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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더 나은 논변’ 테제의 두 요건*,
49)

*****

**

변 문 숙

【주제분류】정치철학

【주요어】심의 민주주의, 토의 민주주의, 하버마스, 코헨, 더 나은 논변의 힘

【요약문】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작이 늘어나면서 심의 민주주의라는 명칭

을 사용하거나 논의에 참여한 이론가들을 모두 일종의 심의 민주주의자로 간

주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렇게 느슨한 용법이나 포용적 시각은 심의 

이념의 본질을 가리는 요소들을 허용할 수 있다. 이를 경계하기 위하여 본고는 

심의 이념의 상징 문구가 된 “오직 더 나은 논변의 힘”에 의해서만 강제된다는 

표현의 철학적 배경과 논리적 함축을 고찰하고, 심의 민주주의 이론이라면 적

어도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건들을 도출한다. 그리고 사례를 제시하면서, 첫째 

요건인 ‘규범적 타당성 요구의 요건’을 결여하면 심의 이념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없고, 둘째 요건인 ‘반독단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심의 이념의 정

합성이 확보되지 않음을 보인다.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심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더 나은 논변”에 의

한 지배�(2014.8) 제2장의 수정⋅보완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심사자분들의 제

언에 감사드린다. 내용의 흐름상 이번 논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후속 연구

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

** 이 논문은 2015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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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남용이 가속화되어,1) 이제

는 자칭 민주주의가 아닌 정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그런데 다소 과장하자면, 최근 약 30년 동안 이와 유사한 상황이 심

의 민주주의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도 벌어졌다. 정치 현장에서 이성적인 논

의나 합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일부 비판자들을 제외하고, 대부

분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자신의 이론을 심의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제시하

였던 것이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론을 심의 민주주의를 대체할 모델로 제시

하거나, 심의 민주주의의 중심 기조에 도전하는 이론가들도 심의 민주주의 

논의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일종의 심의 민주주의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2) 

하지만 토의를 강조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자신의 입장을 심의 민주주의 

이론으로서 제시하거나,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론가

를 일종의 심의 민주주의자로 간주하는 식의 느슨한 용법과 포용적 시각만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이념의 방만한 해석은 그 이념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여러 의미를, 심

지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것처럼 통용되는 현상을 바로잡고자 진정한 민

주주의관을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3) 심의 민주주의에 대해

1) C. B. Macpherson, The Real World of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pp.1∼2

2) 가령, 정규호는 심의 민주주의를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롤즈 계열, 하버마스 계열 이

외에 드라이젝, 여성주의적 이론가들과 녹색정치 이론가들을 묶어 성찰 중심적 심의 

민주주의로 분류하면서 이성적 논의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는 영(Iris M. Young)까지 

여기에 포함시켰다. (정규호, “심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논리의 특성과 함의”, �시민

사회와 NGO�, 2005, 제3권, 제1호, pp. 29∼54 참조.) 김명식의 논문에서는 블로그

(Richard Blaug)의 분류가 간략히 소개되었는데 (R. Blaug, “New theories of 
discursive democracy: A user’s guide”,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vol. 22, 
1996), 블로그는 심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공화주의, 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다양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이성적 합의를 지향하는 하버마스와 롤즈의 

심의 민주주의를 강하게 비판한 무페(Chantal Mouffe)를 포스트모더니즘의 부류에 

포함시킨다. (김명식,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민주주의”, �철학연구�, Vol. 65, 
2004. 참조) 

3) 맥퍼슨(C. B. Macpherson)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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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부정적 요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은 유의미할 것

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심의 이념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되

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특정한 심의 이론이 아니라 심의 이념의 핵심을 규

명한 예를 엘스터(Jon Elster)와 프리만(Samuel Freeman)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심의 이념에 공감하는 입장에서 여러 이론가들이 공유하

는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이른바 “주요” 또는 “대부분”의 옹호자들이 인정

할만한 특징들을 전자는 압축적으로, 후자는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한다.4) 

4) 엘스터는 심의 민주주의의 핵심을 ‘민주주의’ 부분과 ‘심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

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어떤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이나 그들의 대표자

가 참여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합리성(rationality)과 불

편부당성(impartiality)의 가치에 헌신하는 참여자들에 의해 또는 그러한 참여자들에

게 제공되는 논변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말한다. (J. Elster, “Introduct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ed. J. Elst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이하 

Elster 1998로 표기, p.8) 프리만은 심의 민주주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7 가지로 요

약한다. “정치적 관계의 이상으로 인식된 심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정치적 행위자들

이나 그들의 대표자들이 ⒜ 집단적으로 심의하고 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 그들

의 진실하고 정보에 기초한 판단에 따르며 ⒞ 시민들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법안들을 

다룬다. ⒟ 정치적 행위자들은 서로를 시민적 삶에 참여하는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평

등한 민주적 시민들로 간주한다. ⒠ 헌법적 권리들과 모든 목적에 가용한 사회적 수단

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시민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한 좋음에 대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정치

적 목적들로부터 독립된 것이지만 공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자유롭다. 더 나아가 ⒢ 자유로운 시민들은 좋음에 관한 다양하고 일치하

지 않는 견해들을 가지고 그것들은 기본권들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호된다. 그러한 다

양성 때문에 ⒣ 시민들은 공적인 정치적 심의에서 모든 합당한 시민들이 민주적 시민

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고려사항들인 공적 근거들을 인용하고 자신들의 특정한 도덕

적, 종교적, 철학적 견해들의 특이한 근거들과 공적 이성과 양립불가능한 공적 논변은 

피할 의무를 인정한다. ⒤ 이러한 근거들을 공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들이 시민

들의 공통된 이해관심들에 관련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 

시민들의 공통된 이해관심들에는 그들의 자유, 독립, 그리고 동등한 시민적 지위가 주

요한 것으로 포함된다.“ (S. Freeman, “Deliberative Democracy: A Sympathetic 
Comment”,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29, No. 4, 371∼418, Autumn, 
2000, 이하 Freeman 2000으로 표기, p.382) 참고로, 국내에서는 주요 심의 이론가들

만을 병렬적으로 소개한 연구와 (장동진, �심의 민주주의: 공적 이성과 공공선�, 박영

사, 2012 참조), 심의 민주주의 이론가들 간의 차이를 쟁점을 중심으로 대비한 이영재

와 오현철의 연구는 각 이론가의 미세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이영재, “토의 민주주

의의 쟁점과 과제” �정치비평�, 통권 제13호, 2004; 오현철, “토의민주주의 이론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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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규정들은 규범적인 심의 이념에 대한 이해를 돕지만 “주요” 

또는 “대부분” 옹호자들을 그렇지 않은 옹호자들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

며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 사회의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규정

들이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부분을 부각시켜 알기 쉽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심의 이념을 언급할 때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신조(信條)에 초점을 맞춘다. 그 신조는 바로, 정치적 논의가 “오

직 더 나은 논변의 힘”에 의해서만 강제(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

는 이 신조를 ‘더 나은 논변’ 테제라고 명명하고, 그것이 도입된 철학적 배

경과 논리적 함축을 고찰하여 이로부터 심의 이념의 두 가지 요건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심의 민주주의를 명시적으로 표방하면서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들의 난점을 조명하면서, 심의 이념이 고유한 정체

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핵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을 보일 것이다. 

Ⅱ. ‘더 나은 논변’ 테제의 철학적 배경과 함의

알려진 바와 같이 ‘심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미국의 정치 이론가 베셋

(Joseph M. Bessette)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지만 그의 목표는 의회의 건전

한 심의 기능 회복에 머물렀다.5) 오히려 심의 이념이 철학적 논의로 발전하

기 시작한 데에는 프랑스 출신의 마냉(Manin)의 역할이 컸다. 미국 헌법 입

안자들의 견해를 주로 다뤘던 베셋과는 달리, 철학과 정치학을 함께 연구한 

마냉은 미국의 정치철학자 롤즈(John Rawls)를 언급하고 독일의 철학자이

자 사회이론가인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를 의식하여 그의 담론 이론

으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다소 차별화하기도 하였다.6)

점”,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2006 참조.) 
5) J. M. Bessette, “Deliberative Democracy: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 

Government”, in How democratic is the Constitution?, 102∼116,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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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의 이념을 철학적으로 성숙시킨 장본인은 바로 미국의 정치철

학자 코헨(Joshua Cohen)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도덕⋅정치철학의 양대 거

장인 하버마스와 롤즈의 규범 윤리이론들을 민주주의와 접목시켰으며 선

호 취합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직접 도입하고 이에 대비되는 심의 민주주

의 이념을 정식화하는 등, 이론적 기초 작업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

다.7) 그 과정에서 코헨은 이제는 심의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하나의 문구를 

도입한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연구한 자신의 철학적 노정을 회고하

는 부분에서도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내가 결국 정착하게 된 접근은 심의 민주주의의 이념이었다. [...]나는 오직 

더 나은 논변의 힘이 아닌 다른 어떤 힘도 반영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도달

되는 결정이라는 하버마스의 이상에 의해 어느 정도 감명을 받았다.8) (강

조 첨가)

오직 더 나은 논변의 힘만을 반영한다는 구절은 본래 하버마스가 의사소

통에서 타당성 주장의 담론의 특징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선을 보였다. (따

라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이를 직접적으로 응용한 것은 코헨이라고 할 수 있

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타당성을 주장하는 담론의 대상은 주장, 제안, 또

는 경고이며, 참여자와 논의 주제가 제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때 더 나은 

논변 이외의 힘은 행사되지 않고, 그 결과 진리에 대한 협력적 탐구 이외의 

다른 동기는 배제된다.9)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오직 “더 나은 논변”의 힘에 

의한 정치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다른 압력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

6) B. Manin, “On the Legitimacy and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Vol. 15, No. 3, 
338∼368, Aug. 1987 

7) 그의 주요 이론 작업은 다음의 논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J. Cohen,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and “Procedure and Substance in Deliberative 
Democracy” In Deliberative Democracy: Essays on Reason and Politics, ed. by 
Bohman and Rehg, MIT Press, 1997. 하버마스도 코헨의 선구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코헨의 접근을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한상진⋅박

영도 공역, 나남출판, pp.370∼375 참조.)
8) J. Cohen, Philosophy, Politics, Democrac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7
9) J. Habermas, Legitimation Crisis, trans. by T. MacCarthy, Beacon Press, 1973, (이

하 Habermas 1973으로 표기)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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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진실을 탐구하는 것 이외의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을 동시에 의미한다. 

여기서 나는 민주주의 이론에 적용된 “더 나은 논변”의 테제의 외적(또

는 배경적) 그리고 내적(또는 함축적) 측면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하버

마스의 담론 윤리학과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체계에서 “더 나은 논변”의 힘

이 적용되는 범위는 사실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 문제에까

지 확장된다는 배경이 있다. 둘째, “더 나은 논변”에 의해서만 지배된다는 

것은 더 나은 논변에 의해 설득될 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믿음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함을 함축한다. 이제 첫째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 

하버마스가 도덕의 객관성을 확보하되 객관적 도덕의 영역을 한정하는 내

용을 소개하고, 이어서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객관적 도덕을 추구하는데 필

요한 태도를 살펴보면서 둘째 측면을 드러내도록 하겠다. 

1. 도덕의 객관성

하버마스의 체계에서는 사실의 영역뿐만 아니라 당위의 영역에서도 객

관적으로 더 나은 논변이 존재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세 가지 층위의 세

계, 즉 자연(객관적) 세계, 사회(상호주관적) 세계, 내면(주관적) 세계에 속

해 있다. 그리고 객관적 사태들에 대한 사실적 진술로는 진리성 주장을, 사

회 집단의 상호주관적 관계에 대한 도덕적 진술로는 정당성(옳음) 주장을, 

각자의 내면에 대한 표현적 진술로는 진실성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세 주장

은 모두 타당성 주장의 일종이다. 타당성 주장이란 자신의 진술을 근거를 

들어 방어하는 주장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호이해 목적의 의사소

통을 하는 동안 견해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때 진리 주장과 옳

음(정당성) 주장은 근거 제시를 통해서, 진실성 주장은 일관된 행위를 통해

서 타당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10) 이렇게 하버마스는 진리성 주장 위

10) J. Habermas,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trans. C. Lenhardt 
and S.W. Nicholsen, The MIT Press, 1990, 이하 Habermas 1990으로 표기, p. 58 (번
역본: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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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포괄적인 타당성 주장의 개념을 놓고, 도덕 판단과 사실 판단이 타당

성 주장으로서 서로 유비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선, 객관 세계는 우리의 화행

과 별개로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참인 것은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객관 세계의 존립에 아무 영향도 미

치지 못한다. 반면에 사회적 실재는 그것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없다면 그것

의 존재의 이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정당성은 우리의 타당성 주

장을 통해서 검토된다.11) 바꿔 말하면, 객관 사태에 대해 담론을 통해 성취

된 합의는 단언적 명제의 “진리 조건들이 충족된 것을 표시한다(signify).” 

반면에 상호주관적 관계에 대해 담론을 통해 성취된 합의는 하나의 규범이 

“인정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정당화한다(justify).” 여기서 합의는 스스로 

타당성의 조건들의 충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론적 지식은 주로 발견을 통

해 획득되지만 도덕적 통찰은 “구성과 발견이 서로 엮여있다.”12) 

정리하면, 하버마스의 시각에서 본 도덕은 이성적 존재들 간의 상호주관

적 관계를 떠나서는 존속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호와 관계없

이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 세계가 지니는 절대적인 자립성을 지

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도덕적 관점은 사회 세계를 유지함에 있어 어떤 관

점에서 보아도 타당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임의적이거나 

상대적이지 않다. 모든 관점에서 동시에 이성적으로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

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특수한 의미의 객관으로서 

자립성을 갖는다. 

이제까지의 고찰로 분명해진 것은 도덕의 객관성은 도덕의 관점이 모두

의 관점의 통합으로 해명됨으로써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관점이 

모두의 관점을 담아낼 수 있다면 이는 그 관점이 불편부당성/비편파성

(impartiality)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의무와 그 보다 구속력이 덜한 가치를,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윤리적으로 

11) Habermas 1990, pp.61∼62 (번역본 pp.99∼100)
12) J. Habermas, “On the Cognitive Content of Morality”,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New Series, Vol. 96, 1996, (이하 Habermas 1996b으로 표기) 
pp. 3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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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구분한 결과, 도덕적 타당성은 불편부당성의 

요구로 선명하게 드러난다.13) (강조 첨가) 

불편부당성은 일차적인 도덕적 규범의 보편화가능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을 시험하는 이차적인 원칙, 즉 그가 보편화 원칙 또는 도덕 원칙이라고 부

르는 것에 의해 확보된다. 보편화 원칙은 그 자체로는 도덕규범이 아니고 

이성적 논증의 규칙들에 이미 어느 정도 전제된 것이며,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성적 논증에 참여하면 발화수행적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을 

범하게 된다.14) 

U: 어떤 규범이 각 개인들의 이해관심(interest)과 가치관(value-orientation)

을 위해 일반적으로 준수될 때 예견되는 결과들과 부작용들을,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다면 그 규범은 타당하다.15)

이러한 하버마스의 보편화 원칙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그 하나

는 보편화 원칙이 신(神)의 관점을 대체하는 세속화된 도덕적 관점을 대변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세속화된 도덕적 관점이 보장하는 불편부

당성이 “독백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화적” 또는 “담론적”인 방식으로 추

구된다는 것이다. 칸트처럼 각 개인들이 “각자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른 

모든 이들의 상황에 자신을 충분히 투영할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

지 않고, 공적인 담론을 통해서 규범에 대한 자신의 판단의 타당성을 평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16) 

13) Habermas 1996b, p.348
14) Habermas 1990, p.90 (번역본 p.140) 논증의 규칙은 논리적-의미적 산물의 차원에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모순을 범하지 않고 타자와 동일한 의미로 언어를 사용할 것을 명

하고 있고, 변증법적 절차의 차원에서는 자신이 믿는 것만을 주장하고 논의를 확장하

고자하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수사학적 과정의 차원에서는 참여자의 범

위를 모든 언어능력과 행위능력을 지닌 주체로 설정하고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할 동

등한 기회를 얻게 되며 어떤 억압이나 강제도 없는 상태를 보장한다. 하버마스는 이러

한 규칙들, 특히 수사학적 차원의 논의 규칙들로부터 보편화 원칙이 도출되는 것으로 

말한다.
15) Habermas 1990, p.65 (번역본 p.106)
16) Habermas 1996b,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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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적 객관성 적용 범위의 제한

칸트는 실천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파악되는 옳음(또는 정의)과 경험적

으로 구성되는 좋음(또는 좋은 삶)을 구분하여 전자만을 진정한 도덕의 문

제로 보았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하버마스는, 칸트 이론의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도덕적 관점을 보편화 원칙이라는 절차적 의미로 해석하

였다. 이로써 엄밀한 의미의 도덕은 다른 문화에 속한 이들도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 반면, 좋음 삶의 문제는 그러한 도덕의 범위에서 벗어

나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된다.

보편화 원칙은 평가적인 언명들과 엄격하게 규범적인 것들, 즉 좋음과 옳음

(정의)을, 예리하게 가르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 문화적 가치들은 상호주

관적인 수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특정한 삶의 형태의 총체와 분리

할 수 없이 얽혀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규범적 타당성 주장이라고 불릴 수 

없다. 이러한 본성 때문에 문화적 가치들은 일반적 이해관심을 표현하도록 

고안된 규범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후보자들에 불과하다.17) (강조 첨가)

그런데 이러한 보편화 원칙의 효과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해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의 외연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버마스는 이렇게 좋음과 옳음의 문제를 구분하고 후자의 문제를 진정

한 도덕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자신과 같은 노선의 입장을 강한 인지주의라

고 지칭하였다. 도덕적 판단의 본성 자체를 탐구하는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판단을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로 구분한다.18) 그런데 하버마스는 

17) Habermas 1990, p.104 (번역본 p.159) 
18)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판단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측과 주관성을 지적하는 서로 

대립하는 입장들이 여러 차원에서 존재한다. 가령 존재론적(ontological) 차원에서 도

덕적 판단이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사실을 지칭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실재론(realism)과 부정하는 반실재론(irrealism / antirealism)이 대조

를 이룬다. 또한 인식론적(epistemological) 차원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믿음을 표현하

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를 긍정하는 인지주의(cognitivism)와 부정하는 비인지주의

(noncognitivism)가 맞서고 있다. 실재론자들은 도덕적 판단을 도덕적 사실에 대한 믿

음으로 보기 때문에 동시에 인지주의를 표방하지만, 모든 인지주의가 인간의 생각으

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지주의자가 

반드시 실재론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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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지주의와 인지주의를 각각 강한 입장과 약한 입장으로 다시 세분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강한 비인지주의는 도덕적 언어에 인지적 내용이 담

겨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보는 입장이며, 도덕적 판단이나 입장

으로 보이는 언명의 배후에는 단지 주관적인 감정, 태도, 결단이 숨어있다

고 주장한다. 약한 비인지주의는 실천적 영역에서 이성의 역할을 인정하지

만, 이 때 이성은 행위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도구적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다.19)

한편 약한 인지주의와 강한 인지주의는 몇 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 첫

째, 자기 확장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약한 인지주의는 자신을 자신이 태

어나 자라온 특정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반

면, 강한 인지주의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넘어 모든 이들이 포함된 “도덕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 약한 인지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의(justice)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강한 인지주의에서

는 강조된다. 약한 인지주의에서는 정의가 여러 가치들, 즉 여러 좋음들 중

에 하나로 인식되지만, 강한 인지주의에서는 정의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

여 옳음이 좋음으로부터 구분될 뿐만 아니라 좋음에 우선한다. 이러한 통찰

을 토대로 하버마스는 가치정향(가치관), 개인이나 집단의 자기 이해 전반

을 판단하는 윤리적(ethical) 관점과 의무, 규범, 정언적 명령을 판단하는 도

덕적(moral) 관점을 구분한다.20) 

강한 인지주의의 특징은 객관적 해답을 찾아서 도덕적 타당성을 요구하

는 것은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판단할 때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상황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가령 후손들이 종가집에 모여 조상

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 가능할 때 산소나 납골당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조상의 뼈를 단지에 담아 집에 모셔놓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조

상에 대한 예의를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강한 인지주의

의 관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조상에 

대해 자기 방식대로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확보된다. 무엇이 옳은

19) Habermas 1996b, pp.337∼338 
20) Habermas 1996b, pp.3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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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문제는 무엇이 편파적이지 않은가의 문제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의무와 구속력이 덜한 가치들과의 구분,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윤리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 사이의 차별화는 도덕적 타당성을 불편부당성에의 

요구로 첨예화된다.21) (강조 첨가) 

위의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결국 상호주관적 세계에 적용된 타당성의 요

구의 정체는 다름 아닌 불편부당성의 요구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

한 불편부당성의 요구가 다시 실천적 영역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도덕적 평가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의무들은 모든 우연적인 결정 요소들로부터 의지를 해방시키고 어

떤 의미에서는 의지를 실천 이성 자체에 동화시키는 법칙들로부터 나왔다

는 가정 하에 무조건적 또는 정언적인 타당성을 획득한다. 그래서 우연적인 

목표들, 선호들 그리고 가치 정향들은 도덕의 관점으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

는 규범에 비추어 행해지는 비판적 평가에 종속될 수 있다.22) (강조 첨가)

어떤 특정한 좋음에 대한 견해인 윤리적 입장들도 불편부당한 도덕적 관

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윤리적 판단은 도덕에 종속된다. 전술된 

예로 돌아가서, 후손들이 종가집에 모여 조상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

는 관습 내에 어떤 하부 관행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컨대, 여성들은 음식

을 장만하는 등의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조상에게 절을 하는 의식에서는 배

제되는 반면, 남성들은 이러한 노동을 면한 채로 음식을 즐기며 의식 참여

를 독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부 관행은 불편부당성을 추구하는 

도덕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별을 근거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1) Habermas 1996b, p.348
22) Habermas 1996b,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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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류가능한 타당성 추구자로서의 자기 이해

“오직 더 나은 논변의 힘”에 의해서만 강제된다는 표현은 사실상 우리 

자신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바탕에 깔고 있다. 먼저 논리적으로만 따져보아

도, 그 안에 더 나은 논변의 존재가능성과 그것에 의해 설득될 준비가 함축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은 논변을 대하기 전에는 그 

보다 못한 것을 만족할만한 것으로 보는 오류의 가능성과 타자보다 더 나은 

논변을 직접 구성하거나 더 나은 논변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

는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하버마스의 

체계에서 이러한 함의는 사실 문제뿐만 아니라 당위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

된다. 

도덕적 규범의 타당성의 주장의 양상은 이제 발견하는 정신의 오류가능성

과 구성하는 정신의 창의성 모두의 색채를 띠게 된다.23)(강조 첨가)

그런데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타당성을 추구하는 존

재로서의 자기이해를 담고 있다. 

그들의 의사소통의 구조가 더 나은 논변의 힘 이외에 모든 외부적 또는 내

부적 강제를 배제하고, 그리하여 진리에 대한 협력적 탐구의 동기 이외에 

모든 다른 동기를 무력화시킨다.24) (강조 첨가)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통해서 하버마스는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이러한 

자기 이해의 근거를 정초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버마스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언어의 본성에 대한 방대한 연구들을 고찰하고 타자와 주고받는 언

어행위에서 두 가지 다른 목적이 대조를 이룬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우

리가 성공을 지향할 때는 전략적인 언어행위를 하는 반면, 이해를 지향할 

때는 의사소통적 언어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언어에 의해 매개된 모든 

상호작용이 이해지향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언어 행위는 근본적으로 

23) Habermas 1996b, p.348
24) Habermas 1990, pp.88∼89 (번역본 p.138)



‘더 나은 논변’ 테제의 두 요건 293

이해를 지향한다고 본다.25)  

하버마스에 따르면 의사소통행위는 “청자와 함께 어떤 것에 관하여 상호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이해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의도

로 행해지는 것이다.26) 의사소통은 세 개의 축, 즉 듣는 청자와 말하는 화자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해하고 관계하려는 세계들로 이루어진다. 그 세계들

은 바로 “정당한 질서를 갖춘 우리의 상호관계 세계”, 혹은 “실재하는 사태

들의 객관적 세계”, 혹은 “각자의 주관적 체험의 세계”이다.27) 그리고 화자

와 청자는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을 주장하거나 요구하면서 함께 참, 옳음, 

또는 진정성을 추구하며, 이러한 가치들에 도달했다고 보일 때, 그 화행 내

용이 담고 있는 타당성의 주장에 기꺼이 동의 하려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

르면 적어도 우리는 이성적 논증에 참여할 때 진리와 옳음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있는 존재이다. 

종합하면, 우리는 (오류만 범하는 존재도 아니고 오류를 범하지 않는 완

벽한 존재도 아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도모

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동안만큼은 진리와 옳음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래

서 상호 협력적 탐구로 각자의 오류가능성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진리와 옳

음을 성취하지 못하고 각각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

라서 진리와 옳음에 접근하기 위해 타당성을 협력적으로 논해야 하는 자리

에서 누군가가 인간 이성의 오류가능성을 잠시 망각하고 자신의 믿음을 진

리나 옳음 그 자체라고 단언한다면 이러한 통찰에 위배되는 것이며, 독단적

(dogmatic)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 오직 더 나은 논변에 의해서만 지

배된다는 신조는 이러한 자기 이해를 압축된 논리적 언어로 구현한다. 

25) J.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 trans. Thomas McCarthy, 
Beacon Press, 1984, (이하 Habermas 1984로 표기), pp.286∼295 (번역본: �의사소

통행위이론 I�, pp.424∼436) 
26) Habermas 1984, p.307 (번역본 p.452)
27) Habermas 1984, p.308 (번역본 p.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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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가지 요건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논변의 힘”만을 반영하는 것

이, 실천이성의 개념이 핵심인 칸트적 의무론 전통의 (강한) 도덕 인지주의

라는 윤리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자각한 가운데 

진리와 옳음을 추구하는 태도를 함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이 

두 가지 특징들을 ‘더 나은 논변’ 테제가 담고 있는 두 가지 요건으로 규정

할 것이다. 

첫째 요건은 ‘규범적 타당성 요구의 요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두 단계로 세분된다. 처음 단계는 사실적 주장뿐만 아니라 규범적 주

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기준을 전제하고 타당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은 좋음과 옳음의 문제를 구분하며 옳음의 문제를 엄격한 의미의 규범적 타

당성의 논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전자가 ‘도덕 인지주의 요건’이라

면, 후자는 ‘강한 도덕 인지주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28) 한편, 둘째 요건은 

진리와 옳음을 추구하면서도 겸허하게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독

단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반독단주의 요건’이라 지칭할 것이다.

Ⅲ. 요건 불충족의 사례

이제 나는 현재 심의 민주주의의 기치(旗幟) 아래 활동하는 이론가들의 

저작들 내에서 ‘더 나은 논변’ 테제가 전제하는 두 가지 요건이 제대로 충족

28) 본고에서는 첫째 단계의 ‘도덕 인지주의 요건’의 만족이 ‘규범적 타당성 요구의 요건’
의 충족에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강한 도덕 인지주의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 또는 열린 문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첫째 요건을 심의 이념의 고유성

과 관련지어 정당화하는데, ‘강한 도덕 인지주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고 ‘도덕 인지

주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도 선호취합적 민주주의관과 구분되는 심의 이념의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은 옳음의 문제와 

좋음의 문제를 구분하고 전자만을 진정한 공적 도덕의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타인

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와 달리, 공동체주의적 입장은 좋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객관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

기 때문에 ‘강한 도덕 인지주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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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규

범적 타당성 요구의 요건’에 속한 두 가지 세부 요건들 중에서 좀 더 기본적

이고 결정적인 요건인 도덕 인지주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비판

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반독단주의 요건’이 약화된 예를 고찰하겠다.  

1. ‘규범적 타당성 요구의 요건’의 부재 

심의 이념에 대한 밀러(David Miller)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그에 따

르면 심의의 목표는 정치공동체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밀러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제기된 문제

에 객관적으로 옳거나 타당한 해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민주주의가 그

러한 답을 선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견해를 ‘인식적 견해

(epistemic conception)’라고 부르고 비판한다. 그의 비판의 요지는 인식적 

견해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

인데, 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과학적인 문제” 같은 것에만 객관적인 답이 

존재하고 “공동체가 다루는 문제들은 대개, 어떤 해결도 객관적으로 옳다

고 간주될 수 없고, 그렇다고 경쟁하는 주장들이 모두 동시에 만족될 수도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29) 

합의는 실질적인 규범에 동의하거나 절차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령 어떤 땅의 할당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은 그러한 자

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 또는 가장 생산적으로 이용할 집단에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후, 그런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심의체가 그러한 실질적 규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고, 

대신 절차적으로 접근한다. 문제의 집단들이 그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순서대로 사용하거나,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다. 밀러에게 심의는 답을 찾는 

발견의 절차라기보다는, 단지 모든 관점이 청취된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

29) D. Miller, “Deliberative Democracy and Social Choice”, in Prospects for 

Democracy, ed. David Hel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이하 Miller 1993으로 

표기) p.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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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그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0) 

밀러가 보기에 심의 민주주의관의 장점은 사회적 선택 이론의 비판에 자

유주의적(선호취합적) 민주주의관보다 “덜 취약”하다는 것이다.31) 그에 따

르면, 사회 선택 이론이 민주주의 이론에 제기하는 도전은 두 가지로 압축

된다. 첫째, 개인들의 선호들을 취합할 때 공정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다른 

규칙들보다 우월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모두가 진실하게 투표를 

하면 주어진 선호의 집합에 대한 그럴듯한 결과가 산출된다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전략적 투표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전략적 투표는 논외로 하더라도 선호취합 방식을 선택하는 것조차 문제

가 된다. 어떤 사회가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 

중에 선택해야한다고 가정해보자. 사회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결정 규칙은 

크게 두 가지로서, 라이커(William L. Riker)의 용어를 빌리자면, 다수결

(majoritarian) 방식과 서열(positional) 방식으로 나뉜다. 우선 다수결 방식 

중에서 가장 알려진 콩도르세 규칙은 일련의 양자택일 선택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이기는 선택지를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승자가 있

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서 그 규칙은 불충분(incomplete)하다. 이를 테면 천

연가스가 석탄과 석유보다 앞서더라도 원자력 발전에 뒤질 수 있고, 원자력

은 다시 다른 선택지 중의 하나에 패할 수 있다. 한편 서열 방식들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보르다 계산법은 각 선택지에 각 투표자가 매긴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인데, 최우선의 선택지는 n점을, 그 다음은 n-1점을 받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문제는 인기 있는 선택지들 간의 결정이 일

부 투표자들이 투표지에 있는 괴상한 선택지들에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좌

우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콩도르세 규칙과 보르다 규칙의 결과가 반드시 일

치하지 않는다. 비록 원자력이 다수에게 최우선으로 뽑혀 콩도르세 방식의 

승자가 되더라도, 만일 그것이 반대자들에게는 매우 낮은 순위이고 천연가

스가 소수의 최우선 선택지였지만 다수에게 두 번째 순위라면 보르다 방식

으로는 천연가스가 승자가 된다.

30) Miller 1993, p.77
31) 이하 본문 네 단락의 논의는 Miller 1993, pp.77∼86의 요약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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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회 선택 이론의 비판이 유효하다고 보고, 

심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심의는 최종 판단

에서 취합되어야 하는 선호의 범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심의를 통해 거

짓된 경험적 믿음에 기초한 비합리적인 선호 순위가 제거될 수 있고, 사회

적으로 공유된 도덕적 믿음에 비추어 지나치게 거부감이 드는 선호는 누구

도 공적 석상에서 제시하기를 꺼려할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심의체 내의 견해들의 구조를 알게 되면 선택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밀러는 심의를 통해서 현안에 내재된 다층적인 성격이 드러날 수 있고 그것

들을 분리함으로써 콩도르세 규칙에 따를 때 생길 수 있는 순환적인 결과를

(즉, 다수가 천연가스를 석탄보다, 석탄을 원자력보다, 그리고 다시 원자력

을 선호하는)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석탄이 세 연료 중에 가장 저렴하지만 

환경에 가장 해가 되고, 석유는 가장 비싸지만 환경의 측면에서는 최선이고 

천연가스는 석탄과 석유의 중간에 있다면 우리는 투표자들이 직면한 선택

이 경제적 비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임을 알 수 있어 그들을 세 부류로 나

눌 수 있다. 경제우선주의자는 석탄, 천연가스, 석유의 순서로, 환경우선주

의자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순서로, 경제와 환경을 적절한 선에서 동시

에 추구하려는 이들은 천연가스를 최선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원

자력으로 석유를 대체하고, 원자력의 특징은 다소 저렴하며 공해를 덜 배출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면 선택은 경제와 환

경이라는 두 가치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 내에

서도 예견되는 공해와 핵사고의 위험 사이에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석탄이 비용의 측면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공해가 문제였는데, 출력에 약간

의 손실을 감수하고 황산이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 다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공해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투표가 이어

질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밀러가 선호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한데 뒤엉켜있는 “선택

의 차원”을 분리하여 개인 간의 불일치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에 대해 입

체적인 전망을 함으로써 선호의 취합을 용이하게 하려함을 알 수 있다. 물

론 밀러는 심의를 통해 “경험적 오류”를 방지하고 논리 관계를 좀 더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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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이외에, 개인의 이기심이나 차별적 태도의 반영을 어느 정도 억제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밀러의 심의관에는 사실의 영역의 ‘진리

(the truth)’라는 이상적 가치에 필적하는, 당위의 영역의 ‘옳음(the right)’

이라는 이상적 가치의 설정과 정치적 결정 속에서 그것에 가능한 접근하려

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사회의 구성원들은 밀러가 지적

한 것처럼 “상대적 비용, 고용 효과, 환경적 안전” 등의 여러 측면들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밀러의 논의에서 이 고려 사항들 간의 비중들을 

비교 평가하는 시각은 제시되지 않는다. 이들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서 서로 

경쟁하고, 이 중에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는 개인의 선택, 즉 

선호에 달려있다. 예컨대 밀러가 오직 환경만을 생각하는 “철두철미한 환

경론자(the out and out greens)”라고 표현한 도덕적 시각은, 비용만 생각하

는 “경제주의자들(economizers)”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설

정된다. 이는 선호와 가치정향이 도덕적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규범에 비추

어 비판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던 하버마스의 입장과32) 매우 대조적

이다.  

불편부당한 관점에서 보면, 밀러의 시각과는 달리 환경론자들과 경제주

의자들은 동등한 수준에 있지 않다. 경제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전력을 사

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데에 비중을 둔

다. 그렇게 되면 부자뿐만 아니라 빈자도 필요한 만큼 전력이라는 가치재를 

소비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계층 간에 전력 소비에 관한 평등이 어느 정도 

구현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의 실현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도 볼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서는 부자든 빈자든 전력사용자들만이 도덕적 고

려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환경주의자들의 시각은 이보다 훨씬 넓다. 그들

은 전력사용자뿐만 아니라 전력을 생산하는 특정한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

게 되는 모든 대상을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환경주의자들

이 원자력 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위험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은 요행히 

32) Habermas 1996b,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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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의 채굴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 그것은 우라늄 광산의 

개발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는 지역 주민과, 방사능 폐기물이라는 재앙의 

시한폭탄을 넘겨받는 미래 세대와 동식물의 안녕을 고려하지 않은 기획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불편부당함에 접근하려는 열망이 있다면 이

러한 경제주의자와 환경주의자 사이에 나타나는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

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 ‘반독단주의 요건’의 약화 

라퐁(Cristina Lafont)은 도덕적 인지주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앞서 제시

했던 ‘규범적 타당성 요구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

제는 두 번째 요건, 즉 “더 나은 논변의 힘”에 의한 지배의 신조가 함축하는 

옳음을 향한 겸허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는 점이다. 이 같은 경향은 공적 담론에서의 종교적인 근거 제시 허용 여부

에 관한 논쟁에서 드러난다.

라퐁에 따르면 상이한 심의 민주주의관들은 “포용적이고 구속되지 않

은” 공적 심의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만큼만 강제성을 띄

는 정책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가정을 공유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서로에게 모든 이들이 합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근거들에 기초한 정당화 논

변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라퐁은 여기서 두 가지 의무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인지적 의무’는 제안된 정책들을 그것들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근거들을 고찰하고 그

것이 무엇이든 더 나은 논변을 지지하는 근거를 우선시하도록 요구한다. 반

면에 ‘민주적 의무’는 다른 이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근거, 즉 일반적으로 수

용가능한 근거를 우선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다원적인 현대 자유 민주

주의 사회에서 종교적인 근거는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근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가에 따라 이

론가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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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는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강제적인 정책

들을 지지할 때 공적으로 수용가능한 근거들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 

종교적 (또는 다른 포괄적 교설들의) 근거들에 관해서는 시민들 간에 근본

적인 불일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근거들은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공적 심의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in due 

course)” 그것들을 지지하는 적절한 정치적(즉, 공적)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34) 이러한 롤즈의 입장은 앞서 말한 민주적 의무를 강

조하여 다원적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근거를 전적으로 우선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적 근거들(public reasons)만이 강제적 정

책을 결정함에 있어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월터스토르프(Nicholas Wolterstorff)는 

종교적 신념들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많은 종교적 시민들에

게 과도한 인지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롤즈의 제안은 시

민들이 항상 두 종류의 근거들,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근거들을 따로 

준비해 놓고 있는 경우에만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종교적이라는 것은 종교

적인 근거들과 비종교적인 근거들이 상충하는 경우에 비종교적 근거보다

는 종교적 근거를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롤즈의 단서

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적 시민들의 정치적 융합(political 

integration)을 위협한다고 월터스토르프는 주장한다.35)

하버마스는 이러한 논쟁에서 서로 대립하는 양쪽 편으로부터 일리가 있

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모두 취한다. 물론 그는 기본적으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비종교적 근

거에 제도적인 우선성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는 공적인 

33) C. Lafont, “Religion and the public sphere: What are the deliberative obligations of 
democratic citizenship”?, Philosophical Social Criticism vol. 35, 2009, (이하 Lafont 
2009로 표기) p.129 

34) J. Rawls,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 in John Rawls, Collected Pape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p.584

35) N. Wolterstorff, “The Role of Religion in Decision and Discussion of Political 
Issues”, in R. Audi and N. Wolterstorff, Religion in the Public Square: the Place of 

Religious Convictions in Political Debate. London: Rowman & Littlefield,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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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토론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같은 제도적 수준에서 공식적

(formal)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informal) 담론의 장

에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적어도 비공식적 영역에서는 반

드시 롤즈의 단서조항이 요구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정치적인 담

론에 참여할 때 종교적 시민들은 종교적 근거들이 비종교적 근거들로 번역

될 것을 희망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근거로 종교적 근거

만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번역은 필요하고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

는데, 그러한 의무는 종교적인 시민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

니고 공적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부과된다.36)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 하버마스가 종교적 시민들과 세속적 

시민들 모두에게 자기 반성적인 인식적 태도를 계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

이다. 종교적인 시민들은 이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다른 종교가 진리일 가

능성과 과학적 지식의 권위와 정치에 있어서의 비종교적 근거들의 제도적 

우선성을 수용해야한다. 세속적인 시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적 영

역의 정치적 토론에서 종교적 시민들은 과학의 권위와 다른 종교가 진리일 

가능성을 부정하는 종교적 근거들에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세속적 시민들은 

종교적 믿음이 진실일 가능성을 부정하는 세속적 근거들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라퐁은 이러한 지적 겸양의 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히려 

하버마스의 접근에는 비대칭이 존재한다고 비판한다. 적어도 비공식적 공

적 영역에서 종교적 시민들은 자신들이 진실로 믿는 근거들을 사용하도록 

허용되고, 오직 자신들의 근거들이 입법 과정에서 고려되기를 원할 때에만 

세속적 근거들을 생각해내도록 요구받는 반면에, 세속적인 시민들은 자신

들의 세속적인 근거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도록 종용된다는 것이다. 라퐁

은 이러한 비대칭성이 공평하지 않다고 보고 종교적 시민들이 자신들의 믿

음에 충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듯이 세속적 시민들도 종교적 주장이 참일 

가능성을 굳이 열어 놓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동성 결혼에 

36) J. Habermas,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2006 (pp.1∼25) 이하 Habermas 2006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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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쟁에서 세속적 시민들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종교적 주장이 참일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그들이 제안한 정책이 그릇

됨을 보이는데 필요한 반론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세속적 시민들은 동성과 결혼을 원하는 시민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정

하는 것은 불평등한 대우라고 반대하거나 반차별주의에 호소하는 식으로 

공적 토론에 참여하면 된다는 것이다.37)

라퐁의 생각은 종교적 시민들이 진정으로 믿는 근거들을 논의에 포함시

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근거들을 제

시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권리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퐁은 롤즈나 

하버마스의 접근들에 대한 대안으로 처방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비공식적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논쟁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그들이 진실하게 믿는 근

거에 호소해도 되지만 다른 참여자들이 그들의 제안에 제기한 반론에 일반

적으로 수용가능한 근거들로 대응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38)

그런데 다음의 구절에서 라퐁은 더 나은 논변의 힘을 따르기 위해서 모

든 근거를 경청해야한다는 ‘인지적 의무’는 간과하고 단지 일반적으로 수

용가능한 근거를 우선시하라는 ‘민주적 의무’만을 강조하는 불균형한 태도

를 보인다. 

내 제안의 논점은 누구도 모두가 따라야하는 강제력 있는 정책에 대한 공적 

심의에 진지하게 참여하기 위해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자신들의 인지적 

입장과 전적으로 다른 방식의 사유에 참여할 의무는 갖지 않는다는 것이

다.39) (강조 첨가)

물론 시민들은 자신의 언어로 공적 심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라퐁은 말한다. 가령 종교적인 시민들은 동성애에 반대한 종교적 주장에 대

해 상이한 성서 해석이나 다른 종류의 종교적 근거들에 기초하여 다른 의견

을 가질 수 있다. 세속적인 시민들은 자신들의 세속적 입장 내에서 어떤 공

37) Lafont 2009 p.135
38) Lafont 2009, p,142
39) Lafont 2009,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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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된 핵심을 찾아낼 때마다 종교적 근거들을 세속적 논변으로 번역하는 작

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버마스와는 달리, 라퐁에게서 이러한 

일은 자신의 믿음이 오류일 수 있다는 지적 겸양으로부터 요구되는 것이 아

니라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라퐁에게서 참되거나 옳은 답을 찾기 위한 인지

적 의무가 단지 논의 주제를 독점하지 않을 민주적 의무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라퐁이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인지적 의무는 진

리와 옳음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고 그것을 협력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논의를 시작하건 타인이 시작한 논의에 대응하건 간에 결국 자

신의 믿음을 논변을 통해 옹호하는 것이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입법 결정들에 대한 우리의 동료 시민들의 견해를 심각

하게 고려하는 것은 단지 인지적인 의미보다는 특별히 정치적인 의미를 갖

는다. 그것은 모두가 동의해야하는 강제력이 있는 정책들을 합당하게 수용

할 수 있는 근거들에 기초한 정당화 논변들을 서로에게 제시하는 것이 민주 

시민들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논변, 증거, 정

당화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제안과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는 그들이 참일 수 있다는 인지적 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

니다. [...]시민들이 하마터면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견해들을 진지하

게 고려해야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집단도 무엇이 정당화가 필요하고 무

엇은 그렇지 않을지를 선험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40) (강조 첨가)

이러한 라퐁과 대조적으로, 하버마스가 비공식적인 공적 영역에서 종교

적 근거들의 제시를 허용하는 것은 종교적 시민들에게 비종교적인 근거만

을 사용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하거나 표리부동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실

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인식적으로 얻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정치적인 공적 영역에서 종교적 목소리의 속박을 푸는 것

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종교 기관들의 정치적 참여에도 관심을 갖는

다. 그것은 종교적인 이들과 공동체들이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

40) Lafont 2009,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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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단념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경우 세속적 사회가 

의미와 정체성의 창조에 있어서 주요한 원천들로부터 단절되지 않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세속적 시민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런 종교적 발언들로부터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가령 종교

적 발언의 규범적 진리 내용에서 자신들의 숨겨진 직관들을 발견하는 경우

가 이에 해당한다. 종교적 전통들은 도덕적 직관을 말로 표현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동의 삶의 취약한 형태들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이에 해당하는 정치적 논쟁이 일어날 때, 이러한 잠재력은 종교적 연설을 

진리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운반하는 진지한 후보로 만든다. 그리고 그것

은 특정 종교 공동체의 어휘로부터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41) (강조 첨가)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체계에서 비공식적인 공론장은 공식적인 

공적 심의의 모판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자를 종교적 발언에 개

방시키는 것은 적어도 규범적으로 좋은 볍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원천

과의 통로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비공식적 공적 영역에서 이

루어지는 번역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휘로부터 세속적인 어휘로의 전환이

라기보다는 특수 공동체의 언어로 표현된 도덕적 직관을 일반적으로 공감

할 수 있는 통찰과 연결시키는 새 품종 개발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우량으로 판명된 모는 공식적인 공적 심의라는 수전(水田)으로 옮

겨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품종의 개발은 모든 시민들의 몫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 시민들이 인식적으로 닫혀있는 

만큼 세속적 시민들도 인식적으로 닫혀있어도 무방하다는 라퐁의 생각은 

대칭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인식적 개방성에 있어서 하향평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몇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

면한다. 그 중 하나는 이미 수용한 “더 나은 논변”에 의한 지배라는 신조와

의 부정합성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버마스는 종교적 시민들과 세속

적 시민들 모두에게 매우 자기 반성적인 인식적 태도를 함양할 것을 주장하

였다. 이렇게 자신의 것과 다른 믿음이 진리일 가능성에 인식적으로 열려 

있어야만, 더 나은 논변이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제시되었

41) Habermas 200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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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더 나은 논변의 힘”에 

의한 설득은 인식적 개방성을 전제한다. 그래서 반대로 라퐁이 허용하듯이 

“자신들의 인지적 입장과 전적으로 다른 방식의 사유”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있어도 무방하고 각자 자신의 믿음을 상대에게 정당화하는 것으로 충

분하다면 “더 나은 논변의 힘”에 의한 설득은 유명무실해진다. 이러한 비판

의 가능성을 의식한 듯 라퐁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비공식적 공론장에 자신의 종교적 견해들을 포함시킬 권리를 

인정하면서 다른 시민들이 그러한 견해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 그러한 인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

나 하버마스가 그것으로부터 도출한 훨씬 더 강한 결론, 즉 정치적 공론장

에서 종교적 진술들의 허용은 모든 시민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진술들에 어

떤 인지적 실체가 있을 가능성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공적 토론에 종교적 (또는 

어떤 다른) 근거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몇몇(some) 시민들에 의해서 진지하

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반면, 그것들이 왜 모든(all) 시민들에 

의해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42) (밑줄은 라

퐁의 강조)  

위의 인용구에서 드러난 라퐁의 전략은 인식적 개방성의 요구를 모든 시

민이 아닌 일부 시민에게 돌리는 것으로 “더 나은 논변”의 지배의 신조와의 

정면충돌을 일단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다. 첫째, 라퐁은 같은 논문의 다른 곳에

서 누구도 “자신들의 인지적 입장과 전적으로 다른 방식의 사유에 참여할 

의무는 갖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한 사유 경험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논변의 힘”에 의한 설득의 가능 범위는 축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 나은 논변에 의한 설득의 범위의 축소는 단지 종교

적 관점과 세속적 관점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누구든지 상대

가 자신의 인지적 입장과는 너무 생소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라퐁을 인용

하면서 상대에 대해 인식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이다. 라퐁은 이러한 

42) Lafont 2009,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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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운 경사길 반론의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논변의 힘”의 신조의 유지를 담보하지 못한다. 둘째, 라퐁이 이 같은 반론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자신과 전적으로 다른 인지적 입장의 사유에 

참여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면 라퐁은 이들이 누구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때 라퐁은 일종의 트릴레마(trilemma)에 직면한다. 모종의 지적 엘리트

를 가정한다면 엘리트주의라는 불만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시

민이 “자신들의 인지적 입장과 다른 사유에 참여”하는 것을 그저 운에 맡기

거나, 또는 엘리트주의를 피할 수 있는 다른 경험적 증거를 추가로 제시해

야하는 이론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난점이 있다. 라퐁은 공적 근거를 토대로 제시된 반론

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적 시민들이 제시해야하는 근거의 속성을 “강력한

(compelling)”이나 “모든 시민들을 자유롭고 동등하게 대우함과 양립가능

한”으로 표현할 뿐,43) 그것이 종교적 근거인지 아니면 공적 근거인지에 대

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데에는 그

럴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만약 종교적이라고 규정하면 반대자와 계속 평

행선처럼 겉돌게 될 것이고, 공적 근거이어야 한다고 못 박으면 라퐁 자신

이 하버마스가 종교적 시민들에게 잘못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인지적 부담

을 다시 부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적 시민이 비

종교적 반론에 대응하는 근거가 다시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

면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는다. 

Ⅳ. 결어: 두 요건의 정당화

이제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나는 ‘더 나은 논변’ 테제의 요건을 충족

시키지 않으면 적어도 두 가지 문제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첫 번째 요건인 ‘규범적 타당성 요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선

호취합적 민주주의와 차별되는 심의 민주주의만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어

43) Lafont 2009,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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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하버마스의 체계에서 “더 나은 논변”은 사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위

의 문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더 나은 판단이 존재한다는 도덕 인지주의

를 전제하였다. 그래서 심의는 엄밀히 말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알 수 있는 장치를 넘어서는, 누가 보아도 옳은 결정을 탐색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밀러처럼 진리(또는 객관성)의 추구를 사실 영역으로 제

한하고 당위의 영역에서는 진리(또는 객관성)의 추구를 포기하면 심의의 

기능은 주로 사실관계를 보다 분석적으로 따지는 작업에 머물게 된다. 이렇

게 심의에 임하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옳은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

를 제거한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선호를 정한 시민들이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결국 그것을 취합하는 것이

다. 이는 본질적으로 선호취합적 민주주의관과 다를 바 없다.

둘째,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두 번째 요건인 ‘반독단주의 요

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더 나은 논변’ 테제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없

다. 물론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정치적 담론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믿음

에 충실한 논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하고 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더 나은 

논변’ 테제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 하나의 관점에 내재한 사실연관과 논리연관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그리할 것을 명한다. 또한 논자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이 

사실이거나 좀 더 옳음에 근접한 것이기를 바랄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논변’ 테제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

와 옳음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그러한 가치들의 구현에 기여하기를 소망하

기 때문에 그리할 것을 명한다. 그래서 확신에 찬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이 

오류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라퐁이 허용하듯, 자신

과 전적으로 다른 인지적 입장의 사유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다른 인지적 입장에 대해 벽을 쌓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러한 

폐쇄적 태도를 어느 지점에서 버려야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라퐁

처럼 인지적 개방성을 일부 사람들에게만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다. 그 

“일부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물론 문제이지만, 인지적 개방성은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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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변”에 의한 설득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므로 이러한 테제를 수용

한 각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더 나은 논변’ 테제의 수용 여부는 궁극적으로 이론가나 시민 자신

의 선택에 달려있다. 두 가지 요건을 수용하지 않고도 심의 민주주의의 고

유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논변”에 의한 지배라는 신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심의 이념이 경계하고 비판하는 

모델의 민주주의를 단순한 것으로 축소 정의하는 것이다. 즉, 본래 주요 심

의 이론가들은 선호취합적 민주주의관을 인간을 경제적 존재로만, 정치를 

일종의 시장(市場)으로 보는 민주주의관으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다는 사실

은 무시하고, 대신 선호취합적 모델을 공적 토론은 하지 않고 투표만을 앞

세우는 허수아비 입장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위의 문제는 객관적

인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심의 민주주의 이념을 공적 토론으로 단

순히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규정해도, 경쟁 민주주

의관으로부터 심의 민주주의를 차별화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은 논변”도 

역시 사실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한정하면 당위 문제에 대해서 자

신의 믿음을 무반성적으로 고수해도 이러한 신조를 유지할 수 있다. 사실상 

현실의 민주주의는 너무도 이상(理想)과 동떨어진 나머지 이 정도만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더 나은 논변’ 테제의 요건들을 무시하면 심의 민주주의는 비교적 많은 

이들에게, 심지어는 도덕 회의론자에게도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확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치는 여전히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작

동되고, 우리는 덜 분석적이고 덜 적극적인 정책소비자에서 더 분석적이고 

더 적극적인 정책소비자로 한 단계 격상될 뿐이다. 하지만 ‘더 나은 논변’ 

테제의 철학적 자원을 활용하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현실주의나 시장주의

로부터 탈피하여 본연의 도덕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디딤돌을 확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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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Requirements of ‘the Better Argument’ Thesis

Byeon, Moon-Suk

The growth of literature on deliberative democracy is apparently 

accompanied by a tendency to consider all theorists who use the term when 

they present their positions and arguments or participate in relevant 

discussions to be a kind of deliberative democrats. However, this loose 

usage and inclusive perspective may allow some factors to remain in the 

camp, which obscure the essence of the deliberative ideal. My paper aims at 

confronting this danger by elucidating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and the 

logical implications of the idea of being forced “only by the force of the 

better argument”, which has become a catchy phrase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by deriving from it two requirements which should be met 

by any theory that is put forth as a proper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Presenting relevant cases, I will make it clear that the uniqueness of the 

deliberative ideal cannot be maintained without fulfilling the first 

requirement, ‘the pursuit of normative validity’, and that the coherence of 

the ideal cannot be sustained without satisfying the second requirement, ‘the 

avoidance of dogmatism’.

Keywords: Deliberative democracy, Jürgen Habermas, Joshua Cohen, 

“the unforced force of the better arg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