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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2-1 말 

현대 미국의 정치사조에서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적 사양에 대한 이론적 p 정치잭 비판의 

갈래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 이다. 최근의 

공동체주의는 근대 개인주의의 보편화에 따른 윤리적 토대의 상설， 즉 고도산업사회화에 

따른 도덕적 공동체의 와해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에 의한 원자화 등의 현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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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된， 보다 상호의존적인， 그리고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장. (Fowler, 1991. 161)으로서 재개념화하고 이를 이론적 및 정치적 영역 모두에셔 복원시 

키려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들은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젤 둥의 사상 

으로부터 이론적 기초를 제공받는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제도적 틀로 

서 ‘강한 공동체’라는 개념을 우선시하고 ι우애적 감성”과 a자아 정체성의 공동체적 이해” 

를 강조하여 (Sandel， 1982, 150) , 귀속감이라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정서적 갈망에 호소함으 

로써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주의적 해석과 주장은 자유주 

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모텔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호응을 받게 되었다. 

공동체주의는 미국사회의 재건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추구한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적 

책임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자유주의 철학을 비판하변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 ’ 을 수립하려는 이론적 노력을 뒷받침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철학적 작업은 9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실천의 영역과 결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 

동체주의는 하나의 주요한 정치사회운동으로서 그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되는 맥킨타이어 (Alasdair MacIntyre) , 산텔 (Michael SandeJ), 테일러 

(Charles Taylor) , 바버 (Benjamin Barber) , 갤스턴 (William A. Galston) 둥의 이론가들 간에 

존재하는 견해의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 예를 틀어 테일러가 공동체 내에 공유되고 있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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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체성 의식에 대한 해석의 비판적 기능을 강조하지만 맥킨타이어나 산델과는 달리 아 

리스토텔레스적인 공동체적 전통의 부활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공동체주의진영을 

“통합주의적(integrationist) • 입장과 “참여주의적 (participatory) • 입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Benhabib, 1992, 68-82). 공동체주의는 중요한 측면에 있어 개인적(사적) 그리고 공동체적 

(정치적) 이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낭만주의 (political romanticism)" 의 전통을 계승 

한다(Larmore， 1987, 119). 통합주의적 시각에서 이러한 조화의 가능성， 즉 원자론적 개인 

주의와 “의미 지평 (horizons of significance)'’ (Tay!or, 1991)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은 공동체적 가치체계 -맥킨타이어의 경우 “시민 종교(civic re!igion)" 나 “예의범절 (code 

of civility)>> 그리고 산텔의 경우 도덕적 인격의 함양에 기여하는 친교와 연대의식 둥-의 

복원 및 재정립에서 찾아진다. 이에 비해 참여주의적 견해는 문화 · 의식 차원에서의 가치 

관의 전환보다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한계 극복을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의 

확충과 이를 통한 정치참여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진영내의 견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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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Buchanan， 1989). 첫째， 자유주의는 인간의 행복한 삶의 필수적 조건인 공동체를 평 

가절하하고 나아가 와해시키며， 둘째로 정치적 공동체와 정치적 삶 자체에 목적이 아닌 단 

순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자유주의는 비계약적 의무의 형태 

인 가정과 공동체적 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며， 넷째로 자아 

정 체 성 의 “귀 속성 및 피 조성 (embeddedness and constitutedness)" 을 인 식 하지 못하고 추상 

적 자아개념을 이론화의 기초로 하는 결함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는 정의(justice) 

를 사회제도의 최우선적 덕목으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한다， 공 

동체주의의 입장에서는 공동체적 삶이라는 보다 상위의 가치가 상실되었을 때 요구되는 

“치유의 덕 (a remedial virtue)" 의 하나가 정의이며 따라서 규범론의 가장 본질적 문제를 

정의가 아닌 행복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정의， 권리， 평등， 자유 등의 개념을 우선시하는 자 

유주의적 규범론을 비판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치적 현실주의의 견지에서 

자유주의 규범론을 일종의 도되주의적 이상주의로 규정하고 그 추상성과 비현실성을 강조 

한다. 나아가 이들은 추상적 자유주의 규범론을 현실에서 보편화되는 이기적 개인주의의 

이론적 표현이자 그 심화를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로 이해한다. 즉， 자유주의적 문화와 제도， 

이론들은 근대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공고화되어 왔 

고 그 집적적 결과가 극단적인 주정주의 문화(emotivist cu!ture) (MacIntyre, 1984) 의 지배 

와 의미 지평의 상실 (Taylor， 1991)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방법론적 차원에 있어 윤리적 규범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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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공동체주의 정치사상 213 

통의 재활성화 또는 공동체적 유대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조성을 촉구한다. 또한 

윤리적 논의의 언어를 자유주의적 개념들-개인의 자율성， 권리， 중립성， 사회적 정의 둥 

-로부터 공동체주의적 개념들-전통， 시민으로서의 덕목， 공동체적 유대， 사회적 의미? 

행복 등-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신틀을 이른바 “연관된 비 

평 가(connected critics)," 즉 자기 가 귀 속된 사회 의 문화와 의 식 으로부터 탈피 하지 않고 사 

회비평을 수행하는 이론가들로 인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적 근대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적 거리 (critical distance) ’ 와 동시에 규범의 사회성과 의미 해 

석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본고는 이상의 특성을 갖는 공동체주의의 철학적 기초와 정치적 제안에 대한 고찰을 목 

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동체주의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 있는 대 

표적 이론가인 맥킨타이어와 테일러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분석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공동체주의적 사고의 전체적 논리 체계를 명료화함에 초점 

을 둔다. 또한 공동체주의의 정치적 제안과 관련하여 산텔과 바버 동의 주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공동체주의의 설득력과 한계를 살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11. 근대 비판과 마리스토텔레스주와 전통의 부활 A。 매칸타이어 

맥컨타이어 (Alasdair MacIntyre) 가 현대 사상 철학계 내에서 갖는 중요성은 그가 윤리적 

관심 을 가지 고 일 련 의 저 술(AJ↑er Virtue: Whos( ‘lustice? Which Rationality?; Three Rival Ve，띠ons (끼 t 
Mη10α)γIt‘x띠‘ 

의 부활을 대안으로서 제시한다는 변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의 윤리적 관심은 무엇보다도 

근대 출현 이후 인류가 경험하게 된 ‘도덕적 궁핍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그에게 

있어 도덕 철학은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 체계의 흔재 상황 속에서 평가의 관점을 정립하 

고， 그를 통해 실천적 과제로서 진정한 도덕적 체혐의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학문으로 이해 

된다. 그는 도덕 철학과 도덕적 공동체의 상호 지지적 관계에 주목하여 근대 도덕 철학의 

실패와 도띄적 공동체의 붕괴를 하나의 연계적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맥킨타이어는 서구의 

도덕 및 문화의 기원과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적 g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현대에 이르러 보 

다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 도덕 상실의 원인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다. 

맥킨타이어의 프로젝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로 그는 근대 

의 감정주의 윤리론과 그 문화적 영향력을 비판하면서 아울러 계몽주의 전통의 도덕 철학 

과 니이체적 상대주의를 실패한 규범론의 예로 부각시킨다. 둘째로 그는 이러한 비판을 근 

거로 도덕 이론과 실천에 있어 진정한 객관성의 토대로서 목적론 체계의 재도입을 시도한 

다. 나아가 그는 자유주의 규범론이 근대적 문화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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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특수성과 상황가변성을 초월하는 도덕론을 수립하려는 계몽주의적 규범론은 자기 

모순의 오류에 의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킨타이어의 주장과 분석은 공동 

체주의의 핵심적 주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의 근대 문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자유주의 규범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불만이 어떠한 동기와 성격을 가 

지는 지 알 수 있다. 또한 전통과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윤리 개념들에 대한 그의 강조를 

통해 공동체주의 윤리론에 내재하는 통합주의적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1. 근대 도덕 철학 및 문화 비판 

맥컨타이어에 따르면 현대의 규범적 논의는 혼돈의 상태에 처해 있다. 실제의 규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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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uages of morality) ’ 자체는 객관적 기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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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ulacra of morality)’으로 파악하고 이의 원인을 규범적 주장의 의미 {meaning} 9-}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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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적인 주관적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는 방편으로서 ‘사용’ 하는데， 그러한 발언의 ‘의미’ 에 

있어서는 형이상학적 또는 신학적 목적론의 형태로 주어진 객관적 기준이 존재했던 과거 

시대의 흔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현대에 있어 대부분의 도되적 논의는 내적 

으로 논리적 정당성을 지나는 주장들이 경합하는 양상을 띠게 되어 결과적으로 합의가 불 

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각각의 주장은 정당화의 차원에서 합리 

적 조정을 가능케 하는 객관적 이유와 기준의 존재를 상정하게 됩에 따라 패러독스를 초래 

하게 된다. 이러한 패러독스의 해결을 위해 근대에 특정적으로 나타난 도덕 철학의 사조가 

이른바 “감정 윤리론( emotivism) "이라는 것이다. 이는 규범적 표현의 ‘의미’ 에 관한 이론으 

로서 모든 도덕적 · 당위적 판단은 단지 주체의 선호와 감정 및 태도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 

로 본다. 이에 따라 잭관적 평가 기준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도덕적 발언의 ‘의미’와 ‘사 

용’을 구분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맥킨타이어가 가하는 비판의 초점이다. 

이러한 감정 윤리론은 이후 분석철학자들에 의해 이론으로서의 한계가 지적되고 비판되 

었으나 맥컨타이어는 사회적 관행과 문화적 관념에 있어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 

고 있다고 주장한다 1) 또한 철학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부지불식 중 이모티비즘은 

1) 맥킨다이어의 감정 윤리론과 그 문화적 표현에 대한 비판은 도덕 철학의 과제에 대한 그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하나의 도덕 철학·은 - 감정 윤리론도 예외가 아니며 - 특정적으로 하나의 
사회학을 전제로 한다"(MacIntyre 1984, 23) 라고 주장한다. 즉 모든 도덕 철학은 명시적이든 앙시적 
이든 행위자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분석과 주장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로 전통적인 도덕 

철학은 윤리적 개념과 그 사회적 표현의 관계 규명을- 도덕 철학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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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재현되고 이는 뿌리 갚은 문화적 영향력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맥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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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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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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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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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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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과 선호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 객체로 밖에 인식하져 않체 된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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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둥장하는 인간형이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바 e근대책 인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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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적 전문성을 선봉하면서 ("the Manager & the Therapist") 객관적인 도덕적 관점과 합려 

적 기준을 도외시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정을 갖는 근대적 자아는 그가 취하는 어떠한 관점에서도 모든 것을 벼판할 

수 있는 “구속에서 벗어난 자아(unencumbered self) "로 인식된다. 맥컨타이어는 근대 철학 

자들이 근대적 자아의 이러한 특성에서 도덕적 행위자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본다。 

근대 자유주의 철학의 견지에서 볼 때， “도덕적 행위자가 된다 함은 바로 한 개인이 처한 

상황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으로부터 탈피하여 모든 사회적 특수성과 철저하게 유 

리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관점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MacIntyre， 1984, 31-2). 한 

편으로 이러한 견해는 g도덕적 행위자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mαal agency)" 를 옹호 

하여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채 최소한의 이성적 존재는 모두 도덕적 

행위자로 인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계층 

(“managers" 와 “therapists" )의 우위적 지위는 사회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 

여 맥킨타이어는 ‘사실9 의 영역에서는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절차가 수립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권위의 위계화가 이루어짐에 비해 ‘도덕’ 의 영역에서는 의견 대랩의 필연성 

이 도덕적 다원주의로 머화되어 존엄시 되는 것이 근대적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맥킨타이어는 감정 윤려론과 그에 기반한 자아관은 역사적 변화 과정의 산물로 어해되 

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죄근을 통해서만이 근대적 자아관과 윤리론의 절대화 정향 

을 극복할 수 있고 근대적 도덕 문화의 한계에 대한 자지 반성적 고찰이 가능하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맥킨타이어는 계몽주의 철학에서 니이체주의적 포스트모더나즘 

에 이르는 도덕 철학 사조에 대한 총체적 벼판 작업을 전개한다. 

였다는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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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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타이어에 따르면 모든 도덕적 판단과 행위가 진정한 도덕적 체험이 되려면 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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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os) 의 실현을 통해 발현 가능한 인간 본성 그리고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이행을 위한 

“윤리적 규율”로 구성되는 목적론적 윤리체계는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중세의 아퀴 

나스에 이르기까지 유지되면서 인간의 잠재적 능력과 합리성， 그리고 인간의 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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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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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에 대한 신념에 근거하여 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부정되면서 전통적인 윤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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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구에 근거한 윤리적 규율의 정당화가 근대 도덕철 

학의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이러한 과제는 필연적으로 실패 

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윤리적 규율 자체는 교화를 통해 실현 가능한 인간의 목적 

~ (hwnan te!os) 이 전제될 때만 그 의미와 기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목적인 

의 실현에 필수적인 공동체적 질서로부터 벗어난 추상화된 개인을 도덕적 권위의 유일한 

근거로 상정하게 됨에 따라 근대 도덕철학은 전통적인 윤리 규범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 

들었다. 요컨대 자유와 평등에 의해 규정되는 추상화된 개인이든 과학적 탐구에 근거한 인 

간이든 이러한 인간관에 기반하여서는 규범과 윤리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 

는 이유는 바로 근대 도덕철학(데카르트에서 니이체에 이르는)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목적론 체계를 온천한 형태로 유지하지 않고 그것을 붕괴시킨 후 일부 파편틀의 조합을 

통해 도덕철학을 재구성하려 한 데서 찾아진다는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Aristotle or Nietzsche?'’라는 극명화된 질문으로 압축 

시킨다. 한편으로 맥킨타이어는 니이체의 계몽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다. 근대의 이상주의적 도덕철학이 가지는 허구성과 추상성을 ‘계보학적 비판( genealogical 

critique) ’을 통해 밝히려 한 점에서 니이체는 근대성의 극복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 

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맥킨타이어는 진리와 합리적 기준에 대한 상대주의와 극단적인 주 

관주의적 경향은 결국 계몽주의적 근대철학의 연장이며， 따라서 니이체와 그의 영향 하에 

둥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주창자들의 근본적 한계는 근대 도덕철학 일반이 가지는 한계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즉 계몽주의나 탈계몽주의나 모두 개인적 주관주의에 입각함으로써 

진정한 윤리론의 정립과 실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맥킨타이어는 

니이체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은 도덕철학의 측면에서 근대 철학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진정한 윤리적 실천과 이론의 결합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전통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가능 

하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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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의 합리성 

계몽주의 내지 자유주의와 니이체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맥킨타이어는 그들이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을 각각의 역사를 가지는 ‘전통’으로서 인식하지 못하였 

음을 비판한다. 맥킨타이어는 도덕철학의 체계가 항상 전통의 내적 비판과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 그리고 재형성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전통의 맥락을 부정하는 사상적 조류 

에 의해서는 설득력있는 윤리 체계와 도덕관이 수립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맥킨타 

이어는 근대 도덕철학과 문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적 토미즘적 전통의 계숭과 발전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는 전통의 개혁 과정에 대한 분석 

을 통해 근대적 상황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이 재구성되어 하나의 윤리 체계로서 

중요한 가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맥킨타이어는 한편으로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전통으로부터 초월한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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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에 대한 탐구 자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지적， 도덕적 빈곤 상태를 초래한다에 

(1Æaclntyre, 1988. 367) 고 비판한다. 다른 한편으로 맥킨타이어는 관점주의 및 상대주의적 

입장에 대항하여 전통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는 츄범 논의에 있어 진리와 합려성의 개념 

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전통들 간의 우열과 진리 주장의 논증 가능성을 부정 

하는 입장을 반박하면서， 전통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전통과 합리성， 진리 주장의 판단 

기준 등의 개념들이 조화롭게 상호 연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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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소유와 계승이 전통의 핵심을 이룬다η( 1Æaclntyre， 1990, 128) 고 주장한다. 또한 전통은 

합리성올 내포하는데 그 합리성이란 계몽주의적 합리성 개염과는 구분되는 “전통에 의해 

형성되고 전통을 형성하는(tradition -constituted and tradition -constitutive) n 도덕적 탐구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합리성은 하나의 전통이 역사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분석함으 

로써 밝혀질 수 있다(1ÆacIntyre， 1988. 354ff). 즉 하나의 전통은 그 전통 내의 신념 체계의 

문제점들이 인식론적 위기와 함께 드러나게 되면 일련의 재구성과 평가 및 개혁을 통해 

그 문제점들과 한계를 극복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 형성적 도덕론의 전형적 

예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아퀴나스에 이르는 전통으로서，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어 

거스틴에서 비롯된 상치되는 전통들을 종합하는 중요한 엽적을 이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맥킨타이어는 인식론적 위기나 동일 기준에 의한 비교 불가능성 

(incommensurability) 등의 문제는 극복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며， 이러한 극복의 과제를 수 

행함에 어느 정도 성공적인가가 전통의 선호와 우윌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 볼 때 토미즘적 전통은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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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계몽주의의 전통에 비해 보다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전통이라고 역설한다. 

토미즘적 전통의 옹호에 있어 액컨타이어가 중요사하는 개념들은 인간의 목적인 (human 

telos) , 공동체적 가치체계， 실천적 합리성 (practical rationality) , 프락시스(praxis) ， 전통에 기 

반한 삶의 내러티브(naπative) ， 행복(the good) 의 규정성 둥이다.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성 

찰을 통해 맥킨타이어는 근대 출현 이후 이론 및 사회적 실천의 영역 모두에서 지배적 원 

리로 작용해 온 이모티비즘 즉 개인의 선호외 판단 기준의 절대화 경향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는 근대의 아노띠와 규범 부재의 상황을 목 

적인에 대한 규정의 회피와 “전통 형성적 합리성의 규범이 구채화되어 있는 사회 제도와 

양식으로부터의 탈피"(MacIntyre， 1988, 368) 의 결과로 이해 한다. 따라서 맥킨타이야는 자 

아 정체성의 규정에 있어 공동체적 가치관과 기준， 목표에 근거한 개인의 삶에 구체화된 

내러티브의 통일성 (the unity of a narrative embodied in a single life)을 중요시하고， 행복 

의 추구가 자아 정체성의 본질적 내용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행복의 추구라는 관념은 인 

간 목적인에 대한 일정한 규정을 전제로서 요구하게 되는데， 현대의 “관료적 개인주의 문 

화(the culture of bureaucratic individualism)κ 내에서는 이러한 관념들이 심각하게 고려되 

지 않을 뿐더러 규범 논의외 언어 자체가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킨타이어의 문제의식은 공동체주의의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새 

로운 자아관의 정립을 위한 ‘통합주의적 (integrationist) ’ 목적론 체계의 수립이라는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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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맥컨타이어의 도덕 철학적 관심과 노력의 

의미는 그가 바로 이러한 논쟁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 

각과 이해를 촉구한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III. 윤리적 이상의 복구: ε。 테일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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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적이고 원자론적인 형태의 개인주의가 가지는 위험성과 이로 언한 근대적 삶에서 나 

타나는 의미 상실의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 “진정성 (authenticity) .이 

라는 근대 자유주의적 이상이 내포하는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한다. 여기서 전정성은 내면 

적 자아와의 도덕 적 대 변 (the intimate moraI contact with one' s own self) , 자아 실 현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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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러는 A. 블룸이나 D. 벨과 같은 근대 문화 비판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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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개인주의는 현대의 도덕적 사고의 폭을 협소화시키고 그 질적 가치를 저하시켰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테일러는 근대 개인주의의 발전 과정에 내채하는 윤리적 이상을 발견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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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변서 근대의 윤리 

적 이상에 내포된 풍부한 함의를 밝히고 그 이상의 전체적 모습을 복완시켜려 헌다. 이러 

한 이론적 노력은 근대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블 촉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삶왜 의마예 

대한 일반적 사고 양삭을 변혁시키려는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 테일러는 개인주의의 져빼 

적인 형태인 이기주의와 자아 중섬주의를 내재적으로 바판하려 하며， 아를 위하여 진정성 

이라는 근대적 이상의 거저에 존재해 온 상호성 (dialogicality) 의 전제들에 주목한다. 

터1 일러는 그의 이론을 “하냐-빽 복구 작업 (a work of retrievaD" (Tay!or, 1991, 23) 야라 특 

정지으며， 근대에 대한 일방적 져지 또는 비판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진정성이라는 근혜적 

이상의 전체적 모습을 복원시켜려 한다. 테일러는 전정성을 내면적 자아와의 도덕적 때면 

과 주체적 결정의 자유라는 두 이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이 두 이념들아 근해 정 

체성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서 동사적으로 출현하여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가져왔다고 본 

다. 그러나 여기에서 터1 일러가 주목하는 바는 근대적 상황에서 주체적 결정의 자유리는 이 

념과 자아 실현의 목표가 일방적으료 강조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존재 

양식 의 상호성 과 ι의 미 지 평 (horizons of significance)'’ - 행 위 의 중요성 과 의 미 를 규정 확 

는 배후에 존재하는 사회적 의미들의 조직망 - 그리고 상호 인식의 필요성， 참여캡 정치 

생활 등이 진정성이라는 근대적 이상의 또다른 중요한 측면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윤리적 논의에 있어 자유주의의 최소주의적 윤리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근대 

적 삶에서 도외사되어 온 이상의 측면들을 이해하고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없이는 g근대성 

의 병폐들(malaises of modernity)" 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테일러의 주장이다. 

1. 근대 개인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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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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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와 해석이 적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혜일러는 근때의 윤리적 

이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이 원자론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각의 지배력을 완화시컬 

수 있다는 선념하에 인간 존재의 상호성에 기초한 6진정성’ 의 이상을 온전한 형태로 복원 

시켜려 한다. 물론 그는 근대 개인주의의 파행적 전개를 설명함에 있어 근대 사회가 경험 

한 사회 경제적 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으나 지본적으로 역사적 변화의 동력으 

로서의 인간의 동기부여와 문화적 이념의 영향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테일러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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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개인을 모나드(monad)로 재념화하고 근대적 개인주의의 특정을 “인격성의 내면화 

(interiorization of personho여r (Taylor, 1985, 277)로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특정을 자아 정 

체성의 "1.Jl재화(immanentization) ， • “주관화(subjectivization) • 또는 ‘내면성 (interiority) .이 

라고 규정하기도 한다(Taylor， 1989, 95; 282; 46이. 이려한 개념들이 의미하는 바는 근대적 

자아관의 형성과정은 전통적인 도덕률과 정체성의 기반이었던 공동체， 우주론， 그리고 사 

회적 위계 철서로부터의 탈피 과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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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정한 존재 질서가 외재적인 형상의 세계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본 플라톤은 출발점 

을 마련하게 된다. 어거스턴은 “근본적 반성{radical reflexivity r의 창사자로서 중요성을 갖 

채 되는데， 이로부터 외재적 신의 존재를 내면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테일 

러에 따르변 내면화 과정은 데카르트와 로크에 이르러 본격화되며 이들 모두는 도덕의 근 

원과 가준을 채인의 내면에서 찾으려 한다. “거대한 존재의 사슬m 에 기반하는 목적론을 부 

정함에 따라 “해방된” 자아로서의 근대적 개인은 인간의 목적과 도덕적 기준이 g객관적 

관찰에 의해 발견 가능하거나 아니변 자율적으로 선택되는” 것으로 인식한다(Taylor， 1989, 

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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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yìor, 1991, 2-12), 첫째， 근대성은 의머의 상실과 도덕적 차원의 퇴조를 초래한다. 이러 

한 현상은 근대적 자유 관념에 기반한 개인주의의 대두에 의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도덕 

성의 가반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삶의 의미 규정이 혼톤의 상태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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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다. 셋째로， 근대성은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는 관료 

제화의 심화에 따른 개인의 공적 영역으로부터의 소외와 정치적 영향력의 상실에 따른 폐 

해인 것이다. 이러한 근대성의 병폐 현상을 논의함에 있어 테일러는 근대성에 대한 일방적 

비판이나 무비판적 옹호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백컨타이어나 여타의 비판가들과는 달 

리 테일러는 근대 개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윤리적 이상융 발견한다. 그러나 그는 보편적 

권리와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이론들 또한 근대적 삶과 이상의 복잡한 성격 

을 충분히 대변하거나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테일러는 한편으로 근대 문화를 비판하 

는 제 이론가들에 동조하여2) 자기 실현에 맹목적인 개인주의와 그것이 가지는 상대주의적 

주관주의를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문화에 대한 총체적 비난이나 경멸에 대해 

2) 테일러는 예로서 AJlan Bloom (The C/osing ofthe American Mind) , Daniel BeJl (771ι Cu/tural COllffαlictions αf 

c“'piralism) , Christopher Lasch( The Culfur，ι ofNarcissi시11; The Minimal S，εIn 둥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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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이다. 그는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특허 A. 블룸의 쟁우， 현실적으로 아무리 타락되고 

희화된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근혜 개인주의의 전개 과정애는 강력한 도덕적 이상이 배후 

에 존재함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Taylor， 1991, 15), 

그러나 테일러는 진정성의 이상과 상대주의 사이에는 친화력이 있음에 주목한다. 즉 진 

정성이 주관적 자유 관념을 기저로 함에 따라 어느 정도 상대주의( ‘50ft relativism’ )적 형 

태를 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어떠한 도덕적 이상을 강력하게 주장 옹호하는 것이 논리적 

으로 허용되지 않게 원다. 이것이 이른바 근대적 이상의 자가당착적 특성이며， 이러한 이 

유로 진정성의 이상은 그에 대해 이의를 채기할 수도 또한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는 공리 

와 잘은 것이 되어 버린다. 근대왜 윤려적 이상과 상대주의외 친화력 빼문에 롤스(John 

Rawls)나 E윌킨 (Ronald Dworkin) , 그리고 컴릭카(Will Kymlicka) 동의 중립적 자유주의 

는 그틀의 상대주의해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에 대한 논의릎 정치적 논의의 

장에서 추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야 테얼라의 주장이다. 즉 중립챔 자유주의는 정부 

가 개인의 행복에 대한 문제에 있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이랴한 문 

제가 공적으로 규정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한디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터1 일 

러는 중립적 자유주의의 윤리를 g불명료성의 윤려 (ethics of inartic띠acy)" 라 특정짓는다 

(Taylor, 1989, 53-90). 행복한 삶의 문제에 대한 중랩적 태도의 강조는 진정성의 이상애 대 

한 명료한 이해와 주장을 불가능하계 하며， 이러한 상황은 도덕적 및 철학적 주관주의와 

가치 중렵적 사회과학의 설명 양식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Tay!or， 1991, 21). 

2. 도턱적 이상g로서의 ‘진정설’ 

테일러에 따르면 진정성의 윤리는 상대적으로 새롭고 근대 문화에 특이한 문화적 특성 

이다. 그것은 데카르트의 합리적 개인주의와 로크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반하여 18세기에 

형성된 도되적 이상으로서， 보다 중요하게는 공동체적 유대를 소홀히 하는 합리주의적이고 

원자론적인 사회관에 비판적이었던 냥만주의의 산물이다. 이러한 진정성의 이상은 근대적 

자아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루소의 “존재적 감성 (le sentiment de 

l’tλistence)" 이라는 관념과 내면적 자아와의 도덕적 대면， 그리고 이른바 g주체적 결정의 자 

유(self-determining freedom)" 라는 일련의 관념들이 친정성이라는 이쌍의 전형적 예들이다. 

이러한 관념들에 따르면 우리는 외부적 강제를 배척하고 주체적 결정에 따라야 하며， 도덕 

은 우리 자신 내부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근대 문화의 주관주의적 성향은 어거스턴에 의해 제기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반성적 자각을 통한 선에로의 접근과 내면적 깊이를 가지는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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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특히 헤르더를 중시한다. 각 개인은 자신의 g척도”를 갖는다는 관념을 헤르더가 개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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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개인의 특성과 창의성이 도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 실 

현의 이념은 진정성의 핵심을 이루며 근대 문화의 도덕적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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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의 자유는 구분되어야 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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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cissism) "는 방종과 이기주의의 표현으로서 부분적으로는 전정성의 윤리적 이상을 반영 

하지만 g주관주의적 편향(the slide to subjectivism)" (Taylor, 1991, 55ft)의 예라 할 수 있다. 

테일러는 나르시즘의 문화와 진정성의 문화를 구분하면서 현대의 문화를 이상과 현설적 

관행 사이의 긴장으로 가득 찬 상태로 파악한다. 현실적으로 현대의 문화는 나르시즘의 문 

화이지만 그 내부에는 충분히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또는 도덕적 열망이 존재한다 

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테일러는 나르시즘의 문화가 그 자신이 결국 체계적으로 저버리계 

되는 이상을 내포한다고 본다. 

그러면 진정성의 윤리가 현상적으로 왜곡되고 무의미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테일러는 

근대적 사회 변동에서 원인의 일부를 발견한다. 근대의 산업 사회화는 전통적인 사회 관계 

의 틀을 붕꾀시커고， 아러한 사회적 싱황은 원자론적이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 및 사 

고 유형과 친화력을 가지고 상호지지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 

한 기술 관료제적 사회제도는 원자론적 사회관을 강화시커게 된다. 그러나 테일러는 사회 

변동의 양상이 근대 문화의 일탈성과 편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다. 진정성의 

이상 자체에 내재하는 원인들이 구명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테일러는 그 이상 자체에 내포 

되어 있는 두 가지 추세를 지적한다. 첫째는 대중 문화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자아 실현이 

라는 이상의 자기 중심적 형태로의 경도 추셰이고， 둘째는 Q상위” 문화에서 보이는 니힐리 

즘과 “의머 지평”의 부정 추세이다. 테일러에 의하면 두번째 추세는 나이체와 보들레르， 그 

리고 데리다나 푸코와 같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에 의해 대표된다. 여기에서 테일러는 이 

들 사상가들의 영향이 역설적임에 주목한다. 

그들은 일상적 법주들에 대한 니이체적 도전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 진정성의 이상과 자아 

개념 자체까지도 “해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실상은 형성된 모든 “가치관들n 에 대한 니이체 

적 비판은 결국 인간 중심주의를 찬양하고 강화하게 된다. 마침내는 니이체적 비판은 “자아” 

라는 범주에 대해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주체로 하여금 기준이 없고 “자유로운 유희”와 

자아의 미학에 탐닉하는 세계 앞에서 무제한의 힘과 자유를 느끼게 한다(Taylor， 1991, 60-61).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태도는 진정성의 이상과 마찬가지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테일러는 

주장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중 문화의 자기 중심주의를 더욱 강화시커면서 철학적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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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데일러가 이해하는 바 진정생은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한다. 즉 진정성은 한환으로 

창조， 구성， 발견， 창의성， 그려고 사회적 규율과 도덕 규범을 포함하는 모든 외부쩍 책약에 

의 대항 등의 개념을 내포한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진정성온 “의마 차평R액램 

개방성과 상호 대화를 통한 자아 규정을 요구한다. 이 두 촉변들은 서로 갈동적 괜채를 가 

지고 었지만 어느 한편을 우선시하는 것은 오류따고 주장하면서 테일라는 바로 포스트쪼 

더니즘의 g해체주의 n 가 이러한 오류의 혜라고 지적한다. 즉 딸근대적 아론가들은 표햄적 

언어의 구성적， 창조적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의미 지평의 중요성을 땅각하려， 창악성확 

탈도덕적 성격을 극단화시컨 나머지 창조적 행위의 사회적 거딴을 소흘허 한다는 젖아다. 

그리고 이라한 오류는 주체적 결정의 자유를 지나치계 강조하여 개인의 선택 햄왜쐐 었핵 

배경적 지평을 채공해 주는 소여적 전통파 맥락의 중요생을 언석하자 못한 결과로 나타난 

다는 것이다. 요컨대 근대 문화애 나타나는 주관주의적 편향외 내쩍 원인은 자유 。I 냄 o ，풍 

서의 진정성이 주체적 결정의 자유로 편협하채 해석되고 극단화되는 경향을 딴다는 사껄 

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까닭얘 태일버는 “진정성은 주체적 결정의 자유와 항상 함했 활 수 

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데 .. 0 • ~ • 이는 자멸의 길이기 때문이다"(Taylor， 1991, 68) 라고 주장핸다。 

테일러는 현대의 문화에서 잘못 이해되거나 무사되기 쉬운 진정성의 또 다른 측뺑야 타 

인에 의한 인지의 필요성이라고 본다. 이라한 타인에의 의존의 형태는 근대에 독특핸 채로 

운 현상은 아니다. 전근패적 사회에서는 사회적 인지가 모든 구성원이 당연샤하는 산뽑왜 

도 등의 사회적 범주를 통해서 야루어져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규정되었다. 따랴얘 

“근대에 이르러 나타난 것은 인져에의 욕구기- 아니라 사회적 인지가 불가능해진 상뽕어 

다. (Taylor, 1991, 41). 즉 진정성의 시대에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은 사확채도로뽑 

터 파생될 수 없고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형성되고 도출되어야 하는 젓이다. 그러나 빽앨핵 

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정체성의 기반을 찾는다는 이상이 한 개인익 정처l성이 타얀과왜 

상호적 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근돼 사햄 

에 있어서도 타인에의 의존은 사적 및 공적 영역 모두에삭 찾아 볼 수 있다. 사적 영역얘 

있어 기-족과 동료 등 친분적 관셰는 자아 실현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쩔환 갯으 

로 인식되어 왔고， 행복한 삶도 직장과 가족， 일과 사량이라는 g일상쩍 삶π 에서의 /냥풍으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Tay!or， 1989, 211-302). 또한 사화적 영역에 있어서도 대화쩍 양호성 

속에서 정채성이 형성된다는 관념은 절차적 정의， 보편적 원리， 상호 차이약 동풍환 연쟁 

등의 개념들을 뒷받침하는 골간이 되어왔다. 

이러한 두 형태의 삶은 진정성획 문화에 내재하는 사회관， 즉 사람들이 어떻게 함쩨 쌀 

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e 여기에서 터1 일러가 제기하는 문제는 쩔사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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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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는 공동체적 정치 생활의 맥락과 유리되면 공허한 허울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 공동체라는 사회 맥락과 그 속에서의 대인 관계는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개인들이 결사체나 공동체와 가지는 관계를 수 

단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진정성의 이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테일러 

의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테일리는 해방된 자아라는 자유주의적 개념과 이에 근거한 진정성에 대한 자 

아 중심적 해석이 의미 상실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의 전제는 사회적 삶은 

본질적 으로 상호성 (dialogicality) 에 기 반한다는 명 제 이 다. 사회 적 존재 의 이 러 한 특성 은 나 

르시즘의 문화에 지배되는 현실 사회의 관행에서 주변화되고 이론의 차원에서도 도외시되 

어 왔다. 테일러는 이러한 상황을 나르시즘적인 현대 문화의 자멸적 측변으로 이해한다. 즉 

자아 중심적 사고 양식은 상호성을 배제시킴으로써 진정성이라는 이상 자체의 실현을 위한 

조건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테일러에게 있어 “도덕적 문제에 관한 이성적 사유는 항상 타 

인과 함께 하는 사유" (Taylor, 1991. 31) 이며， 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의미있는 타자”와 

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따라서 진정성의 실현은 개인의 

선택 행위에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 지평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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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옹호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사회적 요구와 대립하여 자아 실현만을 추구하는 현 

대의 문화는 역사와 공동체적 유대를 배제시킴으로써 자멸의 양상을 보인다"(Taylor， 1991, 

40) 는 것이다. 그러나 테일러는 이러한 폐해적 현상이 진정성의 이상 자체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실현되기 위한 요건들(의미 지평， 상호성， 공동체적 유대 등)이 현 

실 관행에 있어서나 이론의 차원에 있어 억압되고 도외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IV. 공동체주의의 정치적 제안 

1. 토크빌과 「공동체주의 강렁」 

공동체적 유대와 가치관의 중요성 및 권리와 책임의 균형적 조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 테일러는 인간 존재의 상호성을 강조함에 있어 G. H. Mead와 M. Bakhtm의 사상이 중요함을 지지 

한다(Taylor， 199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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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많은 공동체주의자틀은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 

의 1830년대초 미국사회에 대한 고찰에서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 (Democracy in Ameriαd~의 한 장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개인주의에 대하여”는 

미국 사회의 특성과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토크빌에 따르면， “개인 

주의는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근래에 고안된 개념”으로서 “각각의 시민으 

로 하여금 자신을 동료시민들로부터 고립시켜고 가족과 친구들로 구성되는 좁은 사회로 

후퇴하도록 만드는 냉정한 감성”이다(Tocqueville. 1969, 506) , 이러한 성향이 점차로 고조 

되면 a점점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지배할 만큼의 재력이나 권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자 

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한 부와 지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아무에게도 의 

지하지 않고 또한 아무것도 타인으로부터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된 존재 

로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의 운명은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한 

다 이들은 결국 “그들의 조상을 잊어버리고” 이내 동시대인들의 존재도 망각하게 된다 

(508) , 토크빌은 이러한 개인의 고립과 소외는 자유를 위협한다고 이해한다. 왜냐하면 이러 

한 소외의 형태는 전제정치가 조장하는 개인틀 간의 소외와 갇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크빌은 개인들을 고립으로부터 탈출시켜 다시금 공동체적 삶의 장으로 끌어내 

는 사회적 기제와 관행에 관심을 갖는다. 공적 관심과 참여는 개인주의적 고립화가 초래하 

는 해악적 결과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다. “公휠에 참여하여야 하는 시민은 사적 이해로부 

터 관심을 돌려야 하고， 자신 이외의 것에 눈을 뜰려야 한다"(510) ，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관습(mores)" 이 중요하게 된다. 종교와 민주적 참여의 관행을 통해 시민틀은 개인의 세계 

를 초월하는 시야를 함양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비계약적 조직으로서의 가족은 개인주의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 내에서는 특히 종교적 선앙에 충설한 모성의 역할이 강조 

된다. 경제적 이해에 의해 지배되는 부성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면서 자녀들에게 초개인적 

도덕을 전수하는 기능이 모성에 의혜 수행된다는 것이다(291)， 아울러 학교나 교회와 같은 

공적 제도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훈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 제도들은 그 다양성으로 인해 공적 생활이 전체주의화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공동체주의의 정치적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에치오나 (Amitai Etzioni)와 갤스턴 (William 

Galston) 등의 주도하에 작성되어 공표된 「공동체주의 강령: 권리와 의무(The Responsive 

Communitarian Platform: Rights and Responsibilities) J를 통해 알 수 있다(Etzioni. 1995. 

11-23) ,4) r공동체주의 강령: 권리와 의무」의 대전체는 모든 미국인은 많은 공동체들(가족: 

4) 사회학자인 A. Etzioni는 1980년대 이후 일련의 저술(The Mo/'(// DÍIIICIlSÍilll; nll! 시)1/'1 1 끼 Cìm1ll11 Il1 ÍIY) 을 

통해 공동체주의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W, Galston과 함께 7he Rc.'1)(!/1.IÍ\'c 

CommUIl ÎI\'라는 계 간지 를 창간하기 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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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사회적， 종교적， 인종적， 직업적 결사체들; 그리고 정치공동체 둥)의 구성원으로새 

존재하며， 개인의 자유도 상호의존적이고 중첩된 이러한 공동체들의 틀을 벗어나서는 지속 

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또한 그 구성원들의 관심과 헌신적 기 

여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배타적인 사려의 추구는 사회적 관계망을 침해하며， 모두가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적 자치 (democratic self-government) ’ 에 폐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애 의거하지 않고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강령」에 따르면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인간 존재의 사회적 성격을 모 

두 인정한다. 개인의 자유는 ‘시민사회의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시민들은 시민사회 속에서 상호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자신과 타인의 권 

려에 대한 인식뿐만 이-니라 개인적 그리고 시먼적 책무에 대한 인식도 함양하게 된다. 또 

한 시민사회의 제도플을 통해 우리는 자치( self-government) 의 기술과 습관을 개발하고， 타 

인애 대해 봉사하는 것도 배우게 된다. 물론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요구애 민감하게 대 

응하여야 하며， 구성원들의 참여와 토론의 활성화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공동체 

주의는 특정한 정책들의 실현을 추구한다가 보다는 정책 수립을 둘러싼 현재의 토론과정 

에서 간과되고 있는 사실들， 즉 인간의 사회적 본성， 시민의 책임， 가족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들， 현재의 정책결정이 초래하게 될 파급효과와 장기적 결과 등에 대 

해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다양한 공동체들은 도덕 재건의 자원이 된다. 도 

덕의 중요성은 규범이 상실되고， 개인적 욕망과 특정 집단의 이해가 자배하는 현대 사회에 

서 특허 강조되어야 한다. 도덕의 영역은 개인의 임의적 선택이나 정부의 통쩨에 의해 형 

성되지 않으며，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선행의 능력에 의해 현실화된다. 따라서 도덕의 재 

건은 강제적 수단에 의해서 보다는 ‘교육과 설득’을 통해서 달성된다. 

2. 공화주의적 자유 

산텔은 그의 최근 처서 Democracy’s Discontent(l996) 에서 자유주의적 공공철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화주의적 공공철학의 내용을 옹호의 입장에서 구체화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사회 구성과 운영의 기초가 되는 철학으로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두 개의 전 

통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자유주의 전통은 로크에서 롤스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사상을 

의머하며， 관용과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쪼한다. 이러한 자유주의 공공철학은 역사-적으로 

그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 독보적인 지위를 차자하711 되었 

다. 그러나 산텔은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가 자유주의 공공철학에 의해 보장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자유주의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시커지 못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 

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현대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허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델은 자치 

(self-r띠e) 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참여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자유(republican freed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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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념을 통해 ‘자유주의적 자유(Iiber때 freedom) ’ 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공화주의의 전통은 정치 참여를 인간 생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본다. 자치에의 참여는 공 

공선과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한 동료시민들과의 토의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인적 

차원에서의 선택 능력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능력의 함양 

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자유’ 의 실현은 시민틀로 하여금 “공꽁의 일에 애환 져 

식과 귀속감， 전체에 대한 관심， 공동체와의 도덕적 유대를 필요로 한다영 (Sandel， 1996, 5). 

이러한 능력과 자질이 이른바 ‘시민적 덕목(civic virtues) ’을 구성하며， ‘공화주의적 자유9 

는 이러한 시민적 덕목을 함양시키는 ‘인격 형성의 정치 (a formative politi않)’ 를 펼요로 

한다. 그리고 ‘인격 형성의 정치’ 는 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정치와는 달리 시민들여 주왕하 

는 가치관과 목적에 돼해 중립적일 수 없는 특쟁을 갖는다. 

물론 산텔은 공화주의 전통이 가자는 보수적 성격을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배추어 엔정 

한다. 즉 공화주의 전통은 노예채， 여성의 참정권 배제， 유산 계층애 유리한 선거캘 채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둥과 관련핵여 비판의 대상야 되기도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펙고 

6공화주의적 자유’ 의 전통을 복원하려는 경우 대두되는 질문은 과연 그것이 현대적 상황 

에서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바람칙한가라는 문제이다. 전통척으로 공화주왜적 어 

상은 자족적이고 제한된 공간을 기반으로 쩨시되었고， 시민의 신분과 자격에 대한 엉격한 

제한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고도로 유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현대 사회의 성격과 절차적 

변주주의외 등장과 보편화를 가능채 한 도덕적 주장을 감안할 때， 공화주외 전통의 현해적 

수용의 노력은 당연히 많은 어려움파 반론에 직변하게 된다. 그러나 산텔은 공화주왜 전통 

이 공동체와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대 시민 생활의 반약성을 극복핵지 워 

한 치유책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울러 공화주의 전통이 가지는 배타성과 강체성은 ‘만 

주적이며 다원주의적언 공화주의’의 구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산텔에 따르면 

시민의 자질과 자격이 일부의 사람들에 국한된다는 주장이 공화주의 정치이론맴 본칠븐 

아나다. 루소로 대표되는 채몽주외 사대의 민주적 공화주의는 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을 포 

함시커는 ‘인격 형성의 기획 (formative project) ’ 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적 공화주의의 빼 

타성을 극복하였다. 블론 이러한 민주적 공화주의는 다수의 상이한 구성원들을 통일된 사 

민으로 만들기 위한 강채적 교좌 프로그램으로 이해되기표 한다. 루소의 위대한 입법가의 

역할애 대한 규정이나 일반의지와 공화국의 부패에 대한 논의는 빈주적 공화주의의 강째 

성을 입증하는 논거가 된다 그러나 산텔은 토크벌에 의거하여 서민적 덕목의 함양이 성공 

하려면 오히려 설득과 습관화를 통한 유화쩍 훈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공산빼 

대한 획일적 규정과 합의에 대한 지나친 기다}를 포기한다면 공화주의의 정치는 강양햄알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공화주의 전동은 반드시 배타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이 산텔 

의 주장이다. 따라서 민주적이며 다원주의적인 형태의 공화주의가 가능하며， 이려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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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화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은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텔은 공 

화주의 정 치 에 대 한 자유주의자들의 우려 를 간과하거나 무시 하지 않는다. 즉 “공화주의 의 

정치가 보장이 없는 위험한 정치”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Sandel， 1996, 321). 여기에서 

위험성은 ‘인격 형성의 기획’ 에 내재한다. 정치의 영역이 시민의 육성을 담당하는 경우 타 

락한 정치가 타락한 시민을 길러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권적 정치 형태가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공화주의 정치에 대 

한 자유주의자들의 불만은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자치를 실현한다는 의미 

에서의 자유 개념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선택”하고 추구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 

개념을 주장함으로써 시민적 덕목의 함양이라는 어려운 과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산델의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자유주외 정치이론은 이론과 실천의 차 

원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론적 차원에서 자유주의는 한 개인이 가치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독립적 자아를 형성해간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에 대 

한 충성심과 연대의식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은 이러한 정치적 및 도 

덕적 의무와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가족과 민족， 문화와 전통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한 반 

론으로서 자유주의자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통해 자아형성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존재구속성을 사적 영역에 제한사키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 역시 한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개인으로서의 포팔적 정체성이 분리될 수 있다는 빈약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산델의 평가이다. 

실천의 차원에 있어서 지난 50년간 미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정치이론에 의 

해 정당화되어 왔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인격형성의 기획’ 을 거부하고， 행복한 삶의 형태 

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들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적인 문제에 대한 

도덕적 담론의 상실이 초래한 결과는 일종의 g도덕적 진공n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은 새로 

운 편협성과 잘못된 도덕주의를 낳게 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산텔은 정치적 무력감 

과 시민생활의 궁핍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와 자치를 가능케 하는 시민적 덕목， 그려 

고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인격형성의 기획’ 에 의해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 

는 공화주의적 정치이론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2차대전 이후의 시기에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지배력이 더욱 확고해 

졌으나 공화주의적 전통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산델이 주목하는 공화주의 재부활 

의 시도와 노력들은 크게 두 조류로 구분된다(Sandel， 1996, 324-338) ‘ 그 하나는 정치적 담 

론에서 시민적 자질과 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부활시키려는 우파적 조류이고， 다른 하 

나는 자치의 정치경제적 조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민주주의적 조류이다. 전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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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회 둥의 공동체를 통한 윤리 교육과 시민적 덕목의 함양을 강조하면서 자치의 윤 

리적， 문화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 근대 경제체제， 특히 대큐모 

의 시장경제체제가 공동체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연계 

망을 와해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에 의한 공동체의 와해를 견제하고 자치의 실현을 위 

한 경제적 조건을 강화하고자 한다. 

3. 강한 민주주의 

바버 (Benjamin Barber) 가 주장하는 “강한 민주주의 (strong democracy)"는 고대의 공화 

주의나 편협한 지역주의， 엘리트 및 대중 민주주의 둥과는 다른 현대적 형태의 참여 민주 

주의 모델로서 참여적 공동체주의의 정치를 대변한다. 강한 민주주의는 정치를 “살아가는 

방식 (a way of living)"으로 이해하며，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으로， 의존성을 상호의존성으 

로， 갈등을 협력으로， 강제를 자유로 ι변형 (transformation) "시키려 한q(Barber， 1984, 

117ft) . 바버에 따르면 그의 강한 민주주의는 “정치의 조건”에 대응하는 민주주의의 한 유 

형으로서 현대 정치의 딜레마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민주주의 

이다. 여기에서 a정치의 조건”이란 g갈등이 존재하고， 사적인 혹은 독립적인 판단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공공 선택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정치적 문 

제는 “진리나 추상적인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이다. 바버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가지는 철학적 추상성을 비판하고， ‘형이상학적 조 

건’ 이 아닌 ‘정치적 조건’ 에 합당하는 정치의 형태를 대안으로서 제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조건에 대한 대응의 한 형태로서의 강한 민주주의는 “독립적인 판단 근거가 부 

재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자기입법에의 참여과정과， 의존적이고 사적인 개인들을 자유로운 

시민으로， 또 부분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들을 공공선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정치공동체의 

창출을 통하여 갈등이 해결되는 참여적 형태의 정치 "(Barber， 1984, 132)로 정의된다. 강한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의 수동성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정치의 주 

요 덕목으로 강조한다. 강한 민주주의는 원자적 개인들이 무에서 사회적 유대를 창출한다 

는 허구를 거부하며， 동시에 개인에 우선한 추상적 공동체로부터 개인들의 존재 의의와 목 

적을 도출하는 집단주의도 반대 한다. 강한 민주주의는 공동체， 공공션， 시민정선을 민주주 

의적 순환과정의 상호의존적인 세 축으로 확립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공적 토의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민들의 집합인 공중(a public) 을 창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험적 

으로 전제되지 않은 공동체의 창출은 참여적 양식의 정치활동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강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행동， 과정， 자기입법， 창조， 그리고 변형”이다 

(Barber. 1984, 151). 강한 민주주의는 이해의 갈등과 의견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 

적 근거가 없다는 전제릎 정치의 조건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의 개념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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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정의， 권려 둥 - 이 가지는 역사성과 사회성을 강조한다. 강한 민주주의의 중심적 가 

치는 자율성이며， 참여적 정치과정에 외적 기준여나 선험적 관점을 도입하지 않는다. 아울 

러 약한 민주주의가 갈둥을 제거하거나 억압하고， 또는 방치하는 데 비해 강한 민주주의는 

공적 분쟁과 이해의 갈등을 공적 토론과 참여를 통해 그 형태와 성격을 변형시킨다 따라 

서 참여 정치는 시민들의 교육의 장이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또 

한 논쟁가능성이 정치의 조건이고， 인식론보다 시민정신이 가치와 목적에 대한 갈등 해결 

의 열쇠가 된다고 할 때， 민주적 참여를 통한 ‘정치적 판단’ 의 능력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 

요컨대， 대외채적 민주주의가 전문가에 의한 정치라면 강한 민주주의는 α비전문가들의 정 

치 (the politics of amateurs)" (Barber, 1984, 152) 이다. 또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가 편협하 

고 사챔 관심에 매볼된 개인들로 구성되는 대중정치의 한계를 가점에 벼해， 강한 민주주의 

거 지향하는 정치의 형태는 성숙한 시민들을 길러내고 그들의 창여를 통해 운영되는 이른 

바 “모두의 귀족정치 (An Aristocracy of Everyone)'’ (Barber, 1992) 라 할 수 있다. 

V. 맺는 앓 

맥컨타이애와 테일러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지배적인 형태를 비판함에 있어 근대적 

병폐의 기원을 밝히기 위하여 서구 문화에 대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역사 서술을 시도한 

다. 나아가 이들은 근대 사회의 상충되는 측면들을 매개하려는 난해한 과제에 관심을 기울 

인다. 전통과 근대성， 공동체적 유대와 개인의 자율성， 해석과 철학적 정당화， 행복과 정의， 

특수성과 보편성 둥이 바로 그 상충되는 측면들이다. 이들을 매개하는 과제를 수행함에 있 

어 공동체주의 이론가들은 후자에 대한 전자의 우위적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 이러한 그들 

의 노력이 잦는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틀이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화하 

고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와 전통의 합리성이 가지는 도덕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도덕 

적 논의의 언어를 자유주의책 개념들로부터 인간 목적인 덕， 행복의 추구， 프락시스? 역사 

적 합리성 등의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들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시킨다. 즉 아리스토벨레스적 전통을 부활시키기 위한 사회학적 조캔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하나의 도덕 철학은 그 짝으로서 하나의 사회학을 전제로 

한다”는 그의 주장을 고려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적 도덕 철학을 요구하는 그의 주장은 그 

부활의 사회학적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맥킨타이어는 탈형이상 

학적 근대 상황에서 인간 목적인 덕， 행복의 추구， 프락시스， 역사적 합리성 등의 개념들을 

형이상학적 또는 신학적 목적론에 의거하지 않고 어떻게 재개념화할 수 있는지를 밝허지 

못함으로써 그의 공동체와 전통에의 호소는 관념적인 도덕주의 내지 시대 착오적 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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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맥컨타이어는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정치 공동체 개념이 

근대 개인주의적 세계에서는 소외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변서 그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러한 정치 공동체가 근대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복원 가능하고 그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저작이 

우리 시대의 일상적 삶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시련으로부터 괴리되애 었다는 비판을 받기 

도 한다 5) 

이러한 문제점은 근대 문화와 제도에 대한 그의 편파적인 비관론에서 주로 파생된다. 

Afte.σr Virη'/U 

비판’ 그리고 η재Iree Ri\'(/’'(“씨l시I Ve낀rslOα0/1깨꺼IlS。어에11 서의 계몽주의와 탈계몽주의 도덕 이론 비판이 근대의 도 

되적 논의와 관행의 무질서와 딜레마를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밝히고 있음은 인정할 만 

하다. 그리고 공유된 규범과 관습， 그리고 전통에 기반한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강 

조는 타인들과의 유대적 관계를 재건하는 데 펼요한 시민적 미덕을 고취사키는 효과가 었 

다. 그러나 맥킨타이어는 근대적 문화와 제도의 한계 및 가능성애 대한 균형잡힌 구체적 

분석을 결여함에 따라 그의 주장의 실천적 바탕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테일러의 “복원 작엽R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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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성이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진정성은 개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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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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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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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지평을 소여적인 것으로만 지위 설정하고 그 내용에 대한 평가의 가준이나 의미 지평 

내에서의 가치의 위계적 서열화를 결정하는 변수와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 분석을 제시 

하지 않고 있다. 

맥킨타이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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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형의 형태로 남아있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들 사이의 

걸등에 대한 분석 또한 결여되어 실천의 영역에서는 ‘공동체의 신화(the myth of 

5) 예를 들면 Robert B. Fowler(1991 , 92-9,1) 둥이 이러한 비판침을 제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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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 만을 낳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산텔과 바버 등을 포함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벼판과 

아울러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실천적 관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관심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제안들로서 표출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 

들의 제안이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 관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제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한계가 인간 생활의 

기반으로서의 ‘공동체성 (communality) ’을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모두 무시한다는 점에 

서 발견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동체적 의식， 보다 

현실적으로는 ‘공공 의식’의 함양과 개발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게 된다. 이러한 실천적 문 

제의식은 공동체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시민 공화주의 (civic 

republicanism) "의 전통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시민 공화주 

의 또는 “시민 인문주의 (civic humanism).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로서의 인간관과 로마의 공화주의적 이상을 기원으로 하며， 마키아벨리와 해링턴 

(James Harrington)을 거쳐 근대 영미 정치사상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전통으로 이해된다. 

시민 공화주의의 기본 명제는 진정한 인간의 자기실현은 자치적 정치공동체의 ‘시민’ 으로 

서 행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 공화주의에서 강조되는 개념들은 ‘공공선’， 

‘시민 덕목’애국심’， ‘정치 참여’ 등이며， 이러한 정치챔 언어들은 자유주의적 개념들과 

의 대비를 통해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 공화주의의 전통 내에서도 공동체적 의식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 

을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이 발견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마키아벨리인가， 또는 근대 

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가 아니면 긍정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의 차이는 공동체주의 

의 정치적 제안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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