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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이 지닌 핵심 원칙인 보편화 원칙을 비

판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보편화 원칙이 정당

화되지 않은 두 가지 핵심 전제들로 말미암아 도덕원칙으로서 커다란 결

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보편화 원칙의 두 전제들이

지닌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한 뒤, 각각의 전제들이 어

떤 점에서 문제적인지를 비판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 (U)는 도덕규범이 보편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형식적인 논증규칙이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타당한 규범

은, 이 규범의 일반적인 준수로부터 모든 개개인의 이익 충족에 대해 생

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을 관련된 모든 이들이 수용할 수

(그리고 알려져 있는 대안적인 규제가능성의 영향보다 더 선호할 수) 있

어야 한다.”

윌리엄 렉(William Rehg)의 분석에 따르면,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

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전제들을 지닌다. 하나는 “담론에 참여하

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담론의 화용론적인 전제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전제는 “행위규범이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

설적으로 검토함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전자가 담론 참

여자들이 합리적인 합의 산출을 위해 노력할 때 지녀야 하는 직관을 재

구성적으로 해명한다면, 후자는 도덕규범의 의미 및 이를 다루는 담론에

대한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 두 전제들은 각기 다른 범주 혼동의 오류에 빠져 있다. 첫 번째 전

제의 경우, 보편화 원칙이 형성하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의 관점을

구체적인 정당화 없이 규범적 타당성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합리

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화용론적인 전제들은, 담론 참여자들 중 누구에게

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관점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론 내의 ‘합리성의 규칙’으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불편부당

한 관점으로부터 도덕규범의 정당성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는 합리성과 도



덕성 사이의 경계를 자의적으로 허물어뜨린다.

두 번째 전제에서는 “보편적 이익에 대한 고려”라는 규정이 도덕적 관

점으로 제시된다. 도덕적 담론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도덕규범이 보편적

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 이를 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공통 이익의 구현을 도덕규범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보편화 원칙

은 규범적 정당성과 심리적 진실성 사이의 범주를 혼동하고 있다. 개인

의 심리적 영역에 속하는 필요-욕구 주장은, 그 자체로는 정당하거나 부

당한 것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다. 때문에 개인의 감정이나 심리로부터

곧바로 도덕규범의 정당성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범주 혼동의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위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도덕규범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은 커다란 결함을 지니고 있다. 보편화 원칙 (U)는 도덕규범

의 정당화에 대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더욱이 도덕규범을 다른 범주의

타당성 주장으로부터 정당화하고자 시도한다. 때문에 담론윤리학의 도덕

원칙은 도덕규범의 객관적인 정당화 가능성을 보여주려던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하버마스, 담론윤리학, 보편화 원칙, 도덕규범, 정당화.

학번: 2009-20062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논의의 구도 ………………………………………………… 6

제 2 장. 담론윤리학의 배경적 개념들과 보편화 원칙 도

출 논증 ………………………………………………………………… 8

제 1 절. 담론윤리학의 배경적 개념들 …………………………… 9

(1) 언어행위와 타당성 주장 …………………………………………… 9

(2) 담론 개념과 정당화 논변의 구조 ………………………………… 11

제 2 절 담론의 전제들과 보편화 원칙의 도출 ………………… 15

(1) 회의적 반론과 선험화용론적 답변 ……………………………… 15

(2) 보편화 원칙의 도출 ……………………………………………… 20

제 3 장. 담론윤리학의 전제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화용론적 전제들의 도입 ……………………………………… 25

제 1 절. 담론 전제의 성격에 대한 고찰 …………………………… 26

(1) 직관적 지식으로서의 전제들 …………………………………… 26

(2) 재구성적 지식으로서의 전제들 …………………………………… 28

(3) 이상적-필수적 가정으로서의 전제들 …………………………… 29

(4) 비판의 기준으로서의 전제들 ……………………………………… 30

제 2 절. 화용론적 전제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들 ……………… 31

(1) 재구성적 전제와 보편화 원칙 논증 간의 충돌 ………………… 32

(2) 이상적 전제들의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37



제 3 절. 보편화 원칙과 범주 혼동의 오류 (1):

합리성과 도덕성 ……………………………………………………… 41

(1) 일팅과 벨머의 비판 및 하버마스의 대답 ………………………… 41

(2) 불편부당성과 도덕적 정당성의 간극 문제 ……………………… 45

(3) 가능한 대답과 반론: 대의적 담론절차의 가능성 ……………… 49

제 4 장. 담론윤리학의 전제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공통 이익의 구현으로서 도덕규범 ………………………… 52

제 1 절. 담론윤리학에서의 도덕규범과 이익 …………………… 53

제 2 절. 결과주의적 도덕이론의 난점과 담론윤리학 …………… 57

(1) 의무론적 도덕이론과 공통 이익의 결합가능성 문제 ………… 57

(2) ‘결과’의 담론적 규정가능성 문제 …………………………………60

제 3 절. 보편화 원칙과 범주 혼동의 오류 (2):

정당성과 진실성 ……………………………………………………… 67

(1) 범주 혼동과 심리주의적 오류 …………………………………… 67

(2) 담론윤리학의 대답 및 반론 ……………………………………… 75

제 5 장. 결론 ………………………………………………………… 80

참고문헌 …………………………………………………………………… 86

Abstract …………………………………………………………………… 93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도덕규범의 정당화 문제는 도덕적 보편주의와 상대주의/회의주의 사이의

논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도덕규범을 객관적-보편적으로 정

당화1)하는 논증은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토대는 무엇인가? 도덕

이론가들은 이 일련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이론을 구축하려

고 시도해 왔다. 위르겐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Diskursethik)2) 역시 이

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로서, 이는 도덕규범의 정당화에 대한 형식적 절

차를 담론적으로 구성해 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담론윤리학의 기본 구

상은 1981년 출간된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다

(Habermas, 1981K, 1권: 59). 이로부터 2년 뒤 출간된 도덕의식과 소통

적 행위에서, 하버마스는 담론윤리학: 정당화 기획을 위한 소고

(Habermas, 1983)라는 논문을 통해 담론윤리학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한

다. 이 논문에서 하버마스는 도덕 회의론자들에 맞서 보편주의적 도덕이

론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칸트의 도덕이론이 지니고 있었던 독백적 성격

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는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추구된다.

1) “보편적인, 즉 시공간을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타당성 주장을 획득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경우에 우리는 ‘정당화하다(justify)’라는 표현을 이해

한다.”(Habermas, 1991b: 231)

2) 하버마스의 윤리학의 명칭 및 한국어 번역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번역의 문제에 한

정하여 언급하자면, "discourse"라는 개념에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번역인 ‘담론’과 결

합된 ‘담론윤리학’이라는 이름이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혹자는 ‘담론’이라는 번역어가

'discourse'에서 이루어지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검토라는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

한다는 이유에서 ‘논의’ 또는 ‘토의’, ‘담화’, ‘논증대화’ 등의 번역을 대응시키기도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담론윤리학’이라는 번역을 사용하되, ‘담론’

개념의 정의를 먼저 내려두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담론’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주

제에 관해 주고받는 이야기에 가깝다. 그러나 하버마스가 사용하는 'discourse' 개념

은 일반적인 언어행위보다 더 심층적인 개념으로, 일상적 언어행위에서 문제화된 타

당성 주장을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McCarthy, 1978: 291). 담론 내부에서 일상적

인 상호작용의 배경 맥락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언어행위에 결부되어 있었던 타당

성 주장들이 가설적으로 여겨지고 주제화된다. 이는 2장 1절에서 더 상세히 설명된다.



- 2 -

첫째,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논증이론적 토대를 삽입함

으로써 다양한 타당성 영역을 확보한다. 그에 따르면 행위자와 세계 사

이의 연관에 있어 합리성의 세 가지 영역(진리성/규범성/진실성)은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들 각각에 상응하는 논증형식이 존재한다(Habermas,

1981K, 1권: 65). 그는 실천적-규범적 담론에서도 진리주장과 대등한 지

위를 갖는 유사-진리주장, 즉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주장이 가

능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덕규범의 정당성이 서술명제

의 진리성 또는 화자들의 감정적 표출로 이해될 수 없는 독립적 영역임

을 주장하는 인지주의적 도덕이론을 확립하는 것이 하버마스의 첫 번째

목표이다(Habermas, 1983: 54).

둘째, 하버마스는 칸트의 도덕이론이 지니고 있었던 독백적 성격을 제

거하고, 규범적 타당성의 기준을 관련된 모든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호이해와 동의에 둔다. 도덕규범의 정당성은 더 이상 종교-형이상학적

기준에 의존하여 증명되거나, 혹은 한 개인의 특권적인 이성의 사용에

의하여 획득될 수 없다. 탈관습적 도덕의식의 단계에서 도덕규범은 해당

규범 준수의 결과와 부작용에 관련된 모든 이들로부터 담론을 통해 동의

를 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자신의 정당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관은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 (U)를 통해 이론적으로 정식화된다.

담론적 절차를 통해 도덕규범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많은

도덕이론가들의 주목과 더불어 반론을 받았다. 담론윤리학은 칸트 윤리

학의 인지주의-의무주의-형식주의-보편주의를 계승하려는 이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지만, 오늘날 더 이상 칸트적 도덕이론이 가능하지 않

다고 주장하는 사상가들로부터의 비판들에 직면한다. 이를테면 테일러는

하버마스의 이론이 도덕과 윤리의 불가능한 구별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

판한다(Taylor, 1991: 30). 룩스는 이상적 담화상황 개념과 합의 모델이

지닌 비개연성을 지적하며(Lukes, 1982: 139), 영은 담론윤리학이 요구하

는 ‘모든 참여자들의 의견의 동등한 고려’가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의 비

대칭성을 은폐하고 있음을 비판한다(Young, 1994: 170). 이와 같은 다양

한 비판들이 담론윤리학의 도덕적 맹점들을 드러내 주는 역할을 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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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 비판들은 대부분 담론이론에 대한

외재적 비판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담론

윤리학의 논증 구조의 타당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토대로 비판을 제기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다.

담론윤리학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론 내재적인 상세한 검

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하버마스 자신이 담론윤리학의

세부적인 논증 절차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버마스가

담론윤리학: 정당화 기획을 위한 소고 (Habermas, 1983)에서 전개한 논

의과정은 아펠의 담론윤리학을 독창적으로 발달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는 어디까지나 소고(Notiz)에 불과한 것으로서, 논증적으로 엄밀하게 수

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그는 담론윤리의 해명(Habermas, 1991a)을
통해 담론윤리학에 제기된 다양한 비판들에 대답하고 몇 가지 이론적 수

정을 가했지만, 보편화 원칙의 도출과정을 해명하는 세밀한 논증은 하버

마스에 의해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들은 때때로

담론윤리학에 대한 오해에 의존하거나 이론 외적인 관점에서 출발해 왔

다.

담론윤리학의 정당화 기획을 상세히 고찰한 렉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보편화 원칙 논증은 중요한 두 가지 이론적인 전제3)들을 지닌다. 한 가

지 전제는 실천적 담론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받아들여야 하

는 담론의 규칙들/전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며(Rehg, 1991: 38), 다른 한

가지 전제는 도덕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가설적 검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Rehg, 1991: 36). 후자가 도덕규범의 의미 및 이를 다루는 담론에

대한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면, 전자는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에 관련된

다. 담론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 이론

3) 여기에서 나는 렉이 제안하는 ‘담론윤리학의 전제’와, 앞으로 제시될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을 명확히 구분해 두고자 한다. 전자는 담론윤리학의 기획이 보편화 원칙을 도

출해 내는데 있어 지니고 있는 이론적 전제들로서, 3장과 4장에서 자세히 해명될 내

용이다. 본문에서는 이를 “TP”(theoretical premises)라고 부르고자 한다. 반면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은 담론적 절차에 들어갈 행위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다. 이 규

칙들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에서 다루어진다. 필자는 이를 “DP”

(discursive presupposition)로 명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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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제들에 대한 분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전제들은 담론윤

리학의 핵심적인 직관을 담고 있기에 가장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위의 두 근본전제들에 초점을 맞춰,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이 지닌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논증과정의 다양한 측

면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담론윤리학이 이론적으로 정식화한 논증전제들(TP)은 합당하게 제

시된 것인가? 둘째, 이 전제들로부터 추론된 도덕원칙이 도덕규범을 성

공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두 질문은 담론윤리학의 논증과정에서 핵

심적인 논점으로서, 각각 상세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 이들 중에서 첫 번

째 질문에 대한 논의는 담론윤리학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중심적인 목표

로 이루어지는 반면, 두 번째 질문은 담론윤리학의 기획에 대한 비판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담론윤리학의 근본적인 이론전제(TP)의 정당화 가능

성을 검토한다. 우선 전제 TP1에 대한 검토는 화용론적 규칙들(DP)이

설득력 있게 도입된 것인지 묻는 것으로, 이는 담론이론의 역할과 직접

적인 연관을 갖는다. 담론이론은 논증 참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한다(Alexy, 1978bE: 155). 만약 이 전제들에 너무 강

한, 즉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갈 경우에 이는 이론적 정당화에 있어 난점

을 갖게 된다. 반대로 너무 약한 전제들만이 제시될 경우, 이 전제들은

그만큼 높은 정당화 가능성 및 넓은 범위의 적용 가능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 이론적 유용성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담론이

론의 목표는 충분한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이론적 정당화가 가

능한 전제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 역시 이와 같은

기준에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근본전제 TP2는 담론윤리학에서

규정하는 도덕규범이 ‘관련된 이들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라는 요소

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때 하버마스가 ‘이익’이라는 개념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이어서 담론윤리학이

일반적 이익의 고려로서 도덕규범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를 정당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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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이 제시되어야 한다. 도덕규범의 타당성과 이익의 고려라는 요소가

연결됨으로써, 칸트주의적 도덕이론의 기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도덕성과 이익의 고려가 불가분의 관계로 간주

될 때, 담론윤리학은 결과지향적인 도덕이론이 짊어져야 했던 부담을 그

대로 짊어져야 하는 문제를 떠안게 된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서 초점은, 논증의 결론으로서 도출된 도덕원칙

의 타당성 문제로 넘어간다. 이 질문은 전제들이 적합하게 제시됨으로써

이로부터 보편화 원칙을 도출해 내더라도, 하버마스가 시도하듯 이 원칙

에 따라 도덕규범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나는 이

질문을 주로 범주적 관점에서의 평가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구체화된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도덕규범의 정당

성은 보편화 원칙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가? 만약 보편화 원칙과 도덕

적 정당성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면, 이는 범주 혼동의 오류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

주되거나, 혹은 범주적 경계를 뛰어넘는 정당화를 위한 추가적인 논증이

요구된다.

위의 문제제기를 통해, 결론적으로 필자는 담론윤리학이 도덕이론으로

서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담론윤리학에 제기되어

온 비판들 중 첫 번째 문제제기, 즉 담론윤리학의 근본 전제들이 규정된

방식에 대해 이루어진 비판들은 본 논문에서 논증적으로 구성될 하버마

스의 답변에 의해 충분한 대답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 즉 범주적 오류의 혐의는 하버마스에게서 충분히 검토되

고 있지 않다. 설령 담론윤리학의 근본 전제들이 성공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도덕규범을 정당화하는 것은 범주적인 오류

이다. 이 문제는 위에서 렉이 구성한 두 가지 전제들로부터 생겨난다. 이

들 각각의 규정이 범주 혼동의 오류를 안고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보편화 원칙의 결함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 6 -

제 2 절. 논의의 구도

이 논문에서 전개되는 논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선 예비적 단계로서, 하버마스가 제시한 담론윤리학의 이론적

배경 및 논증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절에서는 담론윤리학

이 지닌 배경적 개념들을 간단히 설명한다. 이후 2절부터는 정당화 기획

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한스 알버트에 의해 제시된 ‘뮌히하우젠 트릴레마’

의 문제를 소개하고, 이 회의적 논증이 아펠의 ‘수행적 모순’ 개념을 통

해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볼 것이다. 이어서 담론의 규칙들로부터 보편화

원칙이 도출되는 과정이 요약적으로 기술된다.

3장과 4장부터는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이 갖는 두 가지 근본전제들을

본격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3장 1절에서는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의 특

성을 기술하고, 2절부터는 이 전제들이 적절하게 구성된 것인지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과 하버마스의 (가능한) 답변을 논증적으로 구성한

다. 2절에서 도입되는 비판은 크게 두 가지다. 1) 담론의 전제들이 재구

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험적 논증의 토대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비판, 그리고 2) 담론의 전제들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같은 고찰들을 통해 구성된 논증적 대화를

비판적으로 정리한다. 2절에서 제시된 하버마스의 대답은 한 가지 커다

란 문제제기에 부딪힌다(3절). 담론의 전제들에 의해 규정된 보편화 원

칙으로부터 도덕적 정당성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편

화 원칙은 담론에 참여한 합리적 행위자들 사이의 불편부당한 관점을 형

성하는데, 이 관점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도덕규범의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루어진다.

4장에서는 (U)에 내재된 전제, 즉 규범에 대한 결과주의적 이해의 문

제가 논의된다. 이러한 특성은 ‘이익의 충족에 대한 결과와 부작용의 고

려’라는 문구에 잘 드러나 있다. 일견 의무론적 도덕이론에 이질적일 수

있는 이 전제가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1

절에서 고찰한다. 이러한 전제는 우선 (U)에 내재된 결과주의적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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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가 직면해야 했던 부담을 그대로 담론윤리학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를 갖게 된다. 이 문제는 ‘공통 이익’이 담론적 절차를 통해 해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나아간다(2절). 설령 이 전제를 합당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제로부터 도출된 보편화 원

칙에는 범주 혼동의 오류가 있다는 히스의 지적을 3절에서 검토한다. 이

때의 범주 오류란, 개개인의 심리적 바람-이익이 도덕적 타당성으로 환

원되고 있다는 범주 혼동의 문제, 즉 ‘심리주의적 오류(psychological

fallacy)’의 문제이다.

3장과 4장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결론적으로 필자는 담론윤리학의 정

당화 기획이 커다란 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난점은 담론윤

리학의 이론적 목표, 즉 도덕성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의 규정이라는 목

표가 이론 내적으로 상충되는 점에서부터 기인한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

은 담론윤리학이 도덕이론으로서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있음을 간단히 언

급하고, 본문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이론

적 선택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8 -

제 2 장. 담론윤리학의 배경적 개념들과 보편화

원칙 도출 논증

도덕규범의 정당화는 인지주의(cognitivism) 윤리학의 핵심적인 과제이

다. 인지주의적 윤리학은 상대주의의 반론에 맞서, 도덕규범의 타당성이

개인의 결단(결단론)이나 감정/기호의 표출(이모티비즘)을 넘어서는 객관

적인 정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이론은 독립

된 규범성의 영역 안에서 정당한 규범의 내용을 해명하기 위한 도덕원칙

을 수립한다. 이를테면 칸트는 정언명령을 통해 선험적으로 타당한 도덕

적 의무의 내용을 산출해 내고자 한다(Kant, 1785K: 132). 칸트의 윤리

학은 개개인의 욕구나 경향 등의 경험적 내용들을 도덕적 의무의 근거에

서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도덕규범의 정당성 영역을 확보한다.

담론윤리학에서 도덕원칙은 보편화 원칙 (U)로 정식화된다. 하버마스

의 (U)는 칸트의 정언명령과 마찬가지로, 도덕규범의 타당성 주장이 보

편타당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칸트의

정언명령과 담론윤리학의 (U) 사이에는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담론윤리학은 개인의 독백적인 이성의 사용에 따른 정당화 가능성

을 배제한다. 담론윤리학은 도덕적 담론에 참여한 이들의 합의가 갖는

효력에 의해 도덕규범의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덕원칙은 도덕적

담론의 영역에서 합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교량원칙으로서 작동한다

(Habermas, 1983: 73). 둘째, 칸트가 도덕성 개념으로부터 모든 욕구와

경향성을 철저히 배제했던 것과는 달리, 담론윤리학은 이러한 구분을 포

기한다. 어떤 규범이 정당한 도덕규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선험적으

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결정에는 경험적 요소들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이 두 번째 차이점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다루어지게 될 것

이다. 2장에서는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교량원칙으로서의 보편화 원칙이

도출되는 논증을 요약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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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담론윤리학의 배경적 개념들

(1) 언어행위와 타당성 주장

하버마스에게서 논의의 출발점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이해4)를 목표로 하

는 의사소통행위가 언제나 타당성 주장5)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는 하버마스의 행위이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하버마스는 크게 두 가지 행위유형을 구분한

다. 목적합리적 행위모델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목표

에 도달하고자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행위유형을 가리킨다. 반면 의사

소통적 행위모델은 한 개인의 자기중심적 관점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행

위자들 사이에 상호이해 행위를 통해 행위계획이 조정되는 행위유형이다

(Habermas, 1981K, 1권: 423). 이러한 두 행위유형은 하나의 개별 행위

에 대해 가능한 두 가지 해석의 모델이 아니라, 서로 대체/환원 불가능

한 기초적인 행위유형들로 간주되어야 한다(Habermas, 1989K: 78). 언어

행위는 두 모델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을 갖는다. 전자에 해당하는 성공

지향적인 언어사용은 발화수단적(perlocutionary) 행위에, 후자인 이해지

향적인 언어사용은 발화수반적(illocutionary) 행위에 상응한다.6)

4) 이때 상호이해란 “언어 및 행위능력이 있는 주체들 사이에 합의를 이루는 과

정”(Habermas, 1981K, 1권: 425)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호이해와 합의의 개념 사이에

는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Chambers, 1995: 240; 정호근, 1995a: 404). 이에

대해 하버마스는 상호이해의 층위를 구분함으로써 비판에 대응한다. 수정된 규정에서

는 ‘약한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와 ‘강한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의 유형을 나누고, 오

직 후자에만 합의지향적 행위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Habermas, 1999K: 146-151).

5) 타당성 주장(Geltungsanspruch/validity claim)은 발언과 결합되어 있는 화용론적 조

건을 가리킨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명제적 내용을 지닌 발화를 제기하는 모든 이들은

이로써 어떤 주장을 제기한다. 서술적 화행이 지닌 타당성에는 진리 주장이 할당되며,

규범적 화행에서는 관련된 규범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타당성 주장의 진리 또

는 정당성은 제시될 수 있는 근거들의 보증능력을 통해 주어진다(Habermas, 1972:

128 이하; Habermas, 1981K, 1권: 412).

6) 이해지향적 행위와 발화수반적 행위가 서로 대응하며, 성공지향적 행위는 발화수단적

행위에 대응하는 도식은 이후 수정된다.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의 이 구분의 기준은

화자의 발화의 의미에 발화행위의 목표와 성공조건이 표현되어 있는가의 여부였다

(Habermas, 1981K, 1권: 429-432). 이를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발화수단적 행위는

전략적인 상호작용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진리와 정당화에서, 하버마스는 발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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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지향적인 언어사용 중에서도 다시 두 층위가 구분되는데, 이는 화

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 따른 구분이다. 단순한 명

령이나 협박과 같은 언어행위는 청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그 동기를 부여하는 힘은 외적인 강제수단에 의존한다. 반

면 진리주장이나 규범적 타당성을 지닌 근거 제시를 통해 청자가 합리적

으로 화자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

럼 이해지향적 언어사용 유형 중에서도 오직 비판 가능한 합리적 타당성

주장이 결합된 화행만을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행위’로 명명한다

(Habermas, 1981K, 1권: 450).

여기에서 기존의 언어철학적 접근과 하버마스의 보편화용론(universal

pragmatics)7)을 구분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지점은 결합되는 타당성 주

장의 유형의 다양성이다. 하버마스는 진리조건만을 명제 또는 화행에 결

합시켜 왔다는 점을 의미론적 접근이 지닌 한계로 지적한다. 명제의 진

리조건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도덕적-규범적 발화나 내면에 대한 표출

적 주장에 대한 분석은 난관에 빠지기 때문이다. 반면 하버마스가 제안

하는 보편화용론적 관점에서 타당성 영역은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Habermas, 1976E: 58, 68; 1981K, 1권: 451-452).8) 하나의 의사소통적

행위는 객관세계에 관련된 진리주장, 사회적-규범적 세계에 관련된 정당

성 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적 세계에 관련된 진실성 주장이라는

단적 성과를 지니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발화수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유형들

을 ‘약한 의사소통적 행위’라는 명칭으로 포함시킨다. 반면 ‘발화수단적 행위’라는 명

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행위는 발화수반적 목적이 거의 제거된 형태의 유형에 한정

된다(Habermas, 1999K: 156-157).

7) 언어행위, 더 정확히는 의사소통적 행위 일반의 구조를 해명하는 자신의 작업을 하버

마스는 ‘보편화용론’으로 명명한다. 이를 통해 그는 상호이해의 조건을 해명하고 재구

성하고자 한다(Habermas, 1976E: 21-2).

8) 보편화용론이란 무엇인가? (Habermas, 1976)에서 하버마스는 이해가능성에 대한 메

타적 차원의 타당성 주장까지 포함하여 4가지 타당성 영역을 제안한다. 언어행위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언제나 스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주장은 의사소통 자체를 향해 있다

(Thompson, 1982: 122). 그런데 이후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는 타당성 주장의 영역

을 대상 영역(객관세계/사회세계/내면세계)에 관한 것으로 한정시키고, 화행의 유형에

만 이해가능성의 타당성 주장을 분류한다(Habermas, 1981K, 1권: 477). 한편 정당성/

진실성 주장이 진리주장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타당성 주장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Heath(199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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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비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과 결부되어 있다. 즉 청자가 화자의

의사소통적 행위를 거부하거나 비판할 경우, 청자는 제시된 세 가지 타

당성 주장 가운데 하나 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보편화용론적 관점에서 구분된 타당성 주장들은 고유한 논증(담론) 형

식을 갖는다(Heath, 1998: 25). 사실명제, 즉 진리주장에 대한 근거제시가

문제시될 경우 이는 이론적 담론 안에서 다루어진다. 규범적 맥락에서

행위를 검토할 때, 문제시되는 행위규범은 실천적 담론을 통해 정당화된

다. 화자의 내면세계에 관련된 평가적 발언이나 표출적 발언은, 모든 이

들에 의해 문제시될 수는 있으나 담론적 형식에 접근하기에는 한계를 지

닌다. 왜냐하면 평가적/표출적 발언의 경우 완전한 일반적 타당성 주장

을 제기하거나 혹은 모든 논의 참여자들이 동등한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진실성 주장의 영역은 담론의 형

식이라기보다는 미학적 비판/치료적 비판의 형식으로 다루어진다

(Habermas, 1981K, 1권: 58-64).

타당성 주장들의 분화를 확인하는 작업은 진리에 대한 담론과 구분되

는 실천적 담론이 어떻게 가능한지 해명하는 출발점이 된다(Habermas,

1983: 68). 왜냐하면 각각의 타당성 영역에 상응하는 다양한 논증형식이

존재함을 보이는 경우에만 비로소 도덕적 담론을 독립된 영역으로 탐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담론 개념과 정당화 논변의 구조

하버마스의 언어철학은 일상적인 언어행위의 영역과 담론 영역을 구분하

는 이원적 구도를 지닌다. 일상적인 언어행위들이 생활세계의 다양한 맥

락 하에서 일정한 의미를 주고받는 행위라면, 담론적 영역에서의 논증은

언어행위에 내재된 타당성을 가설적으로 검토한다. 일상적 행위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맥락 하에서 타당성 주장을 다소 소박하게 받아들인

다. 반면 담론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기존 맥락의 소박한 태도를 버리

고 언어행위가 지닌 타당성 주장을 검토한다. 타당성 주장 자체의 검토

가 주된 목적이 되면서, 담론 내에서 언어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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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타당성 주장의 검토 이외의) 동기들은 유보된다. 문제가 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더 나은 논증의 힘’ 이외의

모든 효력을 무력화하는 의사소통 형식은 물론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그

러나 매카시의 지적대로, 이 이상은 타당성 주장에 대해 검토하는 토론

적 양식을 제도화하는 사회적 전통에 내재되어 있다(McCarthy, 1978:

292). 제도화된 논증 절차는 참여자들이 속해 있는 공간/시간적 제약 및

경험적인 조건들 속에서도 타당성 주장 자체만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

담론적 상황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 논의 속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일상적 대화상황에서 재현이 종희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들킨 상황을 가정해 보자. 거짓말에 대한 종희의 추궁에, 재현은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다. 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종희의 용서를 구하거

나, 2) 거짓말한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할 수도 있다. 1)은

거짓말한 행위가 잘못임을 인정하는 반면, 2)의 경우는 거짓말한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2)의 경우에서 두 화자가 합리적인 합의

를 도출해내고자 한다면, 두 화자는 거짓말을 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부

당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에 착수한다. 재현은 거짓말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하버마스가 제안하는 담론 모델은 2)의 상황

에 가장 근접해 있다. 2)에서 재현과 종희의 논의는 일상적 맥락의 대화

를 넘어 규범의 타당성 및 행위배경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실천적 담론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화의 구조를 해명함에 있어, 하버마

스는 툴민의 ‘비형식적 논리학(informal logic)’의 논의를 사용한다. 툴민

은 발언의 타당성을 정당화함에 있어 기존의 연역적 논증과 경험적인 귀

납논증을 모두 거부한다(Habermas, 1981K, 1권: 66-67). 실천적 논증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툴민은 정당화의 과정이 지닌 (기존의

형식논리와 구별되는 의미에서) 비형식적 구조를 보이려고 시도한다. 어

떤 발언을 통해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 화자는, 이 주장이 문제시될 경우

이를 정당화하고자 시도한다. 이 정당화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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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현은 거짓말을 했다.
↑

주장: 재현은 나(종희)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유: 거짓말은 옳지 못하다.

(claim)을 지지하기 위한 사실(data)을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Toulmin, 1958: 90). 앞서 언급된 예를 들자면, 종희는 “재현은 나에게

사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재현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 것이다. 하지만 재현은 이 사실이 위의 주

장에 연결되어 있음을 부정한다. 이 경우 종희는 정당화를 위해서는 자

신의 주장과 근거로서의 사실들이 관계된 것임을 보이는 이유들

(warrants)을 추가로 제시해야만 한다(Toulmin, 1958: 91). 이 예에서는

“거짓말은 옳지 못하다.”라는 규범적 주장이 이러한 관계를 보이는 이유

가 될 것이다. 이 논증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하지만 재현은 이 논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논증에

사용된 이유를 수용하지 않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종

희가 재현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옳지 못하다.”라

는 이유에 대한 뒷받침(Backing)으로서의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Toulmin, 1958: 96). 이를테면 “거짓말은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신뢰를

무너뜨린다.”라는 근거, “거짓말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와 같은 제도적

근거 등 다양한 뒷받침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뒷받침 중 무엇이

이유에 대한 합당한 근거인지를 이론적으로 미리 규정할 수는 없다. 또

한 뒷받침 자체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뒷받침과

이유들 사이의 관계는 연역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의적(casuistic)인 관계

에 가깝다(Rehg, 1991: 31). 담론의 모든 합리적 참여자들이 제시된 근거

를 이유들에 대한 좋은 (설득력 있는) 뒷받침으로 받아들일 경우, 논증은

담론 구성원에게 합리적인 동기부여 작용을 할 수 있다. 만약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신뢰를 깨뜨린다.”라는 뒷받침이 수용되었을 때, 이

논증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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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현은 거짓말을 했다.

↑

주장: 재현은 나(종희)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유: 거짓말은 옳지 못하다.

↑

뒷받침: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신뢰를 깨뜨린다.

한편 이러한 정당화 과정에서 주제 자체와 무관한 (권력관계, 문화적

배경 등) 경험적 요소들이 합리적 근거를 대체하며 정당화의 근거로 들

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경험적 요소들이 논의 속에 도

입되는 만큼 논의의 결론이 지니는 합리성은 약해진다. 담론의 효력이

갖는 합리적인 동기부여 능력은 타당성 주장에 내적으로 관련된 근거들

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위의 예에서 종희가 재현의

합리적인 동의를 구하는 대신 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강제력이나 특수한

문화-종교적 배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경우, 산출된 결론

은 문제시된 타당성 주장 자체를 건드리지 못한 채로 머문다. 이때 담론

의 참여자들은 목표했던 상대방의 내적인 동기부여(합리적 설득)에 실패

한다.

때문에 청자를 합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모든 담론 참여자들은, 타

당성 주장의 검토에 관련된 내적인 근거 이외의 다른 요소나 동기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한다. 이처럼 담론에 대한 규정은 행위자들이 담론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에 의해 보충된다. 담론의 참여자들은 상대방을 합

리적으로 설득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이를 전제하지 않는 참여자는 담론

에 진지하게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합리적인 설득과 동의라

는 담론의 목적에 대해 참여자들이 지닌 직관적 전제들이 존재한다. 담

론의 주제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

론 참여와 담론 안에서의 발화에 있어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버마스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상적 담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9)의 조건들로 규정한다(Habermas, 1972: 177-178). 알렉시는

9) “의사소통이 외적인 우연적 영향뿐만 아니라 강제를 통해서도 방해받지 않는 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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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들을 ‘담론의 전제들’로서 구체화한다(Alexy, 1978aE: 187-206).

이 조건 내지 규칙들은 담론 참여자들 사이에서 타당성 주장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규칙들이다. 이상적 담화상황의 조건들

은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면 합리적 절차로서의 담론은 작동할 수 없다

(Habermas, 1972: 181; Warnke, 1990: 202). 이 규칙들은 행위자가 담론

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전제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 규칙을 어길 경우 자

기모순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 모순을 아펠과 하버마스는 ‘수행적 모순

(performative contradiction)’으로 명명한다. 이 개념이 담론윤리학의 보

편화 원칙 도출 논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덕규범의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논증과 이에 대한 반론을 다룬 다음 절에

서 상세히 해명된다.

제 2 절. 담론의 전제들과 보편화 원칙의 도출

(1) 회의적 반론과 선험화용론적 답변

보편화 원칙이 도출되는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담론윤

리학은 한 가지 이론적 장애물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 장애물이란, 이론

적/규범적 정당화에 대한 회의주의적 반론이다. 이론명제 또는 규범명제

에 대한 정당화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상대주의/회의주의적 반론이 제기

되어 왔지만(예를 들어 Rorty, 1979K: 174-179),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

황, 의사소통 자체의 구조로부터 생겨나는 담화상황을 나는 ‘이상적’이라고 명명한

다.”(Habermas, 1972: 177)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이상적 담화상황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Habermas, 1972: 177-178. 필자에 의해 번역 및 요약됨).

1) 모든 잠재적인 담론 참여자는 의사소통적 언어행위를 사용할 기회를 동등하게 지

님으로써 언제나 담론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담론참여자들은 설명, 단언, 권고, 해명, 정당화를 제시할, 그리고 이들의 타

당성 주장에 대해 문제시하거나 정당화, 그리고 반박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담론에서는 자신의 소망, 느낌, 의도를 자유롭게 표현할, 즉 표출적인 언어행위를

사용할 동등한 기회를 지닌 화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4) 담론에서는 지시하거나 지시에 저항할 기회, 약속하거나 거절할 기회, 자신의 행위

에 대해 설명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즉 규제적인 언어행위를 사

용할 동등한 기회를 지닌 화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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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력한 한 가지 반론은 한스 알버트의 회의주의적 논증에서 제기되었

다. 포퍼와 같이 비판적 합리주의자인 알버트는 이론적 정당화 기획의

성공가능성을 불신한다. 알버트는 어떤 지식이나 명제에 대해 근본적인

층위의 근거를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기존의 토대주의적(foundational)인

정당화 논증들이 3가지 논리적 오류추론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에 빠

져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회의적 논증을 그는 ‘뮌히하우젠 트릴레

마(Münchhausen Trilemma)’라고 명명한다.10) 구체적으로 각각의 오류

들은 다음과 같다(Albert, 1985E: 18-19).

① 무한 퇴행: 근본적인 근거에 의해 어떤 명제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토대주의적 시도

는, 그 근거 자체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근거제시를 요구받는다. 이 요구는 무한히 지

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화 시도는 무한퇴행에 빠져든다.

②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순환논증: 무한한 퇴행에 빠져들지 않는 전제들을 발견하려는

시도들은, 결론으로 도출되어야 할 내용을 전제로 간주하는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한

다.

③ 독단적 근거제시/절차단절: 무한퇴행도, 순환논증도 피하려는 시도들은 결국 최종 근

거를 독단적으로 설정한다. 이 ‘최종 근거’는, 정당화의 단계 중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10) 이러한 회의적 논증은 고대의 철학적 회의주의 학파였던 퓌론주의(pyrrhonism)에 이

르러 정식화되며, 특히 퓌론 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아그리파의 이름을 따서 ‘아그리파

의 트릴레마(Agrippa's trilemma)’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Williams, 1996: 60).

아그리파는 지식의 정당화 시도가 항상 5가지 회의주의적 논변(tropen)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 두 번째 논변이 무한소급의 논변, 네 번째와 다섯 번

째는 각각 독단적 전제설정의 논변 및 순환논증의 논변이다. 이 세 가지 선택지는 서

로 체계적인 연관성을 지님으로써 강력한 회의주의적 논증 체계로서의 힘을 갖는다

(황설중, 2005: 116-118 참고). 뮌히하우젠 트릴레마 역시 이 논증형식을 인용한다.

한편 알버트가 제시한 회의적 논증의 명칭은 ‘허풍선이 남작 뮌히하우젠’의 이야기

중, 늪에 빠진 뮌히하우젠 남작이 자신의 머리를 끌어당겨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왔다

는 이야기로부터 유래한다. 정당화 기획들은 정당화의 토대를 발견하지 못해 허무의

늪에 끊임없이 빠져들거나, 자기 스스로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순환논증을 범하거

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논증의 궁극적 토대를 자의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우화는 니체의 선악의 저편 21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인용되고 있다.

“자기 원인은 지금까지 사유된 것 중 가장 심한 자기모순이며, 일종의 논리적인 강요

이며 부자연스러움이다. 그러나 인간의 오만한 자부심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에

무서울 정도로 깊이 빠져버렸다. 유감스럽게도 (중략) 저 형이상학적 최고 지성이 가

진 ‘의지의 자유’를 향한 열망,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궁극적으로 완전히

책임지고, 신, 세계, 조상, 우연, 사회를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열망은, 말하자

면 저 자기 원인이고자 하는 것일 뿐이며 뮌히하우젠을 능가하는 무모함으로 자기 스

스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허무의 수렁에서 끌어내어 생존으로 이끌려는 것이

다.”(Nietzsche, 1886K: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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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누구도 의심 불가능한 것으로 정립된다. 이러한 정립은 흔히 그 근거를 ‘자명한

것’ 내지는 ‘자기 입증적’인 것으로 주장하며 더 이상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논증 단계의 중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궁극적

인 정당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채 독단론에 빠진다.

성공적인 정당화의 기획은 위의 세 가지 오류논증 중 어느 것도 선택해

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회의적 논증이 갖는 힘은, 어떤 이론적인 정당

화 시도라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선택항 중 하나

이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이로써 보편적

타당성 주장의 정당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

러나 선택해야만 하는 세 가지 오류논증의 선택지 앞에 놓인다. 이론적

정당화의 기획은 알버트의 뮌히하우젠 트릴레마 논증을 반박할 수 있을

경우에만 성공적일 수 있다.

도덕규범의 정당화 가능성을 주장하는 인지주의자에게 가능한 첫 번째

대응은, 알버트의 논증이 지닌 자기모순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회의적 논

증은 이미 “어떤 명제가 참임을 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라는 주장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김보현, 1998: 189; 김진, 1998:

117-118). 이 논증을 통해 알버트는 어떤 지식도 최종적인 정당화가 불

가능함을 보이고자 했다. 그는 모든 지식이 오류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

리 무언가를 진리로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식을 참으로서 증

명하는 입증은 불가능하며 오류임을 보이는 반증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회의주의적 논증을 정당화 불가능성의 주장으로 밀고 나갈 경우, 이

논증은 ‘크레타 인의 역설’과 같은 자기지시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론은 회의주의적 논증의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간

주되기에는 부족하다. 고대의 (신아카데미 학파 이후) 회의주의자들은

지식의 정당화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회의적 논증 역시 독단적 주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회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논증이 무언가에 대한 주장, 즉 입증 내지는

반증이라는 생각을 포기한다(황설중, 2005: 120-121). 그들은 어떤 지식

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그저 충분한 정당화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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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때까지 타당성에 대해 판단을 유보할 뿐이다. 데카르트적인 방법적

회의론과 유사하게 수정된 이 논증전략은 알버트의 비판적 합리주의 노

선과는 거리를 둔다. 이 ‘수정된 회의적 논증’에 따르면, 지식이나 명제의

정당화 불가능성 주장 역시 하나의 독단론에 빠지는 문제를 안게 된다.

회의주의자가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방법론적인

유보이다. 하나의 진리주장에 대해, 회의주의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주장

이 가능함을 보인다. 이처럼 ‘수정된 회의적 논증’은 독단적 견해들 사이

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다(황설중, 2005:

121). 이와 같은 이유로, 회의주의자는 사태에 대해 어떤 주장을 제시하

기보다는 ‘판단 중지’를 요청할 뿐이다. 이러한 수정된 회의주의적 전략

은 자기모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정당화 기획에 대한 회의주의적 논

증의 핵심을 여전히 간직한다. 따라서 정당화 기획은 수정된 회의적 논

증에 대응할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한다.

도덕 인지주의자들이 회의적 논증을 무력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대응책은 아펠의 선험화용론(Tranzdentalpragmatik)에 의해 제시된

다. 우선 아펠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가 오직 공리적(axiomatic) 논증체

계 안에서의 연역논증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밝힌다(Apel, 1973:

405-406). 알버트의 논증은 구문론적-의미론적인 차원의 연역적 논증에

대해 효과적인 비판을 제기한다. 이 차원에서의 정당화 (또는 근거설정)

개념은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연역해내는 것’을 의미한다(김

진, 1998: 131). 이때 무한퇴행 또는 순환논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다

른 어떤 것’에 대한 근거가 다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역

적 논증이 파악하지 못했던 논증구조의 반성적 측면, 즉 일련의 선험적

전제들을 지니고 있는 선험화용론적인 논증구조에 대해서 알버트의 문제

제기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논증에 앞서 받아들

여야 할 반성적 규칙들은 무한퇴행에 빠지지도, 순환논증의 오류에 빠지

지도 않기 때문이다. 알버트는 논증의 반성적 규칙을 무전제적으로 도입

할 수 있다는 아펠의 주장을 독단론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담

론 참여자가 논증에 앞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논증의 전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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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자의적인 독단적 규칙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아펠은 이처럼 의

미론적인 논증과 다른 차원에 놓여 있는 선험화용론적 논증을 통해 최종

적인 정당화 논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펠의 선험화용론은 의미 있는 논증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탐구한다

(Apel, 1973: 401-402). 그에 따르면 논증에 참여하는 모든 화자는 자신

의 주장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화용론적인 규칙

들을 받아들인다. 이 규칙을 어기는 화자는, 동시에 자신의 유의미한 행

위가능성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담론 내에서 무의미한 발화밖에 할 수 없

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모순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2장 1절의 마

지막 문단에서 언급된 ‘수행적 모순’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화행 'Kp'

가, 주장된 명제의 내용 'p'와 모순되는 전제들에 의존하게 될 때 생겨

나는 모순을 의미한다(Habermas, 1983: 90). 화용론적으로 해명된 데카

르트의 코기토 명제는 수행적 모순을 설명하는 한 가지 사례가 된다.

①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

②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한다.”

진리주장 ①은, 화용론적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②를 전제한다. 그런데

①에 제시된 주장은 ②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모순에 빠진다. 따

라서 ①에서 제시된 타당성 주장은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거짓이다

(Habermas, 1983: 90-91). 따라서 진리주장을 제시하던 ①의 화자는 동

시에 이 주장의 타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무의미한 주장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논증에 참여하는 이들은 여러 선험적인 논증의 규칙들

을 항상 전제하고 있다. 만약 이 규칙들이 논증 안에서 화자에 의해 부

정될 경우 화자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어, 의미 있는 논증행위의 가능

성을 부정한다. 이때 수행적 모순의 개념은 담론 영역에서 참여자들의

직관을 논증의 규칙들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아펠에 따르면, 설령 회의주의자들조차 담론 안에서 의미 있는 회의적

논증을 위해서는 논증의 규칙들을 지켜야만 한다. 이는 알버트의 트릴레

마 논증, 그리고 수정된 회의적 논증에 모두 적용된다. 만약 회의적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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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려는 이들이 논증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회의적

논증을 통해 어떤 내용도 진지하게 주장할 수 없다. 아펠은 이러한 입증

을 통해 모든 것에 대해 회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다. 이로써 담론윤리학의 정당화 기획은 회의적 논증을 물리치고 규범적

주장에 대한 정당화 가능성을 확립한다.

(2) 보편화 원칙의 도출

앞서의 고찰을 통해 담론윤리학적 논증은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한다. 첫

째, 알버트의 뮌히하우젠 트릴레마가 담론윤리학의 화용론적 논증에 대

한 비판이 되지 못함을 보임으로써 회의적 논박으로부터 벗어난다. 둘째,

행위자들이 담론에 참여하기 위해 전제해야 하는 합리적 규칙들이 존재

함을 입증한다. 다음으로 보편화 원칙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담론

의 규칙들(discursive presupposition)을 분류하여 이 중에서 도덕원칙의

추론에 적합한 전제 또는 규칙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하버

마스는 알렉시가 제안한 실천적 담론의 규칙들을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

한다.11)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변증법, 수사학에 상응하는 이 측면들

은 각각 논증의 생산물(product), 절차(procedure), 그리고 과정(process)

에 상응한다(Habermas, 1981K, 1권: 69).

논증 측면들의 각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12) 우선 생산물로서의 논증은

논거-전제와 결합된 결론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진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주로 형식논리학의 관점에서 제공되며, 명제의 의미론적 분

석에 치중하는 특성을 갖는다. 절차로서의 논증은 담론 참여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형식에 초점을 둔다. 이 관점에서 논증이란 담론

내부에서 찬성자와 반대자 사이에 협동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찬/반의

의견이 오가는 절차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과정의 측면에서 논증은 담

11) 담론의 규칙들에 대한 이론화는 아펠과 쿨만에 의해서도 시도된다(Apel, 1973:

425-426; 김진, 1998: 89-91). 그러나 필자는 알렉시와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적 정식화

를 더 체계적인 시도로 보고, 이들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12) 논증의 특성들에 대한 이하의 설명은 이광모, 2011: 232-2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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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외부의 상황, 즉 논증의 맥락 및 청중을 고려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

관점에서 논증은 청중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이제 각 측면에 상

응하는 담론의 규칙들을 살펴보도록 하자.13)

먼저 형식논리학적으로 이해된 논증의 생산물 차원에서는 논리적-의

미론적 규칙들이 제시된다. 알렉시가 ‘논증의 기본 규칙들’로 명명한 이

규칙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Alexy, 1978aE: 188).

1.1) 어떤 화자도 스스로 모순될 수는 없다.

1.2) 술어 F를 어떤 대상 a에 적용하는 모든 화자는 모든 유관한 측면에서 a와 유사한

모든 대상에 대해 술어 F를 적용해야 한다.

1.3) 다른 화자들은 동일한 표현을 상이한 의미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칙을 어기는 화자들이 자기모순에 빠져들게 됨은 분명하다. 논증

상황에서 “지금은 비가 온다.”라는 주장과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다.”라

는 반대 주장을 한 화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우리는

이 발화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표현을 (특정

한 맥락적 고려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이 발화들은 논의에서 유의미하게 취급되지 못한다.

두 번째로, 절차적 측면에서 논증은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업적 절차

로서 이해된다. 여기에서부터 논증 참여자들은 검토 대상에 대해 잠정적

으로 가설적 자세를 취하며, 논증의 목적을 위해 논증 밖의 경험적 요인

들로부터 벗어나 타당성 주장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도덕적 내용을 지

닌 다음의 화용론적 전제들이 형성된다(Habermas, 1983: 98).

2.1) 모든 화자는 정말로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것만을 주장할 수 있다.

2.2) 논의대상이 아닌 진술이나 규범을 비판한 이들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

다.

13) 그러나 이 규칙들의 목록은 완벽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며, 또한 완벽한 목록을 만들

수도 없다. 담론에 참여한다는 것이 지닌 의미, 또는 참여자들이 직관적으로 지니고

있어야만 하는 지식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는 현재의 논의와 유관한 측면의

전제들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여 규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빠짐없이 나열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3장 1절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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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제들은 담론의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귀책능력을 지

니도록 요구한다. 형식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주장이 제시된다

고 해도, 상대방은 언제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타당성 주장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담론에서는 상대의 이의제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만약 충분한 근거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화자의 주장은 담론의 주제와 유관한 것으로 여겨지지 못한

다.

그러나 절차적 측면의 전제들은 도덕원칙을 추론해낼 만큼 충분한 도

덕적 내용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해당하는 전제들은 과정으로서

의 논증 측면에 해당하는 전제들이다. 알렉시가 ‘이성의 규칙들(the rules

of reason)’로 명명한 이 전제들을(Alexy, 1978aE: 193), 하버마스는 합리

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논증 참여자가 직관적으로 지녀야 하는 대칭적 전

제들로 이해한다. 청자로부터 합리적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논증

자체의 내적인 설득력 이외의 모든 기만이나 강제가 배제되어야 한다.

담론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진리 탐색과 정당성 추구 이외의 모든

동기를 배제한다(Habermas, 1983: 99).

3.1) 언어능력과 행위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는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3.2) a. 모든 사람은 모든 주장을 문제시할 수 있다.

b. 모든 사람은 모든 주장을 논의에 끌어들일 수 있다.

c.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세, 희망,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3.3) 어떤 화자도 1, 2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담론의 내적/외적 강제에 의해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

3.1)부터 3.3)까지의 전제들은 생산물 혹은 절차로서의 논증에서 찾을

수 없었던 매우 강한 도덕적 내용을 함축한다. 과정적 측면에서의 논증

이 갖는 이러한 도덕적 내용은 담론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에 함축되어

있다.14) 앞서 2절에서 보았듯이, 설득은 타당성 주장에 대한 좋은 근거

14) 특정 개념에 대한 부정이 자기모순으로 귀결됨을 이용하는 간접적 논증은 철학사에

서 드물지 않게 제시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순율 개념을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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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혹은 외적인 강제와 기만, 배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 행위자들은 오직 도구적-전략

적 합리성에 따라서만 행위할 것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 방법을 통해서

는 문제화된 주제의 타당성에 대한 정당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며,

따라서 행위자들의 내적-합리적인 동기부여는 실패한다. 반면 우리가 담

론적 절차에서 타당성 주장의 검토에 따른 합리적 동의를 추구할 경우,

오직 근거 자체의 내적인 힘에 의한 설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참여자들

의 논증에의 자유로운 참여, 동등한 발언 기회의 제공, 외적인 강제력과

기만의 배제라는 조건들의 실현으로 정식화된다.

하버마스는 논증의 과정적 측면의 전제들에 실질적으로 보편화 원칙

(U)가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어떤 규범을 논증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이

들은, 이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들이 이 규범에 대해 타당

성을 검토하는 담론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평등한 발언의 기회를 가지며,

오직 더 좋은 논거가 갖는 힘 이외의 모든 강제를 배제한 채 해당 규범

에 대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은 보

편화 원칙 (U)로 정식화한다.

(U):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 규범의 일반적인 준수로부터 모든 개개인의 이익 충족에

대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이 관련된 모든 이들에 의해 수용될 수

(그리고 알려져 있는 대안적인 규제가능성의 영향보다 더 선호될 수) 있어야 한

다.(Habermas, 1983: 75)

보편화 원칙 (U)는, 담론의 논증규칙들 및 실질적인 정당화를 필요로 하

에 있어, 모순율을 부정할 경우 자기모순에 빠져들게 됨을 지적한다. 또한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이 빠져드는 자기모순의 문제를 통해 코기토 명

제라는 제1원리를 산출해낸다(권경희 & 김정수, 2007: 327-330). 담론윤리학의 논증에

서 사용되는 수행적 모순 역시 이와 유사한 논증방식을 지니고 있지만, 한 가지 결정

적인 차이점이 있다. 아펠과 하버마스의 수행적 모순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

르트가 논증에서 사용한 논리적인 모순뿐만 아니라, 도덕적-화용론적 모순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분류된 생산물 차원의 논증전제들은 논리적인 규칙(ex.

-P라고 믿으면서 P라고 진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에 해당하는 반면, 과정 차원의

논증전제들은 도덕적으로 ‘약한 규범적’ 전제들(ex.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평등한 논

증 참여, 담론 외적인 강제의 배제)이다. 담론의 규정으로부터 생겨나는 이러한 전제

들이 문제없이 도입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3장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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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덕규범들, 그리고 보편화 원칙을 추상한 담론원칙 (D)와 명백히 구

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담론의 규칙들은 일정한 내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오직 담론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규칙들이다. 반면 도덕

적 담론 내에서 참여자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도덕규범은 실질적인

내용을 지닌 채 보편적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규범이다.15) 물론 이

규범의 내용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도덕이론이 미리 언급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담론원칙 (D)는 보편화 원칙을 추상한 원칙으로서,

“실천적 담론의 참여자로서 모든 관여된 이들의 동의를 얻는(혹은 얻을

수 있는) 규범들만이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Habermas, 1983: 103)라

는 문장으로 정식화된다.16)

15) 실질적인 내용을 지닌 규범이란,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도덕규범을 예로 들 수 있다.

16) 담론원칙 (D)와, 도덕원칙으로서의 보편화 원칙 (U)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세한 해

명은 사실성과 타당성(Habermas, 1992)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담론원칙은 단지

보편화 원칙의 다른 표현방식이 아니라, 행위규범을 정당화하기 위한 실천적 담론 전

반의 (즉 도덕적 담론이나 윤리적 담론 등의 특정한 담론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원

칙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담론원칙은 도덕원칙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과 같은 다

양한 규범적 원칙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Habermas, 1992K: 161-166;

Kettner, 2002: 207). 국내 문헌 중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은 동의와 당위: 하버

마스의 담론윤리학 (장춘익, 199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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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담론윤리학의 전제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 화용론적 전제들의 도입

지금까지의 논의는 하버마스가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을 도출해내는

논증과정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이었다. 이 장에서부터 전개되는 논의

는 이 논증에서 사용되는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을 수행한

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화 원칙이 도출되기 위한 전제들을 구분하고 이

를 상세히 분석한 렉의 해명이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 그에 따르면 담론

윤리학은 두 가지 근본적 전제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담론에 참여하고

자 하는 모든 이들은 담론의 화용론적인 전제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

이고, 다른 한 가지 전제는 “행위규범이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설

적으로 검토함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다.”는 것이다(Rehg, 1991: 29). 3

장에서는 먼저 렉이 제안한 첫 번째 전제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렉이

제안한 담론윤리학의 첫 번째 전제 TP1, 즉 화용론적인 전제들(DP)의

도입과 이로부터 보편화 원칙을 도출해내는 논의과정을 논증적으로 재구

성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 (U)는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로부터 도출

된다. 따라서 (U)의 도출이 지닌 타당성은 화용론적 전제들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 전제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난 규정들이 아니라

담론 구조를 반성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식화된다. 담론이론이 수행한

이 정식화에 대한 검토는, 우선 반성적인 전제들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를 해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만약 담론의 전제들이 너무 많은 실

질적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담론이론은 이 전제들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담론의 전제들을 오직 형식적으로만 규정할

경우 그만큼 전제들의 수용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

는 결론의 유용성은 떨어진다(Alexy, 1978bE: 156). 따라서 우리가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은, 과연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이 적절하게 이론화되

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뒤이어 이 검토에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제기

는, 설령 담론의 전제들이 적절하게 형성된 것일지라도, 이로부터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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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추론해내는 논증과정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제 1 절. 담론 전제의 성격에 대한 고찰

담론윤리학은 수행적 모순 개념을 통해, 담론에 참여하는 이들이 지켜

야만 하는 ‘불가피한 전제들’을 구체화한다. 이 전제들에 어떤 규칙들이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2장 2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아펠과 하버마스는

이 담론의 규칙들이 ‘의미 있는 논증의 조건’(김진, 1998: 130) 또는 ‘담론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켜야만 하는’(Habermas, 1983: 91)

전제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전제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이들이

반성적 고찰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우선 1절에서는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이 이론적으로 어떤

성격 또는 지위를 갖는지에 대해 자세히 조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

다.

(1) 직관적 지식으로서의 전제들

담론의 화용론적인 규칙들은 담론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직관에 내재되

어 있는 전제들이다. 이 전제들은 “황제펭귄은 남극에 서식한다.”와 같은

사실명제들처럼 행위자의 외적 자연으로부터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담

론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행위자들의 직관에서 반성적으로

발견될 수 있을 따름이다.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이를테면 적어

도 다음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문법적-의미론적 차원에서 언어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

해 이해한다. 형식논리학적인 의미에서 규정될 수 있는 (논증의 생산물

차원에서 해명된) 전제들을 행위자들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발화의 의미

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모순되는 주장들을 제시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예를 들어 “현미가 집에 간다.”라는 발화가 지닌 명제적 의미는 일반

적으로 현미가 집에 간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나영이 노래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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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후자의 경우, 만약 특별한 맥락적

정황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것이

다). 또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미 있게 논증하는 행위자들은 “현미는

학생이며 또한 학생이 아니다.”와 같이 의미론적 모순을 지닌 주장을 제

시하지 않는다.

둘째, 담론 참여자는 논증을 통해 다른 참여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한

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담론의 참여자들

은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타당성 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근거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주장에 유관한 내용을 지닌 것이어야 함을 안다. 또한 자신

의 주장에 대해 외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문제제기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설득이 제약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 조건들

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행위자들은 담론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 가지 더 해명되어야 하는 것은 이 규칙들에 대한 ‘직관적 이해’의

의미이다. 담론의 화용론적인 규칙들을 행위자들이 명시적으로 알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즉 행위자들은 이 지식들을 구체적인 명제적 지식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에 대한 지

식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위에 대한 지식이나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행

위에 대한 지식들이 지닌 ‘방법적 지식(know-how)’에 가깝다. 많은 사람

들은 직접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행위를 하는 데에는 능하나, 이 능

숙함은 계단 사용법에 대한 ‘명시적 지식(know-that)’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만약 한 번도 계단을 본 적이 없는 문화권의 행

위자 또는 어린아이가 계단 사용법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할 경우, 인체

공학 전공자들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계단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신체의 작동 원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저 자

신들이 계단을 직접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옆에서 손과

다리를 잡고 이끌며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언어행위자들은 언어사용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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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및 합리적인 설득의 규칙들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해방식은

방법적 지식에 가까운 것이지, 이론적-명시적인 지식은 아니다. 상대방

을 합리적으로 설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은 언어행위에 대한 이론가들이 해야 할 몫이다. 반대로 언어행위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없다고 해도 담론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들은 언어사용의 방법적인 지식만을 갖춘다고 해도

충분히 일상적인 언어행위 또는 담론에 참여하여 논증을 할 수 있다. 화

용론적 전제들이 행위자의 직관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행위자들에게

언어행위에 대한 방법적 지식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2) 재구성적(reconstructive) 지식으로서의 전제들

직관적인 전제들은 담론구조에 대한 반성적 작업을 통해 발견된다. 그러

나 이 직관은 그 자체로는 선(先)이론적(pre-theoretical)인 지식이기 때

문에, ‘담론의 규칙들’로서 작동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방법적 지식들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이론화된 형태는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로부터 보편화 원칙을 도출해내고

자 하는 담론윤리학은, 반성적으로 발견된 방법적 지식을 이론적 지식으

로 재구성(reconstruction)하는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2장 2절에서 제

시된 담론의 전제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모두 이론적으로 가공된 재구성

적 전제들이다.

이와 같은 재구성적 작업은 담론의 규칙들을 규정하는 데 있어 두 가

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직관을 사후적으로 구성해내는 작업은 언제나

‘오류일 수 있는(fallible)’ 성질의 작업이다(Habermas, 1982: 234). 담론에

참여하기 위해 행위자가 지니고 있는 직관적 지식은 결코 오류일 수 없

으나, 이를 보편적인 이론명제로 정식화하는 작업은 오류일 수 있는 것

이다.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리면, “규칙에 대한 지식을 실천할 때 우리가

갖는 확실성이, 가설적으로 일반적인 전제들을 재구성하는 제안의 진리

로 전이될 수는 없다.”(Habermas, 1983: 107) 이러한 이유에서 담론의

전제들을 구성하는 작업은 선험적 개념의 층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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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재구성된 지식들의 타당성은 항상 경험적 지식과의 합치 여

부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담론의 전제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결코 완결적일 수 없다. 행

위자들이 대화 상황 또는 담론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방법적

지식들’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 걸쳐 존재한다. 그라이스의 지적대로, 담

론 상황에서는 참여자들이 파악해야 하는 다양한 측면(사회적, 관습적,

도덕적)의 규칙들이 존재한다(Grice, 1975: 47). 따라서 재구성된 규칙들

은 완결된 목록으로서 제시되거나, 유일한 형태로 구성될 수 없다. 담론

이론은 오직 자신의 논의에 유관한 측면들에 한정하여 담론의 규칙들을

구성하는 데 만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화용론적 전제들의 재구성은 이론

가들마다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가운데 무엇이 담론 규칙들에 대

한 규정으로서 더 적합한 형태로 구성된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미리 결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결정은 재구성된 이론 체계들 서로간의 장단

점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이상적-필수적 가정으로서의 전제들

담론의 전제들은 담론 절차에 대한 논증의 규칙으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이때 ‘규칙’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대한 더욱

상세한 구분을 도입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규칙을 두 종류로 규정

하는 설의 구분을 도입할 수 있다(Searle, 1969: 33). 설이 구분하는 첫

번째 유형의 규칙은 규칙 자체에 선행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규제하는, 즉 대상 외부에서 작용하는 규제적(regulative) 규칙이다. 반면

대상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즉 대상 형식을 규정하거나 새로 창조해내

는 규칙들이 존재한다. 이 유형의 규칙들을 설은 구성적(constitutive) 규

칙으로 명명한다. 알렉시는 담론의 전제들을 구성적 규칙으로 파악한다

(Alexy, 1978bE: 160). 담론에서 이루어지는 발화행위들은 담론 규칙들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마스가 규정하는 담론의 규칙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성적

규칙으로 동일시될 수는 없다. 알렉시가 주장한 대로 화용론적인 전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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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론 형식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담론 안에서 이루

어지는 합리적인 합의의 의미는 이미 담론 참여자들의 직관에 내재되어

있다. 담론의 규칙들이 합의의 개념을 규정하기에 앞서, 이미 이 개념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행위자들은 직관적인 이해를 지니

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담론의 규칙들은 합의에 도달하는 데 있어 행위

자들에 대한 규제적 규칙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화용론적인 담론의 규

칙들을 구성적 규칙으로 간주하는 데 있어 한 가지 큰 어려움은, 이 전

제들이 항상 엄밀하게 준수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 많은 경우 논증

적 실천들은 이러한 담론의 규칙들에 근접하는 것으로 그친다

(Habermas, 1983: 101). 따라서 담론의 규칙들은 오직 약한 의미에서만

구성적 규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의 규칙들은 논증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전제되

어야 하는 이상적 가정들로서의 규칙이다. 대부분의 담론에서 담론의 규

범적 전제들은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전제들이 충분한 정도

로 충족되지 못한다면 합리적 담론은 작동할 수 없다(Habermas, 1992K:

45). 담론 참여자들은 현실적인 담론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

게 외적인 강제를 사용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통해 상대를 기만할 수도

있다. 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상대가 요구하는 만큼의 충분

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그러나 만약 담론 참여자

들이 담론의 화용론적 규칙들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면, 담론 참여자들

사이의 타당성 주장에 대한 검토와 합리적 합의의 산출은 전혀 이루어지

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아펠의 주장대로 현실적인 담론은 언제

나 이상적인 소통 상황 또는 “이상적인 소통 공동체”(Apel, 1973: 429)를

전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비판의 기준으로서의 전제들

앞서 언급된 것처럼, 현실적 담론 상황에서는 화용론적 전제들이 완전무

결하게 지켜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다만 ‘충분한’ 정도로만 실현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규칙들이 어느 정도로 지켜질 때 충분/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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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지는, 담론이론이 미리 규정 가능한 내용이 아니다. 그렇다면 담

론의 전제들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합리적 동

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서 담론을 규정함에 있어, 담론의 참여자들이

얼마나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담론 규칙들이 해명

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담론윤리학은 순전한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동의나 합의마저도 담론적인 정당화로 간주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담론윤리학의 답변은, 담론의 화용론적인 전제들은 담론에

서 달성된 합의의 합리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론상황의 조건들을 통해, 강제되거나 기만을 통해 이루어진 합

의를 이성적인 합의와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Habermas, 1972: 180). 즉

합의 과정에서 담론의 전제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담론의

결과물로서의 합의는 그만큼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현

실적-경험적인 담론 상황에서 행위자들은 언제나 이상적인 가정들을 완

전히 충족시키기보다는 근접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의

요구로부터 동떨어진 만큼 이 합의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비판받는다. 때

문에 현실적인 담론의 참여자들은 항상 타당성 주장의 내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

다.

제 2 절. 화용론적 전제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들

위에 제시된 전제들의 특성은 (1)과 (2), (3)과 (4)가 각각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다. 담론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은 이론적으로

재구성된다. 또한 담론의 화용론적 규칙들은 행위자들이 지켜야 하는 이

상적인 조건들로서 제시되며, 이 조건들은 동시에 담론에서 이루어진 합

의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담론의 전제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된

다. 첫 번째 지적은, 전제를 구축하는 재구성적인 작업과 담론윤리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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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화 원칙 도출 논증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담론의 이

상적 조건들(이자 비판의 기준들)로서의 담론의 규칙들은 현실의 담론에

서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이루어진다. 2절에서는 이 비판들을 자

세히 살펴본 후, 이에 대해 하버마스가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고찰한다.

(1) 재구성적 전제와 보편화 원칙 논증 간의 충돌

2장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담론윤리학은 구문론적-의미론적인 연역적

논증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버마스는 언어행위의 화용론적 전제들로부터

보편화 원칙을 추론하는 논증전략을 사용한다. 수행적 모순을 통해 담론

이론은 담론 참여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화용론적 전제들을 구성해낸다.

이 전제들의 내용으로부터 보편화 원칙이 정식화된다. 담론윤리학은, 담

론 안에서의 언어행위가 지니는 전제들을 논증의 근본적 토대로 삼는다

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정초적 논증구조를 간직한다.

그런데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이 과연 이러한 논증의 토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는 담론의 전제들이 갖는 재구성적 특

성에서 기인한다. 앞서 3장 1절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재구성된 지식들

은 이론적 정식화에 있어 두 가지 한계를 갖는다. 1) 담론의 전제들은

오류일 수 있는 지식들로서,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또

한 이 전제들은 2) 결코 완결된 목록으로서 제시될 수 없다. 담론의 참

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다양한 문법적, 관습적, 사회적, 도덕적 규칙들을

모두 정식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전제들을 논증적 정당화의 토대로 삼는 데에는 문제가 생겨

난다. 담론의 전제들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토대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검증을 필요로 하는 불확실한 지식이다. 따라서 화용론적인 규칙들로부

터 직접 보편화 원칙의 내용을 직접 추론해내는 논증과정도 그 타당성을

의심받게 된다. 더욱이 담론이론이 정립할 수 있는 전제들의 목록은 이

론에 유관한 몇몇 전제들에 한정되는 이상, 이 전제들로부터 도출된 보

편화 원칙은 수정가능성을 지닌다. 만약 담론의 작동에 있어 중요한 다

른 전제들을 추가로 정식화할 수 있다면 보편화 원칙의 내용은 다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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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구성될 것이다. 이처럼 담론의 전제들이 지닌 수정가능성으로 말미

암아, 도덕원칙을 화용론적 전제들로부터 추론해내는 것은 결코 확고한

논증전략이 되지 못한다.

이 점에서 하버마스는 윤리학의 ‘최종정초’를 시도하는 아펠과 유사한

실수를 저지른다. 아펠은 도덕적 담론에서의 화용론적 전제들을 거부 불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윤리학의 정초에 있어 최종적인 전제로

간주한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최종정초 개념을 이론적으로 거부하고 있

지만(Habermas, 1983: 106), 담론의 규칙들이 거부 불가능한 것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아펠과 크게 다르지 않다(Habermas, 1983: 105).

이 시도는 담론의 전제들이 오류가능한 형태로서만 정식화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담론의 참여자들이 지닌 직관적 내용들이 오류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직관적 지식(또는 ‘방법적 지식’)이 이론적으로

재구성된 형태마저 의심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하버마스의 담

론윤리학이 선험적 논증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사실이다. 하버마스는 담

론이론이 경험적인 근거들에 앞서 선험적으로 담론의 규칙들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그는 다른 학문에서의 경험적 자료들과 연

결되어 있는 재구성적 과학으로서 자신의 윤리학을 규정하고자 한다

(Habermas, 1983: 107-108).17) 담론윤리학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을 통

해, 보편화 원칙의 도출 논증 역시 재구성적인 작업으로 간주되어야 한

다. 정식화된 담론 전제들은 오직 잠정적인 타당성만을 지닐 수 있으며,

또한 이로부터 도출된 보편화 원칙 (U)는 선험철학적인 의미의 객관성

을 향유할 수 없다. 보편화 원칙 (U)는 이론적인 수정가능성을 받아들인

17) 이 점에서 하버마스는 ‘강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아펠의 주장과 거리를 둔다. 아펠은

담론의 선험적 전제들이 결코 의심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주장하며 이 담론규칙들

의 정립을 ‘윤리학의 최종정초(Letztbegründung)’로 명명한다. 그러나 하버마스가 보

기에 담론 참여자들이 전제해야만 하는 직관이 오류일 수 없음을 보일 수는 있어도,

이를 이론적으로 재구성한 규칙들은 오류가능한 명제들이기에 절대적인 지식의 토대

로 간주될 수 없다. 정식화된 담론의 규칙들은 항상 내용적인 수정의 여지를 갖기에,

아펠이 주장하듯이 이를 회의하거나 의심하는 행위자들이 곧바로 수행적 모순으로 빠

지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하버마스는 자신의 이론적 작업을 ‘선험화용론’으

로 명명하는 대신, ‘보편화용론’ 내지는 ‘형식화용론’으로 명명한다(Habermas, 1976E: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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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담론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든 직관적 지식들을 이론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비판 역시 우리의 논의에서 큰 관건이 되지 못한다. 보편

화 원칙이 도출되기 위해 담론의 모든 화용론적 전제들이 완결된 목록으

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몇몇의 유관한 전제들만으로도 이 작

업은 이루어질 수 있다. 담론윤리학이 재구성적인 이론으로서의 틀을 갖

는 이상, 이론적인 수정가능성은 담론이론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이 아니

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전제들을 정식화한 여러 담론이론들

사이에서 어떤 이론이 도덕원칙을 추론하기 위해 가장 정합적이고 핵심

적인 논증을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이론적 경쟁을 통해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은 경쟁적 이론들 가운데 갖는 우위를 설명하

거나 혹은 더 정합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담론윤리학의 지위 규정에 의해 보편화 원칙의 논증이

지닌 객관성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가? 하버마스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오류가능한 재구성적 작업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또한 보편화 원칙의 도출 논증에 내재된 근본 직관은 모든 담론 절차에

있어 필연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담론의 전제들이 다

양한 방식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버마스가 ‘이상적 담화상

황의 조건들’ 또는 ‘화용론적인 논의규칙의 형식’으로 제안한 전제들의

내용까지 거부하거나 회의할 수는 없다. 이 조건들은 담론들이 언제나

필수적으로 전제해야 하는 규칙들을 내용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

한 재구성적 생산물이나 경험적 현상의 성격을 넘어서 있다(Habermas,

1972: 180). 때문에 담론의 전제들이 재구성적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제들의 내용마저도 거짓으로 의심할 수는 없다(Heath,

2001: 291).

이러한 전제들의 거부불가능성을 보이는 논증방식은, 담론이론의 정당

화 논증에 대한 알렉시의 분류 가운데 보편화용론적(universal

pragmatic) 정당화 방식에 속한다(Alexy, 1978bE: 160-161).18) 이 논증방

18) 알렉시에 따르면, 담론의 전제들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네 가지, 즉 기술적

(technical) - 경험적 (empirical) - 정의적 (definitional) - 보편화용론적 (universal



- 35 -

식은 담론이 작동하기 위해 선결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전제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정확히 어떤 규범이 화용론적 정당

화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용

론적인 정당화 방식을 통해 담론에서의 언어행위가 필수적으로 가정해야

하는 내용이 전제들로서 제시될 수 있음은 부정되지 않는다. 이 내용들

을 전제로서 고수할 수 있는 한, 담론윤리학의 객관성은 위협받지 않은

채로 남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담론 전제들의 필연성에 대한 강조는, 담론윤리학이

재구성적 과학과 선험적 논증 사이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준다. 하버마스

는 자신의 담론이론을 어디까지나 재구성적인 학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도, 결국 담론이론적 논증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담론 전제

들의 선험적 성격을 강조하는 지점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이론적 자기규정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적 작업

사이의 불일치는, 정호근이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담론의 전제들의

타당성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구성적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는 듯하다(정호근, 1997: 121).

담론윤리학의 재구성적 성격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예로

는,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에서 요구하는 담론 형식이 탈관습적인 사회단

계에서 형성된 구조라는 점을 들 수 있다(Rehg, 1991: 38). 우리가 살펴

본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은, 관련된 모든 이들이 문제시된 주제에 대

해 상대방의 합리적인 동의를 획득하려고 할 때 갖는 직관들을 이론적인

지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직관이 모든 시대와 사회에서 보편

적인 것일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하버마스는 다소 열어두는 것으로

pragmatic) 정당화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술적 정당화는 담론이 특정한 목표를

지니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에 필수적인 전제들을 해명하는 방식이다. 경험적인 정

당화는 담론 안에서 항상 실제로 준수되거나 구속력을 가진 특정 전제들을 보여주고

자 한다. 정의적 정당화 방식은 담론에서 실재하거나 혹은 가능한 실천을 규정하는

규칙들의 체계를 분석-제시하는 정당화이며, 마지막으로 보편화용론적 정당화는 언어

적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조건으로서 타당성을 지닌 규칙들을 보이는 방식이

다. 네 가지 정당화는 각각의 영역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서로 중첩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유한 특징과 장-단점을 갖는다(Alexy, 1978bE: 156-16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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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타당성 주장에 대한 검토는 주장 내적인 근거의 제시를 통해서

만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는) 이와 무관한 형이상학적-종교

적 뒷받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슈네델바흐는 담론윤리

학의 합리성에 대한 직관들이 시대적 배경에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는 것

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행위자들이 지닌 합리성의 개념은 언

제나 문화-시대적 배경을 포함한 것으로서만 규정되지, 오직 선험적인

방식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Schnädelbach, 1982E:

286-287). 설령 슈네델바흐가 제안하는 합리성의 강한 문화적-역사적 특

성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담론이론이 이론적으로 정식화하는 참여자들

의 직관적 지식들이 결코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비판은 유

효한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스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대답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의사

소통적 사회발달이론에 의한 설명이다. 하버마스는 사회진화 과정을 복

잡성의 증대로 인한 사회구조의 분화 및 체계통합과 사회통합 메커니즘

의 분리 과정으로서 해명한다(Habermas, 1981K, 2권: 261). 이 과정에서

탈관습적인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생활세계의 주된 합리성의 형식으로 자

리잡는다(Habermas, 1981K, 2권: 282-290). 둘째, 하버마스는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에 의존해, 보편적인 도덕적 의식의 발달단계를 제시한다

(Habermas, 1983: 134-5). 이는 담론윤리학이 인종중심주의적 관점을 지

니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간접적인 대답을 제공한다. 보편적인 도덕적

의식의 발달단계를 재구성함으로써, 담론윤리학이 단지 특정한 사회적

공간 내부에서의 도덕의식을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진화이론 및 도덕발달이론으로부터 제시된 탈관

습적 단계의 도덕적 직관들은 오늘날 담론 참여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져

야만 하는 직관적 지식의 내용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발달이론은 어디까

지나 재구성적으로만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론적 합의과정에 필수

적인 직관적 전제들의 내용이 선험적으로 전제될 수는 없다. 이 내용들

은 가설적인 형식으로만 제안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은 담론윤리학의 전제들이 오직 제한적으로만 필연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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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버마스가 주장하듯이 담론적 절차에 참여하려

는 모든 이들이 일정한 직관적 내용들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론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물로서의 지식은 수정 가능한 지위를 갖는다.

또한 담론 참여자들이 지니고 있는 합리적 직관들 또한 초시대적-사회

적인 전제들로 간주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담론적 실천의 다양한 유형

중 우리가 이론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타당성 주장의 내적 연관만을 유

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탈관습적 단계의 담론 형식뿐이기 때문이다.

(2) 이상적 전제들의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담론의 전제들은 담론에서 항상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전

제들로서 가정된다. 이상적 담화상황에서 화자들 사이에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이나 예속이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가 대등한 대화 상대자로 인정

된다. 담론적 대화는 모든 기만을 배제한 채, 참여자들의 상호이해와 합

의를 지향한다. 그런데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이상적 담화상황은 일

상적인 대화상황 또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담론의 모습과는 괴리되어 있

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생활세계의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언어행위는 엄

격한 대칭성과 상호성의 조건 하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대부분 일상적인

대화상황은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적 불평등 속에서 일어난다. 또한 레셔

가 비판하듯이, 언어행위자들은 항상 상호이해 또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

는 것은 아니며, 노력해야 할 당위도 선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Rescher, 1993: 16-26). 의견의 불일치와 갈등은 대화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이들이 언제나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의사소통 안에서 차이의 발생은 동의의 산출과 함께 언어행위에 있어 본

질을 이루며, 합의가 지닌 특성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생산성을

지니고 있다(정호근, 1995: 405; 1996b: 72).

일상적인 대화상황과 (담론의 전제들이 요구하는) 이상화된 담화 사이

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커다란 괴리는 월저와 룩스, 슈네델바흐 등의 비

판가들로부터 담론의 이상적 전제들이 너무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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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된다. 월저는 하버마스가 제안하는 이상적인 대화란 오직 비사회

적(asocial) 공간에서만 존재한다고 비판한다(Walzer, 1990: 185). 대화가

발생하는 사회적 공간은 물론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화자들조차 고

도로 이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어디에서도 이상적 담화상황에 완벽

하게 대응되는 담론은 발견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상

적으로 가정된 전제들에 근접한 담론들뿐이다. 룩스도 유사한 문제제기

를 제기한다.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맥락에 매여 있는 현실의 행위자들과,

합의에 도달될 수 있을 만큼 이상적인 합리적 행위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Lukes, 1982: 141). 슈네델바흐는 이 문제제

기를 언어라는 매체 자체의 특징으로부터 정식화한다. 언어행위는 이미

‘경험적으로 오염’된 매체이기 때문에, 이를 합리성의 토대로 구축하려는

담론윤리학의 시도는 성공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Schnädelbach, 1982E:

281).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담론의 이상적 가정들은 담론의

참여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도덕적 요청이 아닌가? 담론윤리학이 제

시하는 담론적 절차는 현실의 행위자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다양한 언어

행위들 가운데 일부에만 해당하는 이상화를 요구함으로써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Bubner, 1982: 52) 만약 일상적 언어행위와 너무

동떨어진 도덕적 내용들이 담론의 전제들로 도입된다면, 이는 정당화되

어야 할 도덕적 내용을 전제로 가정하는 순환논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Benhabib, 1992: 29; 정호근, 1997: 125).

하버마스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들이 ‘이상화’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한다. 담론이론의 이상화는, 월저와 룩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의 행위자들을 ‘피와 살이 없는’ 지성적 존재로 이전시킬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담론상황의 이상화가 담론에서 다루어지게 될 대상(내용)

까지 규제하게 될 경우 담론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상실한

다(Habermas, 1982: 255). 때문에 이상적인 담론의 전제들은 오직 담론

의 형식만을 규제한다. 이때 이 형식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요청되는 인

위적 구성물이 아니라 도덕적 담론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직관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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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물론 위의 비판들이 옳게 지적한 대로, 모든 언어행위들이 담론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엄밀한 대칭성-상호성의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는

다(Habermas, 1999K: 161-162). 많은 의사소통 형식들은 독백적이거나

약한 의미에서만 상호이해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도덕적인 규범에 의

거한 언어행위가 사용되는 구조를 반성해 본다면, 담론의 전제들은 결코

행위자들에게 과도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규범을 정당한 사회

적 조정의 매개로서 이해할 때, 해당 규범이 설득력 있는 내적 근거들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담론적 절차는 필수적이

다. 관련된 이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규범은 합리적인 행위조정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행위자들이 담론 내에서 규범에 의거한 갈등

의 해결을 추구할 경우, 차이의 산출보다는 합의를 지향하는 것은 필연

적이다. 그리고 행위자들 사이의 합리적인 동의 및 내적인 동기부여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담론의 이상적인 전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 하버마스의 담론과 합리성 개념은 그의 의사소통적 행위 개념

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행위자는 타인에게 결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목표로 행위하거나(도구적-전략적 행위), 합리적 상호이해와 동의를

목표로 언어행위를 할 수도 있다(의사소통적 행위). 합리적으로 행위자

들은 언제나 수신자들로부터 언어행위의 타당성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받는다. 만약 타당성 주장의 근거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유관한 내용들에 대해 논의하는 담론 영

역에 들어온다.

그런데 담론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권력관계나 정보의

왜곡이 내재되어 있다면, 산출된 동의가 지닌 합리성은 그만큼 방해받는

다. 일상적 대화와 이상적인 담론 절차 간의 간극을 지적하는 월저와 슈

네델바흐의 지적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언어행위

들은 수많은 권력적 불평등이나 왜곡된 정보들 안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 사실들이 반드시 이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Warnke,

1990: 201). 행위자들 사이의 합리적인 동의가 관건이 될 때, 일상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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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들에 내재된 합리성의 장벽들은 최대한 제거되어야 한다. 논의에서 합

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직관을 지니고 있다. 이 직

관은 ‘이상적 담화상황’의 조건들, 또는 화용론적인 담론의 전제들로 제

시된다. 담론 내에서 수신자에게 합리적인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어떠한 외적 강제도 배제된, 오직 좋은 근거의 힘에 의해서만 동의

가 획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출발점으로부터, 담론은 참여자들에 대한

a) 담론에의 자유로운 참여, b) 담론 내에서의 공평한 발언의 기회, c)

설득에 있어 (좋은 근거의 힘을 제외한) 모든 내/외적 강제의 배제라는

규범적 전제들을 지닌 공간으로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담론 전제들의 설정이 순환논증이라는 비판은, 합리적 담론에

내재된 ‘약한’ 도덕적 규칙들을 반성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다. 의사소통적으로 행위하는 담론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강한 상호

성과 대칭성의 요구가 존재한다. 이는 (목적합리성의 차원과 구분되는)

합리적 행위자들이 담론 안에서 지니는 ‘선험적 강제’이다(Habermas,

1991a: 132). 그러나 이상화된 전제들은 오직 담론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이 전제들이 담론 밖의 일상적 언어행위

에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될 경우, 담론윤리학은 순환논증 또는 독

단적 논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현실적-경험적인 담론들에서 이 전제들이 완전하게 충족되기 어렵다

는 것은 자명하다. 어떤 사안에 대해 관련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참여

하거나, 공평한 발언기회를 갖는 담론적 상황은 시간-공간적 제약을 비

롯한 다양한 현실적 한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힘들다.19) 때문에 합리

적인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때로는 담론들은 현실적인 제약들을 메울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Habermas, 1983: 102). 학

술 세미나, 청문회, 입법 심사, 재판 절차 등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뒷

받침 역시 시공간적 제약 및 예산의 불충분 등의 한계로부터 완전히 자

19) 현실적으로 합의가 제약된 범위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담론이론은

곧바로 한 가지 비판에 직면한다. 담론의 결과물로서 산출된 합의는 어디까지나 일부

참여자들만의 제한적인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담론적 절차는 충

분한 보편적 관점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가? 이 비판 및 이에 대해 가능한 대

답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3장 3절 및 4장 2절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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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담론의 이상적 전제들이 현실적인 범

위 내에서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일상적인 대화들이 지닌

불평등과 왜곡을 제거하고 합리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 장치들은 담론 참여자들 사이의 협동적인 타당성 검

토절차가 지니고 있는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Habermas,

1991a: 162).

제 3 절. 보편화 원칙과 범주 혼동의 오류 (1):

합리성과 도덕성

(1) 일팅과 벨머의 비판 및 하버마스의 대답

3장 2절에 제시된 두 가지 비판들에 대한 하버마스의 대답이 지닌 핵심

은 다음과 같다. 즉 우리가 합리적인 논증에 참여하고자 할 때 언제나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한 의미의) 도덕적 규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대답이 지니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담론의 전제들은 재구성적 과정을 거쳐 제시되기에 항상 수정가

능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담론 안에서의 합리적 규칙들을 도덕원칙의

도출 전제들로 사용하고자 하는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 도출 논증

역시 오류일 수 있는 형태로만 제시된다. 담론윤리학은 어디까지나 재구

성적 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보편화 원칙의 도출 논증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논증이 지닌 구체적인 난점은 화용론적 전제들로부터 보편화 원칙을 도

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3절에서 필자는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로부터 담론윤리학의

도덕원칙 (U)를 추론해내더라도, (U)에 의해 도덕적 타당성을 규정할 수

는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비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담론윤리학의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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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원칙이 도덕규범의 타당성을 규정함에 있어, 불편부당성(impartiality)

이라는 내용적 규정은 구체적인 정당화 없이 도덕적 타당성과 동일시되

고 있다. 담론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화용론적인 전제들은, 담론 참여자들

중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관점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한다. 이

는 어디까지나 담론 내의 ‘합리성의 규칙’으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

에서 도덕규범의 정당성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는 합리성과 도덕성 사이의

경계를 자의적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 비판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일팅과 벨머의 지적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일팅은 담론윤리학의 논증에서 합리성의 규칙과 도덕성의 규범이 혼동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담론의 전제들은 합리적인 언어사용의 규칙으로

서 작동한다. 이 규칙들은 담론의 목적을 위해 전제되는 “가언적 명령

(hypothetical imperatives)”에 불과하다(Ilting, 1982E: 235). 반면 보편적

인 도덕규범은 이러한 가언적-수단적인 의미에서 규정될 수 없으며, 오

직 그 행위 자체의 타당성을 지닌 정언적인 규범으로서 정당화되어야 한

다. 따라서 담론의 전제들을 보편적인 도덕원칙의 근거로 삼는 것은, 수

단적 합리성을 도덕성과 혼동한 결과이다. 담론의 규칙들을 어긴 행위자

들은 ‘비합리적’으로 행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비합리적

인 행위가 비도덕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마치 운전 중에 자동차의 페달

을 잘못 밟은 것이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조리하

다. 일팅은 이와 같은 범주 혼동의 문제를 “지성주의적 오류

(intellectualistic fallacy)”라고 명명한다(Ilting, 1982E: 220).

일팅과 유사한 비판을 제기하는 벨머는 담론의 전제들을 “합리성의 책

무들(obligations to rationality)”로 이해한다. 담론에 진지하게 참여한다

는 것은, 타당성 주장을 다룸에 있어 유관한 내용들이 논의근거로 다루

어지는 것을 자의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담론에

내재된 합리성의 책무들, 혹은 합리적 규칙들은 논증의 주제와 관련된

언어행위들을 합리적으로 다룰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벨머에 따르면 이

규칙들을 도덕원칙의 근거로 곧바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왜냐하

면 합리성과 도덕성은 비록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쉽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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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Wellmer, 1986E: 185). 합리성은 참여자들이

누구인지에 무관하게 이를 제시하는 논증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 반

면, 도덕성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논증을 제시하는 주체인 인격에 관련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담론의 합리적 전제들의 내용으로부터 도덕원칙

(U)가 도출되는 것은, 지식을 다루기 위한 인간 이성의 사용방식으로서

의 합리성과, 인격에 대한 대우를 규정하는 도덕성의 경계를 깨뜨리고

있다.

보편화 원칙의 도출 논증에서 합리성과 도덕성의 범주 혼동이 생기고

있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담론윤리학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 (U)는 실천적 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규정하는 논증규칙이다. 실질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도덕규범들과 달

리, 이 논증규칙으로부터는 도덕성에 대한 어떠한 내용적 규정도 미리

내려지고 있지 않다(Habermas, 1983: 104). 이 규칙이 규정하는 바는 도

덕규범들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형식적-합리적 조건일 뿐이다.

따라서 담론윤리학이 합리성과 도덕성의 범주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은

부당한 지적이다. 앞서 2장 2절에서 해명한 것과 같이, 담론윤리학은 약

한 규범적 성격을 지닌 담론의 전제들을 의무론적인 내용을 지닌 도덕규

범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일팅과 벨머의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서 충분하지 않

다. 보편화 원칙이 비록 어떤 내용적 규정도 지니고 있지 않은 형식적인

논증규칙에 그치더라도, 이는 여전히 도덕원칙으로서 강한 규범적 내용

들을 포함하고 있다. 담론윤리학은 보편화 원칙 (U)에 의한 일반화를 통

과할 수 있는 규범만을 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도덕규범의 정당성 여

부를 검증하는 도덕원칙으로서의 보편화 원칙은 사실적인 논증규칙과 달

리 이미 도덕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원칙이다. 따라서 보편화 원칙 안

에서 합리성과 도덕성의 연관은, 위의 대답에서 시도된 것과는 달리 쉽

게 부정될 수 없다.

담론윤리학의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는 두 번째 답변은, 오직 목적합

리적인 의미에서만 담론의 전제들이 규정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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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절에서 우리는 담론의 규칙들이 다양한 층위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즉 어떠한 도덕적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구문론적-의미론적 층위의 담

론 전제들에서부터, 강한 도덕적 내용을 지니고 있는 화용론적 전제들까

지 구분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일팅이 논증의 합리적 전제들로 간주하는

것은 오직 생산물로서의 논증 전제들, 즉 문법적-의미론적인 전제들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덕적인 내용을 포함한 전제들 역시 담론에 필

수적인 가정들로서 제시되는 한, 담론의 전제들에 내재되어 있는 합리성

과 도덕성의 연관을 그 자체로 문제삼을 수는 없다.20) 3장 2절의 두 번

째 비판에 대한 답변에서 보았듯이, 보편화 원칙의 추론 근거가 되는 담

론의 화용론적 전제들에서 도덕성과 합리성의 영역은 중첩되어 있다. 따

라서 일팅이 주장하듯 이 전제들을 오직 수단적인 의미의 합리성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담론의 전제들이 요구하는 담론 참여자들의 보편적 관점에서, 벨머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합리성과 도덕성의 영역을 서로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담론의 전제들이 지닌 의무가 ‘논증에 무관하게 인격과 관

련된 것’(Wellmer, 1986E: 185)으로 간주되는 것은, 논증과정에서 행위자

들이 개별 인격의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배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인격에 상관없이’ 논증의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합리성의 영역은, 논증

을 제시하는 주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원리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제공한다(Habermas, 1991a: 134). 이처럼 담론 참여자들의 보편적 관점

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합리성과 도덕성의 영역은 잠정적으로 중첩된 것

으로 파악될 수 있다.

20) 일팅은 담론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자동차 페달을 잘못 밟는 것과 유사한 목적합리

적 차원의 비합리적 행위로 규정하지만(Ilting, 1982E: 234), 이 예는 언어적 규칙들

차원의 담론 규칙에만 해당한다. 반면 이 비유를 담론의 도덕적인 규칙들에 적용할

경우, 운전 중 함부로 남의 차선에 끼어들거나 혹은 남의 차를 들이받아서는 안 된다

는 규칙이 대응될 것이다. 이 규칙을 어기는 것은 남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함으로써 운전 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규칙들은 운전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합리적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운전

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동등한 고려라는 측면에서 도덕적인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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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편부당성과 도덕적 정당성의 간극 문제

위의 답변은 합리성과 도덕성의 범주 혼동의 오류라는 혐의로부터 벗어

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하버마스는 이 대답을 제공함에 있어 한

가지 문제적인 핵심 규정을 은연중에 별다른 고찰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이란, 도덕규범의 정당성을 담론 내에서의 불편부당성

의 관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21) 이를 통해 담론윤리학은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의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행위할 수 있

는 행위자들의 범위와 일치시킨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문제적인 규정이

다.

하버마스가 설정한 이상적 담화상황, 내지는 담론의 전제들은 담론의

참여자들 사이의 대칭성과 상호성을 요구한다. 이 이상적인 규범적 가정

들은 담론적 합의 과정에서 참여자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쳐 있지

않은 공정한, 혹은 불편부당한(impartial) 관점을 형성하는 조건이 된다.

렉에 따르면, 담론윤리학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직관은 도덕규범이 참여

자들 사이의 일반적인(즉 불편부당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통해서

만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에 있다(Rehg, 1994: 57). 규범적 내용을 지닌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로부터 도출된 보편화 원칙 (U)는 담론 참여자

들의 공정한 관점을 형성하는 논증규칙으로서 작동한다. 참여자들 사이

의 일반화된 관점으로부터 결정된 도덕규범만이 타당하다고 간주됨으로

써, 담론 참여자들 사이의 불편부당성과 도덕적 정당성은 불가분의 관계

로 파악된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담론의 전제들에 의해 형성된 불편부당성을 도덕적

정당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다가,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이를 다시

철회한다. 하버마스에게서 도덕적 관점이란, “모든 이들에 대한 동등한

존중” 및 “모든 이들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의미한다

(Habermas, 1992K: 149).22) 이 조건들은 모두 불편부당한 관점을 필요로

21) 렉도 하버마스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타당성의 개념을 공정성에 성급하게 동일시하고

있다(Rehg, 1994: 57).

22) ‘모든 이들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라는 문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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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도덕적 관점은 모든 참여자들 사이의 불편부당한 관점을

포함한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불편부당성의 개념에 이와 같은 도덕성의

요구를 직접 포함시켰다가(Habermas, 1983: 75), 이후 이와 같은 규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편부당성은 규범에 대한 탈관습적인 정당화

에 있어 오직 필요조건으로 제기된다(Habermas, 1992K: 161).

불편부당한 관점을 도덕적 관점과 동일시하는 것은 성공할 가망성이

없는 시도이다.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 그 중에서도 하버마스가 도덕원

칙을 도출해냈던 ‘도덕적 전제들’은, 담론에의 자유로운 참여가능성 및

담론 내에서의 동등한 발언의 기회, 그리고 담론 내부에서의 외적 강제

를 배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같은 이상적 가정들은 도

덕규범이 지닌 도덕적 타당성과는 다음의 차이점을 갖는다. 도덕적 정당

성이 요구하는 ‘동등한 존중 및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는 규범에 관련

된 모든 인격에 적용된다. 반면 담론에서의 이상화된 가정들은 담론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이들, 즉 합리적인 언어행위자들의 이

익주장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요구한다. 각각의 요구에 해당하는 집단의

외연은 동일하지 않다. 후자에 해당하는 집단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

서 충분한 생활세계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진 사회적 구성원들이다

(Habermas, 1981K, 2권: 228-229).23) 반면 도덕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인간의 범위는 문화적-사회적 경계를 모두 뛰어넘는다. 탄생

한 신생아(넓게는 임신 초기의 생명)에서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범위에

이르는 모든 인간들은 도덕규범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담론 안에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다루고자 한다.

23) 문화적 재생산은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세계와 새로운 상황들을 연결한다. 이

를 통해 행위자들은 행위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획득한다. 사회통합은 사회

적 공간의 차원에서 기존 세계를 상황들과 연결함으로써, 정당한 질서에 따른 행위조

정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화를 통해 역사적 시간의 차원에서 기존 세계와

상황들이 연결된다. 이로써 사회구성원들은 일반적인 행위능력 및 생활양식을 습득한

다(Habermas, 1981K, 2권: 228-229). 이처럼 생활세계의 합리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합리적 행위능력 또한 다양한 차원과 정도에 걸

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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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부당한 관점과 도덕적 관점 사이의 이와 같은 차이는, 담론의 참

여자를 규정하는 전제에서 기인한다. 담론의 전제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

한 귀책능력 및 언어행위능력을 갖춘 누구나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으로 가정한다(Habermas, 1983: 98-99). 따라서 담론이론은 모든 사람들

을 곧바로 동등하게 고려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충분한 정도로’

언어능력과 행위능력을 지닌 주체에 대해 담론 내부에서의 동등한 고려

가 요구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요구마저도 불분명한 채로 머문다.

머피가 옳게 지적한 대로, 담론에 참여할 만큼의 귀책능력 및 언어행위

능력이 어느 정도일 때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

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Murphy Ⅲ, 1994: 1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론에서 형성된 불편부당성이 보편적인 존중과 이

익의 고려를 요구하는 도덕적 관점을 갖는 것처럼 상정되는 것은, 일정

한 언어-행위능력이 있는 인간을 보편적 인간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상

정하는 관점이 담론윤리학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

점은, 로티의 비판을 인용하면, 형이상학적인 ‘보편적인 인간 본성’을 전

제할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Rorty, 1989: 189). 만약 이와

같은 인간관이 형이상학적 전제 없이 해명된다고 해도, 순환논증의 오류

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보편적인 범위의 인간을 담론의 참여자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담론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불편부당성은 오직 제한적

인 의미에서만 도덕적 관점을 형성하거나, 심지어 보편적인 도덕적 정당

성의 개념과 충돌한다(김정주, 2004: 259).

이 지점에서 담론윤리학은 합리성과 도덕성 사이의 결정적인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론의 전제들은 참여자들의 관점이 불편

부당하게 개입될 수 있는 제약들을 마련한다. 이 전제로부터 도출된 보

편화 원칙은, 불편부당한 관점에서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도덕규범만

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담론의 전제들의

내용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은, 담론적 합의의 결과물이 합리적 행

위자들 사이의 불편부당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도덕적 정당성은 불편부당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반대로 불



- 48 -

편부당한 관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도덕적 정당화를 충

족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케트너에 따르면, 불편부당한 관점은 문제

화된 규범이 담론에 참여한 당사자들로부터 일반적으로 동의/수용/의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관점으로서 도덕성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Kettner, 2002: 209).

물론 탈관습적 단계에서의 도덕규범이 의사소통적인 합의를 정당성의

근거로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Habermas, 1981K, 2권: 283;

1992K: 160). 전통적인 의미의 관습적인 도덕규범은 더 이상 무반성적인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근대적 행위규범들은 사회적 조정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정당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성적 관점

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자율적인 도덕규범만이 오늘날 도덕성의 기원으

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불편부당한 관점에서 규범이 정당화된다고

해도, 이 관점이 곧 도덕적인 관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담론의 전제들

로부터 도덕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은 별도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작업

이다. 담론윤리학은 담론의 전제들이 지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불편부

당성을 넘어, 도덕적인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못

할 경우 불편부당성으로서의 합리성과 규범적 타당성으로서의 도덕성을

혼동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앞서 벨머와 일팅의 비판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하버마스가 화용론

적 전제들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내용을 보편화 원칙의 규범적 근거로

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담론의 도덕적 내용은 오직 불편부당성의 차

원에서의 규범성이며, 이를 도덕규범의 정당성 근거로 삼는 것은 한 단

계 더 나아간 시도이다. 그런데 담론에서 형성된 불편부당한 관점으로부

터 어떻게 도덕적 타당성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담론윤리학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은, 도덕규범의 정당성

을 합리적 관점에서 형성된 불편부당성의 개념으로부터 도출해내고자 한

다. 그러나 불편부당성의 관점은 도덕성에 대해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

에 이 도출은 불가능한 시도로 판명된다.

이 오류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담론윤리학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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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보편화 원칙의 제시가 도덕적 정당화에 있

어 대단히 약한 주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이 ‘약한’

주장은 도덕원칙 (U)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이 원칙

을 만족하는 규범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덕적

인 정당화는 최소한 이 원칙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해

명하는 것만으로도 담론윤리학이 갖는 도덕이론적인 의의가 사소한 것은

아니다. 도덕규범이 담론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의 의미 및 도덕적 정당

화의 필요조건으로서 한 가지 규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담론윤리학은

생활세계에서 도덕규범에 따른 행위조정을 행위자들이 의지할 때, 문제

시된 도덕규범이 합리적 행위자들에 의해 검토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한다. 타당성 주장의 검토가 임의적인 절차가 아닌, 합리적인 담론

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담

론윤리학은 인지주의적 윤리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처럼 도

덕원칙의 의미를 축소시켜 이해할 때, 담론윤리학은 보편화 원칙 (U)를

도덕적 담론의 “논증규칙”으로서 파악하는 것(Habermas, 1983: 73)을 포

기해야 한다는 대가를 치른다. 도덕적 정당성의 필요조건으로 이해될 때,

도덕원칙은 도덕적 정당성에 있어 최소한의 제약을 가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수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남은 한 가지 선택지는, 불편부당성

의 이념을 도덕적 타당성과 일치시킬 수 있는 설명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담론윤리학은 아직 이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가능한 대답과 반론: 대의적 담론절차의 가능성

앞서의 비판에 대해 하버마스는 어떤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 비판

의 핵심은 도덕적 정당성이 요구하는 관점의 범위가, 담론적인 불편부당

성의 범위와 같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렇다면 담론에서 의도치 않게 배

제된 이들을 담론 안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비판에 대

한 대답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한 한 가지 해결책은, 대의적(representative) 절차를 통한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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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부당성의 형성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불편부당성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참여한 담론으로부터 형성된다. 그러나 불편부당성의 의미를 당

사자들에 의한 직접적인 담론 참여만이 아니라 대의적인 의사 표명에 의

해서도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보자. 이때 타인의 의사를 대표하

는 대리인은 대표되는 이들의 관점과 동일한 관점을 갖거나, 혹은 이에

가장 근접한 입장을 표명하는 이들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합리적 언어행위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혹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간주되

는 행위자들(이를테면 아이들과 환자들, 장애인 등)은 자신의 관점을 대

변할 보호자 및 대리인을 통해 담론 안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해된다. 모든 인격들의 동의가 대의적 절차를 거쳐 획득됨으로써, (수정

된 의미의) 불편부당한 관점에서 형성된 합의는 보편적인 도덕적 타당성

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대의적으로 이루어진 합의 절차는 완전히 불편부당한 관점을 획

득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대표하는 행위자와 대표된 이들 사이

의 의사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다만 우리는 가장 유사한 입장을 지닌

(혹은 지닐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담론 참여의 대리인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의적 절차에서는 관점의 왜곡가능성을 항상 배제

할 수 없다. 담론에 간접적으로만 참여하는 이들의 입장은 불완전하게

반영된다. 따라서 대의적인 담론 절차에서 형성된 합의는 약한 의미의

불편부당성만을 보장한다. 그만큼 도덕적인 정당화의 의미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의적인 담론적 절차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범주 혼동의

비판에 대해 결정적인 대답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서 대의적인 합의 절

차가 지닌 의사의 왜곡가능성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오히려 핵심적

인 문제는, 왜 합리적인 담론 참여자들이 담론 밖의 행위자들까지 고려

해야만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고려는 담론의 전제들을 통해 형식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 담론이론은 직접적으로 ‘일반적인’ 언어행위 능력을 지

닌 행위자 너머를 담론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 요구는 담론이

작동하기 위한 이상적 전제들의 범위를 넘어서 있다. 때문에 담론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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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자들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순환논증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담론의 전제들은 어디까지나 합리적 담론의 형성조건으

로만 작동한다. 반면 담론 밖의 인격들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것은 담론

에 참여한 이들에 의해 내용적인 규범으로만 고려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불편부당성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도입되는 대의적 절차는 임

의로 도입될 수 없으며,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도덕규범의 구체

적인 내용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담론의 참여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담

론윤리학은 이 정당화 과정을 이론적으로 미리 제시할 수 없다.

모든 이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도덕적인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 담론에

참여하기 힘든 이들마저도 대리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반영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합의에 의해 형성된 관점이 결코 도덕성과 일치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합리적 행위자들에 의해 형성된 불편부

당성만으로는 도덕적 관점을 충분히 형성할 수 없다. 하버마스 자신에

의해 규정된 도덕적 정당성의 이념은 담론으로부터 형성되는 일반적 관

점보다 더 강한 요구를 갖는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첫 번째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에서는 한 가지 결정적인 오류가 발견된다.

도덕규범의 정당성은 합리적인 담론 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규범적

합의로부터 곧바로 추론될 수 없다. 이 추론의 연결고리로서 도입된 논

증규칙인 보편화 원칙 (U)는 담론 참여자들 사이의 불편부당한 관점만

을 형성할 수 있을 뿐, 규범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일반화된 관점을 형

성하지는 못한다. 담론윤리학의 도덕원칙은 도덕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필요조건만을 규정하지, 충분조건을 규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화 원칙 (U)를 만족하는 규범이 도덕적으로 정당함을 주

장하는 것은, 담론의 불편부당한 관점을 도덕적 관점과 혼동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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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담론윤리학의 전제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 보편적 이익의 구현으로서 도덕규범

3장에서 우리는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을 추론하는 논증과정을 고찰

하였다. 이를 통해 담론의 불편부당성이 도덕적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않

는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해명되지 않은 내용

이 있다. 바로 도덕적 관점이 “모두의 보편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갖는

다는 규정이다. 4장에서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렉이 분류한 두 번째 전

제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즉, 도덕적 담론에서 행위규범에 대한 검

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담론의 참여자들이 담론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타당성 주장의 영역에 따라 담론 형식도 달라진다는 점은 2장 1절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담론들 간의 차이는 아직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

았다. 이론적 담론과 실천적 담론 사이를 구분하는 한 가지 특징은 각

담론에서 다루어지는 대상의 특성이다. 사실명제와 규범적 주장 모두 담

론에서 행위조정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사실관계가 문제가 되는 이론

적 담론 안에서, 행위자들은 특정한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행위에 관련된 도덕규범이 문제될 경우, 행

위자들은 해당 규범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담론 사이의 비대칭점이 생겨난다. 사실명제에

대한 타당성 주장은 사태 자체에 내재하는 게 아니라 실재에 대한 재현

으로서의 진술적 발화행위 안에 있다. 반면 도덕규범에 있어서의 타당성

주장은 사회적 실재성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내적인

연관성을 갖는다(Habermas, 1983: 70-71).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둘 때, 도덕원칙인 보편화 원칙을 도출하는 논

증의 중요한 근본전제는 도덕적 담론의 대상이 되는 도덕규범에 대한 규

정이다. 도덕규범에 대한 정당화 논증이 사실명제에 대한 정당화와 동일

한 구조를 가질 수 없다면, 도덕규범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규범

의 정당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이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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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규정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는 2장에서 살펴본 보편화 원칙 (U)의

도출 논증에서, ‘관련된 모든 이들의 공통 이익(common interest)의 고

려’라는 결과주의적 요소를 자세한 해명 없이 자신의 도덕이론의 한 가

지 전제로 정식화한다. 이 점에서 하버마스는 도덕규범에 대한 규정이라

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은연중에 도입한다는 비판을 받는다(Wellmer,

1986E: 182). 이 장에서는 먼저 도덕규범의 이해방식에 대한 담론윤리학

의 전제를 해명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들을 고찰하

고자 한다.

제 1 절. 담론윤리학에서의 도덕규범과 이익

행위규범의 의미와 역할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인 행위 개념과 연결되

어 있다(Rehg, 1991: 32). 2장 1절에서 우리는 하버마스의 사회적 행위

모델이 목적합리적 행위 유형과 의사소통적 행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

음을 보았다. 의사소통적 행위는 상호이해적인 행위를 통해 행위계획을

조정하는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의사소통적 행위가 담론이론의 시

작점으로 설정된다는 사실은, 담론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규범이 행위자

들 사이의 갈등상황에 대한 행위조정의 관점에서 규정된다는 점을 함축

한다. 의사소통적으로 행위하기를 선택하는 행위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

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동의로써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단순한 외적 강제나 기만을

배제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의 타당성에 의존한다. 규

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때, 행위자들은 도덕적 담론을 통

해 담론 참여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규범을 형성하고자 한다.

혹자는 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으로서의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

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하버마스가 규범의 대

상을 무엇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그는 규범이 개인의

필요와 욕구 충족에 대한 정당한 가능성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Habermas, 1972: 172). 도덕적 담론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문제시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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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과 관련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해석하여 논증의 뒷받침 근거로 제시

함으로써 규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24) 규범적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인 동의의 획득은, 해당 규범이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의 소망 또는 욕구

를 충족함을, 다시 말해 공통 이익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가능

하다. 이를 통해 모든 행위자들이 이 규범을 의지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

야 하는 것이다.

이때 공통 이익의 개념에 대한 두 가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행위자들의 공통된 이익이 하버마스가 규정하는 도덕성의 개념에 연결되

는지 간략하게나마 해명되어야 한다. 담론을 통해 공통 이익을 찾아내고

자 할 때의 ‘이익’ 개념은 계산 가능한 경제적 이윤(profit) 개념이나 혹

은 공리주의적 쾌락(pleasure)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25) ‘이익’의 개념은

개인이 욕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 또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 지향

으로부터 해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따라서 대단히

넓은 개념이다(Habermas, 1997E: 42; Gilabert, 2005: 183). 이 개념으로

서 담론윤리학이 주장하려는 바는, 개개인들은 인격체로서의 자신을 위

협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26)

이러한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도덕의 개념이 인격(Person)의 극단적인 훼

손가능성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직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Habermas, 1991a: 14). 담론윤리학은 인격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서 도덕을 이해한다. 따라서 공통 이익의 개

념은 인격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위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

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보편화 원칙은 행위자들의 복지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구체화하지 않는다(Abizadeh, 2005: 203). 이 내용은 참여자들

24) 이는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 가운데 과정적 측면으로서의 논증전제(3-2c. “모든 사

람은 자신의 자세, 희망,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로 제시된다.

25) 롤즈의 경우, 이익이나 쾌락의 계산가능성을 주장하는 공리적 이론의 난점을 피하면

서도 ‘차등의 원칙’의 도입을 위해 개인들 사이의 비교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난점에

직면한다. 이를 위해 그는 정의의 원칙이 다루는 이익 개념을 경제적인 소득이나 직

위, 기회, 권리 등의 “기본적인 재화(primary good)” 개념에 한정시킨다(Rawls,

1971K: 140-145).

26) 아펠은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필요들이 잠재적인 타당성 주장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도덕적 논증의 의미가 표현될 수 있다고 정리한다(Apel, 1973: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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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을 통해서만 구체화된다.

둘째, 공통 이익을 찾아내는 작업은 단순히 타협을 통해 교집합으로서

의 공통 이익을 발견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행위자들의

다양한 관점들 사이에서 공통된 범위를 발견하는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27) 그러나 담론에서의 합의 추구가 소극적인 ‘발

견’으로만 해석될 경우 공통 이익의 한계는 너무 협소한 것으로 한정되

며, 타협을 통해 달성되는 합의만을 의미한다면 이는 도덕적 논증이 아

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목적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이 된다. 담론 참여자들

은 자신의 주장을 통해 공통 이익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행위자들 사이

에서의 공통 이익을 형성하고자 한다(Rehg, 1991: 29). 의사소통적으로

행위하는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고립된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는 타인의 입장에서 섬으로써 자신 이외의 행위자들이

지닌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경우에만 상호이해적 관점을 지니고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참여자들 간의 관점의 교환을 통해, 서로의 이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통 이익의 범위는 확장된다.

도덕규범을 공통 이익의 구현이라는 의미에서 이해할 경우, 규범은 그

일반적인 준수로부터 지니게 될 결과와 분리될 수 없다. 이때 “결과

(consequence)”란 “규범의 준수가 행위자들의 필요 및 욕구에 대해 부합

할 가능성”을 의미한다(Rehg, 1994: 43). 담론에 참여한 행위자는 해당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행위자에게 생겨날

일반적인 결과를 고려할 경우에만 규범에 동의할 수 있다. 이로써 하버

마스는 도덕규범의 개념을 공통 이익의 실현이라는 개념과 연결한다. 그

리고 도덕적 담론은 문제화된 규범들이 이러한 공통 이익에 부합함을 정

당화하는 과정으로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이익의 고려라는 개념이 담론윤리학과 결정이론(decision

theory)에서 각각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분되어야 한다. 모든 이들의 필요

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도덕규범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담론윤리

27) 이와 같은 작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이론적 과제를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중첩적 합의를 통한 정의관을 발견

하는 것에 한정시킨다(Rawls, 199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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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개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갖는가? 필자의 생각에, 두 가지 차이점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로, 이론적으로 설정하는 조건들에 있어 두 이론들의 차이

가 존재한다. 결정이론은 행위자들이 처한 특정한 조건들을 설정하고 이

상황에서 행위자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어떤 결과를 선택하게 될 것인

지를 검토한다(Heath, 2001: 59). 이 조건들은 행위자의 행위방식이나, 재

화의 종류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초적 상

태(original position)”에 처한 행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의관을 채택하게끔 하는 롤즈의 정의론 역시 결정이론의 한 종
류로 간주될 수 있다(Alexy, 1978bE: 155). 반면에 담론윤리학은 이러한

내용적인 규정을 미리 가하지 않는다. 담론의 화용론적인 규칙들은 담론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나기 위한 가정들이지 인위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

니다. 또한 담론이론은 행위자들이 어떤 정체성 내지 생각을 지니고 담

론에 들어오는지 결정할 수 없다(Benhabib, 1985: 88-89).

더욱 중요한 두 번째 차이점은 행위자들이 취하는 합리성의 유형, 즉

도구적/전략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구분에 있다. 결정이론에

서 상정되는 행위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목

적합리적으로 행위한다. 이들은 설령 타인의 이익을 고려할 경우에도 기

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표를 지닌다. 반면 도덕적

담론에서 행위자들은 자기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

든 이들의 보편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미드

가 제안했던 담론 내에서의 ‘역할 교환’을 통한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이

해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담론윤리학의 첫 번째 전제, 규범의

타당성을 가설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의 의미를 해명했다. 담론윤리학은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의 이익을 구현함으로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

범만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도덕규범에 대해 가설적 검토

한다는 것은, 어떤 규범이 관련된 모든 이들의 이익을 실현하는지에 대

해 담론적으로 논의함을 의미한다. 도덕적 담론 안에서 참여자들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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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행위규범이 모든 이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 (U)는 이 검토를 통해 담론 참여자

들의 일반적인 이익의 구현으로서의 도덕규범을 산출해낸다. 이처럼 담

론윤리학은 참여자들의 보편적 이익 고려라는 결과주의적인 성분을 포함

하고 있다. 이는 다음 절부터 제시될 비판들을 초래한다.

제 2 절. 결과주의적 도덕이론의 난점과 담론윤리학

1절에서 살펴본 도덕규범의 규정은 다양한 반론에 직면한다. 필자는 이

비판을 두 가지 항목으로 묶어 제시한 뒤, 이에 대해 각각 가능한 하버

마스의 답변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비판은 의무론적인 도덕이론이

공통 이익이라는 개념을 정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이어 두 번째 비판에서는, 담론 절차가 ‘결과’를 규정함에 있어 짊어져야

하는 과다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1) 의무론적 도덕이론과 공통 이익의 결합가능성 문제

지금까지의 설명은 하버마스의 도덕규범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

해서는 해명하고 있을지 모르나, 의무론적인 도덕이론과 공통 이익이라

는 요소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하지 못한다. 칸트적 도

덕이론의 관점에서, 하버마스의 이 규정은 의무주의적 도덕이론과 매우

이질적인 요소이다(Benhabib, 1986: 310). 칸트는 개인의 욕구나 이익이

라는 요소를 도덕성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Kant, 1785K:

69). 오직 의무로서만 도덕규범을 정당화하고, 오직 당위로서만 행위자들

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따르기를 주장했던 칸트는, 공통이익을 구현

하는 담론윤리학의 도덕규범 개념이 의무론적인 성격을 벗어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칸트 윤리학의 의무론적 성격을 담론윤리학에서도 지켜

내고자 하는 하버마스는, 칸트의 이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담론윤리학이 제시할 수 있는 첫 번째 답변은, 무엇이 도덕적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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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덕성의 내용을 형식주의적으

로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칸

트는 정언 명법을 통해 경험적인 요소를 배제한 채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될 수 있는 준칙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에 대해 헤겔은 칸트의 도덕이론

이 지닌 형식성의 문제를 지적한다(Hegel, 1821K: 107-108). 모든 내용

적 규정을 배제한 정언명령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보편자로서의 도덕성

에 그친다는 것이다.28)

하버마스는 도덕적 담론의 절차가 지닌 의미를 통해 헤겔의 비판을 물

리친다. 개개인의 유한한 이익 주장은, 합의형성의 절차를 통해 관련된

이들의 실제적인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무제한적인 타당성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규범들은, 헤겔이 비판하는 것과

달리 내용적으로 공허하지도, 현실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무력하지도 않

다(Habermas, 1991a: 21-22). 참여자들의 이익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담론

윤리학은 규범의 준수가 지닐 결과를 고려한다.

이 대답을 제시하는 데 있어 담론윤리학은 칸트와 달리 도덕적인 것의

영역을 선험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칸트의 도덕이론이 의무-자유의지

가 속한 예지적 영역과 경향성 및 주관적 동기들이 속한 현상적 영역을

범주적으로 구분했던 데 반해, 담론윤리학은 이러한 구분을 포기한다

(Habermas, 1991a: 20). 도덕적 담론의 영역에서 참여자들은 규범에 유

관한 자신의 모든 요소들을 타당성 주장에 대한 찬성/반대의 근거로 삼

는다. 따라서 도덕규범은 모든 개개인이 내면으로부터 해석해낸 욕구와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도덕이

론의 형식주의적 관점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도덕이론의 역할은, 도덕규

범을 형성하는 담론적 절차를 반성적으로 밝혀내는 것에 한정된다. 헤겔

이 시도하듯이 객관정신의 내용을 철학자가 직접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

는, 이론적으로 과도한 형이상학적 부담을 짊어져야만 한다.

28) 이 비판들은 앤스콤, 매킨타이어를 비롯한 현대의 덕 이론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기된다. 행위자의 생활형식을 추상해버린 보편화 원칙은 현실에서 행위자에게 무엇

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Anscombe, 199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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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답변은, 담론 참여자들이 갖는 관점의 특성에서 제시된다. 만

약 각 행위자들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중심에 놓고 행위하려고 할 경

우, 그들은 타인의 이익을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으로만 간주한다. 이처

럼 목적합리적인 관점에 서 있는 행위자들은 도덕규범을 준수함에 있어,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준수한다. 반면 담론의 참여자들은

도덕규범이 담론 안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는지를 논의한

다. 이는 4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된 결정이론과 담론윤리학 사

이의 차이점을 통해서도 해명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말미암아, 담

론윤리학은 공통 이익의 개념을 도덕규범의 정당성에 있어 요소로 파악

하면서도 여전히 의무론적 관점을 유지한다. 행위자들은 도덕적 담론에

서 자기중심적 관점을 벗어나, 담론 참여자 일반의 관점에서 규범 준수

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물론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곧바로 실천이성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

다. 강한 도덕적 요구에 묶여 있는 실천이성과 달리, 의사소통적 합리성

은 도덕성의 범주를 벗어나 언어라는 매체 안에서만 작동한다

(Habermas, 1992K: 30). 실천이성과 도덕성의 관계가 매우 직접적인 연

결관계를 지녔다면,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은 도덕성의 내용을 담론 절차

를 통해 형식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처럼 이익의 고려라는 요소가 도덕규범에 도입될 때, 하버마

스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의 엄격한 경계는 불가능해 지는 것이 아닌

가?(Rehg, 1991: 34) 개인의 필요와 욕구는 언제나 해석을 통해 제시되

는데, 이 해석의 틀은 행위자가 속한 문화적 전통과 동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벤하비브는 윤리와 도덕의 경계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약한’ 의무론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Benhabib, 1990: 349). ‘좋은 삶’의 문제 역시 도덕적 담론에 들어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단호하게 응답한다. 삶의 형식

과 가치체계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구체적

인 윤리적 가치체계에 기반을 둔 정당화 시도는 도덕규범으로서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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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다(Habermas, 1991a: 122). 행위자들의 서로 다른 신념들을 보편

적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은 채 도덕적 규범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상대

주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갈등상황에서 어떤 효력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필요/욕구라는 요소가 도덕이론의 내용으로서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하버마스는 여전히 ‘좋은 것’과 ‘옳은 것’ 사이의

구분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 영역을 가르는 기준으로서 보편화 원칙 (U)

가 제시된다.

‘좋은 것’과 ‘옳은 것’의 문제들은 각각 윤리적 담론과 도덕적 담론의

영역에 귀속된다. 윤리적 담론 안에서 행위자들은 ‘무엇이 나에게 좋은

삶인가’의 실존적인 문제를 논의한다. 삶의 방식과 기준을 문제로 삼는

행위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삶의 맥락과 배경 위에서 진지하게 고민한다.

중요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연관된 결정을 내릴 때, 행위자는 임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닌 좋은 삶에 대한 해석들을 바탕으

로 결정한다. 따라서 윤리적 담론은 자신이 속한 생활형식에서 떨어질

수 없다(Habermas, 1991a: 105-106). 반면 상호인격적 행위갈등을 합리

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행위자들은 도덕적 담론 안에 들어서게 된다.

도덕적 관점은 윤리적인 관점에서와 달리 행위자들에게 자기중심성의 탈

피를 요구한다. 어떤 행위준칙이 나 개인에게 좋은 것인지의 문제가 아

니라, 그것을 일반적인 도덕규범으로서 준수하는 것을 바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도덕적 담론에서 관건이 된다(Habermas, 1991a: 107). 도덕적 숙

고는 행위자의 정체성이나 그가 속한 생활형식에서 벗어나며 또 벗어날

것을 요청한다(Habermas, 1991a: 113). 특정한 삶의 맥락에 제한되지 않

는 모든 인격에 대한 훼손가능성의 고려만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규

범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담론윤리학이 지닌 의무론적 성격은, 이러한 규

범들을 자신의 동기로 삼는 행위자들만이 칸트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행

위자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에 있다.

(2) ‘결과’의 담론적 규정가능성 문제

도덕이론에 결과의 고려라는 요소가 삽입되어야 한다는 하버마스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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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덕이론가들의 비판에 직면한다. 결과주의적 고려는 공리주의자들이

의무론자들로부터 받아야 했던 비판을 담론윤리학이 돌려받는 귀결을 낳

는다(Benhabib, 1992: 35). 때문에 벤하비브는 공통 이익의 실현을 도덕

규범의 타당성 조건으로 간주하는 보편화 원칙 (U)를 거부하고, 담론원

칙 (D)를 유일한 담론윤리학의 원리로 삼고자 한다(Benhabib, 1994:

175). 벤하비브의 이와 같은 이론적 수정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의 문

제는 차치하더라도, 의무론적 도덕이론에 결과주의를 결합하는 것에 대

한 그녀의 우려는 일리가 있다. 도덕규범이 공통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공리주의를 비롯한 결과주의적 도덕이론이 짊어

져야 했던 부담을 그대로 갖게 된다.

결과주의적 도덕이론29)은 좋음과 나쁨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결

과’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직면한다. 담론윤리학의 경우,

이는 공통 이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고전적 공

리주의자들은 개개인들의 이익 총량을 “합산적(aggregative)”으로 파악

하여 가장 극대화된 이익으로서 공통 이익을 규정하며, “객관주의적

(objectivistic)” 도덕이론은 객관적으로 파악가능한 객관적 선이 존재한

다고 주장한다(Gould, 1990: 256-257). 그러나 각각의 주장은 난점에 빠

진다. 합산적인 공통 이익의 개념은 이익에 대한 개개인의 다양한 관점

들이 상충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때문에 개개인이 생각하는 이익을 수량

화하여 합산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객관적인 선의 존재를 주장하는

객관주의자들은 선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직관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Rawls, 1971K: 79).

이와 같은 난점을 벗어나고자 하는 하버마스는 “구성적(constitutive)”

인 공통 이익의 개념을 제안한다(Gould, 1990: 257). 그에 따르면 공통

이익은 단순히 개개인의 선호를 합산하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발견될 수

29) 결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정의를 통해 결과주의

를 규정하고자 한다. “우리의 행동의 옳고 그름은 오직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지(how things go best)에 대한 사실에 달려 있다.”(Parfit, 2011: 55) 물론 이

정의는 매우 포괄적으로 결과주의를 규정한다. 이 규정에서 좋음과 나쁨을 어떻게 정

의하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위 결과주의, 규칙 결과주의 등 다양

한 결과주의의 형식들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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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에 이르는 절차를 통

해 구성된다. 담론윤리학은 공통 이익에 대해 어떤 내용적인 규정을 앞

서 내리지 않으며, 오직 담론적 절차의 결과물로서만 공통 이익을 규정

하고자 한다. 그러나 구성적인 공통 이익의 개념, 즉 합의론적 규정 역시

앞서의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비판에 직면한다. 이 비판은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될 수 있다.

① 담론적 절차에서 보편적인 이익의 고려는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 지금까지 정리된 바에 따르면, 도덕규범이 문제시될 경우 관련된 모

든 이들이 이에 대한 정당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타당성 주

장의 정당성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관련된 행위자들에게 합

리적인 내적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담

론적 합의가 관련된 모든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담

론 참여에 있어 참여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아무

리 제도화된 장치들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규범에 대한 고려는

관련된 이들 중 일부에 의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루만은 이러한 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한꺼번에 어떤 도덕

규범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담론에 참여할 수 없는 이상, 보편적 이익에

대한 합의라는 담론윤리학의 이상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정성훈,

2010: 120).

합의론 또는 계약론이 지닌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은 이미 고전적

사회계약론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Rachels, 1986: 158). 도덕규범의 타

당성에 대해 관련된 모든 이들이 일시에 모여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재의 모든 인간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

래의 행위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자명해진다. 계약론적 노

선을 선택하면서도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롤즈는 정의의 원

칙을 도출하는 ‘원초적 상황’을 현실적인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가설적인

계약적 상황으로 간주한다(Rawls, 1971K: 46). 그러나 담론윤리학은 도

덕규범의 타당성이 가설적인 합의가 아닌, 실제 담론에서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담론윤리학은 롤즈가 시도하듯이 합의상황을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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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으로 여길 수 없다.

그렇다면 담론적 합의의 비현실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만약 담론적 절차가 비현실적인 것에 그친다면,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에

대한 고려라는 보편화 원칙의 요구는 불가능한 것이거나 이론적 가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② 위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론 참여자들의 범위를 오직

일정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몇몇의 합리적 행위자들로 한정해 보자. 이와

같은 부가적인 규정이 덧붙여진다면, 공통 이익을 담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이다. 결과적 측면에 대한 시간적

고려가 남아있는 이상, 공통 이익을 합의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의

난점은 변하지 않는다. ‘결과’를 정확히 어느 시점에 평가할 수 있을지

대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미가 길을 가다가 노숙자에게 적선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

자. 칸트에 따르면 연미가 오직 선한 동기 자체를 가지고 적선을 베풀

경우 이를 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반면, 결과주의자는 연미의

적선 행위가 노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두고 도덕적이라고 언급

할 것이다. 결과적 관점에서 볼 때, 노숙자들이 적선을 통해 받은 돈으로

굶주림을 면하거나 따뜻한 옷을 사 입을 경우에서 연미의 적선 행위는

분명히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미가 의

도했을 이 결과를 C1이라고 하자. 그러나 만약 노숙자들이 적선에 길들

여진 나머지, 점차 경제적 자활 의지를 잃은 채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들은 장기적으로는 굶주

림과 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연미가 예상하지 못했을 이

결과를 C2라고 하자. 이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결과주의자들은

적선 행위를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C1과 C2 사이에서 무

엇을 유관한 결과로 간주해야 하는지 결과주의는 미리 결정할 수 없다.

담론윤리학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에 부딪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론을

통해 합의된 도덕규범이 지금 당장의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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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에도 동일하게 행위자들에게 이익일 것인가?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이 전혀 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규범의 준수가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 이외의 다양한 영향들과 부작용들을 현재의 행위

자들이 모두 예측하며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담론윤리학의

도덕적 합의 개념은 비현실적이다. 벨머가 지적하듯이, 담론의 참여자들

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예측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나머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된다(Wellmer, 1986E: 155-156).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은 제시된 난점들을 인정한다. 한 도덕규범에

대해 모든 합리적 행위자들이 동의하는 현실상의 절차를 제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미래의 모든 결과를 담론에서 고려할 수 없으며, 현재

의 담론에서 제기된 타당성 주장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 비판들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담론윤리학은 이

러한 난점들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답변 또는 이론적인 수정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담론은 규범에 대한 사전적 검토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비판의 역할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담론은 언제나 시공간적으

로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일어난다. 따라서 담론적 합의가 제공하는 타

당성 역시 특정 맥락에서의 제한적인 타당성이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담

론에서의 타당성이 단지 제약된 맥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편적 타당성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담론에서 합의된 주

장은 모든 시공간의 공동체에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Habermas,

1992K: 51). 물론 이 주장은 다양한 맥락의 행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반

론에 직면한다. 새로운 이의제기가 생겨날 때마다 도덕적 담론의 합의가

지닌 효력은 유보된다. 따라서 도덕규범에 대한 합의는 언제나 잠정적이

고 일시적으로만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사후적 의미에서 담론윤리학의 도덕원칙은 실질적인 도덕규범

들에 대한 비판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Abizadeh, 2005: 206). 도덕

규범의 정당화는 언제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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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담론의 결과물을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는 보편적

정당화라는 하나의 이상적 목표를 설정한다. 이 목표란 정당화의 순간마

다 실제로 보편적인 입장의 고려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긍정적인 이

상이라기보다, 합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게끔 하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이상이다. 모든 행위자의 입장이 빠짐없이 관철되어 있는 정당화는 현실

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바로 이 이상적 목표를 토대로 행위자들은 자

신의 입장이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도덕규범의 정당성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30) 이를 통해 담론적 합의의 범위는 점차 확장된다.

둘째, 하버마스는 담론 안에서 규범 준수의 모든 결과와 부작용을 고

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들을 담론에서 고려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담론 참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경우에만 참여자들은 합의에 이를 수 있다.

현실의 개개인들은 예측불가능한 모든 정보를 검토하는 대신, 오직 자신

들이 알고 있거나 혹은 알 수 있는 정보만을 담론에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규범의 정당화 담론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ceteris

paribus)”라는 부가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Habermas, 1991a: 139).31) 도

덕규범은 정당화가 이루어진 맥락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는 언제나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가조건이 규범정당화의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점은 자명하

30)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담론적 합의가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으며 약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비판(Young, 1994: 170-172)은, 오히려 하버마스가

제안하는 보편화 원칙의 기본 직관을 기초로 삼고 있다(Heath, 2001: 203). 이 직관이

란, 도덕규범에 대한 합의, 또는 이익의 고려가 결코 소수의 의사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이들의 주장이 공평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답변이 겨냥하는 문제는 3장 3절에서 제시된 합리성-도덕성 사이의 혼동

이라는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3장에서 지적된 범주 혼동의 문제는, 도덕적 담론

이 관련된 이들 가운데 오직 합리적인 행위자의 관점만을 반영하는 데에서 생겨난다.

반면 4장 2절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공통 이익의 합의에 있어 합리적인 행위자들 가

운데에서도 갖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일부의 의사만이 반영된다는 점에 대한 문제이

다. 따라서 담론적 합의가 사후적인 비판-보충의 과정으로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3장

3절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불충분하다.

31) 이 부가조항을 덧붙인 보편화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어떤 규범의 일반적인 준수가 모든 개개인의 이익에 대해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

용들이 관련된 모든 이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을 경우 규범은 타당하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수정은 귄터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Günther, 1988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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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박구용, 2001: 194-195). 이 조건이 요구하는 바와 달리 도덕규범이

문제시되는 맥락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현실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규범이 항상 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열려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귄터의 제안대로, 도덕규범에 대한 정당화와 적용의

담론을 구분함으로써 가능해진다(Günther, 1988E: 41-44). 추상적인 층위

에서 규범의 일반적 타당성을 규정하는 정당화의 담론은 개별 맥락에서

도덕규범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적

용의 담론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32) 적용의 담론은 현실의 구체적 맥

락에서 특수한 정황들 및 규범 준수의 결과들을 고려하는 역할을 맡는

다. 이 담론에서는 규범의 적용상황에 대한 행위자들의 상이한 해석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해석을 산출한다. 또한 규범의 어떤 측면을 상황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지, 서로 다른 규범들이 충돌할 때 어떤

규범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들이 적용의 담론을 통해 결정

된다(Günther, 1988E: 68쪽 이하). 이 결정들을 통해 개별 상황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규범의 준수 및 적용이 보편적인 이익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수정들을 통해, 담론윤리학은 결과주의적 도덕이론

의 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듯 보인다. 이 해결은 크게 두 가지 대가

를 치르는데, 우선 담론의 역할을 도덕규범에 대한 사전적 정당화뿐만

아니라 사후적 정당화로 확장함으로써 담론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을

잠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한다. 또한 행위자들의 결과적 고려가 지닐 수

있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담론윤리학은 보편화 원칙 (U)의 강한 해

석을 포기한다.33) 이제 다음 절에서 필자는, 이론적 수정을 통해 고수해

32) 벨머는 이 규정을 너무 강하게 해석하여, 정당화와 적용의 담론을 구분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Wellmer, 1986E: 203 이하). 도덕규범의 정당화는, 규범 자체의 타당

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행위자에게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까

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공간적 색인(index)을 보편화 담론에 부여하는

이러한 해석은 도덕규범의 보편화를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특정한

맥락에 빠져들어 있는 도덕규범은,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효력을 갖는지 해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Günther, 1988E: 48-49).

33) 이 밖에도 공통 이익의 개념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은, 관련된 모든 이들이 공

유하는 공통 이익을 발견하거나 형성해 내는 것이 항상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다.

참여자들 사이의 너무 커다란 입장 또는 가치의 차이로 인해, 공통 이익을 합의적으



- 67 -

낸 담론윤리학의 전제 TP2이 도덕규범의 정당화에 있어 난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제 3 절. 보편화 원칙과 범주 혼동의 오류 (2):

정당성과 진실성

보편화 원칙에 구현된 전제, 즉 담론 참여자들의 이익에 대한 공평한 고

려로서 도덕규범을 이해해야 한다는 제안은 범주 혼동의 오류를 저지른

다. 이 비판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히스가 지적하는 범주적 혼동의

문제, 즉 “심리주의적 오류(psychological fallacy)”가 담론윤리학의 논증

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두 번째로 히스의 비판에 대

한 아비자데의 대답 및 하버마스의 논증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반론

들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들은 심리주의적 오류를 해결하는 데

있어 궁극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일 것이다.

(1) 범주 혼동과 심리주의적 오류

흄 이후의 도덕이론들은 도덕성을 해명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제약 하에

놓인다. 이 제약이란, 사실 명제(is)로부터 가치 판단 혹은 규범적 판단

(ought)을 도출하는 것은 해명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다.34) 특정한

로 도출해 내려는 시도는 종종 실패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담론 절차는 때로는 타협

(compromise)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가 존재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덕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형성된 공통

이익에 호소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담론윤리학에서

이러한 타협적 절차의 가치를 오직 전략적인 것으로만 규정함으로써, 타협 과정이 지

닐 수 있는 위상을 너무 낮추고 있다(Heath, 2001: 220).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하버마

스는, 타협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함을 인정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타협적 절차가

‘공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담론에서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답변한

다(Habermas, 1973E: 112; 1992K: 231-234). 이와 유사한 답변으로는 Gilabert(2005),

Abizadeh(2005) 참고.

34) “내가 지금까지 접한 모든 도덕적 체계들에서, 나는 다음의 사실에 주목해 왔다. (이

체계들의) 저자들은 한동안 일상적인 추론 방식을 사용하며,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인간사를 관찰한다; 갑자기 나는 다음의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되는데, (이 저자들의

도덕 체계들에서는) 명제의 일반적 계사인 ‘이다’와 ‘아니다’ 대신에 ‘해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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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본성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도덕성을 산출하거나, 자연적 사실로부

터 규범적 주장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들은 범주적인 오류에 속한다. “흄

의 구분(Hume's distinction)”으로 명명되어 온 이 문제는 도덕성의 고유

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통찰을 제공해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덕규범

의 정당화 및 도덕성의 해명에 대해 커다란 난점을 제공한다. 흄의 구분

을 받아들일 경우, 도덕이론가들은 다른 영역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은

채 오직 도덕적 영역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찾아내

야 한다. 그러나 이는 칸트가 시도했듯이 ‘이성의 사실’을 독단적으로 전

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작업이다.

흄의 구분에 대응하기 위해 도덕이론가들이 선택한 한 가지 전략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완벽한 구분이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

이다. 매킨타이어는 사실과 가치의 영역이 완벽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발상은 초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 개념에 대한 근대적 이해로부터

도출된 제한적인 사고임을 주장한다(MacIntyre, 1981: 77-78). 고대의 윤

리학적 논증들은 인간 또는 사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민지의 손목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데 있어 부정

확하다.’라는 사실명제는, ‘민지의 손목시계는 나쁜 시계다.’라는 가치명제

를 도출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MacIntyre, 1981: 57-58). 이와 마찬가지

로, ‘근창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좋은 학점을 받았다.’, ‘근창은 매일 10

시간씩 공부를 한다.’ 등의 사실명제들에서 ‘근창은 훌륭한 학생이다.’라

는 결론이 도출되는 논증은 (비형식적인 의미에서) 타당하게 도출된다.

이와 같은 비판은 사실-규범 판단에 대한 흄의 구분이 특정한 이해방식

을 토대로 지닌 주장임을, 따라서 무전제적이며 선험적인 구분이 될 수

‘해서는 안 된다’와 연결되지 않은 명제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이다’와

‘해야 한다’ 사이의) 변화는 식별되기 어렵지만 매우 중요하다. ‘해야 한다’ 또는 ‘해서

는 안 된다’는 새로운 관계 또는 단언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관찰과 설명을 필요

로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새로운 관계가 자신과는 전적으로 다른 관계들로부터 연

역되는 방식이 거의 식별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도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자들이 대체로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독자들은 이를 주의하길 바라며,

이 작은 관심이 모든 통속적인 도덕적 체계들을 전복시키리라 확신한다.”(괄호 안의

문구는 필자가 덧붙임) - Hume, (1739) A Treatise of Human Nature, L. A.
Selby-Bigge (편), Oxford: Clarendon Press, 1888(재판: 1978), 4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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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로부터
서술적 화행 표출적 화행 규제적 화행

서술적 화행 O X

표출적 화행 O X

규제적 화행 X O

없음을 보이고자 시도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사실과 규범에 대한 흄의 구분을 받아들인다. 화자는

발화 행위를 통해 세 가지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 이 세 가지 타당성

주장이란, 객관세계에 대한 진리 주장, 규범(사회)세계에 대한 정당성 주

장, 그리고 행위자의 내면세계에 대한 진실성 주장이다. 하버마스에 따르

면, 사실과 도덕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이들은 행위자가 제기하는 타

당성 주장의 (의미론적인 구분이 아니라 화용론적인 구분에 의한) 분화

를 면밀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다(Heath, 1995: 78). 이러한 타당성

주장의 구분은, 오늘날 진(眞)―선(善)―미(美)의 타당성 영역이 분화되

었으며 더 이상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로 파악될 수 없다고 본 베버의 구

분을 수용한다(Weber, 1919E: 22). 이에 따라 흄의 구분은 하버마스의

화용론적 관점에서 더 확장된다. 흄이 진리주장과 규범적 주장 사이의

타당성 주장의 영역을 서로 구분했다면, 삼원화된 타당성 주장을 제시하

는 하버마스의 경우 더 복잡한 구분을 제시한다. 이러한 타당성 주장들

사이의 관계 및 전이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Habermas, 1981K,

1권: 483).

각각의 관계들은 다음과 같이 해명될 수 있다.

① 진실성 주장과 진리 주장은 서로 전이될 수 있는 관계로 보인다. 만

약 리따가 “나는 태호를 사랑한다.”라는 발언을 진실하게 한다면, 우리는

“리따는 태호를 사랑한다.”라는 진리 주장을 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Habermas, 1981K, 1권: 482).

② 흄의 구분에서 드러나듯이, 정당성 주장과 진리 주장 사이에는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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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도덕규범의

타당성과, “‘효정이 재욱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진리주장 사이에는 어떤

내적 연관성도 없다. 설령 효정이 언제나 재욱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

도, 이 사실로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규범의 타당성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③ 우리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타당성 영역의 관계는 정당성 주장과

진실성 주장 사이에서 생겨난다. 효정이 재욱에게 거짓말을 한 (그리고

재욱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재욱은 효정에게

“너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화를 낼 수 있다. 재욱의

이러한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정당한 공동의 규범이 위

반된 데 대한 감정의 표출이다(Habermas, 1983: 58-59). 거짓말에 대한

재욱의 분노는 도덕규범을 위반한 행위자인 효정에게 향한다. 이때 효정

이 (일반적인 경우) 재욱의 분노에 상응하는 죄책감을 갖는다는 사실은,

재욱의 분노가 단순한 1인칭의 선호나 기호의 표출을 넘어 근거가 있는

감정임을 나타낸다. 때문에 효정은 재욱에게 사과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덕적 정당성에 대

한 주장은 행위자의 감정적인 진실성으로 전이될 수 있다.

④ 그러나 ③에서 설명된 정당성 주장과 진실성 주장의 전이관계는, 그

역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론이 유진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의 발생 자체만으로 유진이 아론에게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너무 날

씨가 더웠거나 습도가 높아서 같은 연구실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옆 사

람에게 짜증이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때 우리는 아론의 감정을 토

대로, 유진이 도덕적으로 어떤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처럼 진실성 주장은 규범적인 정당성 주장으로 곧장 전이될 수 없으며,

이를 시도하는 논증은 정당성과 진실성의 범주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진

다. 바로 이와 같은 오류를 히스는 “심리주의적 오류”로 명명한다(Heath,

1995: 80).

그런데 ④에서 설명된 심리주의적 오류는 여러 도덕이론들에서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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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쾌락과 고통의 양을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

는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행위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할 경우 이를 부

당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고통 자체는 개인의 심리적인 영역

이지, 결코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정당/부당한 것은 이 행

위에 관한 규범이다. 행위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히스가

옳게 지적했듯이, “고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규범이 위반된 것

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Heath, 1995: 80). 따라서 공리주의자들은 쾌락/

고통이 어떤 이유에서 규범의 정당성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이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인의 감정이나 감각적 경험으로부

터 곧바로 도덕규범의 정당성을 도출해내고자 한다면, 이는 범주 혼동의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히스는 현대의 많은 계약론적-합의적 도덕이론들 역시 정당화 과정에

서 이와 비슷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한다. 롤즈, 고티에를 비롯

한 계약론이나 하버마스와 같은 도덕적 합의이론의 이론가들은, 개인들

의 필요-욕구 충족 또는 이익의 고려를 도덕규범의 산출 근거로 삼는

“사적 형태의 계약론(private version of contractualism)”35)에 연결되어

있다(Heath, 1995: 82). 롤즈는 자신의 정의이론을 전개함에 있어 직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초적 상황의 행위자들이 도덕적인 판단

대신 “타산적 사려 판단(prudential judgment)”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한다(Rawls, 1971K: 85). 하버마스에 따르면 도덕적 담론에 참여한 행위

자들은, 도덕규범이 자신과 다른 모든 이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 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필요와 욕구에 대한 주장은

각 개인들이 특권적으로 접근가능한 심리적 영역의 해석-표출이다.

35) 히스에 따르면, 관련된 모든 이들의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추구하는 계약론적

이상은, ‘합리성’에 내재된 애매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개개인

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합의를 추구하는 “사적인

형태의 계약론”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고려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의사소통

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공적인 형태의 계약론”이다. 전자에서 규범의 정당화가 합의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후자에서 규범의 정당화에 필요한 것은 합의 자체가 아니

라 주장에 대한 논증적 정당화이다(Heath, 1995: 81). 히스는 롤즈와 하버마스가 이

두 가지 모델을 이론에서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심리주의적 오류에 빠져든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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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수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시한부 환자이다.
↑

주장: 상수는 안락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유: 인간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

뒷받침: 누구나 심한 고통을 겪을 경우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희망한다.

논증 (가):

사실: 지산은 한국인이다.

↑

주장: 지산은 곱슬머리를

가졌다.

이유: 한국인은 누구나 곱슬머리를 가졌다.

↑

뒷받침: 내가 1시간 동안 녹두거리에서 관찰한 200여 명이 모두 곱슬머리를 가졌다.

논증 (나):

이제 하버마스의 보편화 원칙이 도덕규범의 정당화를 시도함에 있어

어떻게 심리주의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이

는 2장에서 제시된 툴민의 논증구조를 통해 보일 수 있다. 안락사 제도

의 타당성을 주제로 논의하는 가상의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 보자. 안락사

의 권리를 찬성하는 담론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증 (가)를 제시한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논의하는 이 논증은, 사실 영역에

대한 논증과 내용적으로 구분되는 다른 뒷받침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사실 논증 (나)를 살펴보자.

우선 두 논증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자. (가)와 (나) 모두 자신의 주장

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뒷받침을 위해

(가)는 행위자들의 욕구/필요를 제시하여 담론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을

산출하며, (나)는 관찰한 사실을 귀납적으로 일반화한다. 그런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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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것은 논증 (가)와 (나)가 지닌 다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두 논증이 제시하는 뒷받침 근거의 성격은 명백히 다르다. (나)의 논증의

뒷받침으로 사용된 관찰 내용은 진리주장에 속하는 것이며, 이에 의해

뒷받침된 이유와 주장 역시 (전칭명제와 단칭명제라는 차이는 있으나)

진리주장이다. 반면 (가)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가)에 제시된 이유와 주

장은, 행위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도덕적 타당성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내용은 행위자들의 진실성의 영역

에 속하는 욕구 주장이다. 따라서 (가)에서 이유와 뒷받침으로 사용된 발

화의 타당성 주장들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 더욱이 이 논증과정은

진실성 주장으로부터 규범적 타당성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는 앞서 타당성 주장들 사이의 전이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와 같

은 전이는 허용되지 않음을 보았다. 바로 여기에서 범주 혼동의 오류, 정

확히는 심리주의적 오류가 발견된다(Heath, 1995: 87-88).

개인들의 이익이 규범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보편화 원칙

(U)는,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욕구와 필요에 대한 내면적 진실

성 주장이 왜 도덕규범의 근거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하

버마스의 해명은 별로 분명하지 않다. 그는 담론적으로 정당화된 도덕규

범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의미란, 해당 규범이

모든 이들의 이익을 충족한다는 것에 대한 통찰, 그리고 모두의 의지가

행위자들에게 외적 강제 없이 수용된 일반적 의지로서의 규범이다

(Habermas, 1991a: 113). 이러한 규정에서 하버마스는 도덕성의 실질적

인 내용으로서 행위자들의 필요와 욕구, 이익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

에 없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 없이 도덕규

범을 규정하는 도덕성은, 칸트에 대한 헤겔의 비판이 주장하는 바와 같

이, 공허한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하버마스가 전제했던 타당성 영역들 사이의 분화를 깨뜨리

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덕규범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세계는, 뒤르켐이

주장했듯이 사실세계 또는 내면세계와 구분되는 독특한 실재(sui

generis)로서의 성격을 갖는다.36) 사회적인 것에 속하는 도덕규범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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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험적 사실이나 심리적인 경향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자립적인 성

격을 갖는 도덕규범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행위에 대한 공

동의 규제 근거를 제공하는 도덕성의 영역은, 독립된 타당성 영역을 갖

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적인 논리로서만 해명되어야 한다.

물론 도덕규범의 정당성 고려에 있어 다른 두 세계영역과의 관련이 모

두 제거될 수는 없다. 앞서 우리는 정당성 주장이 진실성 주장으로 전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또한, 사실세계와 내면세계의 타당성 주장들은 규

범적 타당성 주장에 언제나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에는 생태계의 종 다양성이 2012년과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한

다.’라는 사실명제가 참으로 밝혀진다면, 정책적 고려나 도덕적 규범의

정당화 과정에 있어 환경윤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혹

은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아동 노동자들의 진실성

주장은, 아동노동의 금지 규범을 정당화하는 데 관련될 수 있다. 이처럼

행위자들은 담론 안에서 무엇이 유관한 측면인지에 대해 논의하며 규범

의 타당성을 고려한다.

그러나 타당성 주장 사이의 연관성은 제한적-잠정적으로만 존재한다.

앞서 보았듯이 정당성 주장은 진실성 주장으로 전이될 수 있으나, 그 역

은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타당성 영역들 사이의 관련성은 그때마다

행위자들에 의해 내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이 연관을 이론적으

로 미리 결정하려고 시도한다면, 왜 그러한 이론적 연관이 서로 다른 타

당성 주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난다. 담론

윤리학의 경우, 왜 모든 개인들의 욕구와 필요라는 요소가 도덕적 정당

성의 근거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해명은 담론윤리학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Heath,

2001: 231).

만약 우리가 히스의 비판을 받아들인다면, 도덕규범의 정당화는 어떻

36) 뒤르켐은 사회적 현상들을 자연적 사실이나 심리적인 표상으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

하며, 사회적 사실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취급할 것(‘사회적 현상을 사물로 간주할 것’)

을 주장한다(Durkheim, 1895E: 26-28). 이때 그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것’은 개인을

통제하는 다양한 행위양식이나 사고양식, 감정양식을 포함하며, 도덕규범들 역시 마찬

가지로 사회적 사실에 속한다(Durkheim, 1895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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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루어지는가? 히스에 따르면, 규범적 타당성에 대한 정당화는 오직

같은 타당성 영역 안에 있는 타당성 주장들, 즉 다른 도덕규범들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 사실세계와 내면세계의 조건들은 내용적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환경’일 수는 있으나, 정당화의 내적 요소로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도덕적인 것은 오직 도덕적인 것을 통해 정당화된다. 물론 이

러한 정당화 절차는 무한퇴행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익의 고려를

합의의 동기로 삼는 사적 형태의 계약론과 달리, 공적 형태의 계약론은

도덕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해명할 수 없으며, 오직 도덕을 전제한 가운

데 도덕규범을 해명한다(Heath, 1995: 81).37)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론윤리학이 정당화의 문제를 무전제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담론윤리학이 정초주의(foundationalism)에 빠

져 있기 때문이라고 히스는 주장한다. 담론윤리학이 제시하는 도덕적 논

증 구조에서는, 행위자들의 이익 주장이 논증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뒷

받침)로 간주되어 도덕규범을 도출해낸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 주장이

도덕적 논증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함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이들을

논증의 토대로 삼는 것은 독단적이다. 따라서 담론윤리학의 논증에서 뮌

히하우젠 트릴레마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하버

마스가 제시한 보편화 원칙 (U)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논증규칙일 뿐,

이 논증규칙을 토대로 실질적인 논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담론의 참여자들은 여전히 정당화 과정에서

회의적 논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Heath, 1995: 92).

(2) 담론윤리학의 대답 및 반론

담론윤리학의 보편화 원칙 도출 논증이 심리주의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

37) 이처럼 도덕적 담론에서 행위자들의 필요와 욕구라는 결과주의적 요소들이 ‘환경’으

로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갖는 중요성이 격하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 사회, 특

히 후기 자본주의 사회(또는 복지국가)의 정치적 담론에서 행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

는 문제는 점점 더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Fraser, 1989: 291). 그러나 정치적 담론에

서 다루어지는 행위자들의 이익 고려는 도덕적 담론에서처럼 합의지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별 행위자들이 지닌 특수성과 차이를 매우 세밀하게 고찰하도

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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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하버마스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선 하버

마스는 히스처럼 규범적 타당성의 영역을 행위자의 주관세계로부터 단절

시켜 파악하지 않는다. 4장 1절에서 보았듯이, 만약 도덕규범의 영역을

칸트적인 의미에서 선험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행위규범은 그 내용을

행위자들의 욕구와 필요로부터 가져와야만 한다. 히스와 달리, 담론윤리

학은 어떤 동기나 욕구, 이익이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것인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담론윤리학은 이러한 연결에 의해 결코 사회세계와 주관세계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버마스는 규범적

타당성의 영역에 대해 ‘일반화될 수 있는 욕구’라는 제약을 두고 있기 때

문이다. 한 개인이 무언가를 욕구한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것으로부터 이 내용들이 곧바로 도덕규범의 내용으

로 포함될 수는 없다. 규범의 사회적 효력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동의

를 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생겨난다(Habermas, 1981K, 1권: 159). 규범

적-사회적인 영역과 심리적-내적 세계 사이의 간극은 합의적 토대를 통

해 메워진다. 만약 이렇게 볼 경우, 타당성 영역들 사이에서의 전이가능

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규정을 덧붙여야 한다. 주관세계

의 타당성 주장은 곧바로 도덕적 정당성 주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그

러나 담론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진실성 주장은 규범적 타당성으로 전이

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 이와 같은 답변은 여전히 범주 혼동의 문제에 대한 충

분한 반론이 되지 못한다. 규범적-사회적 세계에 관련된 타당성 주장과

행위자의 주관세계에 대한 타당성 주장의 거리가 합의에 의해 좁혀진다

는 발상은, 규범적 타당성 주장을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진실성 주장으로 환원하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모든 도덕규범

은 행위자들의 일반화된 욕구와 필요의 내용들로서 해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서 전제되었던 타당성 영역의 분화는 담론적 합의를 통해

다시 탈분화되고 만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담론이론이 대답해야 하는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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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다음과 같다. 전혀 다른 유형의 타당성 주장들이 어떻게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연결되는가? 만약 규범적 타당성 주장이 본질적으로 진실성

주장과 합의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면, 타당성 영역들의 분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된다. 이 경우 도덕적 논증의 대상영역은 불분명

한 채로 남는다. 또한 서로 다른 타당성 영역들이 어떻게 합의 속에서

매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 개념은

상당히 커다란 이론적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도덕이

론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은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러한 타당성 영역 사이의 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한다면,

담론윤리학의 논증은 범주 혼동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도덕규범의 내용을 선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대답 역시 성공

적인 반론이 못 된다. 도덕성의 영역이 미리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개인의 이익을 도덕성의 내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연결

되지는 않는다. 도덕적 정당화 논변에 대한 형식적인 규정만을 제공하고

자 하는 담론윤리학은, 실질적인 도덕규범의 내용으로서 무엇이 요구되

는지 미리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형식적

인 해명 이상을 넘어, 도덕규범의 내용을 미리 결정하려고 시도하는 것

은 추가적인 이론적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아비자데는 두 가지 대답을 제시한다. 첫

째로 개인의 필요와 욕구가 왜 도덕규범의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보편화 원칙 (U)의 필요와 욕구에 대

한 고려는 도덕규범의 정당화 절차에 대해 “복지적 제약(welfarist

constraint)을 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Abizadeh, 2005:

202). 이 대답은 앞서 2장 2절에서 살펴본 화용론적 전제들의 내용으

로부터 뒷받침된다.38) 이 화용론적 전제들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의

사소통적으로 행위하는 이들은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도덕적 논증과정에

38) 하버마스가 분류한 담론의 화용론적 전제들 가운데 과정적 측면에서의 두 번째 논증

전제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사람은 모든 주장을 문제시할 수 있다; b. 모든 사람은

모든 주장을 논의에 끌어들일 수 있다; c.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세, 희망, 욕구를 표

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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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중요한 가치 기원으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Abizadeh,

2005: 203). 따라서 이러한 전제들로부터 보편화 원칙이 성공적으로 도출

된 경우, 보편화 원칙이 제안하는 이익에의 호소가 담론의 본질적인 구

성요소임이 파악된다.

그러나 이 제약은 도덕규범의 내용을 전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

시 말해, 복지적 제약이 모든 도덕규범의 내용적 기원을 인간의 복지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규범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 다른 가치

들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Abizadeh, 2005:

203). 다만 담론윤리학은 이 가운데 하나의 요소로서 인간의 복지가 후

보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보편화 원칙은 자신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

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유관한 것인지를 담론적으로 구체화한다.

둘째, 개인의 욕구와 필요라는 요소가 도덕규범의 정당화에 도입되지

않으면, 정당화 논증은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개별 규범에 대한 정당화는

다른 도덕규범들에 의해 비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도덕성

일반의 정당화가 관건이 될 경우, 개별 규범의 정당화와는 다른 상황이

된다. 히스가 주장하는 대로 도덕규범에 의해 도덕규범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작업은 도덕적 타당성의 전체 영역에서 볼 때 무한퇴행

에 빠진다(Abizadeh, 2005: 201). 하나의 규범에 대한 근거가 되는 도덕

규범은 또다시 정당화를 위해 다른 도덕규범을 요청할 것이다. 히스는

규범적 정당화에 있어 무한퇴행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를 벗어나기 위

해 행위자들의 이익 개념에 호소하는 하버마스의 논증은 정초주의적 토

대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아비자데는 이익에 기반을 둔 정

당화가 반드시 정초주의적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고 대답한다. 담론윤

리학의 규정은 실천적 담론에서 행위자들의 이익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

을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의해 정당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한다(Abizadeh, 2005: 201-202).

그러나 이 대답들은 여전히 불충분한 대답이다. 우선, 화용론적인 담론

전제들은, 앞서 3장 2절에서 보았듯이 재구성적으로 이론화된 것으로서

언제나 경험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담론 전제들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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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화 원칙의 도출이 타당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로부터 보편화 원칙

의 타당성을 곧바로 주장할 수는 없다. 이제 아비자데가 제안한 대로, 복

지적 제약은 다른 가치들 역시 도덕규범의 정당화 근거로서 허용한다고

가정하자. 만약에 이 가치들이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주관세계 영역에 속

하는 것이라면, 이는 범주 혼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반대로 주관세계의 진실성 주장 이외의 근거로서 가치들이

존재한다면, 이는 규범적 타당성의 영역에 속한다. 이 경우 아비자데의

대답은, 규범적 타당성 주장은 오직 동일한 타당성 영역에 속하는 근거

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는 히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

다.

물론 아비자데의 두 번째 대답, 즉 담론윤리학이 정초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히스의 비판에 대한 반박은 일리가 있는 듯 보인다. 이익

에 기반을 둔 정당화 일반이 정초주의적 관점, 즉 ‘독단적으로 정당화된

전제들에 호소’(Heath, 2001: 197)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

이다. 그러나 히스가 정초주의라는 비판을 잘못 적용한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아비자데의 대답에는 심리주의적 오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듯하다. 규범적 타당성 주장들은 무한퇴행에서 벗어나기 위

해 행위자들의 이익 주장들로부터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당

성 주장과 진실성 주장 간의 범주 혼동의 오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증들을 통해, 보편화 원칙 (U)가 지닌 심리주의적

오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음이 입증된다. 이는 도덕규범

의 정당화 기획으로서 담론윤리학에 대한 중대한 문제제기로 작용한다.

하버마스가 전제한 타당성 영역의 분화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도덕적 논

증 이론은, 다른 타당성 영역에서 자신의 근거를 직접적으로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정당화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담론의 전제들로부터 도출된

보편화 원칙 (U)는 정당성의 기반을 담론 참여자들의 필요와 욕구에 둠

으로써, 도덕적 정당성과 심리적 진실성 사이의 범주적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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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요약해 보자. 필자는 보편화 원칙을 통해 도

덕규범을 정당화함에 있어 범주 혼동의 오류가 생겨난다는 비판을 제시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장에서 담론윤리학의 논증이 지니고 있

는 이론적 배경을 해명하고, 담론윤리학 - 정당화 기획에 대한 소고 에

서 보편화 원칙이 도출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3장과

4장에서는 보편화 원칙에 내재된 범주 혼동의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생

겨나는지를 상세히 해명하고자 했다.

우선 2장에서는 보편화 원칙의 도출을 해명하는 예비적 논의가 이루어

졌다. 우리는 먼저 행위이론적 관점에서 도구적-전략적 합리성과 의사소

통적 합리성을 구분한 뒤,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언어행위를 규정하였다.

의사소통적인 언어행위는 언제나 객관세계/사회세계/내면세계라는 세 영

역과 행위자 사이에서 생겨나는 세 가지 타당성 주장과 결합되어 있으

며, 각각의 타당성 영역에 해당하는 담론 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담론윤리학은 도덕적 타당성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담론을 통해 도

덕규범의 정당화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해명하고자 한다. 그런

데 도덕규범의 객관적인 정당화가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뮌히하우

젠 트릴레마’로 대표되는 회의적 반론을 물리쳐야만 한다. 이를 위해 아

펠은 구문론적-의미론적 논증과 구분되는, 즉 뮌히하우젠 트릴레마로부

터 벗어나 있는 화용론적 논증이 가능함을 보임과 동시에, 의미 있는 논

증행위를 위해 언제나 지켜져야만 하는 규칙들이 존재함을 반성적으로

해명한다. 하버마스는 이 규칙들을 논증의 세 차원에서 구분하여 목록화

한 뒤, 과정으로서의 논증 전제들이 지닌 도덕적 내용으로부터 담론윤리

학의 보편화 원칙 (U)를 도출해낸다.

2장에서 살펴본 보편화 원칙의 도출 과정에는, 렉에 따르면, 두 가지

근본적인 이론적 전제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전제 (TP1)는 담론에 참

여하는 모든 이들이 직관적으로 지니고 있는 화용론적인 전제들(DP)이

있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 가지 전제(TP2)는 관련된 이들의 공통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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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도덕규범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3장 1절에서는 이 중에서 첫 번째 이론적 전제 TP1에 대해 더욱 자세

한 해명을 시도하였다. 담론 참여자들이 반성적으로 갖게 되는 전제들

(DP)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전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가? 이에 대해 필자는 화용론적인 전제들의 네 가지 특징을 기술하였다.

담론의 규칙들은 방법적 지식(know-how)으로서 행위자들이 지니고 있

는 직관적 규칙이며, 또한 논증에서 사용되기 위해 명시적 지식

(know-that)으로 재구성된 규칙들이었다. 이 규칙들은 담론이 성립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들이 충분히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하는 이상적 가

정이며, 동시에 담론의 결과로서 산출된 합의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

어진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인 기준으로 작동한다. 담론윤리학의 두 번째

전제 TP2는 도덕규범의 규정에 관한 것이었다. 2장에서 하버마스에 의해

거의 해명되지 않은 이 전제는, 관련된 모든 이의 공통된 이익을 구현하

는 것이 타당한 도덕규범의 조건임을 주장한다. 우리는 이 전제의 의미

를 4장 1절에서 상세히 고찰하였다. 담론윤리학이 규정하는 이익의 개념

은 공리주의처럼 쾌락/고통의 양을 수적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구와 필요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 또한

담론적 절차에서 형성되는 공통 이익은 단지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익을 발견하는 것만을 넘어, 담론 안에서 상호이해를 통해 확장될 수

있는 것임을 보았다. 이때 공통 이익의 형성은 참여자 개개인의 이익 극

대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은 담론 내에서 일반화된

관점을 통해 모두의 이익으로서 규범이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이 근본전제들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규정들에 대해 제

기될 수 있는 비판들이 3장 2절과 4장 2절에서 제시되었다. TP1에 대해

서는, 과연 화용론적 전제들이 적절하게 제시된 것인지에 대해 비판이

이루어졌다. 또한 TP2에 대한 비판들은, 의무론적 도덕이론으로서의 담

론윤리학이 결과주의적 도덕이론의 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우리는 각각의 비판들이 간단히 답변되거나, 혹은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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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론적 수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 비판들과 달리, 필자는 근본적인 문제가 보편화 원칙에 내

재되어 있음을 3장 3절과 4장 3절에서 보이고자 했다. 즉 우리는 위의

규정들로부터 형성된 보편화 원칙이 범주 혼동의 문제를 저지르고 있음

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화용론적 전제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도출된 도덕원칙을 통해 도덕규범의 정당성을 규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편화 원칙으로부터 형성된 불편부당한 관점에

서는 합리적 행위자들의 일반화된 동의가 형성되었을 뿐, 관련된 모든

이들에 의한 규범의 수용을 요구하는 도덕적 관점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

문이다. 보편화 원칙을 통해 도덕규범의 타당성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합리성의 범주와 도덕성의 범주를 성급히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둘째, 도덕규범의 결과주의적인 이해를 제안하는 담론윤리학의 논증은

도덕적 정당성과 심리적인 진실성 주장을 뒤섞는 오류에 빠진다. 담론에

참여한 모든 행위자들의 필요/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규범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타당성 영역에 있다. 도덕규범의 정당성

은 주관세계에 대한 표출적 주장의 타당성으로 전이될 수 있으나, 그 역

은 성립하지 않는다. 도덕규범이 정당화됨에 있어 다른 타당성 영역의

주장들이 관련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은 담론 내의 참여자들

이 내용적으로 다룰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형식적인 절차적 규정으로서

미리 이론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보편화 원칙으로서 도덕규범

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담론윤리학의 기획이 범주 오류라는 커다란 결함

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보편화 원칙 (U)는 TP1의 측면에

서 도덕규범의 정당화에 대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TP2에 있어서는 도

덕규범의 정당성을 잘못된 기원으로부터 가져오고자 시도한다. 때문에

담론윤리학의 도덕원칙은 도덕규범의 객관적인 정당화 가능성을 보여주

려던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생각에 이와 같은 혼동들은, 담론윤리학적 기획이 의도했던 목

표에서 벗어남으로써 생겨난 결과로 보인다. 하버마스는 도덕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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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며, 도덕규범이 정당화되는 형

식적 절차의 차원에서만 해명하고자 한다(Habermas, 1983: 113; 1991a:

12). 도덕적 타당성을 어떤 내적인 성질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는 시도는,

서술문장의 경우와는 달리, 도덕규범의 정당성이 사실적으로 검사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난관에 빠지기 때문이다(Habermas, 1983: 63-64).

이러한 시도에 대해 회페는 담론윤리학에서 규정된 도덕성 개념이 불분

명하다는 점을 비판한다(Höffe, 1990: 206). 담론윤리학의 도덕성 개념은

메타윤리적 차원에서 상세히 규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페의

비판과 달리, 오히려 담론윤리학에는 도덕성에 대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규정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문이 본 논문의 고찰로부터

생겨난다. 담론윤리학의 근본전제 TP1은 도덕규범의 정당성을 합리적 관

점으로부터 추론해낼 수 있다는 규정을 덧붙인다. 2장 2절과 3장 1절에

서 살펴본 담론의 전제들(DP)은 담론의 합리적인 합의 산출을 규정하기

위한 조건들로서 제시된다. 또한 TP2는 도덕규범의 내용을 고려함에 있

어 행위자의 욕구와 필요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을 내리고 있

다. 하버마스는 이 규정들을 도덕규범에 대한 형식적인 설명으로 간주하

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이들은 도덕성의 내용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들과 각각 연관되어 있다. TP1은 도덕규범이 어떤 이들에 의

해 논의되고 정당화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면, TP2는 도덕규범이 그 내

용적 기원을 어디에서 갖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 이처럼 담론윤리학의

두 전제들은 심층적인 탐구가 요구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

자신에 의해서 상세한 해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론적인 자

세한 고찰 또는 전개가 이 규정들에 대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범주

혼동의 문제를 피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담론윤리학이 위에서 제시된 범주 혼동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

한 두 가지 방향의 선택지를 갖는다고 본다. 한 가지 방법은 도덕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을 시도하고, 이로부터 도덕규범의 보편화 원칙을 제

시하는 것이다. 이는 칸트의 도덕이론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방식이다. 그

는 ‘무제한적인 선’을 도덕적인 선으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정언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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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시킨다(Kant, 1785K: 77; Höffe, 1982E: 206-207). 이처럼 자신의 대

상영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담론윤리학은 범주적 오류라는 비

판에 대해 답할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도덕성의 내용

에 대한 탐구라는, 기존의 윤리학들이 지녔던 무거운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위에서 제시된 담론윤리학의 근본 전제들이 시

도했던 것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다. 담론윤리학은 도덕규범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규범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보이고자 했다. 그러

나 규범의 정당화 절차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당화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결국 도덕규범의 내용을 규정하는 제약으로서의 이론적 근본전제들

이 도입되어야 했다. 이 전제들이 지닌 규범적 내용을 포기한다면, 도덕

성에 대해 순수하게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해명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는 루만의 ‘반성적 윤리학’을 들 수 있다(장춘익, 2004). 이처

럼 형식화된 도덕이론은 도덕성에 대한 내용적 규정을 건드리거나, 혹은

다른 범주에서의 규정을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형

식적으로 수정된 도덕이론은 도덕에 대한 반성이론으로서의 지위를 지니

며, 추상화된 만큼 일반적인 사회이론의 차원에서 넓은 적용가능성을 갖

는다. 그러나 이는 도덕규범의 정당화 가능성에 대해 해명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를 치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하버마스가 전개시킨 담론윤리학은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를 차지한다. 담론윤리학은 도덕성의 개념에 대한

실질적 해명을 시도하지 않는 형식적인 도덕이론이다. 이는 동시에 도덕

규범이 어떻게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절차적인 해명

을 시도한다. 이 위치는 담론윤리학이 규범적 윤리학의 지위를 놓지 않

음과 동시에 메타윤리적인 해명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한다. 그러

나 동시에 이 애매함 속에서 담론윤리학은 암묵적으로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내용적 규정을 지닐 수밖에 없다. 도덕규범이 정당화된다는 것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규범의 의미를 다루어야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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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범주 혼동의 오류가 생겨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오류는 도덕성에 대한 내적인 해명을 더 자세히 시도하거

나, 반대로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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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lucidate the

'universalization principle' in Habermas' discourse ethics. To this end,

I analyze two premises of the principle which are both deeply

problematic.

The 'universalization principle', or (U), is a formal rule of

argument which defines a valid moral norm. The principle states: "All

affected can accept the consequences and the side effects its general

observance can be anticipated to have for the satisfaction of

everyone's interests (and these consequences are preferred to those of

known alternative possibilities)."

As William Rehg analyzed, this principle has two unelaborated

premises. The first premise states, “Anyone who enters

argumentation must accept pragmatic presuppositions, i.e. rules of

discourse.” The second premise can be described as, “We

understand what it means to discuss hypothetically whether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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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ction ought to be adopted.” The first premise reformulates the

intuition participants of discourse have as they pursue rational

consensus; whereas the second premise explains the meaning of

moral norm and moral discourse.

My main argument shows that these premises are highly

questionable. First, the impartial viewpoint formulated by participants

is only a necessary condition of moral validity. Secondly, moral

norms cannot be justified by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sincerity.

The equation of impartiality with morality, and the derivation of

moral validity from a participant’s desire and interest are two

different categorical fallacies. Due to these flaws, Habermas’ discourse

ethics fails to provide a moral principle by which moral norms could

be objectively justified.

keywords: Habermas, Discourse ethics, Universalization principle,

Moral norm,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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