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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 릿 말

인간이 창안해 놓은 政治制度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제도는 民主主義라고 하겠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그 理想과는 멀리 試行錯誤를 거

듭해 왔다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제도화와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의 문제로 귀결된다.

민주주의가 모든 개인의 自由와 平等을 보장하는 정치제도라는 의미에서 민주

주의는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넬슨(William N. Nelson)은 정의

란 제도들의 제1차적 덕목이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정의로운 법과 정책을 산

출해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人間 本性에 관한 합리적 가정을 전

제로 해서 정립된 민주주의는 倫理的으로 받아들일만한 결과를 산출하는 제도라

고 주장되고 있다. 現代 正義論者들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모든 市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제도이며 따라서 질서가 확립된 사회에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近代 민주주의론자들도 이러한 합리적 가정에 의거한 윤리규범의 규칙들이 代

議民主主義制度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제도하에서 이러한 원칙들

에 부합되는 일련의 법과 정책 결정을 산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代議政治를

옹호하는 밀 (John Stuart Mill)에 의 하면 좋은 정치가 되 려 면 두 가지 基準을 충

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정부가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덕성과

지성을 提高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기구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한 그 기구가 올바른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한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적절한 정부의 기구와 더불어

덕성을 갖춘 시민의 존재라고 하겠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1994년도 Lemix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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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급속한 현대화과정에서 산업구조가 팽창하고 또한 계

층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개인간， 집단간 그리고 계층간에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의의 聚合的 原則과 配分的 原則이 조화롭게 준수될 때， 갈등이 해소되고 또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개인들이 自由放任王

義的 利己主義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추구와 무절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의

의 취합적 원칙은 사라지게 되고 다른 많은 개인들의 생존과 미래는 위협받게되

어 정의의 배분적 원칙도 무시될 수 밖에 없다. 이 정의의 양 원칙이 우리 사회에

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어려운 국변에 놓이게 된다. 따라

서 우리 국민 개개인은 민주주의의 제도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보장받으면서도 우리 모두가 생존하고 있는 국가의 지향목표 또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존속과 조화될 수 있는 한계를 언식해야만 한다. 만일 개개인이 자유방

임주의적으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든지 또는 많은 집단들이 집단적 이익만 추

구한다든지 한다면 끊임없는 훌購과 |調爭이 심화되어 국가 또는 사회의 존속까지

위협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

보다도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국민 전체의 복지와 국가 전체의 안

전과 조화되는 범위 안에서 추구하도록 답制해야 한다. 이와같은 시민의 자제의식

은 社會正義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국민 각자가 사회정

의의 聚合的 原則에 의거해서 공동생활을 영위해갈 때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정

착되고 한 단계 발전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국가의 시민이 인식해야할 정의의 원칙들， 그러한 원칙들이

작동할 수 있는 체제의 제도적 조건들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조건들 안에서의 시

민들의 정의의식등의 문제를 체계존속의 視角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民主 社會에서의 正義原則

1. 표義의 意、味

인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 평등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려

는 제도화의 노력을 부단하게 되풀이해 왔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합리적 시민의

존재를 가정해서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는 예기치 않았던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직변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한 내용

으로 표출될 때마다 사회정의라는 근본적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많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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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뿐만 아니라 개혁운동가들은 실천적 차원에서 社會正義에 대한 이론을 강력

하게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결코 단순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

잡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정의에

대한 이론가들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正義(Justice)란 희랍시대로부터 개인의 덕목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래서 正義

는 모든 인간에게 어떤 불변하는 지속적 목적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正義는 IE直(rectitude)의 원칙이며 또한 인간상호관계를 다루는 원칙이

기도 하다. 일찍이 플라톤은 正義는 모든 다른 덕목들을 조화시키는 최고의 되목

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個人的 德、 B들은 사회적 전체와 동일시된 國家

의 德덤들의 再生塵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정의의 성질은 국가와의 조화를

살펴봄으로써 발견된다. 정의는 社會縣序의 維持라는 요구에 의해서 개인에게 주

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성립된다. 개인은 조직적 사회전체 속에서 하나의

행위자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플라톤의 理想國家에 있어서 개인은 그의 통

료들과의 자유스러운 경합에 의해서 그 자신이 놓여 있는 수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그 자신을 가장 잘 적응시키게 되는 계급에 지정되

어야 하며 그래서 완전한 조화와 통일은 국가와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개인을 특

징 지울 수 있다(Chan， 1979, 342).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正義와 보다 좁은 특수한 의미에

서의 正義룹 구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정의란 適法하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후자의 경우는 公正， 특히 平等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특정지어진 특수한 펙목이

라고 하겠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配分的 IE義

(distributive justice)와 是正的 正義(corrective justice)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配分的 正義는 명예 부 및 공동체의 기타 나눌 수 있는 자

산의 배분면에서 실현되며， 둘째 是正的 正義는 사적인 거래에서 조정적 원칙을

제시해 준다(앞의 책， 344).

프랑케나(William K. Frankena)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정의가 민족사회의 속

성 또는 덕성이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 또는 법적 측면， 즉

국민의 속성이나 덕성은 아니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사회정의의 한

부분으로서의 정치적 정의이다. 그러나 사회는 법이나 국가로만 성립된 것이 아니

다. 사회에는 文化制度 因習， 道德的 準則 그리고 도덕적 제재 등으로 구성된 비

형식적 측면도 있다. 사회가 충분히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측면뿐만 아

니라 비형식적 측면에서도 정의로워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정의로운 사회의 개념

을 정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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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正義로운 社會

사회정의의 개념을 정의하려면 먼저 서로 구별되어야 할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 첫째는 사회정의의 기준 또는 원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사회를 정의롭게 또는 정의롭지 않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다. 그 둘째는 우리가 어떤 사회는 정의롭다 또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 우리가 행동하거나 또는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다. 프랑케나

에 의하면 古代的 意、味에서는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당연한 것을 가지게 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란 무엇인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라든지 또는 그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면 추가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당연한 것 또는 그들의 권리

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의 당연한 것 또는 그들의 권리가

국가의 법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라는 것을 명세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국가의 법이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社會正義는 그러한 법을 준

수하는 것으로 성립될 수 없다. 사회정의는 법적 정의 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의도

포함하므로 만일 법과 행동이 도덕적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면 그 사회는 정의로

운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支配的 道德原則이 정의롭지 않거나 억

압적 인 것 일른지도 모른다(Frankena， 1962, 3).
사람의 당연한 것 또는 권리는 단지 법이나 또는 지배적 도덕적 준칙 때문만이

아니라， 타당한 도덕적 원칙 때문에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타당한 도덕적 원칙에 의해서 부여된 것을 실현하게 한다면 그 사

회는 정의로운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사회정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된 善과 惡， 보수와 처벌 職業과 特權의 할당에서 성립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정의는 타당한 도덕적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분배와 처벌의

체계라고 하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 원칙들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

한 어려운 문제가 미해결로 남게 된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표

義의 定義를 제시해 주게 될 것이다.

정의는 사회적이든 또는 비사회적이든 간에 그 중심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

즉 의무， 재화， 직장， 기회， 벌금， 처벌， 특권， 역할， 지위 등에 대한 할당(害9當)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분배적 정의의 경우에는 相對的 劃當의 관념과도

관련이 있다. 실제적으로 정의는 모든 유사성과 비유사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슷한 나무 토막들을 비슷하지 않게 다룬다거나 또

는 비슷하지 않은 나무 토막들을 비슷하게 다룬다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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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정의는 모든 유사한 것을 유사하게 다

룬다거나 또는 모든 비유사한 것을 비유사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것

들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유사하게 다룬다거나

또는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非類似的으로 다룬다는 것이 반드시 정의

롭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사실 사회정의에 대한 역사적 탐구는 어떤 비유사

적인 것들을 처리의 차이를 위한 기초로서 그리고 어떤 유사적인 것들을 처리의

동일성을 위한 기초로서 배제하려는 기도를 지속해왔다. 즉， 그것은 모든 類似性

이 유사한 처리를， 또는 모든 差別性이 상이한 처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도

정의의 개념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요점은 단

지 사람들의 유사성과 차별성이 행동의 기초로서 선택된다는 데 있다. 문제는 주

로 그릇된 유사성과 차별성이 행동의 기초로서 선택된다는 데 있다. 유사성과 차

별성은 정의로운 것이라면 그것이 행동의 기초를 구성해야 되지만 모든 것들이

타당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들 중 어느 것이 정의롭게 형성된 것이고 어떤

것들이 정의롭지 않게 형성된 것이냐 하는 것이다. 道德的으로 정당화되는 모든

고려들이 정의롭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의에 관해서 타당한 고려들이 도덕적인 것이라고 확인될 수 없다. 플라톤， 아리

스토텔레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추종자들에 의하면 사회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주

어질 동등한 할당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의는 사람들이 모두 필연적으로 유사하거

나 또는 그들 모두가 공유하게될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사회정의는 사람

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속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또 그들

은 사실상 다양한 量 또는 다양한 정도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정의는 단순히 수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필요한 것(개인적 能力， 功過， 業績， 位階 또는 富)의 양이나 또는 그 정도에

따라 할당된 배분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정의의 현대적 개념은 매우 복

잡하며 또는 功利主義的 요구와 平等主義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정의는 人

格을 존경하라는 요구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존경하라는 요구로 인식되고 있다.

正義論者들의 표현을 빌리자변 민주주의는 聚合的 原則 (aggregative principles)

과 配分的 正義(distributive principles)를 結合시켜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

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밀러 (David Miller)에 의하면 전자는 특정한 집단에 의해

서 향유되고 있는 재화의 총량만을 언급하는 것이며， 반면에 후자는 그 집단의

상이한 구성원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재화의 몫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예를

블면 그 집단에 의해서 향유된 幸福의 총량이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취합

적인 것언 데 반해서， 그 집단의 각 구성원이 동일한 양의 행복을 향유해야 한다

능 원칙은 배분적이다. 이 차이는 정치적 정의의 중요한 두 가지 型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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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위대한 예술작품들이 창작되는 양식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취

합적인 것도 아니며 배분적인 것도 아니다 (Miller， 1989, 19).
배분적 정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 財貨의 分配는 귀중한 개인

적 상태(행복， 욕구충족 등) 또는 개인에의 외적 자원(부， 교육 등)으로 성립된다

고 말할 수 있다. 배분적 원칙 자체는 단지 재화가 어떻게 분할되느냐(평등한 분

할)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그의 재화의 몫이 어떤 것이 될 것이냐하는 것을

결정하는 개인의 어떤 속성을 명세화하는 것(필요에 따른 醫藥의 害q當)으로 의미

지을 수 있다.

3. 正義와 平等

民主政治制度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또한 평등하다.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함께 누리고 있는 社會가 民主的 社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正義는 平等의 한

形態다. 즉， 평등한 사람들은 평둥한 것들이 주어져야 한다(Miller， 1987, 136)."라

고 주장했다. 밀러(David Miller)에 의하면 정치사상에서 평등의 개념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첫째는 기본적인 것 (foundational)으로서

평등한 존재로서의 민중을 서술하는 개념이며 그 두번째는 配分的인 것으로서 經

濟的 財貨， 社會的 平等 및 民왔간의 政治權力의 더 평등한 배분을 정당화하는 개

념이다. 평등주의 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더 배분적인 평등을 지지하기 위해서 평

등의 기초적 의미를 사용한다.

그러나 롤즈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2세 기동안 입헌적 민주주의의 기본적 제

도들은 시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구성되어야 할 방

법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 특히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때 민주적 평등의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도 주어지지 않았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들이 어떻게 사회의 기초적 구조에서 가장 잘 실현되느냐에 대해서는

심각한 異見이 있었다. 롤즈는 이러한 이견을 민주적 사상 자체의 전통내에 있는

갈등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公正으로서의 正義를 다룰때， 평등과 관련시켜서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1) 각 사람은 평등한 기본권리와 자유의 적당한 구도에 대해서 平等權을 갖는다.

2)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그러한 권리들은 공

정한 기회의 평등 조건 아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직위와 위치를 배치해 주어야 한

다. 둘째로 그러한 권리는 사회의 불리한 처지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되도록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기초적 구조의 다른 部分들에 적용된다. 두 원칙은 기본

권， 자유와 기회 뿐만 아니라 평동의 주장과 관련된다(Rawls， 199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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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을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고 또는 그것을 정의의 필수요건으로 보는

견해는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다. 정의는 완전한 평등을 요구하며 不平等은 정당

화되지 않는다. 불평등이 때로는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프랑케나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한 것이 사회정의의 개념에 합당

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정의의 다른 원칙， 즉 다른 종류의 도

덕적 원칙에 의해서 파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반드

시 平等主義的인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견해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또한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불평등 또는 비유사성을 정당

화하는 데에는 어떠한 고려들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의로운

사회는 능력과 요구， 공헌， 공과 또는 실적에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차이는 때로는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게 되며 그래서 평등의 필수요

건을 제약시키게 된다. 능력과 욕구， 공헌과 공과의 인식은 평등의 원칙을 제약시

키는 단 하나의 正義原則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주는 정치제도이지만 그 제도가

성숙되어 정착되기까지에는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사례

는 역사상 수없이 거듭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가 성장되어 왔다는 사실은

民主主義 體制에서 추구하는 사회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하겠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모

든 국민 또는 공동체의 복지와 안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기에， 환경의 변화에

신축성 있게 적응해 올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개인의 자

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의 기능확대를 조화롭게 병행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

하였다고 보겠다.

m. 民主社會에서의 正義具現

1. 民主政治의 制度的 장치와 正義

민주주의 정치란 절대적 권력자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이면 누구나 다같이 정

치적으로 자유롭고 또한 평등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정치제도이다. 그러한 의미에

서 민주주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다. 이론상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가정은 모든 시민이 이성적 존재로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또한 행동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

민주주의가 그 현실과는 동떨어져 試行錯誤를 반복해온 이유는 민주주의를 실현



98 師 大 論 嚴 (51)

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제도화

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라면 그것은 롤즈

(John Rawls)가 말하는 질서가 잘 잡힌 사회 (Well-Ordered Society)이 며 또한 그

사회는 正義에 관한 公的 擺念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사회는 질서가 잘 캅힌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에는 첫째로 모든 사람이 정의에 관해서 동일한 원칙을 받아들이고 또한 다

른 사람도 정의에 관해서 동일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기본적인 제도가 일반적인 이러한 원칙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

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縣序가 잘 잡힌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지나친 요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Rawls， 1971, 5).

질서가 잘 잡힌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원칙들에

대해서 승복하게 된다. 倫理規範도 질서가 잘 잡힌 사회에서는 정의에 관한 公的

擺念이 구체화될 수 있는 일련의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윤리규범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러한 원칙들에 승복하게 되면 이득을

얻게 되거나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둘째로 이러한 원칙들은 질서가 잘 잡힌 사회

의 안정적이며 기본적인 憲章으로서 그리고 公的 原則으로서 수용되거나 사람들

이 合意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셋째로 이 원칙들은 자유롭고 독

립적인 개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 소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상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사회

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三權分立， 議會

制度， 選驚制度， 政黨制度 등과 같은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으며，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도들을 운영하는 정치지

도자들의 자질과 국민의 높은 민주의식이라고 하겠다. 민주정치를 위한 제도화와

국민의 민주의식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노력과도 밀접

하게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는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의해서 시정되고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의 사회정의， 그리고 이러한 社會正義의 원

칙들을 토대로 한 價碩觀의 정립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민주주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필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필수요건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했다. 古典的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국가의 기능을 극소화시켰다면， 현

대 민주주의는 다양한 개인들의 利益， 집단들 간의 흉顧， 계층 간의 對立 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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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또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서 작동해야만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

은 후기산업사회에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의 요구들이 다양하게 폭

주되면서 체제 자체가 수용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부담을 지게 된 상황에서 민주

주의 위기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前西獨 首相 브란트는 “만일 西歐의 시민들이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과 권리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소멸될지도 모흔

다”고 경고한 바도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유지하려

면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自由와 權利를 국민 전체의 복지와 국가 전

체의 안전과 조화되는 범위에서 추구하도록 자제해야 한다.

2. 民主社會에서의 갈등과 해소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주는 정치제도이지만 그 제도가

성숙되어 정착되기까지에는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에 직변하게 된다. 그러한 사례

는 역사상 수없이 거듭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가 성장되어 왔다는 사실은

民主主義 體制에서 추구하는 사회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하겠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모든 市民

또는 共同體의 복지와 안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기에， 환경의 변화에 신축성 있

게 적응해 올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개인의 자유 보장과

國家의 기능확대를 조화롭게 병행시키는 데 성공하였다고 보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급속한 현대화과정에서 산업구조가 팽창되고 또한 계

층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개인간 집단 간 그리고 계층 간에 갈등이 어느정도 해소

되고 또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개

인들이 자유방엄주의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利益追求와 무절제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변 정의(正義)의 원칙은 사라지게 되고 다른 많은 개인들의 생존과 미

래는 위협받게 되어 정의의 배분적 원칙(配分的 原則)도 무시될 수밖에 없다. 이

정의의、兩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확립되지 않는 경우에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어려

운 국변에 놓아게 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 개개인은 민주주의의 제도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보장받으면서도 국민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국가의

指向目標 또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존속과 조화될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해야만

한다. 만일 개개인이 팀由放任主義的으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든지 또는 집단

적 이익만 추구한다든지 한다면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심화되어 국가 또는 사

회 자체까지도 와해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서 또한 전지구적 大激變의 時期에 각 개인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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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은 개개

인의 노력만으로 또는 집단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거나 또는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민 모두는 함께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대처하지 않

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선진민주주의 국가들， 第3世界의 開發途上國家들 그리고

구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 변화를 돌이켜 볼 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경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 권리 그리고 존엄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해 주는

정치제도이지만 반면에 취약한 점도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制度

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해도 그 추구하는 목적은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

해서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거나 반대로 실패 할 수도 있다. 그것은 政治가 人

間性의 모순된 양변을 反映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제도화되려면 국민과 지도자들은 다함께 민주적 시민의식을 높여

야 하고 또한 정의로운 民主的 社會를 확립하도록 협동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러

한 노력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正義의 原則을 받아들이고 이에 의거해서 실천하

게 될때 民主王義 社會를 존속시킬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원칙은 첫째로

모든 시-람이 정의에 관해서 동일한 원칙을 받아들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정의에

관해서 동일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민주

주의의 기본적인 제도들이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充足시키고 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 질서가 잘 잡힌 사회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지

나친 요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공

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共通的인 觀點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는 질서가 잘 잡힌 사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원활하게 작동하게 된다.

N. 民主的 正統性과 正義原則

1. 體系에의 支持훌出과 價個의 權威的 配分

民主政治體系가 내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存續하려

면 市民들의 支持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支持는 광범위하게 말해서 體系에 의

해서 價植들이 權威的으로 배분될 때 산출된다. 이러한 민주적 체계의 기능은 시

민들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正義의 原則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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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능은 체계의 正統性 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만일 정의의 원칙들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영향력있는 시민들의 支持도 낮아지게 되고 權威

當局者들은 要求投入을 옳出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만일 體系에의 支持水準이 최소한도의 수준 이하로 내려간다면 체계의 안정

이 위태롭게 될 뿐만 아니라 체계 자체의 존속이 불가능하게 된다. 체계가 정의원

칙에서 벗어나서 지지산출 실패로 말미암아 생긴 重壓에 대웅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체계는 와해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支持盧出失

敗가 必然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濟在的인 重壓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체계에 대한 지지의 쇠퇴로 말미암아 체계가 와해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의 쇠퇴에 대해서 적절한 반웅을 보임으로써 체계의 와해를

방지할 수 있다. 대체로 지지산출의 실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 아래서 나

타나게 된다. 즉， 그 첫째는 權威當局者들이 체계의 관련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겠다. 둘째로 시민들이 어떤 문

제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요구를 제시하지 않았다 해도 산출실패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권위당국자들이 후에 얼어날지도 모르는 조건들과， 체계의 시민들이 반응

을 보일지도 모르는 조건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

게 된다. 시민들이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서 지혜롭게 반응할 수

없는 경우에 權威當局者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므로 그 결과는 塵出失敗로서 나타

나게 된다. 세째로 산출이 관련된 시민들에게 부당하거나 또는 그들의 요구와 양

립될 수 없는 경우 산출실패로 나타난다. 산출실패로 말미암아 쌓이게 된 불만은

권위당국자들에게 집중될지도 모르며 만일 산출에 있어서 어떠한 개선이나 변화

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불만은 체제와 공동체를 향해서 집중될지도 모른다. 이

러한 산출실패가 특정한 기간에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體系의 IE常的 機能은

마비될 수 있다.

2. 표統性과 據散支持훌出

체계의 안정과 지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據散支持라 하겠다. 이러한 據散支持

는 시민들이 체계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체계의 유지와 존속에 기

여하게 된다. 시민들은 체계에 대해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

으로 인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와 같은 만족감은 체계의 미래에 대해 기대

할 수 있는 혜택을 위해 현재의 자제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큰 역사적 과정

의 일부라는 감정에서 나온다(Easton， 1966a, 273). 그러므로 이러한 據散支持는

特珠支持와는 질적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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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계는 옳出失敗를 보상하기 위해서 체계의 구조와 규범을 변경시키는 방

책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스튼에 의하면 모든 정치체계는 두 종류의 반응 즉 特

珠支持 (specific support)와 據散支持(diffuse support)가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다루게 되는 특수지지는 요구에 대해서 체계로부터

얻어진 만족감의 결과로서 생기게 된다. 즉 요구의 충족에 대한 결과로서 지지가

생기게 된다 물론 특수지지만으로 체계가 존속될 수는 없다. 그러나 희소한 가치

를 특정한 개인들이나 집단 또는 계층에게 배분함으로써 체계에의 지지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特珠報빼는 모든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긴 불만에 대해서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체계의 시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기꺼이 權威當局者들에게 복종하

고 체제의 규칙에 순응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지지는 시민들이 권위당

국자들에게 복종하고 체제의 규제에 대해서 순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또 적절하

다고 생각하는 확신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正統性意識(sense of legitimacy)과

관련된다. 이러한 태도에 함축된 지지의 강도는 장기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특수

한 유인들과 어떤 종류의 보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 큰거에서 權

威當局者들이나 체제의 도덕적 따당성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었다면 권위당국자

들의 산출들 또는 적절한 행동의 실패로 말미암은 반복된 가치박탈에 직면해서도

지지는 지속될 수 있다. 여기에 체계에의 正統性이 확립되는 근거가 놓여있는 것

이다. 그러한 정통성의식이 권위당국자들과 체제에 대한 지지의 기초로서 사용된

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외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여기서 체계의 정통성은

그 체계가 정의원칙에서 작동되어 왔으며 또한 작동될 ·것인가에 대한 市民들의

확신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만일 체계가 投入들을 塵出들에로 전환시킨다면， 체계의 자원을 어떤 주어진 목

표달성을 위한 수단， 그리고 관련된 과업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

다. 권위당국자들은 어느 정도 說得， 자기이익이나 전통에의 呼訴 또는 산출들에

대한 默認을 얻기 위해서 실력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산출들의 효과는 전적으

로 우연 즉， 체계의 목표들과 개인의 목표들 간의 우연의 일치에 의지해서 나타나

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의 규모와 조직이 방대해짐에 따라 권위

당국자들과 시민들간의 관계는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정치적 混亂의 막

바지에서의 위협이 회피될 수 있다면 권위당국자들은 최소한 정치체계에서 설정

된 한계 안에서 작동되도록 본질적 변수들을 維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권위당국

자들과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신념은 그러한 안정된 연계를 제공해 준다.

시민들이 권위당국자들의 행동을 위한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든 간에

복종은 정치적 질서에 대한 신념에서 나오게 된다. 만일 산출들을 수용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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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것들에 대해서 묵인하려는 경향이 없다면 어떠한 권위당국자들도 계속적인

실력행시-의 과정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정통성과 正義에

대한 신념으로 말미암아 권위당국자들의 활동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경

우 그들이 적어도 다른 시민들의 묵인 그리고 훨씬 더 열렬한 협조를 얻을 수 있

다. 시민들 간에 권위당국자들과 질서가 정당하고 또한 적절하다고 하는 신념이

었다면 산출들은 권위적 또는 구속적인 것으로서 수용된다. 동시에 이것은 체계에

대한 일반적 승인 또는 찬성을 의미하므로 체계에 대한 分散支持를 표시한다.

3. 政治體系의 逢行能力과 正統性

정통성과 正義原則이 정치체계의 안정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비증을 차지하

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특히 발전을 서두르고 있는 開途社會에 있어서

정통성이 확립되지 않는 경우 정치체계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체계가

이와 같은 重壓 아래서 작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正統性의 危機라고 부르

고 있다. 파이 (Lucian W. Pye)는 “정통성이 체계의 수행능력과 정부의 권위에 대

한 국민의 감정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일체감， 참여， 침투 또는 배분의 위기 그 어

느 것도 정통성의 문제에서 절정에 도달된다(Pye， 1971 , 64)"고 지적하고 었다. 다

시 말해서 발전과 관련된 모든 위기는 궁극적으로 정통성의 문제로 集約된다는

것이다. 만일 체계가 지지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정통성의 신념을

어느 정도 요구하게 되는가? 상당한 기간 존속한 정치체계에 있어서 정통성의 신

념은 支持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정통성 의식은 요구들을 塵出들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절차의 수용을 위한 도덕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체계유지에

불가결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체계의 유지를 정통성의 확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

게 한다. 그러므로 가치들이 사회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배분되는 관계들의 집합이

정치체계라고 확인하게 된다(Easton， 앞의 책， 285) .

전통적으로 정통성의 성질은 엘리트 행정간부 또는 체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미분화된 집합과 같이 權威當局者들의 권력에 적용된다. 그러나 정통성

의 감정이 체계에서 지향하고 있는 대상을 확인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개인들

로서의 權威當局者들 이상의 것이 개재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통성은 체제의

규범들과 구조에 귀속되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정통성의 관념에는 이중적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정통성은 體制와 權威投劃 (authority roles) 수행자를 지지

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당국자들과 체제를 위해서 動員되는 지지는 몇 가지의 상

이한 근원， 즉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의 원칙들， 체제의 구조와 규범들에의 집착， 또

는 개인적 자질로 말미암은 권위당국자들에 대한 헌신 등에서 연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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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의 위기는 체계의 기본적 구조와 성격 변화라는 형태에서 나타난다. 앞에서

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위기가 궁극적으로는 정통성의 문제들과 연결되며 또

한 정통성의 위기라는 개념은 정부의 憲政基鍵의 쳐져壞를 의미한다. 그러나 체계가

특히 정통성의 의식과 권위가 강력하게 유지되는 경우 다른 위기들을 피할 수 있

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통성위기의 극적 해소가 다른 위기들을 일시적으로나마 피

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해 준다(같은 책， 137).
정통성 위기를 부분적으로 해소시키려면 動的 리더쉽이 요구된다. 정부의 제도

들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층이 충분히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행동하는 경우

에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웨버의 표현을 빌리변 權威란 조건들이 가장 안

정된 경우에 가장 강력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문제는

권위의 특정한 形態가 존재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었다기 보다는

그러한 국가들이 당면하게 된 상이한 문제와 과엽에 관해서 權威와 正統性이 어

느 정도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물론 정통성은 체계의 구성원들이 체

계에 대한 服從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복종에

의 신념 또는 정통성 의식은 시민들의 正義意識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고 하

겠다. 이에 의거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의 수행능력이 유지된다고 하겠다.

동시에 체계의 수행능력은 체계에 의한 能率과 效率性의 높은 수준에 의해서 지

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V. 本質的 變數로서의 正義와 體制存續

民主的 體制가 존속하려면 그 체계는 본질적 변수로서의 正義의 原則에서 작동

되어야 한다. 최근 正義와 민주정치에 대해서 規範的 國家論者언 피스크(Milton

Fisk)는 매우 흥미있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민주적 체제에서 正義

의 역할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어떤 正義의 유형을 실현하려고

기도한다. 국가가 추구하는 정의의 유형은 행정기구들을 통한 管理 또는 配分을

포함하게 된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한 측면이지만 다른 측면은 국가의

다른 구성요소인 경제에 의해서 社會縣序를 지지하는 것이다. 正義를 추구하는 것

과 경제를 지지하는 것 간에는 잠재적 갈등이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국가가 반대

방향으로 끌려갈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기초가 된다. 국가는 경제적 기능과 불

편하게 공존하는 규범적 차원을 획득하게 된다(Fisk， 1989, 4)."

국가의 이러한 규범적 차원은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상황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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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미를 갖는다. 대중을 지배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웅집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사실은 상충적인 下位單位들의 행태에 대한 制約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

각해야 한다.

이러한 制約들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규범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제약없

이 국가는 다수 국민의 눈에는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고 반란적 행동에 취약해진

다. 正義에 대한 국가의 규범들이 통치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는 사회조직체를 건

강하게 유지하도록 기능하며 正義는 국가를 정당하게 기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피스크의 관찰은 政治體系論的 관점에서 볼 때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의

의 원칙이 체계의 본질적 변수<essential variables)라고 이해될 수 있다(Easton，

1966b, 94). 민주적 체계는 어떤 수준 이상에서 작동해야 한다. 이스튼(David

Easton)에 의하면 정치체계로서의 특징적 작동양식은 사회에 대해서 價植들을 배

분하고 구성원을의 승인을 확고하게 하는 체계의 능력에 었다. 그것은 즉， 사회를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과 관련된 行態 및 대다수 구성원들에 의해서 권위적

인 것으로 빈번히 용납될 확률은 본질적 변수들로서 정치체계들을 모든 다른 형

태의 사회체계들과 구별짓는 두가지 중요한 변수들 또는 변수들의 集合이라고 하

겠다(같은 책， 96).

민주적 체계의 본질적 변수들은 구성원들이 감지하고 있는 체계의 能率， 效率性

그리고 正統性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린즈(Juan Linz)는 “정통성을 능

똘 및 효율성과 관련시켜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兩者는 정통성에 관한 신념

섣섣까 1 \
닫셋늑‘ 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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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 보완 또는 약화시킬 수 있다(Linz， 1978, 18)"고 지 적하고 있다. 적 어도

정통성은 체제의 능률과 효율성이 성취하려는 肯定的 結果 즉 체제의 존속과 상

대적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정통성의 값이 零 또는 負의 값에 가깝다고 한다변

능률과 효율성의 실패는 복잡하게 얽혀진다. 린즈는 그러한 관계를 앞과 같은 그

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적 체제가 능률과 효율성 그리고 정통성에 의거해서 존속된

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체계가 本質的 變數로서의 正義의 原則에서 지속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질서가 잘 잡힌 민주적 체계의 본질

적 변수는 정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Rhee， 1994).

VI. 結 論

民主政治는 시민들의 同意(구체적으로는 選驚)에 의해서 확립되고 理論上 시민

들의 意思의 集約的 표현에 의해서 작동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질서 잘

잡힌 사회에서 비교적 원만하게 작동된다. 롤즈가 말한 바와 같이 질서가 잘 유지

되는 사회는 正義의 개념에 관해서 安定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사회제도들

이 정의에 대한 效率的 支持感을 생기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awls， 앞의 책，

7). 이러한 효율적 지지감은 모든 사람들이 自由와 幸福의 권리를 가지며 정의로

운 사회질서는 이러한 권리와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인식과 존경에 의해서 규제된

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올바른 정의감에 의해서 유도되는 사회는 정의

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있다(Phillips， 1986, 184). 모든 사람들은 정의란 보다

큰 사회에 대한 그들의 공헌에 비례해서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다‘ 여기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에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올바른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 社會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실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필립스(Derek

L. Phillips)가 지 적 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의 權

利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가정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개인들이 그러한 正義感을 습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어떻게 正義感이 社會化過程을 거쳐서 습득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같은 책 186). 社會化는 道德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

요가 있다. 사회화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모든 개인에게서 모든 다른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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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행복의 권리에 대한 존경심을 발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권리

들의 인식과 이에 의거한 행동 성향은 게워스(Alan Gewirth)가 말하는 正義의 道

德的 德 담 (moral virtue of justice)이 라고 하겠다(Gewirth， 1978, 319). 그래서 이

러한 인식과 행동성향은 유아기에 발달되어야 할 중요한 개인적 資質이다. 그가

말하는 두번째 자질은 그러한 인식과 관련된 自 尊心(self-esteem)과 性品의 다양

한 德目이다(같은 책 320). 게워스의 포괄적 권리와 행동성향의 인식은 각 개인의

자존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웅한 존경섬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相互受容 (mutual acceptance) 과 寬容(toleration) 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도덕적 행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있는 성품의 덕목발

달에 장애가 되는 행동들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개인적 자질 즉， 正義의 道德的 德目과 自尊心과 이와 관련된 덕목의 발

전은 교육방법과 관련되고 있지만 전체사회의 교육적 정치적 및 사회적 제도들

에 의해서 助長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正義는 민주적인 제도에서의 사회

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體系論的 視角에서 볼 때 민주적 체제가 정상적으

로 또한 지속적으로 작몽하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能率， 效率性 그리고 正

統性이 요구된다. 규범적 시각에서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민주적 체제는 正義의

原則에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시민들의 정의의식과

민주적 체제의 안정적 작동이 그것들의 외적(制度的) 메카니즘 보다도 내적 메차

니즘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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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nse of Democratic Citizen's Justice and
System Persistence

Rhee, Yong PH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al with the sense of democratic citizen’s
justice, the principles of justice which 허1 the citizens should recognize, and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which the principles of justice can be realized in terms of

systems persistence.

According to John Rawls, the role of the principles of justice is to assign

rights and duties in the basic structure of socieη and to specify the manner in

which institutions are to influence the overall distribution of the returns from

social cooperation. The basic structure is the primary subject of justice and that

to which the principles of justice in the first instance apply.

If a democratic system is to persist, it has to operate in terms of the

principles of justice, which is the essential variables for the system functioning.

In this sense Milton Fisk argues that the role of justice in a state is to set

limits. In his word, a state' s pattern of justice will also include the

administrating of distribution through executive agencies. Rawls also assumes

that a well-ordered society is stable relative to its conception of justice. This

means that soci떠 institutions generate an effective supporting sense of justice.

In the real world it is totally unlikely that everyone would live in accordance

with these principles. Assuming, then , that it would be both morally and

socially desirable for every person to recognize and respect the rights to

freedom and well-being of everγone else, we need to consider how individuals

might come to acquire such a sense of justice. One of the primary tasks of

socialization should be the development in everγ person of a respect for the

rights to freedom and well-being of all others. The recognition of these generic

rights and the disposition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m is what Gewirth calls

"Gewirth's principle of generic consistency requires that each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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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must be related in a corresponding esteem for other persons." This

means that people ought to have an attitude of mutual acceptance and toleration

toward one another, and that all moral agents have a duty to refrain from

action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virtues of character in other persons.

We must recognize the crucial importance of socialization in helping to inculcate

moral principles , educate the moral emotion, and develop the virtues.

The sense of citizen I s justice which has been cultivated the socialization

process can lead to the persistence of democratic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