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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며려말 

현대 미국의 정치사조에서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적 사상에 대한 이론적 o 정치적 비판의 

갈래 중 중요한 비 중을 차지 하고 있는 입 장이 공동채 주의 ( cornrnunitananism) 이 다. 최 근 

의 공동체주의는 근대 개인주의의 보편화에 따른 윤리적 토대의 상실， 즉 고도산업사회화 

에 따른 도덕적 공동체의 와해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에 의한 원자화 등의 현상에 대 

한 불만의 이론적 표출이다. 공동체주의적 사상가들은 따라서 정치적， 문화적 공동체를 

“보다 통합된， 보다 상호의존적인， 그리고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서적으로 풍 

요로운 장" (팡owler 1991. 161)으로서 재개념화하고 이를 이론적 및 정치적 영역 모두에 

서 복원시키려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들은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 

겔 동의 사상으로부터 이론적 기초를 제공받는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제도적 틀로서 ‘강한 공동체’ 라는 개념을 우선시하고 “우애적 감성”과 “자아 정체성의 공 

동체적 이해”를 강조하여 (Sa때del 1982. 150). 귀속감이라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정서적 

갈망에 호소함으로써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주의적 해석 

과 주장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모델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호 

응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되는 맥킨타이어 (Alasdair 陣acIntyre) . 산델 (Michael 

Sa없del) . 태 일 러 (Charles Taylor) . 바버 (Be때amin Barber) . 갤 스턴 (William A. Galston) 

등의 이론가들 간에 존재하는 견해의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테일러가 공동 

체 내에 공유되고 있는 정체성 의식에 대한 해석외 비판적 기능을 강조하지만 맥킨타이어 

나 산델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공동체적 전통의 부활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때로 

는 공동체 주의 진 영 을 “통합주의 적 (integrationist) " 입 장과 “참여 주의 적 (parlicipatory) " 입 

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Benhabib 1992. 68-82). 공동체주의는 중요한 측면에 있어 개 

인적(사적) 그리고 공동체적(정치적) 이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낭만주의 (p빼itical 

:rornanticism) "의 전통을 계승한다(Lax’rno:re 1987. 119). 통합주의적 시각에서 이러한 

.01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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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의 가능성 , 즉 원자론적 개 인주의 와 “의 미 지 평 (horizons of significance)" (Taylor 

1991)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적 가치체계-맥킨타이어의 경우 “시민 종 

교 (civic religion)" 나 “예의범절 (code of civility)" 그리고 산델의 경우 도덕적 인격의 함양 

에 기여하는 친교와 연대의식 등-의 복원 및 재정립에서 찾아진다. 이에 비해 참여주의 

적 견해는 문화 · 의식 차원에서의 가치관의 전환보다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한계 극복 

을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의 확충과 이를 통한 정치참여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 

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진영내의 견해의 다양성애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근대 자유주의적 이론， 문화， 제도의 비판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공통된 주장들을 발견할 

수 었다(흉묘밟anan 1989). 첫째， 자유주의는 인간의 행복-한 삶의 펼수적 조잔인 공동체 

를 평가절하하고 나아가 와해시켜며， 둘째로 정치적 공동체와 정치적 삶 자체에 목적이 

아닌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을 부여한다는 것아다. 셋째로 자유주의는 비계약적 의 

무의 형태인 가정과 공동체적 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쩨사하지 못하며， 넷 

째로 자아 정체성의 “귀속성 및 피조성 (embedderln.ess 811뼈 con.stit뼈ted묘ess)" 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상적 자아개념을 이론화의 기초로 하는 결함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는 

정의(jus합ce) 를 사회제도의 최우선적 덕목으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오류 

를 범한다.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는 공동체적 삶이라는 보다 상위의 가치가 상실되었을 

때 요구되 는 “치 유의 덕 (81 reme밟a1 virtue)" 의 하나가 정 의 이 며 따라서 규범 론의 가장 본 

질적 문제를 정의가 아닌 행복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정의， 권혀， 평등， 자유 등의 개념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규범론을 비판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치적 현실주 

의의 견지에서 자유주의 규범론을 일종의 도덕주의적 이상주의로 규정하고 그 추상성과 

비현실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들은 추상적 자유주의 규범론을 현실에서 보편화되는 이 

기적 개인주의의 이론적 표현이자 그 심화를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로 이해한다. 즉， 자유 

주의적 문화와 제도， 이론들은 근대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유 

지하며 공고화되어 왔고 그 집적척 결과가 극단적인 주정주의 문화(emo뼈vist 

cu표때re)(Maclntyre 1984)의 지배와 의미 지평의 상실 (Taylor 1991)로 나타난다는 것이 

다. 

공동체주의자들은 방법론적 차원에 있어 윤리적 규범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사 

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의 해석 (interpretation.)을 수용한다. 그리고 실천적 제안으로서 

전통의 재활성화 또는 공동체적 유대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조성을 촉구한다. 또 

한 윤리적 논의의 언어를 자유주의적 개념틀-개인의 자율성， 권리， 중립성， 사회적 정의 

등 로부터 공동체주의적 개념틀 전통， 시민으로서의 덕목， 공동체적 유대， 사회적 의 

미， 행복 등 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신틀을 이른바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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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connected critics) , " 즉 자기가 귀속된 사회의 문화와 의식으로부터 탈피하지 않고 

사회비평을 수행하는 이론가들로 인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적 근 

대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적 거리( cri tical distance)’와 동시에 규법의 사회성과 의미 

해석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본고는 이상의 특성을 갖는 공동체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그 

리고 이를 위하여 공동체주의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 있는 태표적 이론가인 A. 

맥킨타이어， C. 테일러의 논의를 분석 정리한다. 이들의 분석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논리 

적 연계성에 주목하여 공동체주의적 사고외 전체적 논리 체계를 명료화함에 초점을 둔다. 

또한 이를 통하여 공동체주의의 설득력과 한계를 살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릎애 점웠훌화 빽판파 아2.1^뿔햄책잉느짧와 

。 빽휠 Er어택 

혔통의 푹호활: 

맥킨타이어 (A1asdair 郞a뼈ntyre) 가 현대 사상 철학계 내에서 갖는 중요성은 그가 윤려 

적 관심을 가지고 일련의 저 술 (After Virtue; ￦hose J뼈stice? 댐Thich 묘atiol1ality?; 'I’hree 

Rival Versiol1s of Mor싫 묘n앵뼈iry) 을 통하여 근대 정신문화(mode뾰1 et뼈s)의 한계를 규명 

하고 나아가 아리 스토텔레스적 전통의 부활을 대안으로서 제시한다는 변에서 찾아질 까

T 

있다. 그의 윤리적 관심은 무엇보다도 근대 출현 이후 인류가 경험하게 된 

(moral impove뼈shment) ’ 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도덕적 궁화 

그에 게 있어 도덕 철학은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 체계의 흔재 상황 속에서 평가의 관점을 정립하고， 그를 통해 실천적 과제 

진정한 도덕적 체험의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학문으로 이해된다. 그는 도덕 철학과 로서 

도덕적 공통체의 상호 지지적 관계에 주목하여 근대 도덕 철학의 실패와 도덕적 공동체의 

붕괴를 하나의 연계적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맥킨타이어는 서구의 도덕 및 문화의 기원 

과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적 ·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현대에 이르러 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 

게 된 도덕 상실의 원인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다 

맥킨타아어의 프로젝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로 그는 근패 

의 감정주의 윤리론괴 그 문화적 영향력을 비판하면서 아울러 겨l 봉주의 전통의 도덕 철학 

과 니이체적 상대주의를 실패한 규범른의 예로 부각시킨다. 둘째로 그는 이러한 비판을 

근거로 도덕 이론과 실천에 있어 진정한 객관성의 토대로서 목적론 체계의 재도입을 시도 

한다. 나아가 그는 자유주의 규범론이 근대적 문화 ‘전통’ 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 

면서 전통의 특수성 과 상황가변성 을 초월하는 도덕 론을 수립 하려 는 계 몽주의 적 규범 론은 

자기 모순의 오류에 의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킨타이어의 주장과 분석 

은 공동체주의의 핵심적 주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여를 한다. 그의 근대 문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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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고찰을 통해 자유주의 규범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불만이 어떠한 동기와 성 

격을 가지는 지 알 수 있다. 또한 전통과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윤리 개념들에 대한 그의 

강조를 통해 공동체주의 윤리론에 내재하는 통합주의적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1 . 근대 도턱 철학 및 문화 비판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현대의 규범적 논의는 혼돈의 상태에 처해 있다. 실제의 규범 논 

의는 개인들의 자의적 의사 간의 충돌로 나타남에 반해 논의에 사용되는 ‘도덕의 언어 

(languages of morality) ’ 자체는 객관적 기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 조정 

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러한 현상을 맥킨타이어는 ‘근대적 도덕의 허 (modern 

simulacra of morality) ’ 으로 파악하고 이의 원인을 규범적 주장의 의미 (meaning) 와 사용 

(use)의 괴리에서 찾는다. 즉， 우리는 규범적 주장을 내세움에 있어 그것을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주관적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는 방편으로서 ‘사용? 하는데， 그러한 발언의 ‘의 

미’ 에 있어서는 형이상학적 또는 신학적 목적론의 형태로 주어진 객관적 기준이 존재했던 

과거 시대의 흔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현대에 있어 대부분의 도덕적 논의 

는 내적으로 논리적 정당성을 지니는 주장들이 경합하는 양상을 띠게 되어 결과적으로 합 

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각각의 주장은 정당화의 차원 

에서 합리적 조정을 가능케 하는 객관적 이유와 기준의 존재를 상정하게 됨에 따라 패러 

독스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패러독스꾀 해결을 위해 근대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도덕 

철학의 사조가 이른바 “감정 윤리론(emotivism) "이라는 것이다. 이는 규범적 표현의 ‘의 

미’에 관한 이론으로서 모든 도덕적 · 당위적 판단은 단지 주체의 선호와 감정 및 태도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객관적 평가 기준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도덕적 

발언의 ‘의미’와 ‘사용’을 구분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맥킨타이어가 가하 

는 비판의 초점이다. 

이러한 감정 윤리론은 이후 분석철학자들에 의해 이론으로서의 한계가 지적되고 비판되 

었으나 맥킨타이어는 사회적 관행과 문화적 관념에 있어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 

고 있다고 주장한다1) 또한 철학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부지불식 중 이모티비즘은 

1) 맥킨타이어의 감정 윤리론과 그 문화적 표현에 대한 비판은 도덕 철학의 과제에 대한 그의 관 

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하나의 도덕 철학은 감정 윤리론도 예외가 아니며- 특징적으로 

하나의 사회학을 전제로 한다’ (MacIntyre 1984. 23) 라고 주장한다 즉， 모든 도덕 철학은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행위자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분석과 주장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으 

며， 실제로 전통적인 도덕 철학은 윤리적 개념과 그 사회적 표현의 관계 규명을 도덕 철학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맥킨타이아는 무어 (G.E. Moore) 이래의 도덕 
철학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 반대하여 도덕 철학의 과제를 광범위한 맥락에서 파악하고 감정 

윤리론의 사회적 내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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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재현되고 이는 뿌리 깊은 문화적 영향력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맥킨타 

이어에 따르면 감정 윤리론의 사회적 영향력의 핵심은 그것이 조작적 그리고 비조작적 대 

인 관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모든 대인 관계를 조작적 내지 수단적인 것으로 전락시 

킨다는 사실에 있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선 객관적 o 합리적 기준과 공동체적 지평의 상실 

은 사회생활 속에서 대인관계를 수단적 · 조작적 관계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도덕적 논의가 각자의 감정과 선호를 기초로 전개되는 경우 모든 개인은 상대를 자신의 

감정과 선호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 객체로밖에 인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 

이 합리적 존재로서 스스로 무엇이 객관적으로 옳은 것인가를 판단활 수 있는 목적적 주 

체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간형이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바 ‘근대적 인간형 

들’ 이다. 근대적 인간형은 주관적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거나(“the Aesthete" ) 효율성과 기 

술적 전문성을 신봉하면서(“뼈e Manager & the 'I’herapist" ) 객관적인 도덕적 관점과 합리 

적 기준을 도외시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근대적 자아는 그가 취하는 어떠한 관점에서도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는 “구속에서 벗어난 자아(unencumbered self)"로 인식된다. 맥킨타이어는 근대 철 

학자들이 근대적 자아의 이러한 특성에서 도덕적 행위자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본 

다. 근대 자유주의 철학의 견지에서 볼 때， “도덕적 행위자가 된다함은 바로 한 개인이 

처한 상황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으로부터 탈피하여 모든 사회적 특수성과 철저하 

게 유려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관점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聊adntyre 1984. 

31-2) 한편으로 이 러 한 견해는 도덕적 행위자의 민주화 (democratization of moral 

agency)" 를 옹호하여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대한 고핵를 빼제한 채 최소한의 이성적 존재 

는 모두 도덕적 행위자로 인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계층(“managers" 와 “뼈erapists" )의 우위적 지위는 사회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상 

황에 주목하여 맥킨타이어는 ‘사실’의 영역에서는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절차가 수립 

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권위의 위계화가 이루어짐에 비해 ‘도덕’ 의 영역에서는 의견 대립 

의 필연성이 도덕적 다원주의로 미화되어 존엄시 되는 것이 근대적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맥킨타이어는 감정 윤리론과 그에 기반한 자아관은 역사적 변화 과정의 산물로 이해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만이 근대적 자아관과 윤리론의 절대화 경향 

을 극복할 수 있고 근대적 도덕 문화의 한계에 대한 자기 반성적 고찰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맥킨타이어는 계몽주의 철학애서 나이체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 

에 이르는 도덕 철학 사조에 대한 총체적 비판 작업을 전개한다.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모든 도덕적 판단과 행위가 진정한 도덕적 체험이 되려면 아리스 

토텔레스적인 목적론의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교화 이전의 인간 본성 “목적 

(telos) 의 실현을 통해 발현 가능한 인간 본성 그리고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이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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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규율”로 구성되는 목적론적 윤리체계는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중세의 아퀴 

잠재적 능력과 합리성， 그리고 인간의 목적인 

(human telos) 에 대한 설명체계를 통해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윤리의 의미와 기능을 확고 

인간의 유지되면서 이르기까지 나스에 

하게 인식시켜 왔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특히 계몽주의 철학에 의해 세속적 이성과 과 

학에 대한 신념에 근거하여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부정되면서 전통적인 윤리체계 

의 붕괴가 초래되었다. 목적론적 윤리체계의 세 요소 중 인간의 목적인 (human telos)이 

배제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구에 근거한 윤리적 규율의 정당화가 근대 도덕 

철학의 과제로 대두된 것야다. 그러나 맥칸타이어에 따르면 이러한 과제는 펼연적으로 실 

패하계 된다는 것아다. 왜냐하변 윤리적 규율 자체는 교화를 통해 실현 가능한 인간의 목 

적인 (huma묘 telos) 이 전제될 때만 그 외미와 기능야 인정되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목 

적인의 실현에 필수적언 공동체적 질서로부터 벗아난 추상화된 개인을 도덕적 권위의 유 

일한 근거로 상정하게 됨에 따라 근태 도덕철학은 전통적인 윤려 규범의 역할을 무의미하 

게 만들었다. 요컨대 자유와 평등에 의해 규정되는 추상화된 개얀이든 과학적 탐구에 근 

거한 인간이든 이러한 인간관얘 기반하여서는 규범과 윤리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근대 도덕철학(데카르트에서 니아체에 이르는)이 아려스토텔레스주 

의적 목적론 체계를 온전한 형태로 유지하지 않고 그것을 붕괴시킨 후 일부 파편들의 조 

합을 통해 도덕철학을 재구성하려 한 데서 찾아진다는 것이다. 

맥 킨타이 어 는 자신의 문제 의 식 을 “밟istotle or Nietzsche?" 라는 극명 화된 질문으로 압축 

시킨다. 한편으로 맥킨타이어는 니이체의 계몽주의 철학에 대한 벼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근대의 이상주의적 도닥칠학이 가지는 허구성과 추상성을 ‘계보학적 비판 

(genealogical critique) ’ 을 통해 밝히려 한 점에서 니이체는 근대성의 극복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맥킨타이어는 진리와 합리적 기준에 대한 상대주의 

와 극단적인 주관주의적 경향은 결국 계몽주의적 근대철학의 연장이며 따라서 니이체와 

그의 영향 하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주창자들의 근본적 한계는 근대 도덕 철학 일반이 

가지는 한계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즉， 계몽주의나 탈계몽주의나 모두 개인적 주관주의 

에 입각함으로써 진정한 윤리론의 정립과 실천이 불가능하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맥컨타이어는 니이체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은 도덕철학의 측면에서 근대 철학의 때 

안이 될 수 없으며 진정한 윤리적 실천과 이론의 결합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전통의 부활 

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2 전통의 합리성 

계몽주의 내지 자유주의와 니이체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맥킨타이어는 그들이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을 각각의 역사를 가지는 ‘전통’ 으로서 인식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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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비판한다 맥컨티-이어는 도덕 철학의 체계가 항상 전통의 내적 벼판과 개혁의 과정 

을 통해서 형성 그리고 재형성된다고 주장하벼， 이러한 전통엌 맥락을 부정하는 사상적 

조류에 의해서는 설득력있는 윤리 체계와 도덕관이 수립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맥킨타이어는 근대 도덕 철학과 문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가 위한 대안으효서 아리스토렐레 

스주의적 토마즘적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추구한다. 그려고 그는 전통의 깨혁 과정에 대 

한 분석을 통해 근대적 상황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이 재구성되어 하나의 윤려 체 

계로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맥킨타이어는 한편으로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자들에 대항하얘 전통으로부터 초월한 중립 

적 내지 합리적 기준의 정립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는 “전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규 

법에 대한 탐구 자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마하며 지적， 도덕적 빈곤 상태를 초래한다” 

(陣adntyre 1988 , 36 '7)고 비판한다 다른 한편으로 맥컨타이어는 관점주의 및 상대주의 

적 입장에 대항하여 전통과 유가적 연관성을 가지는 규범 논의에 있어 진리와 합려성핵 

개념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디. 그는 전통틀 간의 우열과 진리 주장외 논증 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반박하면서， 전통을 중요사하는 입장에서는 전통과 합랴성， 진랴 주장외 

판단 기준 등의 개념들야 조화롭게 상호 연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맥킨타이어는 “과거 속에서 무엇아 미래를 위한 지침이 되는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의 소유와 계승이 전통의 핵심을 이룬다" (Madntyτe 1990 , 128)고 주장한다. 또한 천통 

은 합리성을 내포하는데 그 합리성아란 계몽주의적 합리성 개념과는 구분되는 “전통에 의 

해 형 성 되 고 전통을 형 성 하는 (traditio묘-consti뼈te뼈 an뼈 tr뼈ition-constitutive) " 도덕 적 탑 

구의 합라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합리성은 하나의 전통이 역사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분 

석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뼈adn뺑re 1988 , 354ff) 즉， 하나의 전통은 그 전통 내의 

신념 체계의 문제점들아 인식른적 위기와 함께 드러나게 되변 일련의 재구성과 평가 및 

개혁을 통해 그 문제점들과 한계를 극복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 형성적 도 

덕론의 전형적 예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아퀴나스애 이르는 전통으로서， 아퀴나스는 아리 

스토텔레스와 어거스틴에서 비롯된 상치되는 전통들을 종합하는 중요한 업적을 아룩했다 

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맥킨타이애는 인식론적 위기나 동일 기준에 의 

한 비 교 불가능성 (incommensurability) 등의 문제 는 극복 가능한 것 으로 파악하며 , 이 러 한 

극복의 과제를 수행함에 어느 정도 성공적인가가 전통의 선호와 우월성을 결정하는 중요 

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이러환 기준에 입각해 볼 때 토미즘적 전통은 

계몽주의적 자유주의나 탈계몽주의의 전통에 비해 보다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전통이라고 

역설한다. 

토미즘적 전통의 옹호에 있어 맥킨타이어가 중요시하는 재념들은 인간의 목적인(h.앤뾰lan 

telos) , 공동체적 가치체계 , 실천적 합리성 (pradical ra뼈onality) , 프락시스 (praxis) ,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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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한 삶의 내러티브(narrative) , 행복(the good)의 규정성 등이다.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맥킨타이어는 근대 출현 이후 이론 및 사회적 실천의 영역 모두에서 지 

배적 원리로 작용해 온 이모티비즘， 즉 개인의 선호와 판단 기준의 절대화 경향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는 근대의 아노미와 규범 부재의 

상황을 목적인에 대한 규정의 회피와 “전통 형성적 합리성의 규범이 구체화되어 있는 사 

회 제도와 양식으로부터의 탈피’ (MacIntyτe 1988 , 368)의 결과로 이해한다. 따라서 맥 

킨타이어는 자아 정체성의 규정에 있어 공통체적 가치관과 기준， 목표에 근거한 개인의 

삶에 구체화된 내러티브의 통일성 (the 묘뼈ty 뼈 a narrative embodied in a single life)을 중 

요시하고， 행복의 추구가 자아 정체성의 본질적 내용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행복의 추 

구라는 관녕은 인간 목적인에 대한 일정한 규정을 전제로서 요구하게 되는데， 현대의 “관 

료적 개언주의 문화(the c빼빼.re of bureaucratic indivi뼈ualism)" 내에서는 이러한 관념들 

이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을 뿐더러 규뱀 논의의 언어 자체가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맥킨타이어의 문제의식은 공동체주의의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새 로운 자아관의 정 립 을 위 한 ‘통합주의 적 (integrationist) ’ 목적 론 체 계 의 수립 이 라는 이 

론적 시도에 공헌한 바가 크다. 물론 맥킨타이어의 근대성 및 근대 철학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지나치게 일면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의 본질과 한계， 그리고 그 극복의 

가능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맥킨타이어의 도덕 철학적 

관심과 노력의 의미는 그가 바로 이러한 논쟁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자기 정 

체성에 대한 자각과 이해을 촉구한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血 . 근대적 01상므로서의 장정성 (a따he뼈icity) 의 복구 C. 테일러 

테일러는 근대 문화가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그는 자아 

중심적이고 원자론적인 형태의 개인주의가 가지는 위험성과 이로 인한 근대적 삶에서 나 

타나는 의미 상실의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 “진정성 (a따henticity) " 

이라는 근대 자유주의적 이상이 내포하는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한다. 여기서 진정성은 내 

면적 자아와의 도덕적 대변 (the intimate moral contact with one's own self) , 자아 실현 

(self- fulfillment) , 그리고 주체적 결정의 자유(self-determining freedom)등을 의미한다. 

테일려는 A. 블룸이나 D. 벨과 같은 근대 문화 비판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 형 

태의 개인주의는 현대의 도덕적 사고의 폭을 협소화시카고 그 질적 가치를 저하시켰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테일러는 근대 개인주의의 발전 과정에 내재하는 윤리적 이상을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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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록 그 이상이 자아 중심적으로 해석될 소지와 경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진정 

성”이라는 근대적 이상 자체의 가치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그는 근대적 

개인주의의 타락하고 왜곡된 형태와 그 배후에 존재해 온 이상을 구분하면서 근대의 윤리 

적 이상에 내포된 풍부한 함의를 밝히고 그 이상의 전체적 모습을 복원시키려 한다. 이러 

한 이론적 노력은 근대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삶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 사고 양식을 변혁시키려는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 테일러는 개인주의의 지배 

적인 형태인 이기주의와 자아 중심주의를 내재적으로 비판하려 하며， 이를 위하여 진정성 

이라는 근대적 이상의 기저에 존재해 용 상호성 (dialogicality) 의 전제들에 주목한다. 

테일러는 그의 이론을 “하나의 복구 작업 (a work ofretrieval)" (Taylor 199 1, 23)이라 

특정지으며， 근대에 대한 일방적 지지 또는 비판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진정성이라는 근대 

적 이상의 전체적 모습을 복원시키려 한다. 테일러는 진정성을 내면적 자아와의 도덕적 

대면과 주체적 결정의 자유라는 두 이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 이 두 이념들이 근 

대 정체성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출현하여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가져왔다 

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테일러가 주목하는 바는 근대적 상황에서 주체적 결정의 자유 

라는 이념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사 

회적 존재 양식의 상호성과 “의미 지평(뼈I'Ìzons of significance)" -행위의 중요성과 의미 

를 규정하는 배후에 존재하는 사회적 의미들의 조직망 그리고 상호 인식의 필요성， 참여 

적 정치 생활 등이 진정성이라는 근대적 이상의 또다른 중요한 측면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윤리적 논의에 있어 자유주의의 최소주의적 윤리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근대적 삶에서 도외시되어 온 이상의 측면들을 이해하고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없이 

는 “근대성의 병폐들 (malaises of modemi ty )"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테일러의 주장이 

다. 

1 근대 개인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테일러는 근대적 자아관과 윤리적 이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방식이 가지는 실천적 함 

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왜곡된 형태의 개인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는 배후에는 일면 

적 이해와 해석이 적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일러는 근대의 윤 

리적 이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이 원자론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시각의 지배력을 완 

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인간 존재의 상호성에 기초한 ‘진정성’의 이상을 용전한 형태 

로 복원시키려 한다. 물론 그는 근대 개인주의의 파행적 전개를 설명함에 있어 근대 사회 

가 경험한 사회 경제적 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역사적 변화의 

동력으로서의 인간의 동기부여와 문화적 이념의 영향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테일러는 근대적 개인을 모나드(monad)로 개념화하고 근대적 개인주의의 특정을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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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내면화(intenonzation of personhood)" (Taylor 1985. 277)로 파악한다 또한 이러 

한 특정을 자아 정체성의 “내채화 (immanentization) .’ , “주관화(subjectivization)" 또는 

“내면성 (inter뼈rity)" 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Taylor 1989. 95: 282: 460). 이러한 개념 

들이 의미하는 바는 근대적 자아관의 형성과정은 전통적인 도덕률과 정체성의 기반이었던 

공동체， 우주론， 그리고 사회적 위계 질서로부터의 탈피 과정이라는 것아다. 

이러한 “근대적 휴머니즘의 내면화 추이 "(Taylor 1989. 94)의 전개 과정을 추적함에 

있어 진정한 존재 질서가 외재적인 형상외 세계에서 찾아칠 수 있다고 본 플라톤은 출발 

점을 마련하게 된다. 어거스틴은 “큰본적 반성 (radical re뼈exivity)" 의 창사자로서 중요성 

을 갖게 되는데， 여로부터 외재적 신의 존채릎 내면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테일러에 따르면 내변화 과정은 데카르트와 로크에 아르랴 본격화되맥 아들 모두는 도덕 

의 근원과 기준을 개인의 내면에서 찾으려 한다. “거대한 존재의 사슬”얘 기반하는 목적 

론을 부정함에 따라 “해방된” 자아로서의 근대적 개인은 인간의 목적과 도덕적 기준이 

“객관적 관찰에 의해 발견 가능하거나 아니면 자율적으로 선택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Taylor 1989.113). 

테일러는 근대 문화와 사회적 관행에 대한 일반적 비판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Taylor 199 1, 2-12). 첫째， 근대성은 의미의 상실과 도덕적 차원의 퇴조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자유 관념에 기반한 개인주의의 대두에 의해 오랜 동안 지속되어온 

도덕성의 기반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삶의 의미 규정이 혼톤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둘째， 근대성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강화시켜 궁극적 목적에 대한 관심을 

소외켰다. 셋째로， 근대성은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는 

관료제화의 심화에 따른 개인의 공적 영역으로부터의 소외와 정치적 영향력의 상설에 따 

른 폐해인 것이다 이러한 근대성의 병폐 현상을 논의함에 있어 테일러는 근대성에 대한 

일방적 비판이나 무비판적 옹호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맥킨타이어나 여타의 버판가 

들과는 탈리 테일러는 근대 개얀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윤리적 이상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는 보펀적 권리와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이론들 또한 근대적 삶과 이상의 

복잡한 성격을 충분히 대변하거나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테일러는 한편으로 근대 

문화를 비판하는 제 이론가들에 동조하여 2) 자기 실현에 맹목적인 개인주의와 그것이 가지 

는 상대주의적 주관주의를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문화에 대한 총체적 비난이 

나 경멸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는 대부분의 야평가들이， 특히 A. 블룸의 경우， 현실적으 

로 아무리 타락되고 희화된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근대 개인주의의 전개 과정에는 강력한 

2) 테일라는 예로서 Allan 묘loom(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Daniel lBeU(받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Christopher Lasch(The Culture of Narcissism; The Minimal 

SelD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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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이상이 배후에 존재함을 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빨aylo:r 1991. 15). 

그러나 태일러는 진정성의 이상과 상대주의 사이에는 친화력이 있음애 주목한다. 즉， 

진정성이 주관적 자유 관념을 기저로 함에 따라 어느 정도 상대주의 ( ‘50짧 relati얘5m’ )적 

형태를 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어떠한 도덕적 이상을 강력하게 주장 옹호하는 것이 논리 

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끈애적 이상의 자가당착적 특성이며. 01 려한 

이유로 진정성의 이상은 그에 패해 야의를 채기할 수도 또한 자세허 설형할 수도 없는 공 

리와 같은 것이 되어 벼린다. 근대의 윤려적 아상과 상대주악의 친화력 때문애 흘스(Jo姐3 

흉awls)나 드월컨(묘@표ald Dworki때) . 그리고 컴택카(햄TillK맹뼈licka) 등의 중협적 자유주 

의는 그들의 상대주확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임의 행복얘 대한 논획를 정차쩍 논으} 

의 장에서 추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아 태일러악 주장아다. 축， 중립적 자유주의는 

정부가 재인의 행복엑 패헌 문체에 있어 중립적아고 공정핸 입장쓸 견자해야 하팩. 핵력 

한 문채가 공적으로 규정될 수 없고 돼어샤도 안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야다. 아라한 점액 

책 테일려는 중립적 자유주의의 융혀를 “불명료성악 융라 (ethics of in.a:rtic빼acy)" 랴- 특정 

짓는다 (’raylo:r 1989. 53-90). 행복한 삶의 문제에 대한 중립적 태도의 강조는 진정성의 

이상에 대한 명료한 야해와 주장을 불가능하게 하벼， 아러한 상황은 도댐적 및 철략적 주 

관주의와 가치 중립적 사회과학의 설명 양식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뺨aylor 

1991. 21). 

2 도덕적 이상g뿔서의 ‘진정성’ 

테일러에 따르면 진정성의 윤혀는 상대적으로 새롭고 근대 문화에 특야한 문화적 특성 

이다. 그것은 데카르트의 합리적 개인주의와 로크의 정치잭 자유주확에 가반하얘 18세기 

에 형성된 도덕적 이상으로서， 보다 중요하게는 공동체적 유얘를 소홀히 하는 합리주의적 

이고 원자론적언 사회관에 비판적이었던 낭만주의의 산물이다 。1 러한 진정성의 이상은 

근대적 자아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얘 았으벼， 루소의 “존재적 감성 (le 

sen뼈ment de l'existence) 야라는 관념과 내면적 자아와의 도덕적 때면， 그리고 이른바 “주 

체적 결정의 자유(se짧뼈eterminin홉 freedom) 라는 일련의 관념들아 진정성이라는 이상획 

전형적 예들이다. 이러한 관념들에 따르면 우리는 외부책 강제를 배척하고 주체적 결정에 

따라야 하며， 도덕은 우라 자신 내부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근대 문화의 주-판주의적 성향은 어거스틴에 의해 제지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반성적 자각을 용한 신에로의 접근과 내면적 깊이를 가지는 존재로서의 얀간 본질 

규정에 영향 받은 바 크다. 그러나 테일러는 보다 중요한 근원으로서 루소 이후의 낭만주 

의， 특히 혜르더를 중시한다. 각 개인은 자신의 “척도”를 갖는다는 관념을 헤르더가 채진 

함에 따라 개인외 특성과 창의성이 도덕적 의미를 자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야러한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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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의 이념은 진정성의 핵심을 이루며 근대 문화의 도덕적 기반이 된다. 

그러나 테일러는 진정성의 두 구성 이념들， 즉 내면적 자아와의 도덕적 대면과 주체적 

결정의 자유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이념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되어 

왔지만 이들 사이의 혼돈은 결과적으로 진정성의 파행적 전개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다. 진정성의 문화는 그 내부에 존재하는 주관화의 성향이 편파적으로 강조되고 제도화될 

때 왜곡되고 파행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이른바 “나르시즘의 문화 (the culture of 

narcissim)" 는 방종과 이기주의의 표현으로서 부분적으로는 진정성의 윤리적 이상을 반영 

하지만 “주관주의적 편향(the slide to subjectivism)" (Taylor 1991. 55ff)의 예라 할 수 있 

다. 테일러는 나르시즘의 문화와 진정성의 문화를 구분하면서 현대의 문화를 이상과 현실 

적 관행 사이의 긴장으로 가득 찬 성태로 파악한다. 현실적으로 현대의 문화는 나르시즘 

의 문화이지만 그 내부에는 충분히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또는 도덕적 열망이 존 

재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테일러는 나르시즘의 문화가 그 자신이 결국 체계적으로 

저버리게 되는 이상을 내포한다고 본다. 

그러면 진정성의 윤리가 현상적으로 왜곡되고 무의미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테일러는 

근대적 사회 변동에서 원인의 일부를 발견한다 근대의 산업 사회화는 전통적인 사회 관 

계의 틀을 붕괴시키고，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원자론적이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 및 

사고 유형과 친화력을 가지고 상호지지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기술 관료제적 사회제도는 원자론적 사회관을 강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테일러는 

사회 변동의 양상이 근대 문화의 일탈성과 편향성을 충분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다 진 

정성의 이상 자체에 내재하는 원인들이 구명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테일러는 그 이상 자 

체에 내포되어 있는 두가지 추세를 지적한다. 첫째는 대중 문화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자 

아 실현이라는 이상의 자기 중심적 형태로의 경도 추세이고， 둘째는 “상위” 문화에서 보 

이는 니힐리즘과 “의미 지평”의 부정 추셰이다 테일러에 의하면 두번째 추세는 니이체와 

보들레르， 그리고 데리다나 푸코와 같은 포스트모던 사상가틀에 의해 대표된다. 여기에서 

테일러는 이들 사상가들의 영향이 역설적임에 주목한다. 

그들은 일상적 범주들에 대한 니이체적 도전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 진정성의 이상과 

자아 개념 자체까지도 “해체”하기에 이르른다. 그러나 실상은 형성된 모든 “가치관들”에 

대한 니이체적 비판은 결국 인간 중심주의를 찬양하고 강화하게 된다. 마침내는 니아체적 

비판은 “자아”라는 범주에 대해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주체로 하여금 기준이 없고 

“자유로운 유희”와 자아의 미학에 탐닉하는 세계 앞에서 무제한의 힘과 자유를 느끼게 한 

다(Taylor 1991. 60-6 1).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태도는 진정성의 이상과 마찬가지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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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는 주장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중 문화의 자기 중심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철 

학적 정당화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테일러가 이해하는 바 진정성은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한다. 즉， 진정성은 한편으 

로 창조， 구성， 발견， 창의성， 그리고 사회적 규율과 도덕 규범을 포함하는 모든 외부적 

제약에의 대항 등의 개념을 내포한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진정성은 “의미 지 

평”에의 개방성과 상호 대화를 통한 자아 규정을 요구한다. 이 두 측면들은 서로 갈등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한편을 우선시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하면셔 테일러는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 가 이러한 오류의 예라고 지적한다. 즉， 탈근대적 이론가들 

은 표현적 언어의 구성적， 창조적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의미 지평의 중요성을 망각하며， 

창의성의 탈도덕적 성격을 극단화시킨 나머지 창조적 행위의 사회적 기반을 소홀히 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주체적 결정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인의 선택 

행위에 있어 배경적 지평을 제공해 주는 소여적 전통과 맥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요컨대 근대 문화에 나타나는 주관주의적 편향의 내적 원인은 

자유 이념으로서의 진정성이 주체적 결정의 자유로 편협하게 해석되고 극단화되는 경향을 

띤다는 사실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까닭에 테일러는 “진정성은 주체적 결정의 자유와 항 

상 함께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데 … 이는 자멸의 길이기 때문이다" (Taylo:r 1991. 

68) 라고 주장한다 

테일러는 현대의 문화에서 잘못 이해되거나 무시되기 쉬운 진정성의 또 다른 측면이 타 

인에 의한 인지의 펼요성이라고 본다. 이러한 타인에의 의존의 형태는 근대에 독특한 새 

로운 현상은 아니다.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사회적 인지가 모든 구성원이 당연시하는 신분 

제도 등의 사회적 범주를 통해서 이루어져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규정되었다. 따라 

서 “근대에 이르러 나타난 것은 인지에의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 인지가 볼가능해친 상황 

이다"(Taylor 1991 ‘ 41). 즉， 진정성의 시대애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은 사회제 

도로부터 파생될 수 없고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형성되고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테일러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정체성의 기반을 찾는다는 이상이 한 개인의 정체성이 타 

인과의 상호적 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근 

대 사회에 있어서도 타인에의 의존은 사적 및 공적 영역 모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적 

영역에 있어 가족과 동료 등 친분적 관계는 자아 실현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 

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행복한 삶도 직장과 가족， 일과 사랑이라는 “일상적 삶”에서의 

성공으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Taylor 1989. 211-302) 또한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도 

대화적 상호성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관념은 절차적 정의， 보펀적 권리， 상호 차이 

의 동등한 인정 등의 개념들을 뒷받침하는 골간이 되어왔다. 

이러한 두 형태의 삶은 진정성의 문화에 내재하는 사회관， 즉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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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테일러가 제가하는 문제는 결사체와 

공동체를 단지 자아 실현의 도구로서 취급하는 자아 중심적 삶의 양식이 진정성의 이상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테일러는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구체적 합의와 가치 기준으로서의 의미 지평이 진정성의 

필수 요건임을 강조한다. 평등이나 상호 존중과 같은 보편적 이념들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정치 생활의 맥락과 유라되면 공허한 허울애 지나지 않재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라는 사회 맥락과 그 속에서의 대인 관계는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 필수불가결 

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틀을 고려할 때 개인들이 결사체나 공동체와 가지는 관계 

를 수단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진정성의 야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테 

일러의 주징이다‘ 

마찬가지로 터1 일라는 해방된 지-아라는 자유주의적 재념과 이에 근거한 진정성에 대한 

자아 중심적 해석야 의미 상실을 초래한다고 벼판한다 이러한 벼판의 전제는 사회적 삶 

은 본질적 으로 상호성 ( dialogicali ty ) 에 가 반한다는 병 제 이 다. 사회 적 존재 의 이 러 한 특성 

은 나르시즘의 문화에 지배되는 현실 사회의 관행에서 주변화되고 이론의 차원에서도 도 

외시되어 왔다. 테일러는 이러한 상황을 나르시즘적인 현대 문화의 자멸적 측변으로 이해 

한다. 즉， 자아 중심적 사고 양식은 상호성을 배제시컴으로써 진정성이라는 이상 자체의 

실현을 위한 조건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테일러에게 있어 “도덕적 문제에 관한 이성적 사 

유는 항상 티인과 함께 하는 사유"(Taylor 199 1, 3 1)이며， 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의 

미있는 타자”와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디 3) 따라서 진정성 

의 실현은 개인의 선택 행워에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 지평의 존재를 필 

요로 한다는 것이다. 

테일러는 한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어 온 의미 지평을 무시하고는 진정성의 이상이 궁극 

적으로 옹호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사회적 요구와 패립하여 자아 실현만을 추구하는 현 

대의 문화는 역사와 공동체적 유대를 배제시킴으로써 자멸의 양상을 보인다" (Taylor 

199 1. 40)는 것이다. 그러나 테일러는 이라한 폐해적 현상이 진정성의 이상 자체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나라 그 이상이 실현되가 위한 요건들(의미 지평， 상호성， 공동체적 유대 

등)이 현실 관행에 있어서나 이론의 차원에 있어 억압되고 도외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한다. 

3) 테일러는 인간 존재의 상호성을 강조함에 있어 G.묘. 陣ead와 M. 묘a없ltin의 사상이 중요함을 

지 적 한다(Taylor 199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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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맺 눈 밑 

맥킨타이어와 테일러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지배적인 형태를 빽판함에 있어 근대적 

병폐의 기원을 밝히기 위하여 서구 문화에 대한 거시적아고 포괄적인 역사 서숲을 사도한 

다. 나아가 이들은 근대 사회의 상충되는 축멸들을 매개하려는 난해한 과제에 관삼을 가 

울인다. 전통과 근대성 공통체적 유대와 개인의 자율생， 해석과 철학적 정당화， 행복과 

정의， 특수성과 보편성 등아 바로 그 상충되는 측면들이다 여들을 매재하는 과제를 수행 

함에 있어 공통체주의 이론가들은 후자에 대한 전자의 우위적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 야 

러한 그들의 노력이 갖는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챔서는 어느 정도 그들아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화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맥킨타이어는 공통체양 전통의 합려성이 가지는 도녁적 중요성을 부각사키기 위해 도덕 

적 논의의 언어를 자유주의적 개념들로부터 인간 목적엠， 틱， 행복왜 추구， 프락시스， 역 

사적 합리성 등의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들로 대채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아러한 채안 

은 중요한 질문을 제가시킨다. 즉， 아리스토텔래스적 전통을 부활사키가 위한 사회학적 

조건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야 그것이다. “하나의 도덕 철학은 그 짝으로서 하나의 사회학 

을 전제로 한다”는 그의 주장을 고려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적 도덕 철학을 요구하는 그의 

주장은 그 부활의 사회학적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맥컨타야어 

는 탈형이상학적 근대 상황에서 덕， 언간 목적인 등의 개념들을 형이상학적 또는 산학적 

목적론에 의거하지 않고 어떻게 채재념화할 수 있는지를 밝히지 못함으로써 그의 공종체 

와 전통에의 호소는 관념적인 도덕주의 내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는 벼판을 면활 수 없 

게 된다. 맥킨다이어는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정치 공동체 개념이 근대 개인주의척 셰계 

에서는 소외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그 개념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구체챔으로 

그러한 정치 공동체가 근대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복원 가능하고 그 형태가 무엇인자에 다} 

해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저작이 우리 사대의 얼상적 

삶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시련으로부터 괴리되어 었다는 벼판을 받기도 한다 4) 

이러한 문제점은 근대 문화와 제도에 대한 그악 편파적언 버관론에서 주로 파생된다. 

After 웹rtue에서의 감정주의 윤려론 비판이나 뼈Thαse Justice? ￦hich 짧ationality?에서의 자 

유주의 벼판， 그리고 Three 짧val Versions에서의 계몽주의왜 탈계몽주의 도댁 이론 비판 

이 근대의 도덕적 논의약 관행의 무질서와 딜레마를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밝히고 있융 

은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공유월 규햄과 관습， 그리고 전통애 기반한 공통체적 삶의 중 

4) 예를 들면 뼈obert B. Fowler(l 99 1. 92 • 94) 등이 。1 러한 벼판점을 제기한다. 



16 美 國 學 第十九輯(1996)

요성에 대한 강조는 타인들과의 유대적 관계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시민적 미덕을 고취시 

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맥킨타이어는 근대적 문화와 제도의 한계 및 가능성에 대한 균 

형잡힌 구체적 분석을 결여함에 따라 그의 주장의 실천적 바탕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테일러의 “복원 작업”도 또한 자유주의의 이론과 현실적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공동체적 삶의 형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맥킨타이어와는 달리 테일러는 근대 

의 도덕적 이상인 진정성 내에 공동체적 삶의 잠재성이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진정성은 

개인의 자유와 자아 실현 뿐만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서 의미 지평과 상호성도 포함하는데 

자유주의적 이론과 사회적 관행이 후자의 조건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중시하지 않아 현대 

의 위기적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테일러의 분석이 제기하는 문제 중의 하 

나는 의미 지평의 내용과 지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도덕적 행위와 판단을 

행함에 있어 항상 접하게 되는 문제는 기존의 의미 지평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테일러는 

의미 지평을 소여적인 것으로만 지위 설정하고 그 내용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나 의미 지 

평 내에서의 가치의 위계적 서열화를 결정하는 변수와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 분석을 제 

시하지 않고 있다. 

백킨타이어와 테일러는 근대적 병폐를 진단하고 그 근원을 밝힘에 있어 포괄적인 역사 

적 접근의 틀을 제시하고 그 문제틀을 통해 매우 설득력있는 설명과 분석을 행한다. 그러 

나 그들의 분석적 한계는 근대적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제안하는 대안에서 드러난 

다. 그들이 복원하려 하는 윤리적 개념들은 근대의 사회 경제적 및 정치적 제도와 관행과 

의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형의 형태로 남아있고 따라서 실천의 영역에서는 ‘공동 

체의 신화(the myth ofcommunity) ’ 만을 낳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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