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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롤 

자유주의는 17세기에 영국의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와 존 록크(John Locke) 등 

에 의하여 근대 서구의 주요 정치사상으로 자리잡은 이래 프랑스 혁명 이후 19쩨기에 이 

르러 전 유럽 지식인들 간에 근대 민족국가를 이끄는 중심적인 정치사상의 위치를 확보하 

였다 1) 특히 영국에서 자유주의는 18세기에 이르러 근대 경제학으로 발전하고 다시 공리주 

의( utili tarianism) 라는 급진적인 철학을 형성하며 19세기 초에는 보수당 또한 자유주의 노 

선을 채택함으로써 국가의 공식적 통치 원리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서구 근대의 다른 

어떤 정처사상보다 자유주의는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되었고 그 모습 또한 다양한 형 

태로 발전하였다. 근대에 자유주의는 주로 영국의 철학가들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20세기에 이르면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는 미국에 의하여 전세체를 

통한 정치사상으로 확립되었다. 더구나 최근에 들어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 

의의 퇴장으로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전세계의 정치 원리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미국은 건국 초부터 자유주의를 기본 사상으로 성립되었다 2) 대표적인 미국 예외론자 

(American exceptionalist) 라 할 수 있는 루이스 하츠(Louis Hartz) 는 1955년 그의 고전적인 

저서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I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에서 미국에서의 록크의 

사상과 자유주의의 독보적 위치를 敵뽑化하여 보여주고 있다(Hartz 1955). 하츠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유럽대륙으로부터 존 록크의 『시민정부론J (Two Treatises of Civil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Eric J. Hobsbawm에 따르연 민족주의 사상은 19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사상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 민족주의가 특유의 민족문화에 대한 담론으로 비자유주의적인 노선을 걷게 된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였다(Hobsbawm， 1994, 14-46)0 
2) 대표적으로 Pocock에 따르면 미국의 Federalists들은 유럽의 공화주의의 전통을 잇고 있었다는 것아 
다(Pocock， 1975),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해석은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 

국 건국초의 사상과 이념에 대하여는 다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Bailyn 1967: W∞d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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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만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록크의 자유주의 사상 외 

의 다른 사상에 대하여는 거의 아는 바 없었다는 것이다. 록크가 신랄하게 비판한 로버트 

필머 (Robert Filmer) 의 왕권신수설이나 봉건주의에 대하여는 그들은 아무런 경험도 지식도 

없었고， 따라서 자유주의는 미국인들에게는 하나의 思想、이 아니라 思想 그 자체였다. 나아 

가서 그들은 자유주의의 원리에 따라 그 땅에 現實을 만들었고 따라서 자유주의는 그들에 

게는 思想일 뿐만 아니라 現實 그 자체였다는 것이다. 하츠에 따르면 미국의 자유주의는 

영국의 자유주의와는 다른 ‘비합리적 합리주의’ (irrational rationalism)로 발전했다. 즉 미국 

인들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은 합리적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맹목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미 

국은 자유주의 독재 국가이며 따라서 그곳에는 다른 어떤 사상， 예를 들어 사회주의는 발 

붙일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3) 미국에서 자유주의는 하나의 정치사상이 아니라 정치사상의 

모든 틀을 제공하고 모든 정치언어의 눈금을 이루는 통치원리이자 定論(orthodoxy) 인 것이 

다. 물론 많은 학자들 특히 미국 학자들은 하츠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지만 하츠의 주장을 

원용한 것은 미국에서 자유주의의 중요성과 그의 특이한 모습을 그처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이르러 자유주의는 그 본산지인 서유럽에서 노동운동， 사회주의， 복지국가의 

동장으로 인해 懷疑되고 서서히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이 변해왔다면 미국의 자유주의는 여 

전히 청춘을 구가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영국에서 傳播되었지만 원산지와는 다른 

토양으로 移植되어， 원산지에서의 역사적 변화를 거치지 않고 그 장소( topos) 의 특이성으 

로 인하여 化石化된 것이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미국의 자유주의는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폭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 들어오면 미국은 도리어 

자신이 자유주의 사상의 元祖임을 주장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는 단연 존 롤스(John Rawls) 라 

할 수있다. 그는 1958년에 최초로 주요 업적을 논문으로 출판하고 1971년 『正義의 이론~(A 

Theory of Justice) 을 출판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정치철학계에서 계속적인 논 

쟁의 훗점이 되고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실로 과감한 근대 정치철학의 금자탑으로 평가되 

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iE義라는 정치철학의 오랜， 다루기 힘든 주제에 대한 보기드 

문 본격적인 작품이기 때문이며 이에 쏟아지는 수 많은 비판 또한 이 작품의 意義에 대해 

異意를 제기한 적은 별로 없었다. 가장 자유주의적 편견을 갖고 그 편견을 또한 의식하며 

3) 미국에서의 사회주의의 부재를 Seymour Martin Lipset은 봉건주의의 부재로 설명하고 있다(Lipset 

1983).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졸고(1992a ， 407-25) 를 참조할 것. 이에 비하여 Hartz의 설명은 1950년 

대에 제기되었음에도 미국의 특이한 자유주의를 매개시킨 것으로 Lipset의 설명보다는 한 차원 위 

의 시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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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미국적 사상임을 감추지 않는 면모는 가히 진지한 토론의 가치가 있다，4) 1970년대에 

바로 롤스를 비판하며 미국 자유주의의 또하나의 변형을 제시한 사람은 로버트 노직 

(Robert Nozick) 이었다 그는 1974년에 출판된 저서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Anarchy, Sfate and Utopia) 에 서 롤스의 정 의 론을 비 판하며 정 통적 인 자유주의 자임 을 자처 하 

며 전대미문의 과격한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의 변형을 만들어냈다. 이 두 사상가들이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를 대표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글은 그들의 철학을 소개하고 

논쟁점을 밝히며 동시에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의 특정을 토론할 것 

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진행된 양자 간의 논쟁을 일일이 따라가지는 않고 오 

히려 제삼자의 눈으로 양자를 미국의 대표적 정치사상으로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에 주 

안점을 둘 것이다. 

2。 툴스의 점의론 

롤스에게 “진리는 사상의 체계에서 그렇듯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첫 번째 덕목이다，5)" 

(Rawls 1971, 3) 롤스의 IE義論은 자유주의에서 출발하며 그 출발점에서의 편견에 대하여 

굳이 변명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편견은 롤스 자선의 탓이 아니라 근대 사회 특히 미국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살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유 

주의가 유별나게 합려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도 없었다. 그것은 바로 현대 자본주의 사 

회의 현실 속의 대부분의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롤스는 미국의 자유주의자로서 봉 

건주의와 다툴 하동의 이유가 없으며 독일 철학자들처럼 나쩌의 재등장에 대해 전혀 우려 

할 바 없었다. 

그는 19세기 영국의 공리주의와 논쟁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다. 미국인들에게 공 

리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역겨운 철학’ (stinking philosophy) 이었지만 그래도 유일한 철 

학다운 철학이었다(갇은 책， vii-viii}, 롤스를 위시한 많은 미국인들 눈에 공리주의는 자유 

주의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도 그 기본 정신에 충실하지 않았다. 첫째 공리주의자틀은 개 

인적 차원의 분배의 정의 (distributive iustice) 의 문제를 외면하였고， 둘째는 정의의 집행을 

단 한 사람의 합리적 방관자의 손에 맡겨 권력체를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같은 책， 

pp, 22-33) , 롤스에게 공리주의는 진정한 敵이라기 보다는 논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 

4) Rawls의 이론만을 토론하는 수 많은 책이 출판되었다 대표적으로는 Barry(1973) , Wolff(1977) 둥이 
있다 

5) Rawls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우리에게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또는 사회제도 
들이 본질적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고 사회적 협력으로부터의 우월성의 배분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 

한 것이다."(같은 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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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할 수 있는 전략적 교두보였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만든 사회와 다른 종류의 사회를 이 

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리주의가 만든， 공리주의로 정당화되던 사회를 공리주의 

와는 다른 좀 더 자유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철학으로 정당화하려 하였다. 롤스 철학의 목 

표는 1960년대에 케네디(John F. Kennedy)와 존슨(Lindon B. Johnson) 행정부를 거쳐 미 

국에서 발달한 사회보장제도 동의 재분배의 원리는 공리주의가 아닌 고전적 자유주의를 

통해 설명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롤스의 정치철학은 이른바 담론적 실천 

(discursive practice) 의 전 형 적 인 예 라 할 것 이 다.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의 비자유주의적 측면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모든 인간은 여러 

특정한 사회계급의 조건 하에서 특정한 정신적 · 육체적 재능과 능력을 갖고 또는 갖지 못 

하고 태어나며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 어떤 사람이 사회적 협력의 체계의 어떤 위치에 이 

르고 어떤 몫을 분배받는가가 결정된다. 따라서 현실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결코 자발 

적으로 협동체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당한 몫을 분배받는다고 생각하 

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는 분배의 정의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가 

장 심각한 정치 문제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공리주의의 정의론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 

이다. 즉 공리주의 식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론은 모든 사람들 각자 

의 요구와 불만에 무력하다는 것이다. 

롤스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공리주의가 탄생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록크가 제시 

했던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부활을 통해 좀더 정교하고 일관된 형태로 재정립하고자 하였 

다. 롤스는 록크 식의 자연상태 (the state of nature) 라는 역사적 가상음 사용하지 않고 ‘원 

초적 입장’ (the original position) 이라는 순수한 가상적( hypothetical) 상황을 설정하였다 6) 

록크의 사회계약론과 유사하게， 그러나 더욱 비역사적으로 특정한 상태를 만틀어 사람들은 

여기에서 利害 관계가 얽힌 현실의 삶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회적 협력체계와 분배적 정의 

의 원칙틀과 그들 간의 우선 순위 (priority) 에 대하여 미리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 

게 순수한 합리적 선택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합의된 원칙들은 원초적 입장이 자난 이후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실에서도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개념을 롤스는 

‘공평성으로서의 lE義’ (justice as fairness) 라 하였다. 사회에는 수 많은 정의의 관념이 다 

투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하면 특정한 정의의 원칙들이 모든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으 

로 드러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의의 원칙은 에설명되고 정당화n되며 “정치적 원칙의 공공 

적 성격 "(public nature of political principles) 이 명백해진다는 것이다(갇은 책， P. 16). 

롤스의 정의론의 성패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의 현실성에 달려있다고 평가 

6) Rawls는 후일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 the original position의 지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설험 가능한 

상황에서 heuristic device로 후퇴시켰다(Rawl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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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은 합의에 이른 기본 원칙들이 공평함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 이전 

의 상태로 가상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롤스는 이에 정의의 이론은 결국 합리적 선택 (rational 

choice) 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원초적 입장은 인간들의 “협력이 가능하고 필연적인 

정상적인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특정은 께f知의 베일’ (the veil of ignorance) 뒤에서의 평 

등이다. 이를 위하여 롤스는 몇개의 과격한 가정 (assum ptions) 들을 설정한다. 가장 중요한 

첫번째 가정은 각각의 개인들은 타인의 ￥IJ홈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 (disinterested) 하고 자선 

의 문제에만 전념한다는 것이다(갇은 책， p. 127). 두번째 가정은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각 

자 자신이 타고난 지적， 육체적 조건 나아가서 자신 스스로의 善(good) 의 개념이나 週好

(preference) 의 구조 그리고 심리적 조건들을 알지 못하며， 현실 사회의 경제적 조건에 대 

한 어떠한 정보도 없으며 경제적 발전단계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변 이 상 

태의 사람들은 자신의 특정적 조건과 이와 연관된 어떤 지식도 갖고 있자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 가정은 그들은 사회 전체적인 정치 현황， 협력의 구조 등의 경제적 지식， 사확적 조 

직의 근거나 인간의 심리 동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들 

은 정의외 감각과 그의 근본은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같은 책， pp. 136-40). 

롤스는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채시된 여러 원칙들의 조합틀 중에 

서 두개의 정의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만장얼치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두 개의 

원칙 중 첫째는 지본적 권리와 의무의 평등이며， 둘째는 기회의 균둥과 ‘相異의 원칙’ (the 

difference principle) 이다. 롤스는 相異의 원칙을 자신의 독창적인 업작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이려한 불평등이 사회 전체의 이익 특히 사회에서 g가장 

열등한 구성원들" (the least advantaged members) 에게 실익이 증가되는 조건 하에서만 인 

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awls 1971, pp. 14-5, 60-83). 말하자변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몫 

을 차지하는 것은 技術的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혜택을 보 

는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어떤 조건에서 가장 가1냥한 

사람틀의 몫이 줄어든다면 전체 사회의 富가 증가한다 하여도 정의로운 행위로 인정되어 

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러한 공리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불우한 이웃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통해 공동체의 우호적 분위기를 

고양시킬 것을 시도하였다 7) 또한 이러한 합의된 정의의 원칙들로부터 각 개인들이 지켜 

야할 의무( obligations) 가 도출된다. 

롤스의 정의론은 한편으로는 古典으로 돌아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최첨단의 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하는 등 적어도 외견상 새롭고 심오한 철학으로 둥장하였 

7) 그러나 이러한 불평둥에 대한 기술적 기준이 Rawls의 사상을 반공리주의로 만들지는 않는다. 어떤 
학자들은 Rawls를 ‘a masked utilitarian’ 이 라 평 가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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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공헌은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가장 큰 공헌은 - 스스로도 자랑스러워 했듯 

이 - 정의의 정치철학을 합리적 선택의 문제로， 해결책과 균형점 (equilibrium)을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문제로 형식화시켰다는 점이다(같은 책， p. 16. pp. 119-20). 전통적으로 정치 

철학은 철학자 자신의 바람직한 사회와 정치에 대한 사유를 일방적으로 설파하는 것이었 

다. 롤스의 경우 대부분의 정의의 원칙들은 적어도 논의의 형태에 관하여는 자신의 짧明品 

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부분들을 추려 

내어 가상적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이를테면 눈을 가리고 - 다시 그들로 하여금 선택 

하도록 한 결과라는 것이다(같은 책， pp. 5-6). 롤스는 철학적 사유를 합리적 선택으로 대 

체함으로써 균형점의 도출이 가능한 언어 체계 즉 수학적 언어를 원용할 수 있었다. 그의 

직관주의 (intuitionism) 비판은 바로 선택 이전의 많은 막연한 관념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기 

를 거부하는 이론가들을 벼난하는 것이었으며 롤스는 그들은 독창성이 부족한 철학자들이 

라 하였다. 즉 원칙의 순서를 세우지 못한다면 실제 현실의 많은 경우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롤스의 철학은 민주적이다. 롤스는 말하자연 물질주의적， 개 

언주의적， 민주주의적 사회에 의해 고용된 철학가인 셈이며 모든 시민들은 그를 통하여 합 

리적 선택으로 정치철학에 동첨한 것이다. 롤스는 말하자면 대중 민주주의 시대에 이미 死

亡한， 그런 종류의 정치철학을 떠나 대중에게 고용되어 봉사하는 새로운 종류의 정치철학 

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롤스는 가상적(fictionaJ)인 상태를 상정하였고 그 상태에서의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技術的(technica1)인 적용이 가능한 정의의 원칙들의 완벽한 체 

계를 도출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민주적인 철학가인 동시에 비전적 (esoteric) 인 

철학자이며 이 양변을 갖게된 이유는 그는 보통 사람들의 사상을 핑계로 인간을 고도로 

추상화했기 때문이었다. 롤스 정의론의 두번째 공헌은 개인주의에서 출발하여 공동체 재건 

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에게 개인주의는 주어진 사회사상적 · 현실적 조건이었 

으며 그는 이를 정당한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의 정의론의 초점 또한 사회적 협력체계는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 물론 이론적으로는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 이 협 

력체계의 여러 자리를 어떻게 공평하게 개인틀이 차지하고 어떤 자리에 위치한 개인이 자 

선의 위치와 분배의 몫의 정당성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개인적 차원의 

기회의 평등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원칙의 근간이며 불평등의 조건에 대한 합의는 개 

인들 간의 평둥이 블평등한 사회를 정당화하는 원칙인 것이다. 롤스는 나아가서 相異의 원 

칙을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도록 하여 개인주의적 사회에 공동체적 우호( fra terni ty )를 첨 

가한다(같은 책， p. 105ff). 이 원칙을 통하여 그는 개인주의적 사회가 야기할 수 있는 극도 

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공동체 구성원틀 간의 우호 관계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롤스의 이 

러한 이론 전개가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개인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공동체로의 移行올 시도했다는 점은 롤스의 공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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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롤스의 또하나의 공헌은 정의를 즙語의 영역으로 회복시켰다는 점이다. 정의 

란 사회적 가치의 객관적 분배와 더불어 늘 요구되고， 논쟁되고， 설명되고， 설득되는 주제 

이지 단순히 어떤 가치의 분배의 유형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언어는 정의의 중요한 

조건인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의의 문제는 롤스가 지적한대로 일단 제기되면 또는 어떤 

문제가 정의의 문제로 제기되면 철학에서 진리의 문제처럼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같은 책. p. 4). 공리주의자들은 고대로부터 언어의 영역인 정의의 문제를 사회전체의 복 

지라는 포괄적 명분으로 말없는 물질적 조건의 배분과 통제의 문제로 귀착시킨 것이 사실 

이었다. 롤스의 공헌은 - 물론 자신은 이 문제에는 비교적 둔감했지만 - 정의를 사회계 

약의 순간으로 돌이켜 언어를 정의의 紀;t으로 회복시켰다는 점이다. 롤스적 사회가 정의 

롭다면 그것은 그가 사회적 불평등을 없댔다거나 사회계급을 없댔기 때문이 아니며 또한 

물질적 생활 조건을 개선했기 때문도 아니다 8) 떼者는 사회주의자틀 그리고 後者는 공리 

주의자들이 제시했던 실체적 IE義의 이론이었다. 롤스적인 사회가 정의롭다면， 그것은 사 

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원초적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선택한 합리적 원칙을 기억하고， 되 

뇌이고， 자신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불만을 합의된 원칙에 따라 호소하고，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설명해 보기도 하고， 참고 견디고， 반성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바 

로 이런 의미에서 롤스의 이론은 정의의 담론의 위치를 권력자로부터 모든 개인들의 입과 

의식으로 띠復시킨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평동 

을 평등의 원리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며， ‘불평등이 개선된다’ 는 말은 이런 뜻에서 

이해할 수있다. 브라이언 배려(Brian Barry) 가 지적했듯이 롤스의 정의론은 적어도 형식적 

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타당한 것은 아니 rt(Barry 1973. p. 33). 

롤스의 정의론에서 미국적 자유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은 우선 개인주의라 할 수 있다. 그 

의 의도는 사회보장제도 등이 실시되어 개인주의의 폐단이 시정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지만 롤스에게 사회는 여전히 개인으로 이루어 

지며 개인은 利害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정의에 대한 요구의 주체였다. 그에게 사회적 가 

치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개인들의 선택 - 사회 자체의 선택이 아니라 - 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롤스는 개인주의적 출발점을 인정하며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책의 후반에 

이르면 칸트적 시각에서 개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동체적 사회를 시도하였다. 그러 

나 많은 비판이 제기되듯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라 평가하기는 힘들며 오히려 문제를 복 

잡하게 만드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점은 롤스는 서두에서도 개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였지만 

8)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과연 Rawls의 相왔의 원칙이 공리주의적 재분배보다 털 불평둥한 사회 
인가는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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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도는 결국 역효과만 자아내고 말았다는 점이다. 우선 롤스는 명시적으로 토론하 

지는 않았지만 그간 수많은 정치사상가들에 의하여 개인주의적 사회의 인간의 오랜 문제 

점으로 지적되어온 인간의 질투심 (je떠ousy) 에 유념하였다. 질투심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 

아가 개인들이 자신의 利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도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즉 타인의 조건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눈에 신경씀으로써 질투심은 인간의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저해하고 院外시킨다는 것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을 논의 

하며 각 개인은 타인의 利害에 전혀 무관심하q ( disinterested) 는 가정을 제시하였다. 그것 

은 바로 개인들로 하여금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질투심을 차단하가 위한 장치로 제 

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있다. 그러나 바로 이 가정으로 인하여 원초적 입장에서의 만장일치 

익 합의는 사실상 한 사람에 의한 합리적 선택과 동일한 것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결 

국 무관심의 가정으로 인하여 공동체는 완벽하게 추상화되어 고립된 개인으로 축약되어 

개인주의는 오히려 극단화되고 말았다. 또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두 가지 원칙 즉 기 

본권의 평둥과 相異의 원칙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 중 둘째는 개인주의를 장기적으로 극 

복하고 우호적 사회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벤자민 바버 

(Benjamin Barber) 에 의하면 롤스의 이론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고 말았다. 그에 따르 

변 이러한 상황에서， 첫째 자신의 利害와 lE體를 모르는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행할 능력 

여 없으며， 둘째 그래도 굳이 그들에게 합리적 선택을 시킨다변 그틀은 롤스의 기대와는 

달리 보수적인 선택보다는 좀더 과감한， 위험부담이 높은 선택을 하리라는 것이다(Barber 

1988, PP. 62-4). 즉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인간틀에게 억지 로 보수적 성향을 주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 즉 과감한 勝者의 정의의 선택이 더욱 그럴듯해지는 이유는 

롤스가 제시한 극단적 가정들은 공동체를 추상화시키고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었다. 

롤스가 개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제조한 가상적 인간은 결국 

생명력 없는 인조 인간으로 터욱 개인주의화된 모습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들은 합리적 

선택 능력을 얻는 뱃가로 모든 利害외- 正體 그리고 인간적 요소들을 박탈당하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동료 인간들로부터 격리되고， 성공의 희망보다는 실패의 위험에 번민하는 외롭 

고 우울한 인간의 모텔로 추상화되어 버리고 말았다(졸고 1996, pp. 27-8). 극단적으로 표 

현하면 그들은 ‘미국의 꿈’ (American Dream)을 상실한， 영혼을 거세당한 ‘강시’ 가 되어버 

린 것이다. 나아가서 롤스가 시도한 공동체의 형성이 실패였다면 그가 제시한 相異의 원칙 

은 온정주의 (pa ternalism )나 부르주이-의 위선으로 귀착되고 말았다. 롤스는 공동체적 사회 

를 위하여 개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개인의 공격적 성향을 순치시켜 

사회에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결과는 도리어 위장된 개인주의로 문제를 악화시키고 만 것 

이다. 롤스의 이같은 이론적 실패는 그의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플 너무나 자 

연스럽게 받아들인 나머지 미국적 개인주의의 깊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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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극적으로 표현하자변 롤스는 교만한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기 위하 

여 먼저 개인을 거세시킨 셈이며 결국 이들이 만들제 될 공동체는 재생산의 능력이 없는 

자폐증 환자들의 모임으로 귀결될 뿐이다. 

나아가서 롤스의 정의론은 전형적인 非廢史的， 심지어 反歷史的 이론이며 이는 미국 사 

상의 또 하나의 특이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초적 입장과 합리 

적 선택의 지위이다. 롤스는 자신의 원초적 입장을 록크의 자연상태와억 知的 연관성을 주 

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록크의 자연상태는 가상 

적이라 하여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정치권력의 紀7다 

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철학을 제사하고 있다. 그러나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역사적 

모델도 아니며 기상적인 실험이 가능한 상태도 아니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보다는 

추상적인 원칙을 선택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무엇보다 역사의 좌표없이 설정되애 과거 

와 미래 사이를 표류하는 神話로 귀착되어 버렸다. 또한 롤스는 역사척 지식을 쟁의획 원 

칙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불필요하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명백한 입장을 취한다. 그 

러나 비역사성의 문제는 인식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버는 롤스의 채2원척， 相

異의 원칙에 異意를 제기한다‘ 그는 제2원칙에 따른 개발의 제한은 역사의 도약이다 벼연 

속적 변화， 예를 들어 노조결성이나 혁명의 가능성 등의 정치적 역동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를스가 역사를 가로막으려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는 역사 없는 신화적 기원으로 정의를 설명했듯이， 과거와 현재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미국인으로서， 앞으로도 건너가야 할 역사의 질곡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Hartz 1955; Tuveson 1968). 

4。 노작의 국가이론 

로버트 노직의 정치철학은 형식적으로는 롤스의 저서가 출판된 이후에 그에 대한 강한 

비판의 형식으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툴스가 그의 정의론으로 정당화하려 하였던 그런 종 

류의 사회가 극복했던， 공리주의가 극복했던， 고전적이자 적나라한 자유주의 사상이 복수 

를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물론 노직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적어도 몇 가지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고전적 자유주의로 회귀함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노직의 국가론은 미국에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이며 이러한 철학이 미국에서 대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지식인 

들에게는 며국의 예외성을 보여주는 驚異라 아니할 수 없다. 

노직은 그의 철학을 롤스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의 불가양도의 권리， 자연권 (natural right) 

의 절대성에 대한 선언으로 출발한다(Nozick 1974, ix), 즉 개인의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196 美 國 學 第二 |→輯 (1997)

윤리 외에 다른 어떤 정의의 원칙도 부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어떤 과정에서도 권리의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도 재분배 (redistribu tion) 등의 개인의 절대적 자연권을 침해하는 행위 

는 정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롤스는 개인주의자였지만 정치 · 사회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공 

동체의 회복을 그의 개인주의 철학을 통해 시도했다면 노직에게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었다. 노직에게 공동체란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다. 특히 재산권의 문제에 대하여 노직은 효용 (utility) , 분배 

( distribution) 등의 모든 사회 적 판단 기 준을 사용하는 이 론을 모두 ‘정 형 화 이 론’ 

(patterned theory) 이라 비판하며 개인의 자격화(entitlement) 를 유일한 정의로운 사유재산 

의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어떤 개인이 어떤 재화를 어떤 방법을 통하여 획득했 

는가의 기준만으로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같은 책， pp. 151-60). 사회의 어떠한 불평동도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이 획득되었다 

면 불평등 그 자체는 정의의 문제일 수 없다는 것이다. 

노직의 이론의 문제는 이렇듯 극단적인 개인주의 입장을 유지하며 정치체 또는 국가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말하자연 무정부주의 (anarchism)나 공리주의에 빠 

지지 않고 더구나 ‘경제’ 라는 독자적 체계논리를 개입시키지 않고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한 분파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야경국가’ 또는 ‘최소 국가’ (minimal state) 만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스뀔라와 카립디스 사이를 헤쳐나가는 고난도 묘기라 아니할 수 없 

다 9) 노직은 자신의 논리의 출발을 롤스의 경우처럼 록크의 고전적 권위에 의존하였다. 그 

러나 록크의 사회계약이론은 최소 국가의 이론이라 판단할 수는 없었고 그는 록크와는 다 

른 시나리오를 창작해내는 길을 택하였다. 확실히 록크의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에 이르는 

과정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노직은 록크의 자연상태에서 사회채약을 거치지 않고 세 단계 

를 거쳐 국가 형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였다. 즉 노직 또한 록크의 이론을 선택적으로 활 

용하였다. 

첫째 단계에서 노직은 록크의 자연상태를 적절한 이론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그 자연 

상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론의 중심적 과제로 삼았다. 자연상태에서 그 특 

유의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은 어떤 지역 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을 맺는다는 것 

은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사람들은 몇몇끼리 모여서 자연스럽게 보호 기관 

9) 야경국가는 20세기 미국 자유주의의 공통적 특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상가 

로는 Frederick Hayek와 Milton Friedman을 들 수 있을 것이다(Hayek 1944, 1978: Friedman 1962). 

여기에서 추가로 지적해야 할 사항은 야경국가는 영국에서 주로 19세기 초에 경제사상에 근거하여 

제기되었지만 노직은 이 야경국가의 사상을 17세기 발에 제기된 록크의 자연상태로부터 추출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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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protective agencies) 을 만들어 스스로를 공동의 힘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것이다. 노직은 

이 보호 기관들을 보험회사와 같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직은 첫 출발에서 록크 식의 

理性의 발현으로서의 국가를 만드는 계약을 보험회사와의 상업적 계약으로 대체하고 있다10) 

(Nozick 1974, pp. 12-15). 

둘째 단계에서 이 보호 기관들은 상호 경쟁상태에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보 

호 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소멸하여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결국 어떤 지역에는 ‘지배적 보 

호 단체’ (a dominant protective association) 가 동장할 것이다. 노직은 이 단계에서 지배적 

보호 단체의 성격을 ‘起最小 국가’ (ultraminimal state)로 특정짓고 있다@ 그는 이 단계의 

보호 단체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와는 거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이 단체 

는 자연권의 윤리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단체는 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과 채산은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같은 영 

토 내의 보편적 국민의 보호는 이루어지자 않으며 아직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다(같은 책， 

pp. 16-7). 이러한 초최소 국가 단계의 지배적 보호 단체는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쳐 최소 

국가로 발전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의 변화 과정에 어떤 사람의 자연권도 침해당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노직은 아직은 경제적 논리가 지배하는 둘째 단계에서 정치와 국가 

가 만들어지는 셋째 단계로의 발전을 구상하는데 많은 정력을 쏟았다. 

셋째 단계에서는 지배적 보호 단체와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계속 자신들이 개인적으 

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무소속자(independents) 들 간에 갈둥이 생낀다는 것이다. 무소 

속자들은 - 노직은 이들을 상업주의 문명의 흐름에 저항하는 국외자(outcast)들 또는 무 

법자(outlaw)틀로 애정과 경멸의 눈으로 보고 있다 - 여전히 스스로의 자연권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관계로 지배적 보호 단체는 결코 이들을 강제로 편입시킬 수 

없다. 그러나 노직은 이 단체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자선을 보 

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者틀을 색출하여 보복하는 행위의 절차가 문제시된다는 것 

이다. 지배적 보호 단체와 무소속자들은 각기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것이고 무소속자들은 제 

한된 재원으로 인하여 공정한 또는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임의의 절 

차를 사용하여 공포(fear) 를 자아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공포라는 公共 (public)

10) Nozick은 방법론의 차원에서 ‘hidden-hand explanation’ 보다 ‘invisible hand explanation’ 이 우월하다 

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즉 국가의 형성을 설명함에 있어 역사적으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의식 

적으로 어떤 행동， 예를 들어 사회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은 타당치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식이 

없는 인간의 여러 행동들이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 훨씬 타당하고 사회과학적으 

로 풍부한 설명이라는 것이다(같은 책， pp, 18-19) , 이로써 Nozick은 목적론적 이성을 부정한 셈이며 

섣제로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행위만을 하는 존재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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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의 문제는 개인의 자연법에 근거한 행위라 하여도 금지( prohibition) 의 대상이 될 수 있 

으며 이로 인하여 지배적 보호 단체는 무소속자들의 자기 보호와 보복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으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대신 無慣으로 보호해주게 된다 

는 것이다. 노직은 이러한 셋째 단계의 변화는 어떤 사람의 자연권도 침해함이 없이 정당 

하게 이루어지며 이로써 최소 국가(minim허 state) 가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같 

은 책. pp. 54-85). 

노직의 이러한 국가형성 단계론은 실로 독창적인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는 자유주 

의 사상의 시조인 존 록크의 자연상태에서 출발하여 사회계약이라는 목적론적 理性 발현 

의 불연속적 · 인위적 과정을 거쳐지 않고 자연상태의 논려와 그곳의 사람들이 갖는 자연 

볍 만으로부터 국가 형성 과정을 창조한 것이다. 이 과정은 단지 하나의 역사과정임과 동 

시에 자신들의 자연권을 행사하고 타인의 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윤리적 선택과정으로 

제시되어 최소 국가를 자연법에 근거하여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노직은 이러한 논리를 통 

하여 인간의 자연권이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상태는 무정부상태 (anarchy) 나 공리주의 국 

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오직 최소 국가 뿐임을 명백히 하였다(같은 책， p. 163. pp. 

216-7). 

그러나 노직의 이러한 철학은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결코 성숙한 정치철학 

이라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론은 정치를 정치 이전의 자연권으로 그 기원만을 

설명하는 근본주의 (founda tionalism) 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노직의 경우는 현실정 

치로 결코 톨아오지 않고 기본 원칙만을 천명하는 도덕주의 (moralism)로 귀착되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입장을 정당한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11)(같은 책. pp. 4-5). 나아가서 

록크의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이라는 과정을 배제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지만 

노직이 택한 길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노직은 인간의 목적론적 

理性을 배제한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즉 그가 상정한 인간은 자신의 생명 

과 특히 재산을 보호하고 타인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윤리 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는 일차원적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록크나 그외의 계약론자들이 자연상태라는 가상을 

나름대로 설정한 이유는 이러한 상태에서 감정이입 (empathy， Einfühlung) 을 동원하여 현실 

적인 사고를 출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직의 경우는 록크의 자연상태에서 시작 

하여 결코 현실적이라 하지 어려운 윤리적 제약， 즉 어떤 사람의 자연권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제약을 설정하여 현실적 인간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비현실적인 도덕적 인간의 

선택으로 점철되어 있다. 가상(fiction) 이란 사고의 자유를 위한 실험으로서 정치사상에서 

11) 비평가들이 흔히 ‘foundationalism ’ 이라 부르는 부분을 Nozick은 ‘a fundamental explanation’ 이라 

부르고 있다(같은 책，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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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여 왔다. 그러나 노직의 경우는 사고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을 추상화시키고 그 추 

상화된 묘한 인간의 행위의 연속을 대표하고 었다. 노직의 국가 형성 단체는 가상에서 출 

발한 현실적인 드라마도 아니고 윤리적인 당위론도 아년 두 가지가 절충된 것으로 그 성 

격이 모호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2) 결국 노직의 이러한 논리는 思堆의 자유로운 전 

개라기 보다 처음부터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려는 의지와 교묘한 논려의 짜맞춤이라는 비 

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서 노직의 철학은 적나라한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에 불과하다는 1:l]난을 변키 어렵 

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또한 그가 자연권이라는 마명하에 선성한 존재로 취급하는 개인 

은 결국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획득외에는 혈관심이 없는 존재임에 분명하다. 노직 

은 언간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획득하는 이상의 어떠한 知的 능력도 모두 박탈해 

버린 것이다. 또한 그가 국가의 원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호 기관 또는 보호 단체는 자본 

주의 사회의 보험회사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며 상엽주의 문명을 사이비 

역사단계론을 통해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또한 노직은 이러한 개인의 재 

산의 보호를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는 최소 국가 건설의 결과에 대하여는 전혀 아무런 언 

급이 없다. 심지어 재산권을 논함에 있어 그 재산의 역사를 평가해야지 결과를 문제삼아서 

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적은 이랴한 물질주외적 개인의 재산 보호 외에 정치 

고유의 문제인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노직의 자유주의는 탐욕스런 자본주의적 인간의 자기 정당화 이외에 아 

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적해야 할 노직 이론의 중요한 측면은 그의 자연상태에서의 역사과정에는 수 

많은 폭력과 전쟁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다. 자연상태에서 발생하게 되는 보호 가관이나 

보호 단체의 성립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작동원리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기 보호를 위한 집단 행동의 예이며 이틀은 폭력을 조직적이 

고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는 단체임에 분명하다. 이들은 아마 고대 역 

사에서 발견되는 戰f틀의 집단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머구나 이 

들이 현대식 보험회사와 유사하다면 아마 더욱 전문화된 ‘해결사’ 또는 유사 경찰 조직일 

수밖에 없다. 노직은 자신의 이론에서 많은 경우에 보호 단체들 간에 그리고 그들과 무소 

속자들 간의 갈등과 경쟁이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그들의 역사를 

전쟁으로 내모는 실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 이유 

는 필경 노직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제시한 역사 속의 인간들로 하여금 자연권의 테두리 

12) Nozick은 이라한 애매모호한 성격을 ‘a fundamental potential expJanation’ 이라는 용어로 정당화하 
고 있다(같은 책，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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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경제적 합리성과 자연법의 윤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현실적으로는 폭력과 전쟁이라는 극단적 경험이 인간성에 야기할 새로운 변수， 새로 

운 종류의 인간형의 출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론의 

일관성의 문제를 넘어 담론 실천으로서 중대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노직의 이론에는 결국 폭력과 권력의 문제가 철저히 지워져 있으며 이 폭력과 권 

력이 지워진 그림은 현실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은 마치 

물질주의적 재인주의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 간의 정당한 商行鳥， 즉 교환행위가 채 

발달하지 못하여 생건 빈 공칸의 문제인 것처럼 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잠 

깐 언급했듯이 노직 은 내 심 서 부활극의 무법 자들 같은 무소속자들(independents) 을 이 젠 

멸종해 버린 용기있는 야만인으로 향수와 동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노직은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며 인간의 발달에 대한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경험 기계’ (experience machine) 의 악몽을 논하며 인간 고유의 가치를 주장하며 인 

간의 발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같은 책. pp. 42-5 ), 그러 

나 실제로 노직의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은 발전한 아무런 흔적도 가능성도 없다. 목적론적 

이성을 부정하고 일관되게 그들은 재산의 보호에 급급하고 그들의 자연법의 윤리란 ‘타인 

의 자연법을 침해하지 말라’는 법조문(code) 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 

인다. 노직은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며 인간의 발달을 외치고 있지만 그에게 인간은 늘 같은 

모습으로， 추상화되고 그 추상화된 모습조차 변화가 허용되지 않는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의 세계에는 조금이라도 민주적이라 보이는 부분은 전혀 발 

견되지 않고 다만 자연권의 절대주의만 있을 뿐이다. 노직은 사적인 영역， 교환과 시장， 경 

제의 영역에 관한 한 어떠한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 과연 노직이 자유주의자인가의 질문 

은 진지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가 록크의 자연상태에서 이론을 출발시키고 있다는 사실 

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지는 않는다. 노직의 정치철학은 결국 흡스(Thomas 

Hobbes) , 록크， 아담 스미스(Adam Smith) 그리고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교묘한 조합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등의 

필자가 앞에서 롤스의 이론이 미국이라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허는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대표하는 철학이라면 

신하는 서부의 총잡이들의 철학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 미국 자유주의의 특징 

패배자 또는 패배에 번민 

노직의 이론은 승리를 자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몇 개의 주류 정치사상의 대부분은 자유주의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 롤스와 노직을 자유주의로 지목하여 논의하는 일차적 근거는 미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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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자유주의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그들은 유독 자유주의를 적극적으 

로 표방하는 철학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두 사상가들은 몇 가지 대조적인 측면도 갖고 있 

지 만 동시 에 자유주의 사상 특히 미국적 자유주의 의 몇 가지 공통적 특정들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롤스와 노직은 모두 개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공통적이지만 그들의 철학 

에서 개인의 지위는 상당한 차이가 었다. 노직은 시종일관 신성한 개인의 자연권을 떠난 

적이 없고 개인은 불가침의 성역이다. 그에게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으며 타인은 

그의 자연권을 첨해하지 말아야 하는 제약에 불과했다(같은 책. p. 33). 이 제약은 절대적 

이지만 타인은 고려나 동정이나 애정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반면 롭스의 철학은 정치사회 

의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그의 개인주의는 노직의 경우와는 반대로 논리적 여정이 진행되 

며 모든 단계에서 의도치않게 옷 밖으로 삐져나오는 속살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노직의 

도그마틱한 사상에서보다 오히려 롤스의 진지한 사고의 여정에서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개인주의를 더욱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양자의 철학에서 드러나는 인간， 개인의 모습 또한 대조적이다 노직이 보여주는 

인간은 추상적 문제에는 관심없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는 자신 만만한 서부의 총잡이 

이자 기업가 같은 인간이라면 롤스가 보여주는 인간은 구체적 현실에 대한 관심보다는 최 

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추상적 정의의 문제에 고민하는 유약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 

주의자 롤스는 공동체의 부활이라는 프로젝트를 위해 우선 개인들을 거세시키는 길을 택 

했지만 공동체의 부활은 완성시키지 못하고 결국 거세된 개인반을 남긴 셈이다. 롤스에게 

공동체는 미지의 세계였고 개인은 그가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노직 

의 개인은 굳이 理件을 개발하지 않은 거친 이기적 짐승이라면 롤스의 개인은 앙상한 추 

상적 理性만을 갖고 생명력을 박탈당한 존재였다. 이 두 인간형은 니체 (Friedrich 

Nietzsche) 가 제시하는 인간의 양면， ι금발의 야수’ 와 근대인을 보완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듯 양자가 제시하는 인간은 모두 물질주의적이며 쾌락주 

의적이다. 툴스의 인간들은 이성에 근거하여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지만 여전히 정의의 모 

든 지준은 물질적 재화의 분배에 집중되어 있다. 나아가서 롤스가 합리적 선택에 근거한 

정의론을 위하여 개발한 인간은 철학적 인간은 아니었다. 이 합리적 인간은 자신의 選好도 

모르고 利뽑와 했望도 없고 자선이 어떤 사람인가도 모르며， 善의 관념 또한 갖고 있지 않 

다. 롤스는 이러한 인간들， 인간-이전의-인간들에게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특권을 주었 

고 그들은 누군가 그들에게 제시한 여러 대안 중에서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정의의 원칙 

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합리적 인간은 결국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어떤 가치이든 주어진 대상 중에 냉철한 마음으로 션택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인 것이다. 또 

한 위에서 지적했등이 철학가 롤스 자선도 정의론의 근거는 자선의 독창적 사유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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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통상적 관념들이며 그는 이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 

여 봉사한 것이다. 결국 롤스의 사회에는 시대와 사회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윤리적 가치와 정의의 원칙을 다만 消費者

(consumer)로 선택할 뿐이다. 이 사회에는 정의의 원칙에 著者가 없으며 따라서 책임질 사 

람은 아무도 없다. 롤스의 개인은 일견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노직의 경제적 

인간들보다 외견 이성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틀은 정의의 원칙의 생산자가 아 

니라 주어진 원칙들 중에서 선택하는 정의의 消費者에 불과한 것이다. 롤스의 選擇의 철학 

은 대량생산 · 대량소벼 사회의 대중문화의 인간상을 반영하고 있다. 

롤스의 정의론과 노직의 국가론이 대조되는 둘째 부분은 언어의 관념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롤스의 이론은 기존의 정의론과는 사뭇 다르다. 그의 철학은 무엇이 정의의 원리인가 

를 스스로 생각하여 설파하는 철학이 아니다. 또한 그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정의를 

요구하는 행동하는 정치인이나 시민도 아니다 그가 하고 있는 철학은 기존의 사회의 사람 

들이 막연하게 관념하고 있는 바의 정의의 원칙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 그는 

공리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자이며 또한 쾌락주의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관념들을 수집하여 그러한 관념을 추상화를 통해 정교하게 조직하여 그들， 물 

질주의적 · 개인주의적 인간들이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정의론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 존 롤스는 스스로 사유하여 정의의 원칙틀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남의 생각들과 

말들을 모아 자신의 작품을 조립해낸 민주적 사회에 의해 고용된 이론가인 셈이다. 더구나 

그는 정의의 원리를 위에서 언급했듯이 언어의 영역에 회복시킨 사람이었다. 공리주의자틀 

의 물철주의적 정의관에서 벗어나 다시 원초적 입장에서의 사회계약을 정의의 원천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가서 지적해야 할 점은 롤스의 정의의 언어는 단 한번의 理性의 合議文

에서 끝나버리고 다시 정적으로 가라앉고 말았다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에 관한 한 원초적 

입장이 지난 후에는 결코 다시 재론될 수 없는 것이다 13) 비록 제한된 것이었으나 롤스의 

언어로서의 정의는 그의 정의론이 기대하고 있는 정의론의 정치적 기능과도 유기적인 관 

계를 갖는다. 그가 계약론으로 정교한 정의 이론을 정립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는 독특한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롤스는 사회적 계급분화나 불평등을 

없애려고 한 것도 아니며， 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나아가서 그의 정의론은 실제로 정의의 요구가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관찰하는 

현실주의적 사회과학도 아니었다. 롤스의 정의론의 현실적 역할은 현실의 불평등을 공리주 

의의 원리가 아닌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리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며 무엇이 정의인 

13) Rawls의 입장과 Haberrnas를 위시한 소통이론가틀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Habermas는 

Rawls의 정의론올 기계적이라 비판한다. Rawls의 입장이 기계적인 이유는 후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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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사회의 모든 勝者와 敗者에게 매일 상기시키려는 것이었다. 그의 정의의 이론은 기존 

의 사회에서，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정의의 애매한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조직하여 정의의 모든 요구를 흡수하기 위한 것아다. 이 원칙들로부 

터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하위의 원칙들을 도출하여 무엇이 정의인가를 모든 

경우에 판정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정의의 원칙틀을 수긍하고 

무엇이 정의인가를 따라서 復唱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담론으로서의 롤스의 정의론의 

역할은 정의의 요구를 흡수하고 ~j(者들의 저항과 반항의 名分을 박탈하는 것이며 이는 사 

회제도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정치적 갈등과 역사적 변혁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에서 롤스의 정의론에서 언어의 위치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 기 

능은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노직의 국가론은 언어에 대하여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직이 의존하는 유일 

한 언어가 있다변 그것은 자연법이었고 여기에서 출발하여 시종일관 인간악 물질적 이해 

관계와 그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따라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전략은 사실 록 

크가 의존했던 자연법과 사회계약이라는 두 개의 담론의 기둥에서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자연볍이라는 빼이 인간의 몸에 새겨 놓은 한줄의 文身에서 

모든 논리를 유추하고 었으며 이 유추과정에는 인간의 재산에 대한 욕망과 보호본능만이 

작용하고 있다. 노직의 논리 과정에서 또하나의 언어가 개입된다면 그것은 자연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보호단체’ (protective agencies) 라는 보험회사와 개인들 간의 계약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계약은 물질적 이해의 연장이며， 私的인 것으로 정치의 영역이 아냐며 따라서 

논의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노직의 국가론은 언어에 대하여 적대적임은 명백하다. 

또한 다른 차원에서 보변 롤스와 노직의 정치사상은 공히 정치적 글쓰기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롤스의 담론 설천이 위에사 언급했듯이 기존의 사회정치구조를 새로운 좀더 정통 

자유주의적인 언어로 정당화하여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미국의 전통 속에서 정당한 

행위로 확립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도우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노직의 경우는 

언어를 단죄하려 하였듯이 단일한 명제를 아무런 정당화나 懷疑없이 신닥{oracle}으로 제 

시하고 그곳에서부터 모든 추론을 i寅繹的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담론 형태는 한마디로 

기존의 권위있는 담론을 의식하고 그 뭔위에 의존하고 그 권위를 활용하는 언어 행위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14) 노직의 철학은 그 언어의 형태에 있어서 기존의 권위에 영합하 

14) Louis Hartz의 주장은 이미 Lockean liberalism은 미국 사상의 dogma라는 것이다(Hartz 1955). 물론 

위에서 논한 Rawls와 Nozick의 사상은 Lockean liberalism과는 공히 거리가 있다. 미국 보수주의의 

정치적 깊이에 대하여는 Lipset & Raab(1970)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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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강권을 행사하는 反動의 형태이며 이는 이른바 ‘미국주의’ (Ameri딩nism) 의 부활이었 

다. 그의 철학의 목적은 롤스의 이론이 정당화하려 했던 정치사회구조의 팽창을 무엇이 원 

칙이고 무엇이 헌법인가를 재천명함으로써 저지하려는 행위였다 15) 롤스와 노직의 논쟁은 

단순히 이론적 논쟁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헌법 논쟁이었다. 이 양자의 논쟁을 보편적 정 

치철학 논쟁으로 이해하는 경우 노직의 이러한 시대착오적 저서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롤스와 노직에 의하여 대표되는 미국의 자유주의 시-상은 이른바 도그마(dogma) 라는 언 

어 정치 행위를 떠나서 말할 수 없다. 양자 공히 록크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여 기존의 도 

그마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아가서 인간의 모습을 출발첨에서 추상화하고 

그 추상화된 모습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특정을 보여주고 있다. 노직의 경우는 노골적으 

로 도그마를 재생산하려는 행위이며 롤스의 경우는 좀더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었다. 

롤스는 일단 정의의 원칙들을 만장일치로 도출하고 또한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 원 

칙들의 체계로부터 모든 추론들을 수학적 언어를 동원하여 도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 

의의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인간의 추상화였다. 이러한 定意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도출된 iE義의 원칙에 따라서만이 사회에서 실제로 사 

용될 수 있는 技術的 법의 원칙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공히 미국의 

자유주의의 특정으로 기술적 언어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자유주의는 도그마화했 

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에게 자신들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 현 

실의 인간의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가논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도리어 그들에게는 어떤 인 

간의 모습과 정의에 대한 그럴듯한 대명제로부터 구체적인 법 원칙들이 도출될 수 있는가 

의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롤스와 노직의 철학에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사상은 모두 정치를 

정치 이전의 개인익 천부적 권리 (right) 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노직의 경 

우는 이러한 근본주의를 정당한 본질적 정치철학이라고 주장한다. 롤스의 경우는 현실에서 

가상적인 상태로 빠져나간 ‘원초적 입장’ 이라는 기묘한 가상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며 

노직의 경우는 록크적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을 통하지 않는 또하나의 합리적 가상으로 

국가를 도출하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정의의 원칙과 개인의 권리 등의 정치적 가치는 이 

들에게는 결코 정치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치에서 만들어져서도 안된다는 

뜻이기도 한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대단히 제한된 정치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는 셈이다. 

15) Nozick 자신은 스스로 자선의 업적은 정치적인 것이 이니라 “그 자체로서 흥미있는” 것이라고 하 

였다(Nozick 1974, XÜ, p. ll7). 위에서 제시한 것은 본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그의 담론을 

해석한 결과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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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미국 자유주의의 도그마적 측면을 감안하여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사상과 민주 

주의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롤스의 경 

우는 지혜를 설파하는 철학가라기 보다는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정의의 관념을 집적하 

여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었다. 또한 노직의 철학도 이 시대의 

인간이 갖는 최소한의 공통점， 즉 자신의 물질적 재산을 지키려는 욕망을 추출하여 정의의 

원척들과 최소 국가를 정당화하였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보편적 속성에서 철학을 출발시 

켰다는 접에서 민주적인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보편성을 추구한 

것은 이 대원칙들로부터 技術的 작업을 벌여 실제 사회 통제에 펼요한 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며 이 技術的 작업과정은 결코 보편적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법 

의 적용은 전문지식의 영역인 것이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실제 정치생활의 많은 부분을 비 

정치화( depoliticize) 시켜고 있으며 나머지의 작은 부분만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몫으로 남 

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정치는 전통적으로 많은 부분을 법의 영역으로 할애하였고 

미 국의 자유주의 정 치 철 학가들은 자유주의 를 근간으로 하는 법 과 사회과학의 여 러 전문지 

식인틀과 더불어 삶의 많은 영역을 비정치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16) 실제로 미국 사회의 공 

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와 그들의 유기적 관계는 법과 법률가 집단， 전문직에 의하여 

수행되고 재생산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技術化된 1E義의 정치철학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정치사상 자체와 이와 연관된 많은 전문직이 

비정치화시키고 남은 공공의 제한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이 비정치화는 대중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는 미국 정치사상의 가장 핵심에 존재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미국인들의 생활 

양식을 모두 표현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유주의는 록크 이래로 늘 물질주의적 개인주의 

의 자세를 떠난 일이 없으며 文化 부재의 상태에서 논의를 출발사키는 특정을 갖고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자유주의가 

인간의 삶을 투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자유주의가 수 

많은 종류의 사회에서 정치사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자유주 

의는 다양한 문화집단들이 상호 공존하는 이념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각자의 사적 

영역에 살고 있는 원자화된 개인주의 사회의 개인들이 제한된 공적 영역에서 이루는 공동 

체의 이념일 수 있다. 크게 보면 자유주의는 샘·國의 정치사상으로， 다민족 국가의 정치사 

상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많은 다양한 문화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민족국가의 정치사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여러 문화집단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사는 modus 

16) 미국에서의 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는 졸고(1992b) 를 참조하고 나아가서 경제학과 경제지식과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시 졸고(1992a) 를 참조할 것. 그리고 기타 사회과학 및 행정학 영역의 

전문화와 정치사상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다시 졸고(1993)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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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endi로서， 그런 의미에서 비공동체적 정치사상으로 이른바 ‘짧은 정치이론’ (thin political 

theory)으로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미국 식의 공존 양태를 반 

영하며 이 공존 양태의 가능한 범위에서 그 이념적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롤스와 노직 

의 논쟁은 이러한 공존 양태의 가능한 공간에서는 진정한 논쟁의 의미가 있을 것이며 다 

른 한편에서는 이 공존의 공간을 같이 지키는 공통의 운명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들이 보여주는 정치의 근본으로서의 가상 

과 가상의 상태에서 이끌어내는 논리의 성격의 문제이다. 롤스와 노직의 논리는 기본적으 

로 비역사적 나아가서 반역사적임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롤스는 명백 

히 반역사적이며 노직의 경우 또한 흡사 역사 발전 단계를 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노직은 

이미 실제 역사로 증명될 필요는 없다고 하였고 윤리의 문제와 연관시켜 보변 그 지위는 

대단히 모호하다. 또한 노직의 단계에는 사실 아무 것도 변한 것은 없다. 특히 인간은 자연 

상태 그대로이며 다만 예정된 手順의 선택을 따라 왔을 뿐이었다. 이러한 미국 자유주의의 

비역사적 근본주의는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정치철학이라기 보다는 정치 神話

(myth) 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자들은 그들의 이론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에 대하여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 많은 이톤가들이 비판하듯이 이들의 정치사상에는 권력 

(power) 과 권위 (authority) 의 현실이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 다른 철학을 비판하는 경우 

에는 권력의 문제를 논의하면서도 자신의 이론의 세계에는 권력은 철저히 숨겨져 있다. 사 

실 이 문제는 숱하제 비판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의 사상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혀 요지부동이다. 그 이유는 미국 자유주의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즉 처음부터 이 정 

치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이념， 더 정확히 표현하변 신화， 이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 이 

전의 저 세상의 얘기에 속하기 때문이었다. 양자가 대표하는 자유주의 정치사상은 미국 建

國神話의 최선판들이며 이들의 논쟁은 헌법논쟁이자 동시에 이를테면 며국의 ‘선화투쟁’ 

인 셈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정치사상에서의 권력 현실의 부재는 의도적으로 권력의 휩롯 

상태를 만옮으로써 다시 권력을 빨아들여 새로운 권력체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 의식 

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을지라도 - 설정되었을 수도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권력， 

특히 미국의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현설의 권력은 자기 스스로 모습을 밝히지 않고 

스스로 권력임을 절대 함구하는 그런 종류의 권력일 것이다. 그 작동 원리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외부로부터 규제받기를 원치않는 그런 종류의 권력일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것은 사장의 권력일 수도 있고， 혁명적 권력 또는 다수에 의한 절대 

적 정치권력일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근본주의 정치사상가들이 제시한 현실의 문턱 직전의 근본의 원천을 상상해 

보는 것은 미국의 사상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존 록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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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태는 그가 여행하며 보았던 서인도 제도의 플랜테이션 지역의 이주민들이 살던 모습 

의 재판이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록크의 자유주의는 그렇게 보면 식민지 지역 사람들의 

삶과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롤스의 원 

초적 입장과 노직의 자연상태의 변형들 또한 미국인들 기억의 어떤 부분， déjà.vu의 장면들 

을 재현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노직의 자연상태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보호 단체들의 활동 

과 무법자들 갇은 무소속자들의 자기 방어의 얘기는 우리도 영화에서 많이 보아온 서부개 

척 시대의 살벌한 촌락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반면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서의 정의에 대 

한 추상적 사색의 순간은 흡사 고향을 떠난 고독한 이민자들이 이민선의 갑판에서 희양의 

땅을 그리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상향을 고대하던 그런 순간들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이 두 순간의 얘기는 미국인들의 가정을 통해 미국인들의 살아있는 신화일 것이다. 이 두 

장변의 기억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역이면서도 미국인들의 두 마음， 두 정치이 

념의 연원일 수 있다. 롤스와 노직이 대변하고 있는 두 개의 대립적 정치이념은 결국 미국 

인들의 마음 속에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스펙트럼의 양극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 

두 사상은 공히 미국의 자유주의는 이미 士휩化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 젓이다. 

롤스와 노직의 정치사상은 정치사상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들의 토착화된 정치신화임에 대해 우리는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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