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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하버마스의 이론적 관심과 영향력이 철학과 사회과학을 포괄하는 광범한 분 

야에 마치고 있음은 그의 구체적인 관심 주제와 업적들을 살펴보면 쉽게 얄 수 

있다. 공론장의 역사적 구조 변동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분석， 비판이론의 인식 

론적 기초의 정립， 사회과학의 방법론 논쟁，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데올 

로기 비판，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정당성 문제， 보편적 화용론과 합리성의 재해 

석을 통한 의사소통 패러다임의 구축， 체계와 생활세계의 이원적 분석틀에 의 

거한 근대적 합리화과정에 대한 분석， 의사소통적 규범론의 구성에 의한 보편 

주의적 민주주의 규범의 정당화， 근대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의 비판적 고찰， 

신보수주의 비판， 법과 민주주의의 의사소통론적 재구성 등의 이론적 작엽은 

그 범위와 방법론에 있어 학제적이며 재구성적이라는 특정을 갖는다. 하버마 

스는 그의 체계적 이론화 작업을 “합리적 재구성(rational reconstruction)" 또는 

“재구성적 과학~reconstructive science)"의 수립， 즉 철학과 사회과학의 유기적 통 

합 노력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사실과 규범의 균형적 이론화라는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철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발전된 이론들을 상호 긴밀 

하게 연관시키면서 체계화한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이론적 작업은 그의 실천적 관심을 토대로 한다. 그는 프 

랑크푸르트학파 제 l세대에 의해 충분히 이론화되지 못하고 실천의 영역에서 

도 그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한 이성의 ‘해방적 관심(emancipatory interest)’을 자 

신의 이론과 실천의 기초로 삼는다. 하버마스에 있어서의 해방적 관심의 구체 

적 표현 형태는 그가 항상 “공론장 속의 비평가{critic in the public sphere)" 

(Holub 1991)로서의 자기이해에 기반하여 모든 이론화 작업을 수행한다는 사 

실에서 발견된다. 하버마스는 해방적 관섬의 요체가 자기성찰성(selfreflex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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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성찰성은 상호주관적인 공론장을 통해 확보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의 전 저작을 통해 관류하고 있으며， 따 

라서 하버마스의 이론은 매우 강한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펀으로 하버마스의 이론화 작엽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파악해 보고자 하 

는 시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광범한 재구성적 이론에서 정치이론적 측 

면을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ll. 공론장: 재구성적 정치이론의 기초 

『공론장의 구조 변동』에서 하버마스는 의사 형성을 위한 담론의 제도로서 

공론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하였고 변화해왔는가를 상 

세히 분석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은 근대 입헌국가의 확립 과정에서 

등장하였으며， 의사소통을 통한 공동의 의사 형성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부르 

죠아적 공론장 내에는 합리성의 다양한 현실태에 대한 비판을 가능케 하논 중 

요한 규범성이 잠재태로서 내재한다. 즉， 공론장을 통해 우리는 ‘정당성’을 중 

심적인 정치적 관심으로 부상시켈 수 있게 되며， 의사소통의 정도를 정치의 척 

도로 상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공론장은 근대 정치의 이상성을 구성하며， 

현실 정치의 왜곡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공론장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의 公과 私의 구분을 기원으로 하며， 이후 이 

러한 구분은 봉건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근대 부르죠아계급에 의해 부활되었다 

(Habermas 1989b, 136-9). 공론장은 한펀으로 참정권과 언론 및 집회의 자유 등 

의 주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또한 국가의 형태로 조직화되는 지배구조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비판을 통해 형성된다. 하버마스의 재구성적 정치이론 

에서 공론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공론장이 바로 의사소통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공론장”은 무엇보다도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의 

미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은 공론장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사적 

인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공공체를 형성하는 모든 대화의 형태 속에 공론 

장의 한 부분이 발생하여 폰재하게 된다{Haberm싫 1989b,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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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론장은 하버마스의 이론적， 실천적 기획 전체의 중심이 되논 의사 

소통적 상호작용 개념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공론장은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개입시키지 않고 합리적 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로 구성되며， 참여자들이 합 

리적 담론을 가능케 하는 기준을 존중함에 의해 참여자의 평등성과 보편적 접 

근가능성이 보장되는 영역요로 개념화된다. 자유주의적 근대 공론장의 내적 

동기는 공론장의 매개를 통해 정치를 “합리적 권위”로 전환시카려는 것이다. 

근대적 공론장은 합의 형성과정에의 보편적 참여(universal paπicipation)를 전제 

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여기에서 보편적 참여는 집단적 이해와 관 

련된 엘들에 대한 개인틀의 합리적 계몽이 달성됨을 의미한다 1)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개념화함에 있어 헤젤과 맑스에 의해 지적된 근대 자 

유주의적 모델의 한계뿐만 아니라 헤첼과 맑스의 분석이 가지는 한계도 극복 

하려 한다 2) 하버마스는 공론장 개념을 통해 근대의 업적을 정치적 이상으로서 

의 민주주의에서 발견하고， 동시에 근대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제도적 매개의 형태를 규범적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 

는 근대 시민사회의 내재적 원리와 구조를 밝히려 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 

대 사회의 출현 과정에서 서로 구분되논 두 영역， 즉 객관화된 국가 장치의 영 

역과 생산/교환의 사회 영역이 발전되었다. 하버마스는 이 두 영역 사이의 “간 

극(interstices)"에서 새로운 자울적 영역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발견한다. 이 

새로운 영역이 식자층이 중심이 된 자발적 결사체들로 구성되는 부르죠아 공 

론장이다.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들은 17-8세기에 결쳐 사적인 사회 영역에서 

번성하였다 3) 이후 이러한 문화적 결사체들은 언론과 정치적 사교단체의 발전 

1) J. Hacermas, The Structral Tran.때mation 0/ the Public Sphere, tr. by Frecleric 

Lawrence(Cambridge: The MIT Press, 1989), 220ff 

2) 하버마스는 혜젤과 맑스 모두가 부르죠아 공론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헤겔의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분법적 틀 때문에 공론장을 조합 또는 

관료제로부터 구분할 수 없었다. 또한 맑스의 경우에는 부르죠아적 입헌제도와 합법성 

을 허위의식의 한 형태 또는 부르죠아의 계급이해를 위한 외피로 펌하하였기 때문에 

부르죠아 공론장에 내재하는 해방적 잠재력을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발전시켈 

수 없었다는 것이대Ibid. ， pp. 1l7 -129) 

3) 하버마스는 아렌트(Hannah Arendt)의 경우와 같이 polù/oikOJ의 고전적 이분법에 의흔하 

면 공론장은 파악될 수 없다고 본대Habermas 1977).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틀 
은 그리스적 공론장을 기원으로 한다기보다는 부르죠아 가족의 친멜성을 근원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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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정치화되어 여론의 공개 토론장으로 변모되어갔다. 하버마스는 칸 

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의 담론이 모든 주장들의 타당성을 평가하논 심 

판의 장이라고 본다. 공론장은 합리적 합의와 법， 그리고 계몽된 여론을 연결 

시키는 기반으로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라고 17-19 

세기에 걸쳐 입헌적 공화주의 정부들이 수립되면서 공론장 내에서 생성된 규 

범틀， 즉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적 참여의 권리 등은 헌법에 

포함되어 제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권력과 그 기구들은 공론장에서 생성 

된 평등성을 핵심으로 하는 내재적 기준에 의거해 스스로를 정당화할 것을 요 

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하버마~7} 이상형으로 재구성한 부르죠아 공 

론장은 정치 차원에서의 해방적 규범과 연관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부르죠아 공론장은 이러한 정치적 기능 이외에 “기술적 

학습(technical learning)"의 확대의 정도와 조건을 판단하는 사회적 성찰성을 내 

포하고 있다{Haberm싫 1970, 74-80). 그러나 기술 영역의 확장에 의해 실천이성 

의 영역이 점차 침해되어감에 따라 공론장의 비판적 기능이 약화된다. 즉， 자 

본주의 국가의 ‘체계적’ 절차 속에서 정당성이 도외시되고， 이해관계에 기반한 

정책과 정치적 관행이 ‘보편화 가능성’의 척도에 의해 비판적으로 검토되지 않 

는 상황이 심화된다는 것이다{Habermas 1970, 111-17). 시장의 논리와 도구적 

합리성의 기준이 전사회 영역으로 침윤되어 문화의 영역도 상품화되기에 이르 

른다. 이러한 현실 사회적 변화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하버마스는 부르죠 

아 공론장의 기저에 존재하는 원리와 역사적 현실태의 괴리를 지적한다. 즉， 

“비록 공론장의 자유주의적 모델이 그 규범성에 있어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 

을 제공하지만， 사회복지국가의 형태로 조직화된 산엽 대중민주주의의 실제적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다"(Haberm잃 1989b, 140)는 것이다. 불평등과 지배 관 

계의 확산과 심화는 의사소통의 구조를 왜곡시키고， 사회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ιe)을 제약하게 된다. 또한 19세기 영국의 차티스 

트 훈동과 1840년대 프랑스의 혁명운동에 의해 공공체(public body)로서의 공론 

장의 형태는 부르죠아계급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장되기에 이른다. 이 

러한 경향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부르죠아적 사회제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에 의해 유지되던 공론장의 응집성이 약화되고，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이 

며， 자유 의지와 인류애라는 보편적 원리를 실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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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의 영역으로 침투하게 되어 시장경제의 자울적 조정이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로 대체되어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론장은 더이상 ‘합리적 권위’의 산설 

이 아니라 갈등하는 이해틀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국가에 의한 사회통제의 심화는 이른바 “공론장의 재봉건회-(refeud외ization of 

the public sphere)" 또는 “의사소통적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초래하며， 공적 영 

역(정치)과 사적 영역(경제)의 상호침투와 유착을 가속화시킨다. 한편으로 대규 

모화된 경제조직들은 공론장을 배제시카면서 국가와 직접적인 타협을 이루어 

가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형식적인 개방성의 과사를 통해 적어도 대중의 명 

목적인 지지는 획득하려 한다. 근대 복지국가에서의 이러한 추세가 초래하는 

정치적 결과는 공론장의 비판가능의 상실이다. 국가가 모든 사적 영역과 긴밀 

하게 유착된 상황에서 공론장은 자발성을 상설한 채 정당성 유지의 형식적 도 

구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근대 복지국가 내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즉， 행정권력의 증대가 시민의 기본권 확대와 병행하여 진행된다는 것이다. 하 

버마스는 후자의 추세에 의해 부르죠아 공론장에 내재하는 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의 출현이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시민권의 확대에 의해 이전의 “개 

인적인 관계를 통해 유지되논 사적 개인들의 공공체가 이제 조직화된 개인들 

의 공공체에 의해 대처l될 수 있다"(Habermas 1989b, 14 1)는 것이다. 하버마스 

는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공적 영역에서 상호주관적으로 전개되는 사회운 

동에 주목하다. 그는 사회운동을 하나의 실천적 학습과정으로 이해하며， 이러 

한 의사소통적 상호행위의 합리화 과정을 통해 공론장의 규범적 원리들이 추 

상적 원리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설천을 통해 현실화된다고 주장한 

다-(Habermas 1979, pp.120-25) 

ill. 의사소통의 규범론 

하버마스의 공론장에 대한 관심은 ‘언어학적 전환’ 이후에도 지속되어 의사 

소통 행위에 전제되는 보편적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보편적 화용론과 의사소 

통 능력의 이론을 구성하려는 노력으로 구체화된다. 이른바 하버마스의 의사 

소통적 패러다임은 정교한 언어행위론적 구분과 사회학적 분석이론틀의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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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통해 구축되어 고도의 추상성을 특정으로 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추상성 

은 공론장의 현실적 와해에 대한 이론적 대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행위이론의 기저에 존재하는 그의 문제의식은 근대적 합리성을 의사 

소통적 합리성으로 재개념화하여 공론장의 현실적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 

다 이러한 일관된 문제의식은 실천 철학에 대한 철학계 내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의 규범론을 정립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 행위론을 기초로 하는 담론 윤리(discourse ethics)를 도덕 

적 논쟁의 화용론적 분석을 통해 재구성하려논 하버마스의 노력은 그의 정치 

적 • 설천적 관섬을 반영한다. 하버마스는 특정의 문화 또는 전통에 근거하지 

않논 보편주의적 규범론의 정립이 근대 계몽주의의 핵심적 과제임을 강조한다. 

파괴적 잠재성을 갖는 문화전통의 무비판적 수용을 경계하는 하버마스는 현대 

에 지배적인 사조로 등장하는 신보수주의，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내재 

하는 윤리적 회의주의 및 상대주의를 이론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규범 

론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본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자유， 자융， 도덕적 평등 

성， 인간존엄성에 기초한 상호존중의 이념 등의 근대적 이상들이 가지는 보편 

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를 선험적-주관주의적 형이상학이 아년 일상적 의사 

소통의 화용론적 전제의 정립을 통해 정당화하려 한다. 또한 하버마스는 보편 

주의적 규범론을 정당화함에 있어 근대적 제도， 특히 공론장의 역사적 발전과 

정과 이와 병행하는 도덕 의식의 발달에 주목하여 담론 윤리를 역사적 분석 및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발달심리학과 연관시킨다.4) 

의사소통 규범론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의사소통에 전제되는 보편적 규칙의 

규명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화용론에 의해 마련된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목표는 상호 이해(reciprocal understanding)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4)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행위 및 구조에 대한 형식론적 분석을 통해 인간의 언어， 행위， 
지식 획득 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저 구조틀，deep structures)’인 형식적 · 절차적 규칙틀 
을 규명하고 이에 초험적 지위를 부여하려 하면서도， 이러한 보편적 규칙과 ‘이상적 대 

화 상황’의 조건들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동장하게 됨에 주목한다，Haberm싫 1989a; 

1989b; 1970; 1979). 또한 의사소통의 규범론은 근대사회에서 제도화되어온 탈인습단 

계의 도덕규범(postconventional morality)에 의거한 도덕적 사고를 정당화한다는 변에서 

개인의 도덕적 능력의 발달과정을 분석하는 콜버그의 발달심리학과 보완적 관계를 갖 
는다고 본다，Habermas 1990a, pp.116-194; 1990b, pp.32-52; 1993,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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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은 “상호 이해， 공유하고 있는 지식， 상호 신뢰의 통주관적 상호 

성"(Haberm잃 1979, 3)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 이해는 합의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일상적 의사소통과정에서 이러한 목적이 실현되지 않 

는 경우， 최소한 진위 및 시비와 연관되어서는 특수한 형태의 의사소통의 형태 

인 “담론< discourse)"의 단계가 필요로 된다. 이러한 담론의 목적은 합리적으로 

동기부여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인데， 이러한 합의는 일종의 메타규범인 “이 

상적 대화 상횡-(ideal speech situation)"을 전제로 한다. 이상적 대화 상황은 경험 

적 현상이나 단순한 개념적 구성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논의에 전제되는 필수 

적 조건을 의미한다. 모든 타당성 주장틀(validity c1aims)은 이상적 대화 상황을 

필수전제로 요구하며， 이 상황의 특정은 보다 설득력 있는 논의전개의 동기이 

외의 모든 여타 동기의 배제를 위한 절차적 규칙의 보장에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이상적 대화 상황은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절차적 정당화의 기초 

를 마련한다. 균형성(symme따)， 상호성(reciprocity) ， 비강제성， 자울성 등이 이상 

적 대화 상황의 특정이며，5) 이는 ‘보펀화의 원리’와 ‘담론의 규칙틀’로 정식화 

된다-(Habermas 1990a, p.89) 논의의 규칙으로서 보편화의 원칙(a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은 다수의 참여자들 사이의 역할 교환을 통한 보펀적 입지의 정 

립을 추구하는 실제적 논의에 있어 펼수적 전제이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보펀 

화의 원칙이란 “하나의 규범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규범의 준수 

와 설행에 따르는 결과와 부수적 효과를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 

다"(Habermas 1990a, p.197)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와 규칙들로 규정되는 이상 

적 대화 상황은 도구적 합리성에 지배되지 않는 도덕적 추론에 관한 절차적 모 

델의 한 예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이는 민주적 페어 플레이의 형식적 

규칙을 풍해 정의의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자유， 평등， 상호성에 대한 절치주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며， 이상적 사회형태의 조건을 명시화하논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율성과 보편화가능성의 개념은 하버마스의 규범론에서 중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이러한 개념들이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 

서는 도덕적 사고의 기초로서 행위자의 구체적 욕구와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5) 이상적 대화 상황의 특성을 맥카시(Tbomas McCartby)는 “보다 나은 주장의 비강제적 
힘(tbe unforced force of betrer argumemt 이외의 어떠한 동기도 참여^~들이 가지고 있 
지 않는 상태로 표현한다{McCarrby 1987,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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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이해와 욕망은 그 표현의 양 

상에 있어 역사적， 제도적 조건에 의해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버 

마스는 헤첼의 칸트 비판-경험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의 이분에 대한 을 

받아들여 도덕적 사고에 있어 행위 및 규범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험적 이해 

문제를 배제시키는 경우 행위나 규범의 보편화 가능성의 절차를 제약 또는 왜 

곡시키게 됨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버마스는 합의의 

조건으로서 당사자 모두의 이해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한다. 즉， 각 개인은 ‘도 

덕적 관점’에서 행위나 규범이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합리적인 동기부여와 비강제성이 보장 

되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보다 포괄적인 의사소통 행위의 이론화를 통해 합리성의 개념과 

논쟁(argumenration)을 연관시카고 보편화 원칙의 행위이론적 기초를 체계화한 

다{Habermas 1984). 하버마스는 합리적 행위는 필연적으로 논쟁과 연결되어 있 

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합리성은 어떠한 지식 그 자체의 성격보다는 그 지식 

이 사용되는 양식과 연관된다. 즉， 일상적 언어 사용에 있어 누가 합리적이라 

든지 어떠한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행위와 주장이 당사자 및 관 

련자들에 의해 비판되거나 옹호될 수 있고， 따라서 정당화딸 수 있음을 의미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에서 합리성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의사 

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Jity)"이야말로 객관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연관된 “인지적-도구적 합리성(cognitive-instrumenraJ rationaJity)"의 개념을 보완 

하는 보다 근본작 차원의 합리성 개념이라는 것이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 

마스는 합리성에 대한 언어행위적 해석을 통해 도구적 합리성으로 편향되게 

인식되는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고조되는 지적 분위기를 극복 

하고자 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인간의 언어사용이 여 

러 유형의 ‘타당성 주장’을 포함함에 따라 의사소통의 구조 자체에 내재하게 

된다. 명시적으로 표출된 타당성 주장틀은 펼연적으로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타당한 근거의 제시를 펼요로 하며 이는 논쟁(argumenration)과정의 발단 

이 된다. 논쟁과정은 일상적 의사소통에 내재하는 합리성의 기준을 토대로 전 

개되며 ‘근거 제시(grounding)’와 ‘학습{Jearning)’과정으로 구성된다. 

하버마즈는 의사소통 행위의 발단을 자발적 이해/합의(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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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의 필요성에서 찾논다. 하버마스논 칸트적 가치영역의 분리를 토대 

로 그에 상응하논 행위유형과 합리성을 구분한다. 이 중에서 의사소통 행위와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여타의 사회적 행위유형과 합리성 기준의 기초가 되며 

따라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행위와 합라성의 

우위성을 언어학적 분석틀을 통해 정당화하려는 데는 디음파 같은 이유가 있 

다. 첫째로， 자유， 자율， 평등， 상호존중 등의 도덕적 이상을 열상적 의사소통의 

펼수 전제(counterfactual presuppositions)로 규정하는 경우 보편주의적 규범론의 

수립이 가능해지며， 윤리적 논의를 상황 가변적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전개함 

으로써 합리적 합의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의 

사소통의 규범론이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합리성의 개넘을 새로운 차원에서 재구성한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계몽주의적 관점의 포기가 아년 계승을 통해 이해하고 분 

석할 수 있게 한다 즉， 하버마스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도구적 합리성의 체계 

적 지배의 확대와 이에 따른 “의사소통적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로 파악하는데 

(Habermas 1987 a), 의사소통의 규범론은 의사소통적 생활세계에 내재하는 의사 

소통적 합리성의 척도룹 밝힘으로써 현설 비판의 기준을 제공하는 의미를 가 

지게 된다 

하버마스는 일상적 언어의 사용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음 

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저의 차원에서는 완전한 상호성과 자율성， 그리고 연대 

성(s이idarity)이 보장되는 이상적 대화 상황이 전제되고 가대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소통의 규범론은 다음과 같은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 

다. 첫째， 이 규범론은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제도와 관행의 정당성을 문제시 

할 수 있논 보편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결친 논의의 활성화를 통 

한 참여적 민주주의의 기반 확대에 기여한다 둘째， 의사소통의 규범론은 민주 

주의의 절차적 정의의 이상형을 제시한다. 하버마스는 가존의 서구 민주주의 

에서의 “사이비 타협(pseudo-compromises)" , 즉 강자의 이해가 입법과정을 거쳐 

설현되는 상황을 후가산엽사회의 “정당성의 위기”의 정후로 본다. 하버마스는 

공적 이해와의 부합성의 기준이 되논 공정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타협은 사이비 타협이며， _1-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민주주의는 더 

이상 시민의 의사형성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 권위의 수립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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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Haberm잃 1975 , p.123)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의 규범론은 공공 

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는 공정한 토론과정의 

결과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재구성적 과학의 틀 내에서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라 할수 있다. 

N. 절차주의적 민주주의 모탤 

하버마스는 그의 논문 r민주주의의 세 가지 규범적 모델J(l996)에서 자유주 

의와 공화주의의 민주주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두 모댈이 가지는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절차주의적 민주주의론을 제시한다. 절차주의적 

관점은 공화주의에서 강조되는 공공 영역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자유주의 

적인 입헌주의와 보편주의를 의사소통의 구조에 근거하여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정립된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토의 정치(deliberative politics)" 또는 “토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이념과 실천을 토대로 하며， 개방적 참여가 

보장되는 의사소통 구조의 확보를 통해 사적 자울성과 공적 자융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형태이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으로 해석되는 중립적 절차주의 보다는 넓은 의미를 함축하며， 체계적 목적합 

리성과 생활세계적 합리성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대안으로서 

의 성격을 갖는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시민과 정치에 대한 개념화에 있 

어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자유주의적 관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논 

의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시민의 지위는 그들이 국가와 다른 시민에 대하여 갖 

는 소극적 권리와 자유에 근거해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 정치 또는 

민주주의적 과정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의 수렴과 공적인 행정기구를 통한 중 

재와 관련하여 이해된다. 민주주의적 과정은 경쟁하는 이익 사이의 타협이라 

는 형태로 전개되며， 공정성은 일반적이고 평등한 투표권， 의회라는 대의기구， 

결정규칙 등에 의해 제공된다. 또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공론의 장과 

의회에서의 의사형성과정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집단들간의 경쟁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는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는 유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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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에 의존한다 여기에서 표를 통한 유권자들의 결정은 시장에서의 선택 

행위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즉， 자유주의적 모텔은 토론하는 시민들의 자율 

적인 민주주의적 결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선호를 충족시킴으로써 본 

절적으로 비정치적인 공동션을 보장하는 경제사회의 법적 제도화에 의존한다. 

이에 비해 공화주의 모텔은 자율적인 시민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이성의 공 

적 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를 보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화주의적 관점은 정치를 중재기능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체로서의 사 

회를 형성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설체적인 윤리적 

삶의 성찰적 형식으로 이해한다 시민들의 지위와 정치적 권리는 그들이 사적 

개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에 의해 규정된다기보다는 정치적 참 

여와 의사소통의 권리를 포함하는 적극적 자유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정치 

적 권리는 외적 강제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실천에 참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공론장과 의회에서의 정치적 의사형 

성은 시장의 원리와 구조가 아니라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공적 의사소통에 내 

재하는 원리와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시민들에 의한 자기업법의 실천으로 이 

해되는 공화주의적 정치의 패러다임은 개인의 선호가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 

윤리적 가치문제가 경쟁하는 대화의 장이며，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전체의 

정치적 자기조직화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적 공론장 

은 그것의 토대인 시민사회와 더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 

하버마스는 이상의 두 관점들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절차주의적 민 

주주의의 규범적 모델을 제시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자유주의 모델은 다소 

간 현실적이지만 규범적 내용이 약하고， 공화주의적 모델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반영하지만 “과도한 윤리적 부담”에 의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한계를 갖는다. 하버마스는 대안으로서의 절차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의 기초가 

되는 토의 정치의 관점은 공화주의적 관점보다는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자유 

주의적 관점보다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토의 정치에 근거한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주의적 

개념은 자유주의적 공정성(입헌주의적 원리)과 공화주의적 의사형성(민주주의 

적 공론장)의 요소들을 수용하여 이들을 토론 및 의사결정을 위한 이상적 절차 

라는 개념 속에 통합함으로써 구성된다. 이러한 절차주의적 관점에 의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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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보편적 인권이나 특수한 공동체의 구체적인 윤리적 설체로부터 벗어나 

담론의 규칙과 논증의 형식 속에 자리잡게 된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사회를 

규울하는 규범의 내용은 바로 의사소통 행위의 구조에서 도출되고 정당화된다 

공화주의와 마찬가지로 절차주의적 토의 정치는 정치적 의사형성이 이루어 

지는 공론장을 민주주의의 중섬 무대로 섣정한다. 그러나 토의 정치는 입헌국 

가의 원리틀을 민주주의적 의사형성에 요구되는 의사소통 형태의 제도화라논 

차원에서 중요시한다. 즉， 토의 정치는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절차와 조건의 제도화에 의해 그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고 

본다. 특히 절차화된 국민주권이나 정치적 공론장의 연계망에 기반하는 절차 

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은 ‘탈중심화된 사회’관과 친화력을 가지며， 따라서 국가 

를 중심으로 하는 목적지향적 거대주체로서의 사회적 전체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논다. 또한 이 개념은 시장을 모델로 삼아 권력과 이익의 상호작용을 

기계적으로 규제하는 자유주의적 헌법 규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토의 정치는 실천적 관점에서 주체 또는 의식철학의 전제들을 거부한다. 자 

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의식철학적 전제들로부터 탈피하 

지 않으면 시민적 자기결정의 실천을 하나의 집합적 주체로 귀속시커거나， 법 

치(ru1e of law)를 다수의 고립된 개인적 주체들에게 적용하게 된다. 이에 비해 

토의 정치의 관점은 의회와 비공식적 공론장의 연계망 모두를 관류하는 의사 

소통 과정의 ‘상호주관성’을 이론화의 토대로 한다. 즉， 상호주관적 의사소통 

형식들이 공식/비공식적 공론장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사형성의 가능성을 

확보해 준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비공식적 여론형성은 

‘영향력’을 산출하며， 이 영향력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의사형성의 채널과 문화 

적으로 동원된 공중-이러한 공중은 국가와 경제 모두와 구별되는 시민사회 

의 연합체들 속에서 그 토대를 발견한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적 권력’으로 변형되고， 이 권력은 다시 입법을 통하여 ‘행정적 권력’으로 변형 

된다.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하여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변형되는 공론은 스스 

로 지베할 수 없고， 행정권력의 사용에 있어 특정한 방향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자유주의 모텔에서와 같이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모텔에서도 ‘국가’와 ‘사 

회’간의 경계는 존중된다. 그러나 이 경우 시민사회는 경제체계와 행정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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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구별되는 자율적인 공론장의 사회적 토대로서 이해되며， 근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의 필요를 충족시카기 위해 사용되는 화폐， 행정권력， 연대성이라는 

세 가지 자원 중 연대성의 새로운 원천으로 기능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마스 

는 연대성이 사회통합의 다른 두 메카니즘인 화폐와 행정권력을 견제함으로써 

이틀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점은 연대성의 사회통합력은 이제 공유하는 문화적 전통과 윤리적 합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넓게 확장되고 분화된 공론장을 통하여， 그리 

고 볍적으로 제도화된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의 제도적 절차를 통하여 형성 

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논 것이다.6) 

v.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사소통론적 재구성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하버마스의 주요한 관심 중의 하나는 ‘사회적 통합’ 

과 ‘정당성’의 관계이다. 즉， 근대 이후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공동체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매개가 무엇인가， 그라고 그러한 매개의 정당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법과 

민주주의의 영역에 적용한다. 또한 그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이 제도적 현실 차 

원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본 

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버마스의 문제의식은 현대의 입헌적 민주주의국가가 

당면한 문제점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즉， 복지국가의 설패와 자유주의 

적 패러다임의 한계의 노정에 의해 입헌주의적 틀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 대 

응하여 이론적 대안으로서 토론 민주주의론이 전개되었는데， 하버마스도 공적 

토론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라한 이론적 노력에 자신의 의사소통 패 

러다임을 통해 기여하고자 한다. 

사설성과 타당성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고대로부터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근대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형이상학적， 종교적 세계관이 와해되고， 사 

6) 이라한 그의 문제의식은 자유주의적 정치문화를 공통분모의 하나로 포함하며， 입헌국 
가적 원리와 민주적 시민권의 설질적 보장을 통해 형성되는 “입헌적 애국섬 
(constitntional patriotism)"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된다-(Habermas 1 996a, pp.465-466, 
4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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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합리화와 이에 따른 다원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실성과 타당성의 분화와 

괴리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 양자의 결합을 새롭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연 

법사상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면서， ‘자유주의’와 ‘시민적 공화주의’의 두 갈래 

가 대립의 관계를 유지하며 형성되었다. 하버마스는 이 두 갈래의 사상체계가 

궁극적으로 사실성과 타당성 사이의 긴장과 갈등 관계를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실천적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근 

대적 사회상황에서 법의 기능을 사회조정과 통합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취급한다. 

『사실성과 타당성』은 법과 기본권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화， 법치와 입헌국 

가에 대한 규범적 설명，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경험적 접근의 결합을 시도 

한다. 이를 위하여 하버마스는 학제적 접근을 통한 재구성을 추구하며， 면밀한 

논리성과 고도의 추상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개념과 이론들을 그에 대한 비 

판적 평가와 함께 의사소통론적으로 재해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버마스가 

취하는 이론적 관점은 이른바 이중적 관점(dual theoretical perspective)으로서 사 

실성과 타당성 사이의 긴장을 이론화하기 위하여 사회학과 규범철학적 접근을 

동시에 적용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편으로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의 이론적 

논의가 법과 정치의 영역에 적용될 때 가질 수 있는 함의들을 검토하는 작엽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사실성과 타당성』의 중심 테제는 ‘법치 또는 입헌국가는 토론민주주의와 

내적인 연관성을 갖는다’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탈언습 

적 도덕은 법의 형식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을 그들의 동기부여에 의폰하지 않고 규제하논 것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법치 

사회에서는 전략적/도구적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지만， 그러한 행위는 궁극적으 

로 의사소통적 합의의 원리에 의해 제약되며，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국한된다. 법이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즉， 법은 정당성의 요 

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성과 타당성』의 전체 구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l장과 2장 

은 예비적 고찰로서 특히 l장은 사실과 규범의 사회적 매개의 한 범주로서 법 

이 가지는 내적 긴장과 근대적 상황에서의 법의 특수한 역할을 이론적으로 재 

구성하고 었다. 개념틀의 구성에 있어 『의사소통행위이론』에 의거하논 하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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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출발점은 근대법의 이중성(the paradoxical duality of modern law)에 대한 

고찰이다. 물론 근대법의 이중성은 법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사 

회적 현실과 합리적 주장으로서의 정당성 간의 갈등， 실제적 법 형성과 집행 

및 강제의 차원과 보편적 수용가능성의 문제 등은 플라톤의 『법률』 이래 법철 

학의 중심적 문제였다. 근대 이후 특히 옐리네크(떠Geo아r탱g Je꺼e터11…lin빠1 

격과 관련하여 존재와 당위를 엄격히 구분하면서도 또한 그 연관성에 주목한 

다. 그논 “사실의 규범 력(normative Kraft des Faktischen)"(Jellinek 1980, 327ff)에 

근거하여 법규범의 원천을 사실， 역사， 힘에서 찾으면서， 동시에 “법의 설정성 

은 ... 최종적으로 항상 법의 타당성에 대한 확신에 관련되고 있다"(324)고 주 

장한다，7) 

하버마스는 근대법의 이중성 및 정당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칸트의 ‘법적 타 

당성(Iegal validity, R째tsgl짜ung) ’ 개념을 중요시한다， 칸트의 법적 타당성 개념에 

서 사실성과 타당성은 어느 한 편으로 환원되거나 융합되지(fused) 않고 상호긴 

장 관계 속에서 서로 얽혀(intertwined) 있다. 즉， 칸트에 있어 강제와 자유의 조 

화， 법과 도덕의 결합은 법 내적인 사실성과 타당성의 긴장을 축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칸트가 궁극적으로 법을 도덕에 종속시킨다는 점을 

문제시한다. 즉， 형이상학적 틀에 의존하며 경험세계를 배제하는 칸트의 경우 

선험적으로 통합된 이성은 설제적 토론 이전의 합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문제 

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이성 또는 보편적 규범성에 대한 탈형 

이상학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가 해결하고자 하 

는 문제는 형이상학적， 신학적， 역사철학적 접근이 설득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 

η 나아가 옐리네크는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것의 구분과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즉， “모든 법규범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순수이론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고] 
.. ，국가형태의 정밀한규정， 최고국가기관상호간의 원리적인 관계， 역사적인 힘이 헌 
법의 존속이나 변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문제가 될 때에는.，. 구체적인 정치적 諸力을 

상세하게 평가함으로써만 해결된다… 형식논리는 국법상의 기초개념의 확립에 있어 

서 그것이 구성적 방법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라고 생각된 역할을 오랫동안 하지 않 

고 있다… 정치상 볼가능한 것은 성설한 법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설성 

을 얻을 수 없는 것은 결코 볍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최고국가기관의 행위는 적 

법성이 추정된다"(pp.1 ’ -16) 이러한 옐리네크의 견해는 하버마스가 이론적으로 그 가 
능성을 추구하는 “내재적 초윌성(immanenr transcendence)"의 정당화 노력과 비교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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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도구주의적 해석을 다른 한편으로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라논 물음이다. 이에 대해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패러다임이 그 가능성을 보 

장한다고 본다. 사설성과 타당성의 긴장이 법을 구성하는 핵섬 축이라고 할 때， 

이러한 긴장을 환원주의의 오류를 회피하면서 이론화하기 위해서논 의사소통 

행위론에 기반한 법-정치이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론이 이중 

성의 긴장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라한 긴장은 언어사용의 차 

원， 근대법 내부의 차원， 그리고 법과 사회현실의 차원 모두어l 나타난다. 법적 

타당성의 이중성과 긴장의 구조를 개념적으로 정립하려는 하버마즈의 실천적 

관심은 이라한 긴장의 균형이 사설성의 요구， 즉 사회적 생산 맺 재생산과 관 

련된 이해의 차원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근대적 상황의 특정을 사실성과 타당성의 긴장이 심화되는 현상 

에서 발견한다. 사회적 갈등의 해결， 즉 의사소통적 합의를 위해서는 집단적으 

로 공유되는 생활세계적 공감대가 요구된다. 그러나 근대의 출현과 더불어 다 

원화와 합리화， 기능의 분화현상이 심화되어 공유되어온 의식적 기반이 와해 

되고， 이에 따라 갈등의 해소가 ‘전략적 행위(strategic action)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괴리현상을 심화시킨다. 자본과 관료제적 권력의 등 

장은 생활세계와 분리된 이른바 “체계 통협"(system integration)"을 초래하고 의 

사소통적 합의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근대법은 이러한 사회상황t생활세계적 

자원 및 공동체적 유대의 파괴와 물질적 재생산과 연관된 기능적 요구의 증대) 

에서 나타나는 사회조정(social coordinatio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다. 

이러한 근대적 사회상황의 특성에 의해 근대법은 이중적 성격과 과제를 부여 

받는다 즉， 한편으로 법은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 

러한 법은 타당성 주장에 기반하여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합리적 기 

준에 의거해 수용할 수 있도록 토론의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사실성과 타당성 사이의 긴장은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내적 긴장의 차원은 칸트에 있어서의 자유 의지와 보편법칙 사이의 관계로서 

규범철학적 접근을 펼요로 한다. 이에 비해 외적 긴장의 차원은 입헌-민주적 

법 질서의 요구와 사회 권력의 정당성 조건 침해와 관련되며， 이의 분석을 위 

해서는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로 된다. 이에 따라 하버마스는 롤스Oohn Raw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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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루만"(Nicolas Luhmann)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 이들 이론이 전자 

의 경우 사회학적 분석이 결여되고 후자의 경우 규범성을 도외시함에 따라 양 

자 모두 긴장의 한 측면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규범 

적이며 동시에 경험적인 이중적 관점이 펠요함을 역설한다. 즉， 참여자적 입장 

에서의 법체계에 대한 규범적 이해와 동시에 관찰자적 입장에서의 외적 메카 

니즘과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이 요구된다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 

버마스는 베버와 파슨스의 이론이 줄 수 있는 교훈적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이 

들의 이론을 2장 말u]에서 논의한다 이들 이론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하버 

마스논 법이 엘련의 공적 규범으로 구성되는 ‘지식의 처l계’이자 동시에 사회적 

맥락을 갖는 엘련의 제도와 ‘행위의 체계’라는 사심을 강조한다. 

이어서 3장과 4장에서 하버마스는 근대 입헌 민주주의국가의 규범적 자기이 

해와 관련하여 정당한 법체계가 어떻게 수립가능한가의 문제플 다룬다. 하버 

마스는 정당한 법체계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실현되논 ‘사적 자율성 

(private autonomy)’과 민주적 참여를 통해 보장되눈 ‘공적 자율성(public 

autonomy)’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 법에 대한 자유주의 

적， 그리고 공화주의적 해석틀의 대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국가권력과 정치， 그 

리고 법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체계기능론적 권력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권력(communicative power)’ 개념의 도입을 통해 

법의 기능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법은 의사소통적 권력을 행정적 권 

략으로 변환시키는 매개의 기능윤 담당한다. 5장에서는 법이론 자체， 특히 볍 

현실주의， 법해석학， 법산증주의， 그리고 드윌킨(Ronald Dworkin)의 사법결정과 

정이론 등을 고찰하고， 6장에서는 권력분럽의 문셰와 대법원의 기능에 대해 논 

의한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사설은 사법적 논증 과정이 상호주관적이며， 여 

타의 가지들에 비해 가본권은 당위작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법원 

의 기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입법과정이 담론에 의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콜 갖는다눈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 

해 하버마스는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주의적 접근의 윤곽을 보다 구체화 

시킨다. 

7장과 8장에서는 경험적 사회과학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즉 규범적 

모델이 어 r~'ll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연관되며， 나아가 규범적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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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떠한 형태로 사회적 권력과정 속에 실체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 

룬다. 이러한 문제틀은 사회적 사실과 법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외적 긴장의 문제들이다. 여기에서 하버마스는 현대사회에서의 사회통합과 연 

관된 법과 정치의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을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지 

속적으로 공론장의 의미와 기능올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법치와 민 

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접 

근법으로서의 절차주의적 패러다임은 최소정부와 법 앞의 형식적 평등， 법적 

확실성을 토대로 개인의 자유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19세기의 자유주의적 패 

러다임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세기에 등장한 사회복지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 지나치게 형식 

성에 국한되고， 사회복지적 패러다임이 사회적 효용성이라는 구체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을 도구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패러 

다임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 개인의 평등적 권리와 정치적 자결의 내적 

연관성을 이론화하고， 이에 기반한 설천적 대안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VI. 맺는말 

하버마스의 근대성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규범성과 사실성， 긍정과 부정， 수 

용과 비판의 양립적 계기를 모두 내포한다. 한 예로 계몽주의적 기획의 일부인 

보편주의적 규범론은 한편으로 근대사회의 출현 및 발전과정과 맞물려 형성된 

근대적 이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정당화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 

론장의 현실적 와해에 대한 이론적 대응으로서 근대사회의 구체적 발전과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가능케 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즉， 현실의 지배적인 생활 

양식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로서 내재적인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상대 

주의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자기성찰척 현실비판의 가능성 

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물론 의사소통의 규범론은 근대 계몽주의적 기획의 실 

현을 위한 그의 보다 광범한 “합리적 재구성(ration외 reconstruction) " 또는 “재구 

성적 과학"(reconstr따ive science)"의 수립， 즉 철학과 사회과학의 유기적 통합 노 

력의 일부이다. 따라서 그의 규범론은 “언어학적 전환(Iinguistic turn)"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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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화용론 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등의 학문영역과 긴밀한 연관을 가 

지고 체계화된다. 아울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적 이론의 수립에 있어서 

도 사회학적 체계기능론과 규범철학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하버마스의 재구성적 정치이론이 가지는 일반적 특정은 민주주의의 규범적 

모넬을 정립하고 구체적 규범원리들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함 

에 있어 이른바 ‘절차주의적’ 시각을 수용한다는 점이다. 즉， 정당한 원리는 일 

련의 절차적 규칙이 준수되는 결정과정의 결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원칙적으로 규범적 원리의 정립에 있어 다수결의 원칙을 거부한다. 

이는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민주주의론이 가지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반영하 

는 것으로， 현실적 정치세계에서의 타협 또는 ‘사이비 타협’의 결과를 정당성 

의 차원에서 평가하기 위한 원리의 정립은 이해의 조정과 연관된 다수결에 의 

존할 수 없다는 신념에 기반한 주장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하버마스는 공정성 

으로 특징지어지는 ‘도덕적 관점’의 정당화가 다양한 주장들의 타당성을 평가 

하기 위한 기초로서 요구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여기에서 도덕적 관점은 ‘이성 

의 공적 사용’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도덕적 관점은 

민주적 입헌체제 형성의 원리적 기초이며， 따라서 하버마스의 정당화 기획은 

근대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버마 

스는 공론장을 통해 현실화되는 의사소통적 이성과 합리성을 사회 구성과 운 

영의 원리로서 확신함에 따라 자유입헌주의와 법치의 원리를 옹호하며， 정치 

적 낭만주의에 근거한 급진적 민주주의와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특수주의적 

해석 모두에 반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장경 

제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해석이나 ‘과도한 윤리적 부담’의 한계를 지닌 공화주 

의적 해석에 대응하여 절차주의적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법의 타당성과 권위는 법의 수립 ‘과정’에 의해 확립된다 

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과정’의 문제는 철저하게 ‘정치’의 문제이며， 이에 따 

라 법의 타당성의 문제는 민주주의적 절차의 문제로 귀결된다. 하버마스가 강 

조하는 절차주의적 민주주의는 입헌국가 체제내에서의 민주주의의 최우위적 

지위와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해석의 모델인데， 여기에서 절차는 제반 사회적 

권위의 수립 기반이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절차의 합리성과 보편성이 확 

보되지 않고는 법의 타당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타당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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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야 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확산 여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또한 하버마스는 사회통합의 기능과 관련하여 연대성(s이idarity)을 중요시한 

다. 공동체적 유대는 우선적으로 공유하는 전통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형성되 

며， 사회의 응집력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기초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공동체적 유대만으로는 합리적 사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며， 사회 구 

성원들이 자기 이해의 설현이 현설 사회 속에서 가능하고 실제로 보장되고 었 

다는 실질적 차원에서의 확선이 더불어 요구된다 하벼마스는 이러한 양자의 

조화와 결합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이른바 “합리적 이해/합의”라고 본다. 그리 

고 이러한 이해/합의를 보장하는 절차가 “합리적 논쟁(rational argumentation)" 

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입법과정의 전형적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입법과정의 합리화와 개방화는 입헌주의적 원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 

라 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보편화 원리’와 ‘담론의 규칙틀’에 대한 분석이나 

‘사이비 타협’과 ‘토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 수렴’의 구분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 

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속에서 나타난 하버마스가 지향하는 사회의 형태는 유토피아적 

인 이상사회가 아니라 “합리적 사회(ration외 society)"라 할 수 있다. 정치 권력 

의 형성과 행사가 의사소통적 권력에 기반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보장되고， 공론장이 활성화되어 사적 자울성과 공적 자융성의 조화가 가능하 

게 되는 합리적 사회의 수립 조건을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노 

력이 하버마스의 재구성적 정치이론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합리적 재구성’ 

기획을 그 기준과 목적의 규명을 통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구성의 기저에 존 

재하는 그의 일관된 문제의식을 파악하눈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 

문에서는 공론장， 의사소통의 규범론，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상 

관성이라는 주제들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 주제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각 주제들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체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으며， 여기에서 하버마스의 일관된 문제의식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하버마스 

는 의사소통 이론에 의해 재개념화된 근대적 합리성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규범적 이상성을 개념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철학적 작업이 필요 

하며， 아울러 이상성을 현실 사회의 조직과 운영의 실천적 영역과 관련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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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경험적 사회과학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버마스가 개념 

화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규범성과 사실성의 긴장을 기본 구조로 하며， 

따라서 어느 한 차원에 국한된 이론적 관점으로는 합리성 자체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일면적 이론들은 합리성의 구조와 내 

용을 왜곡시키는 결과롤 초래한다. 또한 합리성의 왜곡은 굽극적으로 이론의 

차원에서 근대이후의 사회적 현섣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불완전성을 초래하고， 

설천의 차원에서는 ‘해방적 관섬’에 기초한 사회적 성찰성을 감소시킨다. 하버 

마스의 재구성적 정치이론은 바로 이러한 문제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의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Baynes, Kenneth. 1992. The Normative Grouη짜 0/ Socia! Criticism. Albany: SUNY 

Press. 

Benhabib, Seyla and Fred Dallmayr, eds. 1990, The Comm，μηicative Ethics Coηtroversy. 

Cambridge: The MIT Press 

Calhoun, Craig, ed. 1992, Habermas and the Pιblic Sphere. Cmabridge: The MIT 

Press 

Habermas, ]ürgen. 1970, Toward a Rationa! Soc，찌， tr. by ]eremy Shapiro, Boston: 

Beacon Press. 

___ , 1972, Kotνle，째'e aηd Humaη Interests, tr. by ]eremy Shapiro, London: 

Heinemann. 

____ , 1975, Legitimation Cη'StS， tr.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 1977, “ Hannah Arendt’s Communications Concept of Power", So，α’'a/ 

Research 44, 1. 

___ , 1979, Commιnication a찌 the Eν'01.ιtton 이 Society, tr.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___ , 1984, The Theoη 0/ Communicative Actioη， ν 1. tr. by Thomas McCarthy, 

Hoston: Beacon Press. 



136 

___ , 1987a, The Theo’? 이 Comm.ιnicativ~ Action’ v.2. cr.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___ , 1987b, The Philosψhica/ Discollηe 0/ MlXkrni.η， 다. by Frederick Lawrence 

Cambridge: The MIT Press. 

____ , 1989a. The Structllra/ Transformaμoη 아 the Pι'hIic 얘'here， tr. by Thomas 

Burger, Cambridge: The MIT Press. 

___ , 1989b, “The Public Sphere: An Encyclopedia Article", in Stephen E. 

Bronner & Douglas M. Kellner, eds. Critica/ Theoη and Society, New 

York: Routledge. 

____ , 1990a, Mora/ Consciollsness and Commllnicative Action, tr. by Christian 

Lenhardt & Shierry W. Nicholsen, Cambridge: The MIT Press. 

___ , 1990b, “')ustice and Solidarity: On the Discussion Concerning ‘Stage 

6"’, in M. Kelly, ed. Hδ%ηelltics and Critica/ Theoη iη Ethics and POιú，α. 

Cambridge: The MIT Press. 

___ ， 1993 ， Jι'stification aηd App/icatioκ tr. by Ciaran P. Cronin, Cambridge: 

The MIT Press. 

____ , 1996a, Between Facts and Norms: Co까서'blllÌons to a Disco.ιrse Theory 0/ μw 
and Democr.쩌 Cambridge: The MIT Press. 

___ , 1996b, “Three Normative Models of Democracy", W현대성의 새로운 

지펑.1， 서울: 나남. 

Holub, Robert c., 1991 , j바-gen Habermas: CηttC 까 the Pι'b/ic Sphere, New York: 

Roudedge. 

Jellinek, Georg., 1980, A뺑tmeine Staatslehre, l'일반국가학.1， 김효전 역， 태화출판샤 

McCarthy, Thomas., 1987, The Critica/ Theory 0/ jiirgen Habermas, Cambridge: The 

MIT Press. 

Rasmussen, David., 1990, Reading Habermas, Cambridge: Basil Blackwell. 

___ , ed. , 1990, U，ηiversa/ism ν~. c，αmmunitarianism: Contemporaη Debates in 

Ethics, Cambridge: The MIT Press. 

White, Stephen K., 1988, The Recent Work 0/ jiirgen Habermas, Cambridge: C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