 의무적이지 않으
면서도 각별한 가치를 지닌다. 최초의 적대적 반응은 정당화된다. 즉 용서받은 행위
와 마찬가지로 관용된 관행은 ‘잘못’된 것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논의
에 관한 한 헤이드의 연구(Heyd, 1982: ch.7)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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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상화(abstraction)의 위업이다. 그것은 일련의 고려사항들을 원래의 위력을 잃지 

않으면서 무시 혹은 유보하거나 ‘괄호(bracket)’를 칠 수 있는 능력이다. 관용은 지각

적 덕목이다. 왜냐하면 관용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특정 신념의 주체나 특정 행

위의 행위자 이상으로 지각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상화된 주체나 행위

자’의 본성은 (밀의 자율성 이론에서처럼) 선택 능력, (자율성에 대한 칸트적 관점에

서처럼) 인격의 이성적 중핵, 또는 (통합된 전체나 생활 방식을 형성하는) 광범위한 

신념 체계나 일대기에 대한 특정 신념이나 행위의 관계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어

느 경우든 간에 그것은 인격이라는 핵심부와 특정 신념 및 행위라는 주변부 사이의 

구분을 전제한다. 그것은 신념과 관행을 고립된 실체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인지 

체계나 삶의 형태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것이 바로 관용적 태도가 왜 타인

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와 밀접한 관련되는가 하는 이유이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행위나 신념을 동일한 인지 체계 내의 동기나 의도 또는 기타 신념들이

라는 개인적 배경 속에 정초시키는 능력이다.

  지각적 모형은 도덕 판단에서 주의집중의 역할에 관한 머독(Iris Murdoch)의 이론

과 맥도웰(John McDowell)의 윤리학적 연구(Murdoch, 1970; McDowell, 1979)에서 영

감을 얻은 것이다. 맥도웰에 의하면 유덕한 행위는 규칙을 따르는 능력이나 특정 

욕구의 교화가 아니라 행위의 이유를 구성하는 어떤 특정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지각적 능력이다. 물론 이것은 맥도웰이 기꺼이 관용을 이러한 노선으로 

분석하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관용에 대한 헤이드의 지각적 관용 분석은 맥도웰의 

덕성 분석이 포함하는 ‘침묵적 요소(silencing element)’를 공유하지는 않는다. 유덕한 

사람의 마음에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지각은 모든 다른 대안적 지각들을 침묵시키

고 불가역적으로 그것들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반면에, 관용적인 사람의 게슈탈트 

전환은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세트의 이유들을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무관한 것으

로 만들지 않으며, 가역적이다(McDowell, 1979: 331~350). 관용에 대한 헤이드의 이

론과 맥도웰의 덕 이론 사이의 이러한 차이의 한 가지 중요한 함의는 관용이 이유

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화된 관점으로의 전환은 그 자체가 합리적으

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념이나 행위에 대한 경합하는 (부정적) 판

단이 원래의 (독립적) 힘을 완전히 잃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용자는 자율성의 

본래적 가치, 인간 존중, 특정 신념 및 행위가 그 일부가 되는 삶의 방식 전체의 전

반적 가치 등과 같은 이차적 이유(second-order reasons)에 호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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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향으로 지각적 전환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관용자의 합리적 선택이므로, 또 

다른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 어떤 맥락에

서 우리는 개인적 행위자를 무시하고 우리의 관심을 그 행위와 그것을 제한하는 이

유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것은 문제의 행위나 신념이 특히 (살인이나 증오 

표현처럼) 위해나 상심을 일으키는 것일 때나 또는 (어린 아이나 정신 지체자의 책

임성 없는 행동처럼) 그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행위자의 것이 아닐 때 요

구될 수 있다.  또 다시, 맥도웰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덕의 경우와 달리, 관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는 다양한 종류의 이차적 이유들의 비중의 관점에서 합리적

으로 토론될 수 있다.

  전통적인 ‘경중 비교(balancing)’ 관용 이론은 자제를 위한 이유가 잘못된 신념이

나 관행에 간섭할 이유를 압도하는 위력을 지닌다는 데 호소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각각의 경우에 개별적인 이유들의 상대적 비중을 가늠하는 것이므로 임시방

편적(ad hoc)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반면에 지각적 관용 이론

은 이차적 이유에 호소함으로써 관용적 선택을 위한 일반적 형식(general form)을 제

공하며, 따라서 관용의 정당화에 있어 경중 비교 이론에 비해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강점을 지닌다. 개인화된 관점의 일반적 우월성은 개인적 통합성의 본래적 

가치 그리고 비개인적 내용이나 행위자의 신념이나 행위의 타당성에 대한 유일한 

주체-행위자의 우선성에 놓여있다. 자율성, 존중, 진정성, 통합성, 그리고 개인 간 인

정과 수용은 이러한 우선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치들은 신념이라는 인지적 영역

보다는 행위자의 실천적 영역에서 특히 현저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공동체적 혹

은 사회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관용의 게슈탈트 전환은 우리

가 (무관심할 정도로) ‘너무 멀지’ 않거나 (간섭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가깝지’ 않

은 사람들을 대우하고자 하는 너그러운 방식에 기초한다. 관용은 결과적으로 또한 

특수하게 사회적인 덕목, 즉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성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도모하

는 덕목이다.

  지각적 이론은 관용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순한 자제(restraint)와 진정한 관용을 구분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자제 자체

는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이다. 이것은 전형

적으로 감정적 또는 의욕적 개념으로서 관용의 전제조건일 수 있다. 그러나 관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상적으로 심지어 자제를 행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태도이다. 



- 193 -

왜냐하면 피관용자를 이성적 자율적 인간으로서 지각하게 되면 문제의 신념 및 관

행을 애초에 반대했던 동기가 완전히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결점을 보

지 않으려는 성향인 순진무구의 덕성과 마찬가지로, 참을성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는 있을지언정 어디까지나 관용은 지각의 문제이다. 우리는 자제와 인내가 지각적 

전환 능력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관용은 이러한 전환을 실제로 선택

하려는 성향이자 품성이요 따라서 덕성이다. 관용적 성향의 일반적 본성은 그렇지 

않았다면 반대했을 관행에 대해 자제를 보여주기 위한 이차적 이유의 일반적 형식

을 제공한다.

  지각적 관용관에 의하면 오직 인간만이 엄밀히 말해서 관용의 대상이 된다. 우리

는 의견과 신념, 또는 심지어 행위와 관행을 관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우

리가 싫어하는 신념을 지닌 주체, 그리고 우리가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를 

관용할 뿐이다. 관용은 신념과 행위를 비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관점으로부터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관용의 요구로서 존중에 기

반을 둔 자제의 대상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왜 우리가 보통 관용의 대상으로서 

특정 행위보다 품성이나 성향을 거론하는지를 설명해준다. 품성이나 성향이 우리가 

개인 행위자를 확인하는 방식과 개념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이다.

  호튼(J. Horton)은 교육의 과정을 통해 관용의 덕목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어려

운 문제를 제기한다(Horton, 1996: 28~43). 우리는 어떻게 학생들이 그들의 소중한 

믿음과 선호에 대한 헌신을 약화시키지 않고 타인에 대해 관용적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학생들이 명확히 규정된 정치적․종교적 관심, 잘 정의된 

미학적․도덕적 개성을 지니면서도 양립 불가능한 신념 및 가치들에 대해 관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각적 관용 모형을 택한다면 이러

한 난제의 심각성이 완화될 수 있다. 그들의 확신과 행동과 별도로 사람들 자체를 

바라보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강한 개인적 

확신과 원칙을 심어주는 것과 완전히 양립가능하다. 학생들은 의견을 그 주체로부

터 분리하는 성향이 덜하기 때문에 덜 관용적인 경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관용에 대한 지각적 분석은 그 도덕적 품성을 우리가 형성시키고자 

하는 가까운 친척이나 자녀들보다는 실질적 가치와 독립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

는 우리 사회 속의 다른 개인들에게 주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스캔론(T. 

Scanlon)의 주장과도 양립가능하다(Scanlon, 1996: 22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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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적 견해는 관용을 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다.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의 관행 및 신념들에 대한 관용은 특정 인지 체계에 개

입하고 있거나 특정 가치 및 규범 체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준수하는 인간의 본

래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념 및 가치들에 대한 

확신이나 헌신의 약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다소 사소한 진리를 무시하는 것은 

종종 현대 자유주의 문화로 하여금 열린 마음과 관용이 불가지론적 태도를 함양하

거나 도덕적 인지적 애착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증진된다고 믿도록 이끈다.

  지각적 설명은 또한 ‘판단적(judgmental)’이라는 개념을 해석한다. 그것은 우리가 

신념 및 행위에 적용하는 판단들을 우리가 주체와 행위자에 적용하는 판단들과 혼

동하는 경향성이다. 다시 말해, 신념 및 관행들에 대해 ‘판단적’이라 함은 추상적으

로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인간에 대해 판단적인 것은 항상 덕목이 되는 것은 아니

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그들의 신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

라 그러한 신념들이 채택된 방식이나 특정한 인간 정신에 의해 보유된 전체 체계에

서 다른 신념들과 정합적인 방식을 통해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요점은 용서

하는 태도나 관용과 결부된 ‘이해’와 정합적이다.

  또한 지각적 관점에서 관용에 접근하는 것은 왜 국가나 정부에 대해 엄밀한 의미

에서 ‘관용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준다. 관용은 ‘오직 사람에게’ 실천되

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직 사람에 의해’ 실천되는 것이다. 오직 인간 정신만이 두 

세트의 타당한 고려사항들 중에 유관성이나 현저성의 기준을 변화시키는 지각적 전

환을 이룰 수 있다. 정부나 국가는 말 그대로 인내심이 있거나 자제하거나 묵인한

다고 말해질 수 없다. 국가는 시민들의 자율성이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유보해야 

할 견해도 호․불호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가 시민들의 특정 신념 및 

생활양식이 무엇이든지 개의치 않는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중립성만을 말할 수 있

다. 그러나 중립성은 법 앞의 평등이나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개인들의 평등한 

요구권처럼 추상적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도덕적 의미

에서 어떠한 종류의 관용도 포함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박해받지 않는 것은 행복해할지 몰라도 관용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관용은 특정한 삶을 영위하고 특정한 신념을 향유할 개인

의 권리에 대한 부분적 수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관용은 관행 및 신념들 자체

의 수용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용자와 피관용자의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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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성은 문제의 신념의 주체나 관행의 행위자가 관용자에 의해 행해지는 지각적 전

환을 하는 것을 더 어렵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

은 그들의 신념 및 관행과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실제 행

위로부터 행위자를 추상화하는 것은 방관자보다 행위자에게 더 어렵다. 따라서 우

리는 관용의 개념을 재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관용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인칭적 관점에서 그러한 추상화는 보통 어떠

한 의미나 기능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심지어 주체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념 및 행

위로부터의 소외감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인칭적 혹은 삼인칭적 관점에서 그러한 

분리는 분명한 사회적 이득이 있다.

  관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들 중 하나는 (종교적 문제나 성

적 관행,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 등에서처럼) 규범적(normative) 의미의 관용과 (인종

적 관용 같은) 순전히 서술적(descriptive) 의미에서의 관용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지각적 관용관은 종교적 박해를 피하는 명백한 가치를 넘어서 왜 우리가 다른 

인종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지를 설명한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만약 자제가 도덕적 이유에 근거한다면 이것들

은 다른 인종의 구성원들을 그들의 피부색과 무관하게 인간적 존중을 받을만한 것

으로 보도록 안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각은 최초의 반대나 혐오에

서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 동시에 바로 그 편견의 위력을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인

종적 편견에 기초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할 도덕적으로 유관한 이유를 상상하기 어

렵다. 이것은 인종적 편견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교육 방법론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다. 이것들은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다른 인종의 구성원들에 반대하는 

행동을 삼가는 것(단순한 자제)이고, 둘째는 그들을 다르게 보는 것, 즉 자제를 위한 

도덕적으로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관용)이며, 셋째는 최초의 반대나 불승인을 

포기하는 것, 따라서 관용(즉 지각의 전환)을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

(완전한 수용)이다.

  지각적 설명은 관용의 특수하게 도덕적인 차원, 즉 관용의 단순한 심리적 자제나 

행동 성향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점을 공정하게 다룬다. 그것은 “반대하는 행위에 

간섭하기 위해 행위하는 것을 정당하게 자제하는 모든 사람이 관용적으로 행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호튼(J. Horton)의 주장(Horton, 1996: 41)을 진지하게 고려한다. 그

러나 지각적 설명은 그것을 매우 놀라운 것이나 혹은 관용의 또 다른 역설의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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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상충하는 고려사항들의 두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지각적 견해는 원래의 관용의 역설을 해소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관용의 좁은 개념이 적용되는 현상들의 범위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으로 남

는다. 이것은 관용의 범위의 규정이 관용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이지만 변화하는 도

덕적 이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3) 관용 교육의 난점과 해결 방향

 

  아동 및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것(the personal)과 개인적이 아닌 것(the 

impersonal)의 분리를 어렵다고 여긴다. 한편으로 그들은 개인들을 특정한 행위

와 신념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신념

과 행위의 타당성을 그것들을 보유하는 개인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아동들은 성인들보다 대인 논증(ad hominem argument)이나 권

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그들은 비개인적인 객관적 판단과 

용서 및 관용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중적인 결핍은 도덕 교육, 특

히 관용 교육의 과제를 규정한다.

  헤이드에 의하면, 도덕 교육은 세 가지 능력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eyd, 2003: 200). 첫째는 추상적인 견지에서(in abstracto) 신념과 관행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고, 둘째는 그들의 특정한 견해나 행위와 독

립적으로 도덕적 행위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며, 셋째는 이러한 

각 관점들(즉 판단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이 채택되어야 하는 맥락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도덕 교육의 많은 연구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 능력

의 발달을 다룬다. 아동들은 자연적인 일인칭적 편견으로부터 사태에 대한 평가

를 분리하는 법을 배워나간다. 이를 통해 그들은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관념을 

내면화한다. 하지만 두 번째 ‘인격적’ 관점은 비교적 덜 논의된다. 우리는 어떻

게 사람들이 용서하고 존경하며 관용하게 되도록 가르치는가? 자기 본위적인 

이차적 자율성의 가치는 자기중심적 본성으로 인해 아동이 채택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타인을 자율적 주체로 볼 수 있는 능력은 보다 인지적이고 정

서적인 노력을 요한다.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아동의 일차적 믿음들 그리고 

그의 자기중심적 이익과 잠재적으로 상충하는 태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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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심한 아동의 관심을 상심시킨 사람의 의도나 동기로 전환시키는 전략은 개

인과 행위를 분리하는 방향으로의 첫걸음이다. “그의 말은 진심이 아니야”라든

가 “그는 단지 너를 도우려 했을 뿐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아동이 행위 자체의 

잘못을 넘어서 사람 자체를 보도록 훈련하는 분명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관용의 덕목을 심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는 개념적으로 볼 

때 관용보다 변명, 그리고 용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상황에 대한 보

다 넓은 견해의 관점에서 행위 그 자체의 판단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태도들

이다. 관용은 그 핵심적 의미에서 보다 근본적인 분리를 내포한다. 그것은 판단

적 관점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한다. 이것은 완화될 수 없고 용납되거나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우연히 다른 믿음을 갖게 된 개인에 대한 평가를 위해 무시되어

야 하는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다. 관용은 보통 대가가 따른다.35)

  관용에 대한 이러한 교육학적 분석이 개인적 차원을 상회하는 정치적 차원에

서는 어떻게 작동할까? 구조적으로, 정치적 관용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

적 전통과 정체성에 헌신하는 것과 다른 문화의 정당성과 본래적 가치를 인정

하는 것 사이의  긴장 관계와 결부된다. 멘더스(Susan Mendus)는 다문화 사회에

서 관용은 한편으로 다른 집단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율성

의 개념에도 근거하지 않으며(왜냐하면 자율성의 가치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다른 한편으로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에도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Mendus, 1995: 191~201). 우리의 문화와 다른 이들의 문화 사이의 비교가 쟁

점인 것은 아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정은 기껏해야 우리 자신의 문화

에 대한 정당화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한 근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문

화적 정체성에 대한 충성과 민주적 시민성 사이의 긴장은 진리와 가치에 대한 

나 자신의 개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존중 사이의 긴장과 유사하다. 따라

서 정치적 관용은 아동에게 두 가지 비교 불가능한 관점의 추상이나 분리라는 

동일한 기술을 요구한다. 즉 나의 집단의 가치들과의 실질적 동일시로부터 평등

한 시민권이라는 개념의 정치적 인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이차적 이유를 채택하

는 것이 그것이다.

35) 관용에 대한 오늘날의 교육학적 관점은 차이를 인내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관용은 공적 논쟁을 품위 있게 관리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용은 토론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그의 관점을 채택하여) 진지
하게 경청하는 능력과 토론이 끝날 때 남아있는 차이를 관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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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 교육에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교육적 관계 자체가 본성상 종종 불관

용적이라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존중이라는 이상(理想)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교육에서조차 교육자의 역할은 관용의 모델은 아니다. 이 모델은 아동이 노출되

는 다른 맥락으로부터 수입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대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견해

와 관행을 지닌 다른 사람들을 관용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자율성, 즉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및 권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아동들의 경우에 우리의 주요 목적은 자율성의 능력을 계발하고 자

율적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온정주의적 권위(paternalistic 

authority)의 행사를 포함한다. 우리는 아동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많은 책임

감을 느낀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나 행위에 관용을 베풀지 않

기도 하는 것이다.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자인 라즈가 주장하듯이 자율성을 발휘

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위한 대안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선해야 한다(Raz, 

1988: 82~98).

  관용 교육은 일차적 원칙이나 규범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서 처벌, 

용서, 타협 등 이차적 도덕 원칙들에 대한 일반적 교육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

다. 정당한 처벌 자체는 정의(justice)의 체계의 일부이므로 비교적 쉽게 가르칠 

수 있다. 또한 타협은 모든 학생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자연스럽게 채택하게 되

는 반응이다. 갈등과 전쟁에 대한 피로가 처음에는 타협을 낳고 나중에는 관용

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근대 초기의 역사가 방증하는 바이지만(Dees, 1998: 

82~98), 학생들의 관용 능력 발달 과정도 유사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관용은 타협에 비해 가르치기가 까다롭다. 왜냐하면 관용은 타인에 대

한 존중이라는 독립적 가치에 대한 의식의 발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관용 교

육은 신념 및 행위를 어떤 비인격적으로 타당한 기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도

덕적 인성을 이루는 통합적 전체의 일부이자 의미와 진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의 결과로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도

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 즉 타인을 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정의감의 발달이나 타협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관용은 오직 자유주의적 도덕성 안에서 온전한 의미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이고 문화 의존적인 가치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피터 가드너(Peter Gardner)는 관용을 혐오나 반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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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도로 이해한다(Gardner, 1993: 83~103). 그에 따르면 관용은 보다 개방적이

고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을 절제하며 자신의 의견을 심사숙고하고 기꺼이 

바꾸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반대하거나 싫어하지 않지만 

타인들이 반대하거나 싫어하기 쉬운 관행 및 신념에 대해 관용적일 수 있다. 결

과적으로 관용 교육은 개방적 태도, 비판적 회의주의, 숙고 능력,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는 의지 등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용 개념은 반대 요소를 내포하

는 관용 개념이 부딪히는 역설적인 난점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가드너의 관용 

개념은 개인에 대한 관용 및 존중과 그의 믿음이나 관행 자체에 대한 반대 및 

비존중을 구분하지 못한다.

  ‘나’는 ‘내’가 지닌 특정한 견해나 ‘내’가 행한 특정 행위와는 독립적으로 ‘나’ 

자신의 삶과 자율성이 지닌 무한한 본래적 가치를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비록 타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의 인

격의 독립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타인의 믿음이나 관행이 그르다

고 할지라도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기 위해 억압을 삼가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유주의자들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주장

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그릇된 믿음이나 관행에 불관용적으로 간섭할 필요가 

있음을 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종교적 불관용의 많은 형태들이 이단자들의 

진정한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오직 자유주의에서만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관용

이 도출될 수 있으며, 관용 교육은 오직 자유주의적 교육 안에서만 온전하게 이

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관용 교육은 도덕 판단의 본

성에 대한 두 개의 차원을 설정하는 정신분열적 견해와 더불어 한 차원에서 다

른 차원으로의 전환 능력을 상정하므로 결코 쉬운 과업은 아니다.

  관용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에 따르면 관용 개념은 모호하다. 그 순수한 개

념은 반대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관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 사이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현실적 적용에서 한계가 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

용하는 관용 개념이 타협, 다양성 인정, 혹은 심지어 무관심 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 관용 개념은 역사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중간자적 성격을 띤다. 

즉 불관용적인 반대와 적극적 인정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것은 중요한 교육적 함의를 지닌다. 우리는 비교적 학습이 용이한 타협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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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함양함으로써 점차 관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를 통해 타인의 의견과 

관행을 완전히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덕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주체와 행위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처음에는 

타협, 다음으로 관용, 그리고 마침내 타인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수용으로 나아

가도록 해야 한다.36)

4. 도덕과에서 관용 윤리교육의 성격과 실현 방안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다양성의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데 도덕과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도덕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용의 윤리교육’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용의 윤리교육’의 의미를 ‘윤리학 및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다원주

의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이슈와 사건을 도덕과 교수․학습에 

적용하기 위한 도덕교육적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고자 한다.37) 또한 관용 교육을 

위한 도덕과의 역할은 규범적․윤리적 관점에 근거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관용 윤

리교육의 성격을 규정하고 관용 윤리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할 때 유의해야할 교육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도덕과 관용 윤리교육의 성격

  관용 윤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도덕교육의 본질은 ‘모든 인간을 인간답게 

대할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정창우, 2011b: 42). 즉,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고, 침해당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 모두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존엄한 존재인 인간은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 받아야지 단지 수단으로 취급되면 안 된다”(박찬구, 

36) 헤이든(G. Haydon)은 관용에 대한 실용적 접근에 근거해야만 우리는 관용이 또다른 
분파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으며 상호 자제(mutual restraint)의 이상에 
근거하여 비자유주의자들을 교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aydon, 1997: 56~59).

37) 관용의 윤리교육에 대한 이러한 개념 규정은 정창우 교수가 제안한 ‘글로벌 윤리교
육’의 개념 을 적절히 수정함으로써 얻은 것이다(정창우, 2010: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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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5). 따라서 관용 윤리교육에서는 어디까지나 인간 존중을 위해 다양성과 차

이를 관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조해야 하며, 관용을 단순히 무관심이나 회의주

의, 혹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보는 관점을 경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도덕

과에서 다루는 관용교육, 즉 관용 윤리교육은 윤리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윤리적 보

편주의나 적어도 윤리적 다원주의에 기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도덕과교육은 보

편적으로 옳고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용을 도

덕과에서 다룰 경우 보편적 도덕성을 지향하도록 구상될 필요가 있다. 인권과 같은 

근본가치가 정치적 거래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편적 도덕성을 지향할 가능성

이 열려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윤리적 다원주의는 비록 보편주의에는 못 미치지만 

보편적 선이나 악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으면서도 일원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교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관용 윤리교육의 실현을 위한 제언

  커센바움(H. Kirschenbaum)에 의하면, 도덕․가치 교육 중 시민성 교육 영역은 민주

주의의 정치적 원리들을 낳게 한 시민적 가치들(civic values)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

하고 있다(Kirschenbaum, 2006: 56) 이러한 시민적 가치들 중 기본 가치들

(fundamental values)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ibid.).

 • 공익

 • 개인의 권리

 • 정의 

 • 평등

 • 다양성

 • 진리

 • 애국심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덕과의 관용 윤리교육은 위와 같은 시민적 가치

들 가운데서도 특히 다양성과 관련하여 풍부한 윤리교육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 관용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개인의 권리(시민권), 정의, 평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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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들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에서 관용의 윤리를 가르쳐 학생들을 좋은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즉 관용적 시민성(tolerant citizenship) 함양을 위해 도덕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관용적 시민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도

덕 교과에서 다루는 관용교육, 즉 관용 윤리교육은 단순히 관용의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관용의 맥락

을 민감하게 파악하여 타인들에게 가해지는 억압, 폭력, 불의 그리고 차별을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느끼는 공감(empathy)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관용은 일상

적인 오해와 달리 단순한 무관심도 아니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푸는 우월

적 시혜도 아니다. 따라서 도덕과에서 관용교육은 관용적 시민성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 역할채택 및 공감(empathy) 능력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가해지는 지배와 억압

을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도덕적 민감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둘째, 관용적 시민성에 관한 정확한 도덕적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을 습득하고 함

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용의 핵심 개념과 다양한 관점 등 주요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며, 특히 관용의 주요 정당화 근거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관용

을 정의나 자유, 배려나 용서 등 관련 개념들과의 비교 속에서 그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볼테르, 로크, 밀, 벌린, 롤스 등 위대한 관용 

사상가의 고전을 읽고 토론 및 논술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은 관용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제도와 구조를 관용

의 윤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관용적 시민성이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의지를 강화시켜야 

한다. 도덕과 교육은 다양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훌륭한 인물의 삶의 모습, 역경 

속에서도 용기와 결단으로 선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및 결과 등을 통해 깊은 감동

을 주어 학생들의 실천의지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영화, 역사물, 

문학작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좋은 시민의 이상을 보여주는 위인들의 도덕적 삶

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관용적 시민성에 관한 실천의지를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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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관용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당화의 전형적인 역사적 사례로는 『편지』에 개진된 

로크의 정당화와 『자유론』에 개진된 밀의 정당화가 대표적이다. 자유주의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로크의 특수하고 실용주의적인 정당화보다는 밀의 정당화가 자유

주의의 정신에 충실한 이론이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로크의 관용론

에 대해서는 철학적 사망 선고마저 내려지곤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소

견이다.

  로크의 관용론이 실패한 이론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불관용의 부도덕성이 아니라 불합리성만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불관

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불관용의 특수한 이유의 부당함만을 주목한다는 것

이며, 셋째는 불관용의 희생자에게 행해진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의무에만 초점

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로크의 관용론보다는 

밀의 관용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밀은 자신의 관용론을 자유론, 즉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이론의 큰 테두리 안

에서 정당화하고자 했다. 그에게 자유는 자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자유가 없다면 풍요로운 인간 본성은 암담한 획일성의 나

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자유가 없다면 개인들은 불관용적인 법이나 제도뿐만 아니

라 불관용적인 사회적 태도(즉 여론의 횡포)에 의해 억압당할 것이다. 따라서 자율

성을 증진함으로써 관용의 요구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자유의 중대한 역할이 된

다. 이러한 밀의 자유론과 관용론은 현대 자유주의의 관용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

었다.

  로크의 관용론과 달리 밀의 관용론은 당시(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역사적 특수

성과는 비교적 무관하게 인간 본성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들에 

근거해서 관용을 정당화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밀은 개인들의 다양성과 그 계

발의 필요성이 관용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관용의 한계에 대해서도 자

율적 개성의 성장을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비해 로크의 관용론은 그 논

거가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관용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보다는 종교적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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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불합리하다는 식의 소극적 논리를 펴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이론은 역사적 

특수성이 일반성보다 두드러지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관용만을 논구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멘더스는 로크의 관용론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

장한다. 통상 저평가된 로크의 관용론 속에는 철학적으로 가치 있는 일반적 논거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녀는 밀과 그를 추종하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관용론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차라리 현대 자유주의는 로크의 실용주의적 관용론

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승산이 있다고 제안한다.

  앞에서 우리는 관용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논리들을 살펴보았다. 회의주의로부터

의 논변, 중립성으로부터의 논변, 그리고 자율성으로부터의 논변 등이 그것이다. 대

략 정리하면, 회의주의는 도덕적․종교적 진리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중립성은 

국가가 특정한 가치관을 선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자율성은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논리는 관용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에 대한 정당화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용 및 자유주의의 세 가지 정당화의 논리의 밑바탕에는 다시 다양성에 대

한 근본적 헌신이 깔려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적 다양성(individual diversity)이라는 전

제에서 시작한다. 즉 각 개인은 나름의 독특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가

치관을 최선을 다해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다양성의 사실을 전

제로 한다면, 관용의 필요성은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다. 다양한 삶의 형태들 가

운데서 어떤 것들은 반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도덕적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과 상충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시민적 평화 내지 조화가 유지되

기 위해서는 관용이 실용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은 현대 자유주의 및 그 관용론의 유일하게 중요한 특징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특징도 아니다. 다른 두 가지 개념들도 똑같이 강력하고 지배적이다. 

그것은 바로 선택(choice)이라는 개념과 합리성(rationality) 혹은 투명성(transparency)

이라는 개념이다.

  자유주의를 도덕적 회의주의에 정초시키려는 시도를 거부하면서 드워킨(Ronald 

Dworkin)은 회의주의가 관용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대답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도

덕적 다수가 틀렸고 각 개인이 스스로 개인적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라면, 이것은 다른 것보다 어느 한 종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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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Dworkin, 1983: 47) 이 주장을 

윌리엄스(Bernard Williams)의 다음 주장과 비교해 보라. “도덕적 확신과 사실적 확

신 사이에는 유사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사실적 확신의 경우에는 틀림 없이 

그러하듯이) 만일 어떤 화자가 방금 어떤 도덕적 확신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확신의 고백을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

들일 수 없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 우리는 한 사람의 진정한 확신은 그것보다

는 그의 더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Williams, 1973: 227)

  자율성에 대한 신념과 중립성의 요구는 삶의 방식, 헌신, 도덕적 이상들이 근본적

으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선택이 증진되기 

위해 정치적 관용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관용에 대한 자유주의적 헌신을 낳는 

것은 단지 다양성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making one’s 

own life)’의 바람직함이다. 그러나 윌리엄스가 지적하듯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최

고로 중요한’ 특징이 선택의 문제인지 의심스럽다. 개인적 이상의 선택을 위한 여지

는 자유주의자들이 상정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선택은 관용의 일

부 핵심적인 사례들에 적용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인종적 관용의 사례를 살펴보자. 인종의 맥락에서 관용을 논하는 것은 다소 이상

하다. 그 이유는 관용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도덕적으로) 반대할만하고 바꿀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는데 있다. 다른 인종에 속하거나 다른 피부색을 갖는 것은 반대

할만한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화적 정체성은 바뀔 수도 있지만, 

인종적 정체성은 그러기 어렵다. 이러한 까닭에 ‘인종적 관용’이라는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종교적 관용과 성적 관용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적이 가능하다. 설령 동성애에 반

대할만한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통제나 선택의 여지가 거

의 없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적 ‘취향’이나 성적 ‘선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종교적 믿음이나 확고한 도덕적 신념의 경

우도 비슷하다. 피임도구 사용에 반대하는 가톨릭 신자에게 우리가 아무리 피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설득해봤자 그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는 ‘원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다. 그의 종교적 도덕적 믿음이 

그녀가 원하는 바를 명령한다. 따라서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한

다고 할 수 없다. 그가 원하는 것은 종교적 도덕적 신념 체계로부터 도출된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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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삶의 방식들 사이의 선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삶이 인도되는 

조건들에 대한 인식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경 불가능성을 고찰하였고 이러한 고찰

에 의해 관용의 범위는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만약 관용이 변경 가능한 것들에

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중요한 특징들이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변경 

불가능하다면, 관용은 단지 사소한 선택 사항들에만 적용되어 점차 의미를 상실하

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관용의 가치를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적

인 소식으로 들릴 것이다. 정치적 삶의 핵심적 가치로 시작된 것이 단지 사소한 문

제를 다루기 위한 지엽말단적 소품으로 전락하게 생겼으니 말이다.

  자유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합리성이다. 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에 관한 한 연구

에서 월드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자유주의 사상의 토대로서 규명하고자 

하는 견해는 사회적 세계의 정당화를 위한 이 같은 요구에 근거한다. 과학에서 그

의 경험론적 상대역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자는 사회적 정치적 삶에서 이해 가능

한 정당화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회는 공동체의 전통이나 양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에 의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Waldron, 1987: 135) 이러한 요구를 월드론은 ‘투명성의 요구

(requirement of transparency)’라  부른다. 

 

사회는 그 운용과 원리가 일반 공중(公衆)들이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게끔 완전

히 알려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투명한 질서(transparent order)가 되어야 한다. 사람

들은 부와 권력, 권위, 그리고 자유의 기본적 배분에 관한 제반 이유를 알고 또 

이해해야 한다. 사회는 신비의 베일에 싸여서는 안되며, 그 운용은 신화나 신비

화, 혹은 “고상한 거짓말(noble lie)” 따위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Waldron, 1987: 

146).

 

  투명성의 요구는 사회 제도와 질서가 오류나 기만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완전히 해명될 수 있음을 함축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

도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모든 것이 완전히 해명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아가곤 한

다.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합법화’(legitimation)의 요구로 표현된다. 합법화의 요구는 

계약론적 관점과 결부되어 있다. 왜냐하면 계약이야말로 사회 질서가 투명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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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 가지 분명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정이나 가족 관계와 같은 사적

인 영역도 계약론적인 합법화 과정에 의해 운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자유주의가 사회 내 모든 권력 구조의 합법화를 주장한다면, (가족 관계도 중요한 

권력 구조에 해당하므로) 자유주의는 가족 관계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해야 할 것이

다. 하지만 가정이나 가족은 계약적 관계로 규정하기 어려운 정서적 유대라는 측면

이 분명히 있으며, 따라서 합법화의 적절한 대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서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적 윤리적 관계들이 본질적으로 무지와 오해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열망

과 그러한 관계들에 결부된 모든 신념 및 원칙들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열망은 별개의 문제이다. 양자가 구분된다는 것은 사적인 관계들에서 명백하다. 

그것들이 기만과 오류에 의거하지 않아야 한다는 희망은 적절하다. 그러나 그것

들의 토대가 완전히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다(Williams, 

1985: 102).

 

  관용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핵심적 가치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우

리 삶의 많은 특징들이 변경 가능하다는 가정, 그리고 우리 삶의 많은 특징들이 

합법화의 적절한 대상이라는 가정에 의존한다. 하지만 우리는 능동적일 뿐만 아니

라 수동적이고, 행위자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많은 영역들에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관용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두스 비벤디로서의 관용은 인간이 번영할 수 있는 많은 삶의 

방식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삶의 방식들은 이른바 다양한 정체성을 이루는 근원들이

며 비교적 변경이 어렵다는 현실을 잘 설명해 준다. 또한 모두스 비벤디로서의 관

용은 비록 안정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현대의 

다원주의의 현실에도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관용이 지닌 비

관용성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관점임에 분명하다.

  오늘날 관용이 학교 교육을 통해 증진시켜야 할 가치 중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그 

긴급성이 점증하리라 예상되는 과제가 바로 관용의 문제이므로 학교 현장에서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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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관용적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은 직견적으로

(prima facie)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관용의 개념이 매우 복잡한

데다가 ‘역설’마저 내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충분히 유의하지 않고 단순히 관용적 

태도만을 함양하는 것은 교육적 의의를 무색하게 만들 것이다.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우리는 관용을 가르쳐야 할 실용적 이유뿐 아니라 도덕적 

이유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실용적 이유라고 해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예

를 들어, 다문화 현상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유,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

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이유 등 우리가 관용을 가르쳐야 할 실용적이지만 중요한 

이유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용을 가르쳐야 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도덕적

인 이유에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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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early modern era, it was liberal thinkers who contemplated 

toleration. The full blown concept of toleration emerged as a response to 

religious conflict in Europe at the beginning of modern times. In a sense, the 

history of toleration can be seen as the history of liberalism as well. In fact,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oleration was one of the historical roots of 

liberalism.

  Contemporary societies are marked by cultural, moral, ideological diversity. 

Cultural, moral, and ideological pluralism is a fact of our lives. While some 

people see this fact as a source of happiness and thus welcome it, others 

feel threatened by it. Those who feel problematic have two options in front 

of them. They will either learn how to live with diversity peacefully or look 

for ways to oppress it. The former option(that is, toleration) ameliorates 

social conflict and may be the only viable answer against the conflict caused 

by diversity.

  Korean moral subject education has focused on mainly ‘social justice’ as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s rather than the political virtue of 

‘toleration’. Nevertheless, this study argues that not only social justice but 

also toleration should be treated as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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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t justitia ruat caelum.” This is the very point of John Rawls’s A Theory 

of Justice. This is visualized by the goddess of justice drawing a sword in 

order to impose her conception of justice. She is under the veil of ignorance, 

not knowing diversity and difference.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many 

conceptions of justice so that ‘justice without toleration’ may be 

self-defeating.

  With this problem in mind,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Rawls’s liberal 

philosophy as ‘political philosophy of toleration’ rather than ‘political 

philosophy of justice’. If this reinterpretation is successful, Rawls’s political 

philosophy of toleration can provide our moral subject education of toleration 

with a theoretical foundation. And furthermore, this study argues that political 

philosophy of ‘modus vivendi’ proposed by contemporary liberals such as 

Isaiah Berlin and John Gray can be a serviceable theoretical foundation of 

our moral subject education of toleration.

  One of the conviction of this study is that moral subject education can 

play a central role in educating ‘good citizens’ who are able to successfully 

cope with the challenge of pluralism of our society. With this conviction, 

this study tries to elucidate the nature of ‘ethics education of toleration’ and 

provide some educational suggestions for teachers. In teaching toleration we 

ne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spect for persons and be careful not 

to fall into moral scepticism or moral relativism. The proper ethical 

epistemology of teaching toleration in moral subject education needs to be 

based on ethical universalism or at least ethical pluralism.

• Keywords : Toleration, Liberalism, Pluralism, Modus vivendi, Ethics education of toleration

• Student Number : 2005-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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