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이념으로서의 합리성의 난점과 그 극복 :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사회이론적 분석

한기철(韓基哲)
*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합리성의 의미를 Jürgen Habermas의 사회이론을 통해 재검토하고

그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의 관점에서 그것의 교육학적 토대를 재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서양 근대사회에 대한 Max Weber의 사회학적 분석작업을 통해 개념

화된 근대적 합리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도구적 특성의 시각에서만 파악되었는가 하는 점을 Habermas

의 논의를 빌어 밝히고, 이후 합리성에 대한 Weber의 협소한 시각이 Habermas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극

복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주요어 :의사소통적 합리성, 생활세계, 합리화의 패러독스, 사회적 통합

Ⅰ. 문제 제기

합리성 개념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들에는 대체로 말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상존하고 있

다. 그 하나는 합리성은 교육의 개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그 방향

과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세계

를 대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이며 합리성은 그러한 탐구활동이 따라야 할 핵심적 준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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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한다. 다른 하나는, 그러나, 교육과 합리성 간의 그러한 밀접한 관

련은 특히 근대에 들어 심각한 회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흔치 않게는 합리성은

교육적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아닌게아니라 최근에 들어

많은 비판이론가들은 합리성을 지배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차별, 혹은 전체주의 등의 아이디어

와 관련짓고 그것을 우리의 교육적 활동이 추구해야 할 이상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려고 노력해

왔다(Bernstein, 1988). 합리성 개념이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념으로 간주된 것은 멀리 고대 그

리스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교육과 합리성이 맺었던 그러한 동반자적 관계는 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보기에, 합리성에

대한 이와 같은 거부감은 합리성이 근대 이후 발달한 테크놀로지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맥락

속에서 그 도구적 측면에서만 파악되고 있는 데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합리성은 교육적으로

타당한 이념인가, 아니면 우리의 교육적 활동이 참으로 교육적이기 위해서는 지양(止揚)하여야

할 이념인가 하는 문제는 근대 이후 그 도구적 측면에서만 파악되어 왔던 합리성 개념을 그것

과는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Af ter Virtue 도입부에서 MacIntyre(1984)는 오늘날 도덕성에 관한 논의들이 처한 문제를 각

각의 규범적 주장을 포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통된 윤리적 체계의 부재(不在)에서 찾고 근

대 이후 혼란에 빠진 도덕적 언어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길은 이른바 '진정한 역사적 담

론(a true historical narrative)'을 부활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MacIntyre

에 의하면 이러한 도덕적 언어의 회복을 향한 노력을 방해하는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이론

적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은 도덕적 가치로 이루어져 있는 규범적 주장들은 그 자체 합리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이른바 '정의주의(情意主義,

emotivism)'로 불리는 철학이론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주의는 그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가치판단을 개인적 혹은 집단적 호오(好惡)와 결부시켜 해석하는 이론이다. 정의주의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옳다거나 혹은 그르다는 판단은 결국에는 판단 주체의 주관적 태도에로 환

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합리적으로 따지는 일은

부질없는 일일 수밖에 없게 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둘 이상의 도덕적 판단이 상충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MacIntyre의 주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러한 정의주의적 주장을 Max

Weber의 관료주의적 합리성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료주의적 합리성 또한 둘 이상의 가치가 상충할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근거를 제시하

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료주의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거

나 고안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이한 종류의 가치를 함의한 다수의 목적이

서로 충돌할 때 그 중 어느 것이 더 가치로운 것인가를 결정해 내는 일에 관료주의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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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목적에 관한 질문은 가치에 관한 질문이며 가치에 관한

한 관료주의적 합리성으로 형식화된 이성은 무기력하다는 것이 MacIntyre의 주장이다.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근대적 합리성 개념은 교육철학적 논의의 틀 속에서

이른바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의 개념과 연결되어 재해석되고 있는데 이들 논의에서

또한 합리성의 도구적 특성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Siegel(1988)은 그의

Educating Reason: Rationality, Critical Thinking and Education의 후기(後記)에서 합리성 개념의

난점을 위에서 언급한 MacIntyre의 관점과 비슷한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 즉 Siegel은 여기

에서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합리적 인간형'은 주어진 목적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고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과정을 통해서 달성해 내도록 훈련된 인간이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합리성의

정도는 선택된 수단의 목적 달성에 대한 효율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Siegel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로 개념화된 합리성에는 적어도 세 가지 문제

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합리적 판단 혹은 합리적 행위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될 때 우리

는 그러한 판단 혹은 행위에 도덕적 권위를 부여할 수 없게 된다. 도구적 합리성과 도덕성 간

에는 논리적 관련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합리성을 도구적으로 정의할 때 생기는 둘째 문제는 여기에는 목적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정의방식에서 목적은 어떤 형태로든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

며 합리성의 척도는 오직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동원되는 수단에만 적용된다. 바꾸어 말

하면, '목적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하는 따위의 질문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Siegel은 '목적의 합리성'이야말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셋째, 도구적 합

리성은 그 도구적 편향 때문에 효율성이 아닌 다른 이유, 그러나 결코 우리의 관심영역에서 배

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배척하게 만든다. 이 세번째 문제점은 우리의 판단이나 행위에

개재되는 이유들 중에 주어진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단의 효율성만으로는 정당화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다른 이유들을 합리성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iegel은 결론

적으로, 합리성 개념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보다 나

은 이해를 위해서는 도구적 합리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8: 131).

수단-목적의 사실적 관련에 의해서 정의되는 도구적 합리성은 Bernstein (1985)이 '실증주의적

추세(positivistic temper)'라는 말로 지적한 바대로 그 나름의 한 전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반

적으로 말해 '근대사회의 병적 현상' 혹은 '이성의 왜곡된 실현'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모든

근대성 비판에 그 중심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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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합리성의 의미가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실증주의적' 사고의 영향이 크다. 실증주의적

관점에 따를 때 이성은 자연적 혹은 사회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실증주

의적 이성에 따라 경험세계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실증주의

적 이성에 따를 때 우리는 합리적 결정의 과정을 평가하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

의 효율성을 사정(査定)할 수 있다(Bernstein, 1985: 5).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된 이성은 주어진 특정한 목적 그 자체를

정당화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도구적 합리성의 역할한계를 넘어서

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보아, 도구적 합리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판하는 일련의 이론적 활동은 Max

Weber에 와서 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유행하는 근대적 이성 혹은 근대적 합리

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Weber의 합리화 비판과 그것에서 비롯된 근

대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한 그의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비판이론가들의 도구적 이성 비판, Lukács의 물화(物化, reification) 이론, 그리고 Nietzsche와

Heidegger로부터 계승된 현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합리성 비판 등은 다소의 관점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모두가 Weber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Weber의 근대성

비판 논의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근대적 합리성이 원래 지향하던 비판적 열정과

그것이 함의하는 인간인식의 해방에 대한 가능성을 철저히 묻어둔 채로 오로지 치유될 수 없

는 회의적 시각에서만 파악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

가 보기에,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회의적 비판의 전통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고 그것이 원

래 지향했던 규범적, 비판적 관심을 복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독일 비판이론가의 한 사람인

Jürgen Habermas에 의해 가장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글은 Habermas의 관점을 빌어

Weber의 근대 서양사회 합리화 이론을 재점검함으로써 근대적 합리성 개념이 오로지 그 도구

적 기능에 묶여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탐색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합

리성 개념을 교육적 개념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Habermas의 Weber 비판

Habermas의 후기 이론을 특징짓는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 이론은

근대 서양사회에 대한 Weber의 회의적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그의 사회합리화(societal

rationalization)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이다. 아닌게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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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 ction 첫 권에서 Habermas는 Weber의 사회합리화 개념을

분석하고 사회변화의 한 측면으로서의 '합리화'를 자신의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에 비추어 재구

성하는 일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Weber에 있어서 '합리화(rationalization)'는 전통적 행위양식과 구분되는 근대적 행위양식을

설명하기 위한 Weber 특유의 사회학적 개념이다. Habermas는 Weber가 합리화 개념을 사용하

여 설명하려 했던 그 대상영역을 '사회(society),' '문화(culture),' '인성(personality)'이라는 세

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사회'의 수준에서 합리화는 형식화된 법률을 통하여 조

직된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문화'의 수준에서 합리화는 근대

에 들어 발전한 과학과 테크놀로지, 예술,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서 발생하며, '인성'의 수준에

서 합리화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보이는 절제된 행위양식의 측면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Weber가 말하는 합리화는 첫째 수준에서, 곧 '사회'의 수준에서 발

생하는 합리화를 가리킨다는 점이다. Habermas에 의하면, Weber가 거론한 서구 합리주의의

발현으로서의 합리화는 곧 '사회'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합리화를 가리키며 Weber가 시종 분

석하려고 했던 대상도 바로 '사회합리화(societal rationalization)'에 한정된다. 서구 합리주의가

다른 두 수준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Weber는 그의 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두 수준에서 발생하는 합리화는 설명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Weber에

있어서 '합리화' 개념이 종종 '사회합리화'와 섞바꾸어 쓰이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인 듯하다.

연구자의 의도는 Weber의 이러한 한정된 관심, 곧 합리화 과정을 '사회'의 수준에서, 바꾸어

말해, 제도적인 수준에서만 분석하려고 했던 Weber의 노력이 결국에는 합리성 자체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그에 따라 그것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부당하게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는 점을 밝히는 데에 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Habermas가 '목적합리적 행위의 제도화'라고

이름 붙인 개념이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교도 윤리가 합리화의 과정에

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Habermas는 Weber가 16세기에서 18세

기 사이에 유럽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목적합리적 행위의 제도화 과정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Weber는 특히 목적합리적 행위의 제도화를 촉진한 제

도적 장치로서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 국가를 거론하고 이들을 사회합리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전형으로 지목한다. 곧, Weber가 말하는 '사회합리화' 개념은 특정한 행위양식—목적

합리적 행위—이 자본주의 경제 내의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서 그 대표적인 행위양식으로 굳어

져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eber 이론에서 합리성은 기업가나 정부 관료

들의 행위양식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행위의 표준, 곧 목적합리성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Weber의 사회합리화 이론에 대한 Habermas의 비판을 이해하는 데에는 Weber가 구분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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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화 과정의 두 측면을 이해하는 일이 그 단서가 된다. Habermas에 따르면, Weber는 한편으

로 '세계관'이 합리화되는 과정(rationalization of worldviews)을 분석한다. 세계관의 합리화를

설명하기 위해 Weber는 이른바 '탈신비화(disenchantment)'의 과정—신비로움과 마술의 세계

로부터의 이탈—을 구조적으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인간의 인지적, 규범

적, 심미적 문제들이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 그리고 각각이

이제는 자체의 논리에 의해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한편

으로 Weber는 근대 종교가 합리화되는 과정에서 그와 함께 발전한 근대적 인식의 구조가 제

도로 정착되는 과정, 곧 Habermas의 용어로 '문화합리화의 사회합리화로의 이행(transposition

of cultural rationalization into societal rationalization)'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었다. 양자 간

의 구분을 앞에서 든 세 수준—Habermas는 이 구분법을 Talcott Parsons에게서 빌어왔다고 말

하고 있다—에 각각 연결시키면, 전자는 인성과 문화의 수준에서의 합리화에 해당하며 후자는

사회의 수준에서의 합리화에 해당한다. Habermas는 앞의 두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한데 묶어

문화합리화(cultural rationalization)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Weber에 있어서는 양자가 동일

하게 의식구조의 합리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

럼, Weber는 후자의 문화합리화 과정은 근대 과학, 탈전통 사회의 법적, 도덕적 의식구조, 그

리고 자율적 예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Habermas의 주장에

따르면, Weber가 설명하려고 한 합리화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전자에 해당하는 합리화, 곧 사

회의 수준에서 전개되는 합리화 과정이다. Habermas의 비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Habermas의 관점을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Weber가 말하는 '세계관의 합리화'는 어

떤 과정을 가리키는가, 바꾸어 말해 '탈신비화,' 곧 인간의 인식구조가 신비로움과 마술의 지배

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사회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회는 모든 가치와 판단의 기준, 그리고 세계를 바라

보는 관점이 궁극적으로 특정한 한 신념체계로 환원되는 사회이다.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

는 개개인은 예외 없이 이 신념체계가 명령하는 대로 행위하고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그 신념

체계가 반영되어 있다. 실지로 비교적 단일한 신념체계로 구성된 거대 종교가 사회 전체 구성

원들의 삶을 지배했던 사회를 인류역사에서 찾아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들의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세계를 파악했을 것이며 그

들의 종교가 명령하는 대로 행위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들의 예술적 활동과 심미적 표현 방식들조차 그들의 종교적 신념의 영향 아래 있었을 것이다.

기독교나 불교, 혹은 이슬람교 같이 오늘날 '세계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종교들은 그 신념체계

내에 물리적 세계를 파악하는 관점과 개인의 행위양식을 통제하는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고

대와 중세시대 예술작품들 중에 상당수, 아니 거의 대부분은 종교적 영감에 따른 것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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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Weber에 있어서 '탈신비화'의 과정은 이러한 시대의 마감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종교적 신념체계가 한편으로는 마술적 신비로움과 결별하는 과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일상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째로 지배하지 않게 되는 과정을 동시에 의

미한다는 것이다.

Habermas에 의하면, Weber는 이러한 '탈신비화'의 과정—세계관의 합리화—이 문화합리화

가 전개되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다양한 문화적 가치 영역들이 제각기 자율적인 영역들로 발

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문화영역들이

세 유형—근대 과학과 테크놀로지, 예술과 문학, 그리고 법과 도덕성—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점이다. 첫째로, 근대 과학의 출현과 그에 따른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제 개개인

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종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나

아가 때때로 과학적 이해방식이 종교적 세계관과 충돌을 빚는 일이 허다했지만 차차로 후자는

전자에 의해 대체되어 나가게 된다. 둘째, Weber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와진 예술 또한 문화합

리화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자유로와졌다는 것은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화되기 전에는 예술은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 혹은 교회나 사원을 장식

하는 첨가물로 존재했으나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와진 이후에는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니고 그 자

체의 논리에 의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Weber의 합리화 개념은 또한 법과 도덕성이

자율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법률과 도덕의식 또한 종교적 세계관으로

부터 분리되어 보편적 형태의 법과 윤리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관습적으로 행해져 오던

마술적, 신비적 사고방식의 극복을 통해 성취된 근대적 의식구조의 종교적-형이상학적 세계관

으로부터의 이탈은 문화합리화를 촉진하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전까지 문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예외 없이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세 영역에서 전개된 합리화,

곧 과학과 테크놀로지, 자율적 예술과 심미적 가치의 영역, 그리고 보편법률과 도덕성의 영역

에서 서서히 전개된 합리화는 각각의 영역이 자체의 내적 논리에 따라 제각기 독립적으로 발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문화적으로 합리화된 세계 내에서 개인 행위의 실천적 합리성은 여전히 가치합리성(value

rationality)과 목적합리성(purposive rationality)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Weber가 개념적으로 구분한 목적합리성과 가치합리성 간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

나 이 단계에서는 양자가 실제적으로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단계에서의 개인의 행위도 도구적 합리성의 원리를 따를 수 있으며 그에 한해서 목적합리적으

로 수행되는 것이 사실이나 결코 아직은 도덕적으로 회의적이기까지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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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컨대, 이 단계에서의 개인의 행위에 반영된 목적합리성은 가치합리성의 테두리 내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약간 길지만 Habermas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다.

합리적 삶이라든지 합리적 행위라는 것은 결국 세 측면에서의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

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한 측면에서의 합리성의 제고는 다른 측면에서의 합리성의 제고를 전제

로 하거나 북돋우는 양상을 띠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의 합리적 삶은 1) 도구적 합리성의 관

점에서 효율적인 수단을 고안함으로써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2) 선택의 합리성이라는 관점

에서 행위의 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3) 규범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특정한 윤

리적 규칙을 바탕으로 문제를 도덕적으로 해결하는 삶,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의미한다(Habermas,

1984: 221).

Weber에 있어서 '합리화의 패러독스'는 이러한 합리성의 균형을 상실한 데서 시작된다.

Weber는 이 과정을 합리화의 두번째 측면, 곧 '문화합리화의 사회합리화로의 이행'이라는 개

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Habermas의 주장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Weber의 설명이야말로 일

관적이지 못할 뿐더러 모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보기에 사회합리화의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행위의 목적합리

적 성향이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 국가를 통해 제도화되는 단계이다. 이 첫번째 단계는 Weber

가 개념화한 '세속내적 금욕'을 통해서, 곧 중세 수도원 내에서 형성된 금욕적 생활양식이 일

반인들의 생활양식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Habermas에 의하면, Weber는

이 과정을 청교도의 직업문화, 곧 소명윤리의 발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둘째 단계는 자본

주의 경제와 근대 국가를 통해 제도화된 목적합리적 행위 성향이 원래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종교적 토대와의 고리를 끊고 그 자체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애당초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 국

가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청교도 직업윤리였지만 이들 제도적 장치들이 발전하면 할수

록 후자는 원래 그것이 지니고 있었던 가치합리적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Habermas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 윤리는 자본주의를 그 괘도에 올려 놓기는 했으나

그러고 난 후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교

도 윤리 속에 내재해 있던 가치합리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동반자의 운명과 달리, 그것이

배태한 사회 속에서 제도화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 가치합리성은 도

덕성 개념을 오로지 경험주의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출현하게 된 공리주의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으며 이 새로운 가치체계는 더 이상 기존의 도덕적 가치와의 내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순수한 목적합리성를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도덕성 을 형성하게 된다 (Habermas, 1984: 228).

Weber의 사회합리화 이론에 관해 Habermas가 주장하는 점은 그것이 Weber 자신의 문화합

리화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합리화 개념에 무엇인가 생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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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가, 그 생략된 점은 Weber의 사회합리화 이론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코 생

략되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문화합리화 과정은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근대적 의식구조가 세계관이 합리화되는 보편적-역사적 과정, 다시 말하면 종교적-형이상학적

세계관이 탈신비화 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형성되는 과정이었다. 앞에서 분석한 바대로, 이전에

는 종교적 세계관과 통합되어 있던 가치영역들이 문화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그것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만약 이 과정이 사회합리화 과정으로 고스란히 전이된다고 한다

면, 바꾸어 말해 사회합리화가 온전히 문화합리화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면,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분리되어 나온 가치영역들 또한 동일한 정도로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Habermas

가 지적하려고 하는 점은 Weber에 있어서 이 둘 사이에 불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화

합리화는 사회합리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나, Weber는 이 작업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Habermas에 의하면, 문화합리화에서 시작한 Weber의 근

대사회 분석은 이후 사회합리화로 일관되게 진행되지 않고 그 대신, Weber는 기업가의 활동

이 지닌 목적합리성이 자본주의 경제로 제도화되었다는 그 사실에서 출발하여 이것을 설명하

는 일이 자본주의적 근대성을 설명하는 데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았다

(Habermas, 1984: 221). 이 부분은, 이미 언급한 대로, 초기 청교도들의 사회적 노동에 투여된

세속내적 금욕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되었다. Habermas의 주장은,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

제의 기능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졌고 Weber는 이 특

수한 형태의 합리화 과정을 사회 그 자체의 합리화 과정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오류를 범했

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Weber는 문화합리화에서 사회합리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합리화의 의미 자체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한편으로, Weber는 자본주의를 발생시킨 혁신적인 사건으로 청교도 윤리의 형성과 근대 법률체계

의 성립을 개념화하였다. 이 둘을 통해서 원리에 바탕을 둔 합리적 도덕의식은 개인의 인성과 제도

속으로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는 목적합리적 행위 성향이 가치합리성의 통제를 지속적으

로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금까지 보인 대로, Weber에 있어서 행위의 합리성 개념은 목적합

리적 측면과 가치합리적 측면의 조화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Weber는 사

회합리화를 명백히 목적합리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있다. 그는 그가 애당초 문화적 전통에 관한

자신의 분석작업의 토대로 삼았던 보다 포괄적인 합리성 개념을 제도의 수준에는 적용시키지 않은

것이다. 단지 인지적-도구적 측면에서 파악된 합리성 개념만이 고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경제

적, 정치적 하부구조의 수준에서 오직 목적합리적 측면만이 부각되고 가치합리적 행위의 측면은 이

들 구조를 형성하는 데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Habermas, 1984: 254).

Habermas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Weber의 이러한 협소한 시각에서 배제되었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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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 곧 근대성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못한 합리

성의 규범적 측면을 복구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생활세계의 개념

Weber를 논의하는 동안 줄곧 Habermas는 사회합리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Weber가

보인 협소한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Weber는 사회합리화를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국가에서 목

적합리적 행위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지만, Habermas에 의하면 전통적 종교

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와진 문화적 가치영역들이 제도화된 것은 비단 인지적-도구적 지식의 경

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 국가체제를 통해서 인지적 요소들이 제도

화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여타의 지식들, 곧 심미적 요소와 도덕적 요소 또한 제도화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심미적-자기표현적 요소는 이른바 예술산업의 영역에서 제도화되었으며, 도

덕적-실천적 요소는 법률교육기관과 법체제, 그리고 합법화된 공적 생활영역 등에서 제도화되

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 영역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제도화의 과정과 형식화된 합리성

의 발전과 더불어, 오직 쌍방 간의 이해를 지향하는 행위 의 관점에서만 파악이 가능한 일상

생활 영역에서의 합리화, 곧 Weber가 놓친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 또한 동일한 정도로 진행

되었다는 점이다. Habermas의 관심은 Weber가 분석한 합리화가 아닌 또다른 영역에서의 합

리화, 곧 언어 사용의 주체로서의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합리화 과

정, 그리하여 제도의 측면에서 진행되는 합리화 과정에 규범적 방향성을 제공하는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을 조명하는 데 있었다. 아래에서 논의할 점은 이와 같은 또다른 영역에서의 합리

화 과정이 Habermas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 ction 초두에서 Habermas는 합리성의 성격을 두 가지 관점에

서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합리성은 인간의 지식과 관련된 개념이다. 합리성을 거론할

때 우리는 예외 없이 그것을 지식의 활용이라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과 결부시킨다는 것이

다. 둘째, 인간이 지식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맥락은 성격상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곧, 우리는

지식을 우리의 합목적적 행위(teleological action)를 통해 모종의 실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도

구로 활용하거나 혹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전자의 경우, 행위 주체의 목

적지향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합리성은, 관찰자에 의해서, 행위 주체의 지향한 바 목적이 얼마

나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가의 기준에 의해 판별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화자(話者)의 의사

소통적 행위(communicative action)가 지니는 합리성은, 대화상대방에 의해서, 화자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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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얼마나 성실하게 제기하는가 하는 기준에 의해 판별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곧 그것이 행위주체의 합목적적 행위를 위해서였든 아니면 담론주체

의 의사소통적 행위를 위해서였든 여기에 활용된 지식은, 전자의 경우는 행위주체와 관찰자가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대화자 쌍방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객관적 세계에 관

한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은 합리성 개념을 기술적(記述的) 지식에 국한해서 위의 두 경우를 부연해 보겠다. 가

령, 갑이라는 사람이 특정한 주제에 관한 대화에 참여하여 그에 관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하

자.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행위의 주체로서 그가 믿고 있는 바, 현재 상황에서 그가 의도하

고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단을 선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고 하자. 전자의 경우 갑의 목적은 그가 주장하고 있는 바에 관하여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다

른 사람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을의 목적은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

의 목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는 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을의 행위가 얼마나 합리적

인가 하는 점을 판단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을의 행위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하는 점은, 그가 지니고 있는 지식이 객관적 세계에 관해 이미 참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그의 의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얼마나 성공적으

로 만족시키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을의 행위의 합리성은 을이 자신의 지식을

그의 목적달성 과정에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닌게아니라, 이러한

의미에서의 행위의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 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근대적 합리성 개념의 근

간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을이 그의 행위를 목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술적

지식은 인간의 과학적 인식양식을 토대로 구축된 세계에 관한 지식이며 이 점에서 을의 합목

적적 노력은 그러한 과학적 세계에 관한 지식을 현재의 그의 실제적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번역하는 노력과 맞물려 전개된다. 요컨대, 을의 합리성은 을이 그러한

기술적 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전자의 경우에 갑이 지니게 되는 합리성, 곧 그의 의사소통적 행위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가늠하는 데에는 이와는 성격상 상이한 판별기준이 적용된다. 갑의 주장이 지니는

합리성은,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갑을 상대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갑이 그가 주장하는 바를 얼마나 타당하게 주장하고 있는가에 의해 판별된다. 이 경우,

특정한 주제에 관한 갑의 발언행위는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긍정 혹

은 부정의 반응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갑의 합리성은 현재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펼쳐 보이고 있는가에 의해 판별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경우 갑

의 합리성은 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동조를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과는 무관하

다는 점이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갑의 의견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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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은 갑의 의사소통적 행위가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갑의 의사소통적 행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합의 는 현재 그가 어떤 내용의

주장을 펴고 있는가 하는 점과는 무관하다. 이해에 도달한다 든가 합의를 이끌어낸다 든가 하

는 표현에서의 이해 나 합의 는 특정한 대화주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을의 합목적적 행위가 기술적 지식으로 형성된 과학적 세계 내에서 이루

어진 행위라고 할 때 갑의 의사소통 행위는 어떤 세계를 상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보다 본

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담론주체들의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 세계의 기본적 성격을 두

가지 점에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Habermas에 의하면, 첫째, 의사소통적 행위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세계 또한 합목적적 행위의 맥락이 되는 세계와 동일한 의미에서 객관적

이다. 합목적적 행위가 과학적으로 구축된 객관적 세계를 토대로 한다면, 의사소통 행위의 토

대를 이루는 세계는 담론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지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

상호 간에 공통된 삶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간주관적으로 성립된 생활세계

(lifeworld) 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 생활세계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

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해석의 총체로서 그들의 배경지식으로 존재한다

(Habermas, 1984: 13).

둘째, 합목적적 행위의 합리성이 오로지 사실적 인과관계의 차원에서만 파악되는 것과 달리

의사소통적 행위의 합리성은 그와 다른 형태의 언어표현들, 곧 과학적 진리나 실제적 결과 성

취의 여부와 관련되지 않는 언어표현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이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합리성

또한 객관적 세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생활세계의 객관성은 화자의 규범적 주장과

자기표현 행위에도 객관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에도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은, 과학적-기술적 지식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것과 마

찬가지로, 규범에 따른 행위와 자기표현 행위 또한 타당성 검증 의 대상이 되며 그 검증의 결

과에 따라 그것들을 두고 옳다거나 그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Bernstein(1985: 16)에 의하면,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 이론과 합리성 이론은 일종의 재

구성적 과학(reconstructive science) 에 속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칸트의 선험철학과 같이 이성

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보편적 조건을 정립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재구성적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그 탐구방법에 있어서 가설적이며 오류가능하며 경험적이라는 점에서

과학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재구성적 과학의 목적은 이론 이전의 지식

(pre-theoretical knowledge) 이 지닌 규칙과 그 기저의 심층문법을 명료화하는 데 있다. Noam

Chomsky의 생성문법 이론, Jean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 그리고 Lawrence Kohlberg의 도덕



교육이념으로서의 합리성의 난점과 그 극복 1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발달 이론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 이론은 상징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실재를 탐구하

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선이론적(先理論的) 지식의 규칙과 문법을 설명하고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일을 일차적 임무로 삼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 이론도 의

사소통이라는 인간행위를 가능케 하는 조건, 곧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개념을 확인하고 그것을

명백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Habermas에 의하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인간의

언어사용 행위 그 자체에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있으며 담론주체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따

라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개인이면 누구나 따라야 할 기본적 규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Weber의 사회합리화 과정에 대한 Habermas의 비판을 검토해 보면 우리는

Habermas가 재구성 하려고 했던 대상은 비단 개별 언어사용자의 의사소통 능력 뿐 아니라 그

들 언어사용자들이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상호 간에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생활세계의 개념을 명료화하는 일은 의사소통이라는 인간행위가 가능하기

위한 보편적 조건을 명료화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개별 담론주체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 의사소통 능력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인식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어떤 두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할 때, 현재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대화 쌍방 간에 적어도 그 주제에 관한 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활세계의 개념은 우

선은 언어행위의 주체들이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배경지식으로서의 그

어떤 세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abermas는 생활세계의 개념, 곧 의사소통의 과정에 작용하는 이러한 배경지식이 어떤 식

으로 기능하는가를 하나의 시각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예시에서 생활세계는 일군(一

群)의 건설기사들이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른바 상황정의(situ ation

definition) 로 표현되고 있다.

한 노년의 건설기사가 최근에 새로 합류한 젊은 기사에게 맥주 심부름을 시키면서 가능한 한 빠

른 시간 내에 돌아오라고 이르고 있다. 그 고참기사는 자신이 젊은 기사를 시켜 맥주 심부름을 시키

고 있는 이 상황은 그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 구성원 모두에게 명백히 이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특정한 장면에 등장하는 의사소통의 주제는 오전에 있게 될 팀원 전체가 참여하

는 간식활동이며, 맥주를 사오는 일은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의 목적인 셈이다. 고참기사 중에 한 명

이 새로 온 신참기사에게 맥주 심부름을 시키자고 제안하는 이 상황에서 그 신참기사는 그러한 고참

기사의 제안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다. 이들 건설기사들의 집단에는 그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

는 모종의 암묵적인 위계가 존재하며 이 규칙에 의해 고참이 신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이 장면에 특정한 상황은 시간적으로는 오전 중에 있을 새참시간이라는 요소



128 아시아교육연구 4권 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에 의해서,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건설현장과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매점 간의 거리에 의해서 정

의된다(Habermas, 1985: 121).

이 장면에서, 오전 중에 있을 새참이라는 주제 와 그것을 위해 맥주를 사오게 하려는 계획

이라는 두 요소는 이 상황을 다른 상황들과 구분되게 하며 그렇게 구분되는 상황은 거기에 직

접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활세계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된다. 이 활동상황은 구성원들에

게 상호이해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를 발생시키며 또한 이후 실지로 이루어지게 될 행위가 어

떤 모양으로 진행될지를 결정하는 장(場)이 된다. 현재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상

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 구성된다. 첫째, 이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건설기사들

이며 그들은 자신들로 구성된 집단 내에 특정한 방식의 명령체계를 지니고 있고 그 명령체계

는 구성원들 모두의 합의 하에 그들의 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둘째, 이들은 오전 중에 새참시

간을 가질 것이다. 셋째, 오전 중에 있을 새참을 위해 그들에게는 맥주 몇 병이 필요하다. 넷

째, 그들은 그들 중 특정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맥주를 사러 보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이 특정한 장면에서의 의사소통, 곧 고참기사가 신참기사에게 맥주 심부름을 시키고

신참기사가 그에 따르는 과정은 양자를 포함하여 이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련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고참기사와 신참기

사 간의 의사소통에는 신참기사에 대한 구성원들 모두의 일반적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다. Habermas의 관심은 이 과정에서 그러한 배경지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새 구성원

이 기존의 구성원들의 일반적 기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위의 예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배경지식이라는 것이 변경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처음에 고참기사

의 명령은 맥주판매점이 걸어서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 그 날이 그 매점이 문을 닫은 날이었고 신참기사에게는 차가 없었

다고 하자. 이 경우 명령을 내렸던 고참기사는 자신의 처음 생각이 너무 성급했었고 그 점에서

자신의 처음 생각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다. 혹은 상황에 익숙하지 못한 신참기사가 자신은 목

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맥주를 마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자. 당장 그 신참기사는 다른

기사들이 자신의 반응에 의아해 하는 것을 목격하고 오전 중에 있는 새참은 구성원 개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상태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Habermas에 의하

면 이와 같은 경우, 처음 상황을 구성하고 있었던 요소들이 재조직되는, 이른바 게쉬탈트 스

위치(Gestalt-switch) 과정이 발생한다. 가까운 곳에 매점이 있다는 사실이 잘못된 하나의 주관

적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새참 때 맥주를 함께 드는 일도 개인적 욕구로서

가 아니라 일종의 집단적 규범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새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혹은,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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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기사가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규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참기사가 가령 내일

은 누구 차례인가 하고 되묻거나, 또는 자신이 이전에 일하던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새참을

드는 일이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왜 하필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심부름을 다녀와야

하는가 하고 되물었다고 하자. Habermas는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상황에 대한 해석은 사회적

세계에 관한 요소들에 의해 수정, 보완된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집단적 명령체계의 수직

구조 내에서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맥주 심부름을 가야 한다거나, 이 지역에서는 오전 아홉시

에 새참을 든다는 등의 요소에 의해 상황에 대한 해석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상황정

의 는 특정한 장면에서의 객관적, 사회적 세계를 토대로, 그리고 그 장면을 구성하고 있는 구

성원 개인의 주관적 세계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재조직,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적 행위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반성 이전의 지식 의 측면을 고려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 Habermas에 와서 최초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Benhabib(1986)에 의

하면, 생활세계의 개념은 Edmund Husserl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상학적 전통에 의해서 철학과

사회이론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Husserl에 있어서 생활세계는 주제화되기 이전의 직관적

인, 그리고 항상 이미 가정되어 있는 기대와 정의, 방향성의 양상들로 (Benhabib, 1986: 238)

이루어진 체계이다. 이러한 생활세계는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배경을 제공한다. 그것을

배경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직 배경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특정한 사회적 행위가 수행될

때 비로소 그것과 관련된 요소들만 그 행위가 수행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온다는 점 때문이다.

Benhabib에 따르면, 그러나, 현상학적 설명이 지닌 가장 큰 결점은 그것이 이른바 '의식과 지

각의 철학'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현상학적 생활세계의 개념이

인식과 행위에 있어서 사회적, 공적 맥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행위의 주체

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간주관성(間主觀性)의 형식들을 습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렇다할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상학적 관점이 지닌 이러한 불명료함은 이

후 생활세계를 문화적으로 전승되고 언어적으로 조직된 의미양상들의 저장고로 파악한 해석학

적 관점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Habermas는 해석학의 이러한 보완된 관점을 받아

들이되, 생활세계를 단지 문화적 개념으로서만 파악하려는 그들의 경향을 경계하고 있다.

Habermas에 있어서 생활세계의 지평은 단지 문화적 의미양상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

한 형태의 규범과 주관적 경험, 실천적 요소들, 그리고 개인이 지닌 기예적 요소들까지를 포함

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Habermas가 주로 인용하고 있는 현상학적 개념으로서의 생활세계는 Alfred Schutz와

Thomas Luckmann에 의해 개념화된 것인데, Habermas가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주된 이유

는 그들이 개념화한 생활세계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의식의 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이론구조 내에는, 한편에는 자아의식으로 무장한 고립된 경험의 주체가 있고,



130 아시아교육연구 4권 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른 한편에는 그러한 자아의식이 역사적, 사회적 구체물로서 경험하게 될 생활세계의 일반적

구조가 있다. 문제는 이 관점이 그러한 생활세계의 구조를 언어적으로 형성된 간주관성의 구

조를 포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파악하려 하지 않고 단지 고립된 행위자의 주관적 경험에

비추어 파악하려고만 했다는 점이다. Habermas는 현상학적으로 기술된 생활세계의 양상들은

생활세계를 우리의 의사소통적 행위와 더불어 그것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간주할 때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의 구조 내에서

Habermas의 생활세계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재구성된다.

첫째,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주체들에게 의문의 여지없이 당연시되는 가정으로 주

어지며 이것은 문화적으로 전수되고 언어적으로 조직된 일련의 지식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

면, 반성 이전의 지식 으로서의 생활세계는 일련의 의사소통 상황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구성

원들에게 암묵적으로 합의된, 그리하여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공통적 배경지식으로 작용한

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주체들 간에 간주관적으로 성립된 이러한 암묵적 확신을 토대로 상

호 간에 이해를 지향하는 과정의 맥락이 형성되고, 구성원들이 기존의 상황정의를 적용하고

또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그 모양을 갖추어 나간다. 특정한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 사회적 세계와 그들의 주관적 세계 사이에 이미 존

재하는 관련을 발견하는 것이다 (Habermas, 1989: 125).

이 점을 위에서 든 건설기사들의 예를 통해 설명하면, 고참기사가 신참기사에게 맥주 심부

름을 시킨 행위는 고참기사가 상황정의의 형태로 이미 지니고 있는, 곧 신참기사를 포함하여

그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가정에 토대

를 두고 있다. 만약 고참기사의 그러한 가정이 올바른 것이라면 신참기사는 아무 일 없이 맥주

를 사러 갔을 것이다. 이 경우, 두 건설기사의 의사소통적 행위, 곧 고참이 신참에게 심부름을

명령하고 신참이 그것에 따르는 행위는 이 특정한 상황에 관하여 그 둘이 공유하고 있는, 간주

관적으로 성립된 일련의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의사소통적 행위 주체—여기서는 건설기

사들—의 생활세계는 이 점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특정한 상황의 배경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Habermas에 의하면 오직 생활세계의 부분적 요소들만이 상황의 전면으로 부각되며 이것

들이 상호 이해를 지향하는 행위의 맥락을 구성하게 된다 (Habermas, 1989: 124). 생활세계는

당연시되는 것들의 저장고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상황 내에서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러한 저장고에서 현재의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들만을 골라내

어 쌍방 간의 이해를 도모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예로 든 의사소통 과정에서, 건설기사들의

세계에서 그들에게 오전 중의 새참시간이 지니는 의미, 그들 집단에 새로 참여한 신참기사의

지위, 건설현장에서부터 맥주 판매점까지의 거리, 신참기사가 차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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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 하는 사실 등은 유의미한 요소들로 간주되나, 가령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이 독신자들이 살

게 될 건물이라거나 새로 온 신참기사가 아이를 셋 둔 외국인이라든지 하는 등의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요소들인 것이다. 앞의 요소들은 현재의 상황에 참여하

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에게 일종의 유의미성의 맥락 을 제공하며 이는 이후 발생하게 될 여러

사실들 중에 어떤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이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

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물론 이러한 유의미성의 맥락이 변화하는 일은 언

제든지 가능하다. 이를테면, 맥주를 살 수 있는 곳이 작업현장에서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위

치에 있지 않고, 그렇지만 신참기사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라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이 유의미성의 맥락으로 편입되어 그 신참기사를 보내려

고 했던 애초의 계획은 수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구성원들 모두는 운전면허가 정

지된 사람에게는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거

꾸로 말하면, 이 사실이 알려져서 그것이 문제시되기 전에는 그들 모두가 신참기사는 운전하

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신참기사의 운

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인가 혹은 유효한 상태인가 하는 점이 그들의 배경지식에서부터 추출되

어 현재 행위의 방향을 결정짓는 유의미성의 맥락 속으로 가미되는 것이다. 요컨대, 생활세계

는 늘 존재하고 있지만, 오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이면에 배경지식으로서 존재한다. 의

사소통 행위자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그러한 배경지식으로부터 오직 한정된 부분들만을 선별하

여 그 상황에서의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삼게 된다. 생활세계는 유의미

성의 맥락을 오직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뿐이며 따라서 총체로서의 생활세계 그 자체는 현재의

특정한 상황에 작용하는 유의미성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언어를 통

해서 오직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맥락만이 의사소통적 행위와 연계되어 문제시되며, 생활세계

그 자체는 항상 그 이면에 남게 된다 (Habermas, 1989: 131).

둘째,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선험적 형태로 작용한다. 곧, 상황은 변

화하지만 그 변화가 그것의 토대가 되는 생활세계 자체의 경계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별 행위자의 삶은 무수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행위상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행위상황들의 총합이 그들의 삶의 총체를 구성하는 셈이다. 개별 행위자의 삶은 마

치 그들이 그들 다양한 행위상황들 사이를 옮겨 다니는 것과 같다. 상황들 간을 옮겨 다니는

그러한 활동은 상황 그 자체에 대해 행위주체가 내리는 정의가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이기도 하고, 혹은 흔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듯이 행위 주체가 여러가지 종류의

상이한 상황을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

주체가 상황과 상황 간을 옮겨 다니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말하자면, 허공에 발을 딛게 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발을 옮기는 매번 종류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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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그리고 이미 해석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생활세계의 또다른 영역에 행위자는 발을 들여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Habermas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참가자들은] 그 즉시로 또하나의 영역으로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새 영역 역

시 이전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당연시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의사소통 상황 중에 완전히 낯선 것이라고는 없다. 매번 새로운 상황에 접할 때마다 그것들은

이미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축적된 문화적 지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Habermas, 1989: 125).

셋째, 의사소통 행위자들이 경험하는 생활세계의 확실성은 일종의 사회적 선험성에서 비롯

되며 이는 언어 사용을 통해 성취되는 상호 간의 이해, 곧 의사소통 행위자들 간의 간주관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간주관성이라는 아이디어는 현상학자들이 생활세계를 개념화할 때 이미 인

지된 바이지만, Habermas는 현상학자들은 그러한 간주관성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의 필수조건

으로서의 언어의 중요성,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로서의 언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한 개인의 생활세계는 그 사람의 사적인 세계로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과 언어적 상호작용을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는, 간

주관적으로 공유되는 세계라는 것이다. 생활세계는 대화의 당사자들이 만나는 선험적 장이며

그 속에서 그들은 각자 자기의 언설이 (객관적, 사회적, 혹은 주관적) 세계와 부응한다는 주장

을 제기하며 또한 상대의 그러한 주장을 비판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의견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간다 (Habermas, 1989: 126).

현상학적 생활세계의 개념을 그의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을 토대로 재해석한 지금까지의

Habermas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의사소통적 행위

는 그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상황정의 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둘째, 상황정의는 그

상황의 이면에 문화적 형태로 적재되어 있던 지식으로부터 참여자들이 그 표면으로 끌어낸 요

소들로 구성된다. 셋째, 상황정의는 참여자들이 생활세계의 총체로부터 표면화시킨 부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참여자들이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원

래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수정과 재해석 활동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 지

식은 검증과 교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표면으로 부각된 생활세계의 요소들에 대한 수정활

동은 아직 이면에 남아 있는 요소들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적 행위

는 그 자체가 문화적 지식을 재생산하는 해석의 기제로서 기능한다.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행위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에 의해 형성되어 나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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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적 통합과 체제적 통합, 그리고 합리화의 패러독스

의사소통적 행위가 생활세계의 맥락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종종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의사소통적 행위는, 그것을 수행하는 대화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이해

를 지향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세계를 재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 대화의 주체들로 하여금 그

들이 속한 집단 내에서의 자신들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확인하며 변화시켜 나가게

함으로써 일종의 사회 통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통합과정을 사회적 통합

의 형태로 이해하는 일은 우리의 분석작업이 의사소통적 행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를 하나의

생활세계로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개념적 전략은 사회과학적 분석작업을 사회 구성원

들의 내적 관점과 연결시키게 하고 분석을 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그들 참여자들의 이해방식과 해석학적으로 연관시키게끔 한다. 그리하여 사회가 재생산되는 과

정은 생활세계의 상징적 구조들이 유지되어 가는 과정으로 비치게 된다 (Habermas, 1989:

150-1).

Habermas에 의하면 이러한 형태의 사회통합 과정은 이른바 체제적 통합(system

integration) 과 구분된다. 여기서 체제(system) 는, 그 속에서 행위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

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서 스스로를 규

제해 나가는, 일종의 유사목적적인 총체로서 간주된다(Benhabib, 1986: 237). 체제는 범주적으

로 구분되는 사회의 한 양상으로서 그 속에서는 여러 다양한 구조들의 상호작용과 체계적 요

구, 그리고 역동적 형태의 통합과 붕괴의 과정이 반복된다(Bernstein, 1985: 22).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는 행위 주체의 의식적인 역할이 지니는 중요성이 간과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

적 통합 과 체제적 통합 사이의 구분은 사회적 행위들 간의 조정과 통합이 개별 행위주체의

의식적 노력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진행되느냐 하는 점을 토대로 한다

(Cooke, 1997: 5).

체제적 관점에서 파악된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분석된 합리화 과정이 Weber

가 서양 근대사회의 합리화 과정을 목적합리적 행위의 제도화 과정으로 해석했을 때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사회의 측면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Weber가 이해한 근대 사회는 이전

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조직의 출현에 의해 특징지어진 사회였다. 경제적 생산은 합리적

계산능력으로 무장한 기업가들에 의해 자본주의적 양식으로 조직되었고, 공공 행정은 법으로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관료주의적 양식으로 조직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들은 사적 영역

에서는 기업경영의 형태로,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는 관료주의의 형태로 조직된 것이다

(Habermas, 1989: 306). 근대사회의 비극은, 이들 영역에서 발휘된 효율성에 힘입어, 그러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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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형태가 다른 행위 영역들에까지 침투하여 사회 전체의 모습을 조직들로 구성된 사회 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 있다. 이제, 조직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그러한 조직들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격적 특성이나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양태로 움직이지 않고 그

들 조직 스스로를 규제하는 원리들에 의해서, 곧 형식적으로 성립된 조직의 규칙과 규정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Weber가 관료주의를 하나의 기계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은 이 점을 명

백히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제의 합리성 혹은 관료주의의 합리성은 구성원들의 직업

윤리적 태도, 곧 그들의 가치합리적 태도와 결별하여 이제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기제로서, 개

별 구성원들의 인격적 요소와 무관하게 조직의 움직임을 통제해 나가게 된 것이다.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경제와 국가의 하부체제들은 생활세계의 지평 내에서 형성된 제도적 복합

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더이상 상호이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통합되지 않

는, 그리하여 생활세계의 맥락으로부터 이탈하여 일종의 규범중립적인 사회성을 지향하는 형식화된

행위의 영역들이 출현하게 된다(Habermas, 1989: 307).

Habermas에 의하면, Weber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조직들과 그들의 지배적인 영향과 더

불어 체제적 관점 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이 관점을 토대로 이제 생활세계는 체제의 한 주변적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생활세계의 상징적 구조들은 중립화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조직은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는 조직화된 행위의 체제들이 인격구조로부터 이탈하는 이

른바 사회의 비인간화 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실재는 규범적 유대로부터 자유로

와진 객관화된 조직적 실재로 축소된다. 조직들은 비형식적, 관습적, 도덕적 행위의 맥락들이

지니고 있던 규범적 기초를 중립화함으로써 생활세계의 맥락에서 독립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

제는 더이상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표현하며 서로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는 개별 존재로서가 아

니라 단지 그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의사소통을 통한 합

의의 필요성을 결코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결국에는 형식화된 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관점이 사회를 분석하는 유일한 관점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Weber의 관

점이 사회를 단지 체제적 통합 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라면, 그와 비교되는 관점, 곧 사회를

생활세계의 관점 에서 파악하는 관점 또한 동일한 정도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바

라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누고 이 둘 사이를 구분하려고 했을 때 Habermas가 지니고 있었

던 의도는 명백히 Weber의 사회합리화 개념, 곧 체제적 통합 의 관점에서만 합리화 과정을 분

석한 Weber의 관점을 재해석하고, 합리화 과정을 두 관점에서, 곧 체제적 통합의 관점(체제의

합리화)과 사회적 통합(생활세계의 합리화)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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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Habermas에 있어서 이제 근대사회의 병적 현상들은 사회통합의 이

두 측면 간의 관계에 의해 분석된다. 근대사회의 병적 현상들은 기능적으로 통합된 경제적, 행

정적 활동의 하부체제들이 생활세계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사회합리화

가 그 총체적 기반에서 문제를 지니게 되는 과정은 이들 두 사회통합의 양상이 서로로부터 단

절되고 이후 사회적 통합의 양상이 체제적 통합의 양상에 복속되는, 이른바 체제에 의한 생활

세계의 식민지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Habermas의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개념은 근대사회에서 의사소통적으로 구조화된 생활세계의 영

역들이 체제의 기능적 조정장치들이 요구하는 바에 종속되는 경향이 점차로 증가해 가는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말하자면 체제의 합리화는 생활세계를 희생양으로 삼아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등한 혹은 선택적인 합리화 과정은 생활세계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기형적 요소들을 양산

하게 되고 이들 기형적 요소들이 예컨대 의미의 상실이라든가, 아노미라든가, 기타의 여러 심리학적

질환 등과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Cooke, 1997: 6).

이른바 사회합리화의 패러독스 또한 이 개념적 틀에 의할 때 다소 상이한 각도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회합리화의 과정은 이제 더이상, 가치합리성에 토대를 둔 목적합리성으로부터 그

렇지 않은 순수한 목적합리성으로의 전환 이라는 틀로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패러

독스 라는 논제는 더이상 두 가지 상이한 형태의 행위지향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상이한 사회통합의 원리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된다. 생활세계의 합리화는 먼

저 사회합리화 과정이 언어로부터 독립된 매개물들로 전환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이

후 형식화된 행위의 영역들을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해 낸다.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형식적으

로 조직된 행위의 영역들이 이제 거꾸로 애초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생활세계와 그 속에서의

의사소통적 행위의 맥락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Habermas에 있

어서 패러독스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파악된 패러독스는 Weber주의적 패

러독스 개념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Weber에 있어서 합리화

의 패러독스는 말하자면 그 방향이 공상적 패러다임에서 회의주의로 귀착된 것이라고 한다면,

Habermas에 있어서 패러독스는 그 사고의 구조가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전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Weber에 있어서 합리화가 패러독스인 것은 그것이 계몽으로 대변되는 유토피아적 전

망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문화적 삶의 영역들을 물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대사회 전반을 이

른바 철의 감옥 으로 이끈 근본 원인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Weber의 패러독스를 회의주

의적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에, Habermas에 있어서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패러독스인 것은 그것이 경제적, 행정적 하부체제들을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하였으면서도 그

와 동시에 그들 경제적, 국가적 장치들 내에서의 형식화된 행위영역들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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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역 모두에서 탈전통사회적인 생활세계의 기반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부르조아 사회의 유

토피아적인 지평을 열었고, 그 점에서 여전히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패러독스이기 때문이다.

비록 Habermas의 사고체계 내에서도 생활세계와 체제 간의 관계는 여전히 패러독스로 인

식되고 있지만 그 패러독스는 Weber에서처럼 해소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

Habermas가 보기에 이는 이 두 사회적 삶의 양상에서 이루어지는 합리화가 사전에 예정된 형

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형식화된 제도의 발달은 근대사회에서 피

할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Habermas의 기본적 태도는 체제가 생활세계로부터 이

탈하는 현상, 곧 체제적 통합이 사회적 통합과 별도로 진행되는 현상 그 자체를 문제로 보아서

는 안 된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이 두 형태의 사회통합이 서로 따로

진행된다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두 사회통합의 양상 간에 불균형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

Habermas에 의하면, 근대사회의 합리화 과정은 체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를 초래하

였고 이것이 생활세계를 황폐화시켰다는 것이다.

Marx와 Durkheim, 그리고 Weber가—각각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서—관심을 가졌던 황폐화는

생활세계의 합리화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요, 점증하는 체제의 복잡성 그 자체 때문이었던

것도 아니다. 세계관의 세속화 혹은 사회의 구조적 분화 그 어느 것도 결코 그 자체로, 근대사회의

치유 불가능한 병리적 현상들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나타난 의사소통적 실제에 있

어서의 문화적 궁핍화가 발생했던 것은 문화적 가치영역들이 분화되어 제각기 독립적으로 발달해 갔

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전문적 문화가 일상에서의 의사소통적 행위로부터 엘리트주의적 분열과정

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합리화가 일면적으로 진행된 것, 그리고 일상적 의사소통 행위가

물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화폐와 권력 등과 같은 매개물에 의해 조종되는 하부체제와 그것들로 구

성된 형식적 조직들이 생활세계와 분열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행정적

합리성이, 화폐와 권력이라는 중간매체들로 전환되기를 거부하는 행위의 영역, 곧 문화적 전승의 과

정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아동의 육성 등의 활동을 담당하는, 그리하여 결국은 상호이해의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영역들로 광범위하게 침투해 들어갔기 때문이다(Habermas, 1989: 330).

생활세계가 체제적 통합이 요구하는 바에 예속되어 버린 일이 왜 사회병리적 현상들로 나타

났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병리적 현상들의 본질은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하는 점들은 분명

별도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연구자의 관심은, 만약 우리가

Habermas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이상 합리성 개념 그 자체를 그러한 근대사회의

문제들을 초래한 원흉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아닌게아니라 연구자

의 궁극적인 의도는 오히려 합리성 개념을 이와는 정반대의 각도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합리성은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가치들의 세계에서 추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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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그 가치를 적극적인 방식으로 조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Ⅴ. 결 론

합리성의 난점과 그 극복이라는 주제는 합리성의 패러독스라는 논제에 응고된 형태로 들어

있다. 패러독스 혹은 역설 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당혹감과 난처함을 느끼게 하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접근법

으로의 출구는 종종 동일한 문제를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때 예상 외로 쉽

게 발견된다. Habermas에 의하면, Weber의 행위 이론에 대한 비판의 기초는 Weber 자신의

관점 속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 Habermas가 한 일은 그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해석해

내는 일이었다. 사회합리화라는 패러독스의 어두운 면에 집착했던 것이 Weber였다면

Habermas는 그것의 밝은 면을 재조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Habermas의 새로운 접근법은

Weber가 토대로 삼았던 관점을 그 근거에서부터 바꾸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Weber 이론의 한계는 서양 근대사회의 합리화 과정을 오직 그것이 제도화되어 가는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했다는 점에 있다. Weber가 사회합리화의 과정을 분석할 때 핵심 개념으로 삼았

던 목적합리성 은 Habermas에게는 단지 합리성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목적합리성의 개념이

20세기 비판이론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들의 관점이 여전히 기존의

의식의 철학 혹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주관주의적 이성의 개념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Habermas가 보기에 이 관점이 극복되지 않는 한 합리성의 문제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 목적

합리성이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 관료주의적 행정체제에서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합리성이라는 인간의 지적 특성 전체를 대변하는 개념으로

간주하는 일은 오류라는 것이다. 목적합리성이 근대사회의 제도적 행위양식을 여전히 지배하

고 있다면, 일상인들의 의사소통적 행위는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중요한 측면을 지니고 있

으며 이 측면은 그들의 합리적 행위를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분석 가능하다. 요컨

대, 인간의 행위는 합목적적 행위로서도 합리적이지만 의사소통적 행위로서도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Weber에 있어서 모든 합리적 행위가 목적합리적 행위의

형태로 전적으로 환원되었던 것과 달리, Habermas는 이러한 방식의 전부 아니면 전무 의 접

근법을 고집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Habermas가 의사소통적 합리성, 곧 생활세계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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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각시켰다고 해서 이 일이 목적합리적 행위로 운영되는 체제들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는 결코 Habermas

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다. 문제는 제도화된 형태의 목적합리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이 전혀 다른 형태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인간 삶의 영역을 부당하게 잠식해 가는

현상, 곧 Habermas의 용어로 체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현상에 있다는 것이다. 목적

합리적 행위양식은 근대사회의 경제적, 행정적 체제가 운영되어 나가는 데 여전히 필수적인

요건으로 기능한다. 중요한 것은 이 행위양식이 생활세계에서 영위되는 일상인들의 삶 마저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는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곧 의사

소통적 행위의 합리화는 체제 내에서의 행위가 합리적으로 수행되게 하는 원리와는 다른 형태

의 원리에 의해서, 곧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본 논문의 첫머리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부분적으로 합리성 개념을 교육적 개념으

로 재해석하는 데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점에서 연구자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은 합리성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지금까지 논의한 Habermas의 생활세계의 합리성, 그의 용

어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하나의 체계적인 교육적 개념으로 재해석해 내는 데에 있다.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은 그 체계적인 구조와 논의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철

학자들에 의해 그리 환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모르기는 해도, 이는 계몽이라는 서구

근대에서 발달된 개념 자체에 대한 모종의 불신이 최근 철학계를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관한 이론은 교육

에 관한 하나의 철학적 이론으로 활용되기에 가장 용이한 철학이론들 중에 하나이다. 그의 이

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를 밝히는 일은 별도의 탐구작업들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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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ity: Re-claiming its
Normative Foundations

Ha n, G ic he o l*

The purpose of this stu dy is to reexamine the meaning of the modernist conception of

rationality from Jürgen Habermas' s social-theoretical point of view and reestablish its

educational basis in the context of his notion of communicative rationality. The study starts

from a critical review of the instrumental aspect of rationality that was first conceptualized

by Max Weber' s sociological analysis of modern Western society' s rationalization process

and continues to criticize Weber's framework from Habermas' s standpoint presented in his

linguistic reconstruction of the Enlightenment rationality. Habermas' s criticism of Weber's

view reflected on the thesis of societal rationalization is concentrated on the point that

Weber' s construction of the rationalization process shows the rationalization process of

modern society only at its institu tional level without giving as much attention to the

rationalization process of people' s communicative action at the level of their ordinary

lifeworld and for this reason it eventually narrows down the meaning of rationality into a

conceptually incomplete form. Although how Habermas' s efforts can be systematically

structured into an educational theory is not systematically illuminated in this particular

piece of study, this essay takes this point as its basic framework to reconsider the

conceptual possibility of rationality that can, and should, work as a normative standard for

educational practices.

Key Words : communicat ive rat ional i ty, l i fewor ld, social int egrat ion, paradox of societ al

rat ional iz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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