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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들어가는 글 

오늘날 지구촌 사회(Global Society)l)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 둥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역사상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촌 사회의 상호의존도 심화 

는 어느 정도 지구촌 사회의 번영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만， 환경문 

제， 분쟁 문제， 기아와 경제적 불평둥 문제 둥 공동의 대웅을 요구하 

는 지구촌 문제들 또한 파생시키고 었다，2) 그러나， 지구촌 사회에는 

이런 문제들에 도덕적인 해결책올 제시할만한 지구촌 정의관(Global 

* 이 글은 필자의 석사졸업논문 r인권과 지구촌 정의관J(서울대학교 철학과 

2(02)의 일부 내용(2장)을 정리한 것이다. 

1) 본 글에서는 ‘지구에 있는 모든 결사체들의 전체’라는 중립적 의미로 세계 
(World)를 지시할 때， ‘지구촌 사회’(GlobaJ Society)라는 표현을 사용한 

다 r국제 사회 (Intemational Society)라는 세계를 의미하는 친숙한 표현 

은」 표현 자체에서 이미 국가 중심적인 세계라는 특정한 근대적 관점올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판점들올 논하는 본 글에 
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 여러 가지 지구촌 사회의 문제들 중에서 기아문제만올 살펴보아도 그 심각함 
율 알 수 있다. 세계 은행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60억 세계 인구 
의 4분의 1인 15억 인구가 지구촌 사회의 기아 기준(1인당 l년 140달러 미만 

의 생계비)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수치는 1987년의 12억보다 증가 

한 것이며 이런 증가융이라면 2015년엔 19억에 이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난의 결과， 전 세계의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매일 3만4천명， 다시 말해 

2초당 1명씩 기아와 예방 가능했던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세 
계 경제 대국인 미국의 경우 원조가 미국 연방 예산의 0.5% 미만 수준에 머물 
고 있올 정도로， 지구촌 사회에서의 원조 현실은 미비하대Poggy(2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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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오히려， 각 사회들은 자국 

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지구촌 사회를 양육 

강식의 정글로 만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둥과 충돌은 

지구촌 사회에 공멸의 위기감마저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멸 

위기를 해소하고 인류 사회의 평화로운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사회의 다양한 인민사회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한 지구촌 정 

의관을 확립하여 인류 사회의 정의감을 계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양한 가치관과 정치관이 공존하는 오늘날의 지구촌 사 

회에서 지구촌 정의관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정당성(justification)과 

현실성 (workability)을 확보할 수 있을까?4) 그동안 제시되었던 지구 

촌 정의관으로는 크게 바이츠(Charles Beitz), 포기(Thomas Pogge) 

등의 세계주의적 정의관(cosmopolitan justice)과 롤즈(John Rawls) 

의 만민법 (the law of peoples)이 있는데， 두 입장은 모두 합의 과정 

에서 정당성과 현실성 확보에 실패함으로서 합의 내용 역시 정당성 

을 확보하지 못한다. 즉 『만민법』은 모든 인민사회틀을 원초적 입장 

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의관인 만민법에 합의할만 

한 사회들로 그 참여자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만민법을 합의 과정 

에서 제외된 모든 사회들에까지 합의 내용을 보펀적으로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세계주의적 정의관은 

단일 사회의 정의 문제를 다루었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의 틀을 지구촌 사회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지 

3) 지난 2001년 9월에 발생한 미국 워싱턴과 뉴욕의 테러， 그리고 이후의 탄저균 
테러 역시 이러한 갈동의 표출로 해석된다 이러한 테러의 주동자로 추측되는 
빈 라덴은 “ ...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미국의 무관심 정책에 대한 자연적 반 

응이며 그런 정책이 지속될 경우 이슬람의 아들둘은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80년간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으나， 우리의 요청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고 테러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고 있다{조선일보 

2001년 10월 8일자 참조) 

4) 정치철학은 현실적인 정치적 노력의 지향점을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정당 

성과 현실성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롤즈는 주장한다 
(Raw!s(l9.:꺼b) ， p.l28 참조). 필자 역시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공 
정한 지구촌 정의관올 구성하려는 본 글에서도 정당성과 현설생이라는 

두 목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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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촌 사회로 확장함으로 지구촌 사회의 다양한 인민사회들의 다양성 

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성을 상실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 

다. 이러한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촌 정의관의 정당성과 현실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 공론장과 합의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정한 지구촌 정의관 

을 구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정하고 정당한 합의 공론장의 조 

건과 합의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지구촌 사회에서의 합의 공론장의 조건 

단일 폐쇄 사회에서 정의 문제를 다루었던 롤즈의 『정의론』과 『정 

치적 자유주의』의 원초적 입장 논변을 지구촌 사회로 확장하려는 시 

도가 정당성과 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는 지구촌 사회는 공적 

정치문화가 부재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롤즈도 인정하듯이 원초적 입 

장 논변은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론이 아니라， 입헌 

자유민주주의라는 특정한 공적정치문화를 전제하는 방법론이다.5) 즉 

원초적 입장 논변은， 자유주의 전통에 따르는 합의 당사자들로 국한 

하고， 합의 주제 역시 특정한 자유주의 전통에 기반하는 기본선 

(primary goods)으로 국한하고 있다，6) 그러나 지구촌 사회는 테일 

러가 지적하듯이 다양한 자유주의 입장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자유 

주의 입장들도 공존하고 있는 다문화주의 사회이다，7) 따라서 특정 

사회를 전제하는 원초적 입장 논변올 아무런 정당화 과정 없이 지구 

촌 사회의 합의 공론장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지구촌 사회의 다양 

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방식이다. 그렇다면 합의 공론장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지구촌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조건으로 필자는 토의 절차의 중립성 조건과 

토의 주제의 무제한성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5) Raw!s(l9.:뤘C) ， p.390. 
6) Mouffe(l않lO)， p.220. 
7) Tay!or(1995), p.197, Tay!or(1992),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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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의 절차의 중립성 조건 

『만민법J의 원초적 입장 논변은 공적 문화가 부재하면서도 다양한 

인민사회들이 공존하는 지구촌 사회에서 특정 가치관인 자유주의 가 

치에 의폰하였기 때문에 합의 모텔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촌 사회에서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합의 

모텔인 공론장은 토의 절차에 있어서 특정 가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론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중립성 

(neutrality) 조건을 갖추어야 지구촌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의 공존 

을 도모할 수 있을까? 먼저 국내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관들의 공존 

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중립성 입론들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지구촌 사회에 적합한 공론장 조건을 찾아가고자 한다. 

걸스톤(Glaston)은 드워킨(Dworkin) ， 라작(Raz) ， 2.~모어 (Larmore) ， 

롤즈(Rawls) 등이 사용하는 중립성 개념을 분석하여 자유주의 중립 

성 입론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8) 첫째는 기회 중립성 입론 

(neutrality of opportunity)으로， 자유주의만이 모든 다양한 가치관 

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따르면 호전적 

이고 팽창주의적인 무법국가의 가치관과 같이 다른 사회를 파괴하려 

는 가치관들마저 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중립 

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 롤즈는 『정의론』에서는 불관용자에 대한 

불관용 원리를 통해서 w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단순한 다원주의와 

합당한 다원주의의 구분을 통해서 이런 입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었다 9) 둘째는 결과 중립성 입론(neutrality of outcome 

또는 효과 중립성 입론(neutrality of effect) , 영향력 중립성 입론 

(neutrality of influence) 등으로 명명)으로， 정치공동체의 특정적인 

원칙， 제도， 정책들이 특정 가치관을 장려하거나 방해하는 경향성을 

갖지 않을 때에만 중립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롤즈는 

8) Galston(l9911. pp.llO-lll 참조. 
9) 롤즈는 『정의론J35절에서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문제를 다루고 있고 w정 

치적 자유주의」서문(xvil에서부터 합당한 다원주의 교설과 양립 불가능한 
포괄적 교설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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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체제의 사회 기본 구조가 포괄적 교설들이 장기적으로 지 

속되고 지지자들올 얻는가에 중요한 결과나 영향력올 행사하지 않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놓하다며 반대 입장올 표명한다 10) 라모어 

역시 정치공동체가 행정 사항들， 정치공동체의 정책 결정들， 정치공 

동체가 추구하는 정책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특정 가치관올 가진 사랍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지적함으로 결 

과 중립성 입론의 비현실성을 비판한다.11) 

셋째는 목적 중립성 입론(neutrality of aim)으로， 정치공동체는 

특정 가치관올 다른 가치관들보다 우위에 두고 장려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넷째는 절차 중럽성 입론(neutrality of 

procedure)으로 정당화 절차의 중립성만 유지된다면 정치공동체의 

어떤 목적이든지 정당화된다는 주장이다. 절차 중립성 입론에 의하 

면， 정치공동체의 정책은 특정 가치관이 가졌다고 추정되는 본래적 

우월성에 호소하지 않고 정당화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절차 중립성 

입론과 목적 중립성 입론의 구분은 명확한 입장 차이에 근거한 것이 

라기보다는， 하나의 합리적 대화모텔이 갖고 있는 두 측면에 대한 강 

조점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절차 중립성 입론은 합의를 

위한 절차를 강조하지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합의 당사자들이 수 

용할 수 있는 개념들에 의존한다는 정에서 목적 중립성 입론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목적 중립성 입론이 비록 포괄적인 수용 

력올 가진 가치들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처음부터 특정 가 

치를 전제하는 것임에 반해서 절차 중립성 입롱은 절차를 통해 논의 

롤 전개한다는 점에서 지구촌 사회의 적합한 중립성 개념은 절차 중 

립성 입론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절차 중립성 입론자인 라모어(Charles Larmore)의 절차 

중립성 입론올 살펴보자. 라모어는 합리적 토의에는 보편적 규범이 

었다라는 믿음 하에서 합리적 토의 절차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 

10) Raw!s(1993) , p.l93. 
11) Larmore(1987),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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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화를 시도한다. 합리적 토의의 보편적 규범은 두 사람이 비록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 

속해서 대화를 지속하고자 할 때， 두 사람은 각각 “논쟁되는 믿음에 

대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믿음에 근거한 (자신의) 

논변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치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문제 

의 다른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거부하는 믿음으로부터 

(중립적인 근거로) 물러나야만 한다"12)고 주장한다. 이러한 합리적 

토의를 지속시키는 동력으로 라모어는 토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평화 추구라는 합리적 조건과 동등한 존중이라는 실질적 

인 도덕적 입장을 전제한다 13) 즉 라모어가 말하는 평화 추구 욕구 

는 상이한 가치관들과 양립 가능한 개념이며， 동등한 존중 개념은 만 

약 동둥하게 대우하지 않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그가 타인을 대우 

하는 것처럼 대우한다는 최소적 의미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 

이 견지된다면 토의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4) 라모어는 평 

화 추구라는 합리적 개념과 동등한 존중이라는 도덕적 개념은 모두 

특별한 정당화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면서도 두 개념은 인간이면 누구 

나 수용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유사중립성 개념으로 명명한다. 

라모어의 절차 중립성 입론에 따른 합의 공론장은 지구촌 사회의 

다양한 입장들의 실질적인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토의 절차의 중립 

성을 유지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비록 라모어의 절차 중립 

성 업론이 전제하는 평화 추구와 동등한 존중 개념이 자유주의적 가 

치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원적인 지구촌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수 

용할 수 있는 유사중립적 개념들이다. 왜냐하면， 지구촌 사회에서 발 

생하는 문제들을 도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평 

화 추구 개념을 담지하고 있으며， 대화모텔 자체는 최소한 동둥한 존 

중 개념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토의 절차의 

중립성 조건은 다양한 인민사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합의 모 

12) Larrnore(l987), p.53(괄호 안은 필자). 
13) Larrnore(l987), p.60. 
14) Larrnore(1987)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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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조건으로 보인다. 

2. 토의 주제의 무제한성 조건 

『만민법』의 원초적 입장 논변과 공적 이성 논변은 공적 문화가 부 

재하면서도 다양한 인민사회들이 공존하는 지구촌 사회에서 특정 가 

치관인 자유주의 가치에 의존하여 토의 주제를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만 한정지었기 때문에 합의 모델의 조건으포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구촌 사회에서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합의 모텔인 공론장은 토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가치관에서 독립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공론장에 대한 절차적 제약과 공론장의 토의 주제의 

제한을 구분하고， 바람직한 중립적 대화모텔을 위해서는 절차적 제약 

만을 유지하고 토의 주제의 제한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특 

정 가치에 의해서 토의 주제가 예단되는 것은 중립적인 공정성을 상 

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버마스는 공론장에 제기되는 주제들에 대해 

서도， 그리고 공론장에서의 토의 규칙에 대해서도 공론장의 합의 절 

차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토의 주제의 제한이 

철폐되었다고 해서 어떤 주제든지 논의되어 법제화되고 정당화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화되어 규범화되는 주제들은 사 

회적 맥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구분되는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 

제 중에서 공적인 문제에만 해당한다. 

하버마스는 공적 문제와 사적 문제의 구분과 궤를 같이 하여 공론 

장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16) 첫 번째 공론장은 롤즈적 의미에서 공 

적 정치문화인 공적 이성의 영역과 유사한 것으로，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공론을 형성하고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 

는 곳이다. 이러한 상위 공론장에서는 민주적 절차의 공정한 협상의 

타결을 포함하여 실천적 문제의 협력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의견형 

성과 의지형성의 과정을 구조화하는 역할올 한다17) 두 번째 차원의 

15) Habermas(l992). p.313. 
16) Habermas(1992). p.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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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은 롤즈적 의미에서 배경적 문화와 비공적 정치문화의 영역과 

유사한 것으로，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중첩되는 

다원적인 공론의 구조를 통해 절차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여론을 형 

성하는 곳이다 18) 이러한 하위 공론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을 민감하 

게 지각하여 상위 공론장에 여론을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제 

도화된 상위 공론장에 비해서 불평등하게 분배된 사회적 권력과 구 

조의 폭력， 체계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의 억압적 영향 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문제와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합의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단점도 또한 갖고 있다 19) 그러나 하위 공론장이 갖고 있 

는 이런 문제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사가 형성되고 결 

정이 이루어지는 상위 공론장에 의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공론장과 하위 공론장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실천적 문제의 협력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개의 공론장을 통해서 토의 주제 

를 예단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합의 내용을 구성하는 하버마스의 논 

의는 지구촌 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의 공론장의 조건 

이다. 

오늘날 지구촌 사회의 국경을 초월한 비정치공동체기구의 활동이 

나， 인터넷을 통해 여론형성은 하위 공론장의 한 유형과 부합하여， 

지구촌 사회의 다양한 인민들의 자유롭게 참여하여 새로운 문제를 

감지하고 주제화되며 경우에 따라 정치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 

로 격상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이상적인 형태의 유엔 등 

의 국제 기구는 상위 공론장의 유형과 유사하다. 즉 상위 공론장은 

특정 사안에 대한 하위 공론장에서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을 거쳐 공 

동의 해결 노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상정된 토의 주제에 

대해서， 지구촌 사회의 인민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구속력 있는 결정 

에 합의함으로 실천적 합리성에 입각한 적용이 이루어지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구촌 환경 협약이라든지， 기후협약 등은 이런 하위 공론 

장의 여론 과정이 상위 공론장의 주제로 상정되어 상위 공론장에서 

17) Habermas(l992l, p.307. 

18) Habermas(l992) , p.307 

19) Habermas(l992) , pp.307-308 참조 



"1구흔 쩡외관 125 

구속력 있는 사안으로 결정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토의 주제에 대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공론장 조건은 다양한 인민사회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지구촌 사회의 현실과도 부합하는 조건이다. 

m. 지구촌 사회에서의 합의 방법론: 
광의의 반성적 평형론 

H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가치관과 정의관들의 공존을 모색 

하는 합의 공론장은 토의 절차에 있어서 중립적이어야 하며， 토의 주 

제에 대해서 무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은 

지구촌 공론장의 큰 툴을 형성할 뿐， 실질적인 합의 방법론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론이 두 가지 조건 

을 만족하는 지구촌 공론장의 방법론으로 적합할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합의 공론장이 실질적인 합의 내용율 산출하기에 적합한 

합의 방법론으로는， 구체적인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면서도 현 

실적인 다문화적 맥락이나 상황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반성 과 

정올 통해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광의의 반성적 평형론(wide 

reflective equilibrium)이 지구촌 사회의 합의 방법론으로 적합한 것 

으로 보인다.때) 

20) 다나옐즈(Norman Daniels)는 반성적 평형론을 협의의 반성적 평형론과 

광의의 반성적 평형론으로 구본하고 있다. 협의의 반성적 평형론은 도덕 
판단과 도덕원리 양자 사이에서의 정합성올 구하는 방법론인데， 이런 방 
법론에서는 도덕원리가 도덕판단의 단순한 일반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 

습주의라는 비판올 피하기 어렵다. 반면에 광의의 반성적 평형론은 도덕 
판단과 도덕원리 외에도 배경이론올 i영형의 한 축으로 인정함으로 자연 

과학의 방법론에 근접할 수 있는 복잡성과 유연성올 갖추게 된다. 즉 광의 
의 반성적 평형론은， 과학법칙이 관찰 및 실험으로 얻어진 자료로부터 귀 
납적으로 도출되지만， 단순한 일반화라고 비난받지 않는 이유는 도출된 
법칙이 사회과학이론 동의 관련된 제반이론 즉 배경이론으로부터 지지롤 
받기 때문이다(Daniels<l앉)6)， p.2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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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성적 평형론의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반성적 평형론은 어떤 특정 개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믿음 즉 7 ) 도덕적 숙고 판단들， 1-) 도덕 원리들(정의관)， L) 관련 

된 배경이론들의 3자 구도에서 정합적인 도덕원리를 도출하는 방법 

론이다. 그렇지만， 반성적 평형론은 다양한 도덕적 숙고 판단들이 어 

떤 특정 개인 안에서 조정의 과정을 갖는 것처럼， 다양한 도덕적 숙 

고 판단을 가진 당사자들의 합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었다. 아래에서 

는 일반적인 반성적 평형론의 구성요소들을 작동 순서에 따라 7 ), 

1-), L)의 순서로 검토하겠다. 

7 ) 숙고된 도덕판단 

반성적 평형론은 숙고된 도덕판단에 인식론적 우선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토대 없는 토대주의적 

(foundationalism without foundations) 접끈법이라고 할 수 있 

다 21) 그렇지만， 반성적 평형론의 합의 당사자들의 모든 판단을 숙고 

된 도덕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롤즈는 망설임， 자신감 없음， 당황함， 

• 놀람 동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도덕판단은 그릇되기 쉽고 우리 자신 

의 과다한 집착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한 

다.껑) 비슷한 맥락에서 닐슨(Kai Nielsen)은 통제 불가능할 때， 격정 

적인 감정일 때， 우울증에 빠졌을 때， 술취했을 때， 피곤할 때， 스트 

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을 때 둥은 숙고된 도덕 

판단들이 오류를 형성할 경우라고 말한다.갱) 따라서 평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단인지를 분별하고， 합당하게 선택 · 배제하는 

여과 과정을 거친 도덕판단만이 숙고된 도띄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여과과정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24)으로는 첫째， 합의 당사자 

는 자신이 내린 판단의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21) Daniels0996l, p.83. 
22) Rawls(l999a), p.42 
23) Nielsen(1987), p.l48. 
24) Rawls (1951), pp.l81-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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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합의 당사자가 어떤 특정 방식으로 판단을 결정하였다고 

해서 그에게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된다. 둘째， 합의 당사자는 도덕적 

성실성 (integrity)을 유지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 당사자는 

자신의 결정으로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 첫째 

와 둘째 조건인 두려움이나 편파성 배제 조건은 올바른 결정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올 제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들이다. 이런 여과과 

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과과정은 어디까지나 판단의 배경조건에 

만 한정되는 것이지， 협소한 반성적 평형론을 사용하는 직관주의자들 

처럼 도덕판단의 내용이 신념에 부합하는지룹 검토하는 과정은 아니 

라는 점이다. 

이런 여과과정을 통과한 숙고된 도덕판단의 특징들25)은 첫째， 합의 

당사자가 내린 숙고된 도덕판단은 이해관계가 실제로 상충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이어야지 가상적인 경우이어서는 안된다. 이는 관련된 

판단들이 문제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서 기인한 

것이다. 둘째， 숙고된 도덕판단은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실들 

및 그 밖의 관련 요소들을 고찰활 공평한 기회를 가진 이후에 내려진 

판단이어야 한다. 관련된 사실에 대한 지식 없이 내려진 판단은 단지 

우연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숙고된 도덕판단은 합 

의 당사자가 확산하는 판단이어야 한다. 이것은 확실성(certainity)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확신(certitude)을 말한다. 왜냐하면 확실성은 

명제와 그 증거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확신은 합의 

당사자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 당사자에게 혼돈스러운 판단 

들올 검토하는 것보다는 정확하다고 확신하는 판단들을 검토하는 것 

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넷째， 숙고된 도덕판단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즉 관련 사실과 이해관계가 유사한 경우에 합의 당사자는 비록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 

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판단은 합의 당사자가 확신하는 판단 

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안정성은 숙고된 판단 

은 수정불가농한 절대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관련 사실 

25) Raw!s(l 951), pp.l82-1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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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해관계가 유사한 경우에 주목한 상대적 안정성을 의미하기 때문 

에 III. 2. 1)에서 고찰할 반성적 평형론의 광범위한 수정가능성 특정 

과 모순되지 않는다. 다섯째， 숙고된 도덕판단은 도덕원리에 비해 직 

관적이어야 한다. 즉 원리를 적용한 결과로 이루어진 판단이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반성적 평형론은 합의 당사자들의 숙고된 도덕판단 

과 도덕원리간의 상호조정과정을 통해서 합당한 도덕원리를 산출하는 

정당화 방법인데， 숙고된 도덕판단들이 도덕원리의 적용 결과로 얻어 

지게 되면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숙고된 도덕판단은 상식인들의 가변적이고 즉 

홍적인 직관이 아니라， 비판적 고찰 즉 여과과정을 거친 후 얻어진 

숙고된 도덕판단이다. 숙고된 판단을 지구촌 사회적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개별 인민사회의 역사적 · 문화적 전통 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다듬어지고 공유된 도덕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판단의 

초기 신뢰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숙고된 도덕 판단이 문맥적 정당화 

가 확보되었고 숙고된 도덕판단은 이미 사회에서 합의된 배경이론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문맥적 정당화가 확증되기 때문에 극복될 

수있다찌 

J...) 배경 이론 

광의의 반성적 평형론과 협의의 반성적 평형론의 근본적인 구분은 

배경이론(the background theory)의 유무이다. 배경이론은 상식인들 

의 반성적 판단들올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에서 관련 전문 

가들에 의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을 지칭하기 때문에， 배 

경이론은 도덕이론， 자연과학이론， 일반적 사회이론을 포함하고 있으 

26) “ ... 도덕원리 도출의 근거가 되는 숙고된 도덕판단이 신뢰불가능 하다면 

아무리 정합성올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리는 신뢰가능성을 지니기 

어렵다 ... 이에 대해， 브링크는 정당화 방법을 운맥적인 정당화와 체계적 

인 정당화로 구분하면서 어떤 도덕판단의 신뢰가능성 즉 체계적인 정당 

화는 반성적 평형의 방법이 완성된 연후에 얻어지지만 문맥적인 정당화 

는 초기에 얻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구분을 받아들이면 반성적 평 

형론의 출발점이 되는 숙고된 도덕판단은 문맥적으로 정당화되기만 하 

면 된다 ... (김상득(1996) ， pp.80-8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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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회이론들은 우리 사회 세계와 사회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 

가는가와 관련된 경험이론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 

배경이론은 몇 가지 특정올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배경이 

론에는 사회 변혁적인 사회과학이론들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롤즈는 

배경이론으로 도덕이론과 사회과학이론 둥올 폭넓게 제시하지만， 롤 

즈의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인격체에 관한 이론’과 ‘절차적 정의관’ 

동의 전통철학에만 집중되어 있고 다른 일반사회이론의 역할에 대한 

검토나 설명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반성적 평형론에 대해 자민족중 

심주의( ethnocentrism)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27) 그러나 롤즈 

는 『정의론』에서 자신의 저술 의도에 따라 질서정연한사회 즉 입헌 

민주주의 체제라는 폐쇄적인 사회를 한정하여 정의론을 전개하고 있 

으며， 반성적 평형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고전적 공리주의’， ‘완전 

롱’， ‘정의의 두 원칙’ 둥 제한된 도덕원리들 하에서의 합의만올 고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철학과 자유주의적 배경에 의존하고 있는 것 

이지 반성적 평형론 자체의 성격을 보수적인 자민족중심주의라고 보 

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롤즈는 배경이론으로 일반사회이론을 포함시 

키고 있다는 점에서 해방적 관심올 가진 비판 사회 이론들이 배경이 

론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의 개념 

과 성격올 최초로 규정한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에 따르면， 

전통이론(traditional theory)은 주어진 현실 자체를 문제삼지 않은 

채 주어진 현실의 경험올 체계화함으로 기존 현실을 긍정하고 재생 

산하는 데 기여하는 반면에， 비판 이론은 단순히 이론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론올 낳은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 

며 현실 변혁과 관련되는 문화 사회 이데올로기 둥의 포괄적 비판 

이라고 한다.28) 따라서 비판이론이 반성적 평형론의 배경이론으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성적 평형론은 해당 공동체의 전통에 근거 

한 숙고된 도펙판단이 담지할 수 있는 보수적인 자민족중심주의를 

탈피한 진보적인 도덕원리를 산출할 수 있다. 

27) Nie!sen(l987), p.l55. 

28) 박정호(1앉)6)， pp.l36-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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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특정은， 배경이론은 도덕원리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확보해 

준다는 것이다. 배경이론은 도덕원리들과 숙고된 도덕판단들을 지지 

해 주는 배경뿐 아니라， 수정의 준거틀이 된다는 점에서 도덕원리의 

정당성을 확보해준다. 또한 도덕적인 성격보다는 사회과학적인 성격 

을 지닌 ‘배경이론의 배경이론’은 도출된 도덕이론의 현실적인 작동 

가능성을 확보해주는 배경 역할을 한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이런 ‘배 

경이론의 배경이론’ 과정이 무한퇴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 

체가 하나의 평형상태를 이루는 어느 정도에서 평형을 유지하게 되 

기 때문에 배경이론은 도덕원리의 현실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배경이론은 독립성 제약 조건(the independence 

constraint)을 따른다는 것이다.잃) 반성적 평형론에서 도덕원라는 숙 

고된 도덕판단과 배경이론에 의해 지지를 받는데， 배경이론 역시 숙 

고된 도덕판단과 도덕원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순환 문제가 해슬 

릿(Haslett)에 의해 제기되었다.때) 이에 대해서 다니엘즈(Norrnan 

Daniels)는 배경이론을 규제하는 숙고된 도덕판단(a)과 도덕원리를 

규제하는 숙고된 도덕판단(a’)은 상당한 정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배 

경이론의 독립성 제약 조건으로 반박한다:m 이에 대해 리틀(Daniel 

Little)은 모든 숙고된 도덕판단의 집합은 이상적으로 모든 가능한 

숙고된 도덕판단을 포함해야만하며， 그럴 경우에 도덕원리를 규제하 

는 숙고된 도덕판단과 배경이론을 규제하는 숙고된 도덕판단이 동일 

하기 때문에 반성적 평형론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재비판한 

다.32) 리틀의 비판은 타당하게 보인다. 따라서 순환성 비판에 대해 

배경이론의 독립성 제약 조건은 배경이론을 규제하는 숙고된 도덕판 

단과 도덕원리를 규제하는 숙고된 도덕판단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다 

니엘즈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며， 오히려 배경이론에는 숙고된 도 

덕판단이 규제하는 도덕이론 외에도 숙고된 도덕판단과 무관한 자연 

과학이론이나 사회과학이론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충분히 독립적인 

29) Daniels(l996), p.23. 
30) Haslett(l987), p.307. 
31) Daniels(l996), p.23. 
32) Little(1984), 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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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올 감당하여 도덕원리에 객관성올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대웅으로 보인다. 뒤의 m. 2. 1)에서 더욱 자세하 

게 살펴보겠지만， 이런 독립성 제약조건은 반성적 평형론이 출발단계 

에서 기존 사회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숙고된 도덕판단을 전제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성격을 광범위한 수정가능성 

과 호순환적인 발전적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배경이론의 진보성， 현실작동가능성， 독립성 동의 

세 가지 특정들은 합의될 도덕원리에 정당성과 현실 작동가농성을 

확보해주며， 합의된 내용이 발전적으로 확장되며 수정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준다. 

t:-) 도덕 원리(정의관) 

반성적 평형 과정 이전 단계의 도덕원리는 숙고된 도덕판단을 체 

계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성격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숙고된 도덕판 

단과 배경이론과의 조정 과정을 통과한 도덕원리(정의관)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정당성을 확보한 도덕원리(정의관)는 다음과 같은 

합당성 조건에 만족한다.앓)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합당한 도덕원리는， 첫째 합의 당사자의 

숙고된 도덕 판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만족스런 

설명력을 갖는 도덕원리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에 기반한 숙 

고된 도덕 판단들을 포함할 수 있다면 개별적인 편견이 사라지는 경 

향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도덕원리가 합의 당사자의 숙고된 도덕판 

단에 대한 포괄적이며 만족스런 설명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도 

덕원리를 수용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 둘째， 합당한 도덕원리는 합의 

당사자들이 해당 원리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공개적인 논의 후에， 

그리고 합의 당사자의 숙고된 도덕 판단과의 비교 검토 후에 합의 

당사자에 의해 수용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떤 원리들이 자유 

롭고 자발적인 일치로 얻어질 수 있고， 비강제적인 점진적 일치가 가 

능하다는 희망이 전제되어 있다. 셋째， 합당한 도덕원리는 상충하는 

33) Raw!s(1951) , pp.l87-1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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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견해들과 앞으로 어려움을 야기할 새로운 논쟁적 경우들에서 

비판과 논의 후에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합의 당사자들에게 수용될만 

한 결론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합당한 도덕원라는 합의 당 

사자들의 숙고된 도덕판단의 하위그룹들의 도전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덕원리의 합당성을 유지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 

실은 숙고된 도덕판단이 도덕원리보다 부정확하다는 우리의 직관적 

확신들에 의해서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4가지 합당성 조건을 만족하는 도덕원리들 사이에서 

도 도덕적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반성적 

평형론은 상호지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도덕적 불일치는 반성적 

평형 이전의 숙고된 도덕판단과 배경이론이 상이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숙고된 도덕판단과 배경이론이 유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비판이 해슬릿(Haslett)에 의해 제기된다 34) 

반성적 평형론의 정합성이 단지 논리적 일관성과 사실과의 부합으로 

만 해석된다면， 처음의 배경이론이나 숙고된 도덕판단과 양립 가능한 

수 없이 많은 반성적 평형상태를 이룬 도덕원리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많은 도덕원리들 중에서 어떤 도덕원리가 최선의 적합성을 갖 

는 원리인지를 선택하는가의 문제가 합리적인 결정기준 없이 편견， 

직관， 계시 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면， 반성적 평형론은 어 

떤 도덕적 불일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정합성은 논리적 일관성과 사실에의 부합만을 의미할뿐 아 

니라 포괄성과 설명력도 의미한다.퍼) 즉 정합성은 많은 반성적 평형 

상태의 도덕원리들 사이에서， 정합적인 체계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숙 

고된 도덕 판단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7)-， 그리고 숙고된 도덕 판단 

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서 더 정합적인 것을 

결정한다. 롤즈는 자신의 1951년 논문에서 포괄성을 단순하면서도 

설명력이 밀도 있고 체계적 (elegance)이어야 한다는 단순성 조건을 

34) Has]ett(l987) , p.31O 

35) Brink(l989) ,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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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단순성 조건은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면 설명력은 도덕원 

리의 수에 따라서 다소간의 만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더 많은 숙 

고된 도덕판단들올 포함하고，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도덕원리 

의 숫자가 더 작을수록 더 정합적인 도덕원리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합의된 도덕원리의 최선의 적합성 기준인 포괄성과 설명력에 의해서 

합의 당사자들의 사이의 도덕적 불일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2. 반성적 평형론의 합의 과정 

1) 광범위한 수정가능성 

반성적 평형론의 합의 과정은 숙고된 도덕판단， 도덕원리(정의관)， 

도덕이론과 사회이론 둥을 포함한 배경이론 사이의 조정 과정이다. 

이련 조정 과정에서 특정한 숙고된 도펙판단은 수정될 수 있고 심지 

어 폐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숙고된 도덕판단이 고정적이며 관습적 

이라는 비판은 부적절하다. 또한 도덕원리(정의관)들 역시 수정되거 

나 폐기되기도 하며， 새로운 도덕원리(정의관)가 채택되기도 한다. 그 

리고 때때로는 배경이론조차 폐기되고 새로운 것이 채택되기도 한다. 

즉 정합적이고 일관된 도덕 원리에 도달하기 위한 조정 과정은 모든 

요소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정가능성이 열려진 과정이다. 닐슨(Kai 

Nielsen)은 이와 같은 반성적 평형론의 조정 과정을 ‘바다 위에서 선 

박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6) 이런 광범 

위한 수정과 조정 과정을 통해 도달된 광의의 반성적 평형 상태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하지만 영구적인 안정성올 확보하 

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숙고된 도덕판단이나 배경이론의 둥장을 통 

해서 발전적으로 조정되는 동적인 기제이다. 직관주의와 달리， 이런 

상호 조정의 과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해 

전통에 근거한 인식론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다. 즉 철저한 오류가 

능성올 인정하는 반성적 평형론의 정합적 설명 방식은 어느 단계에 

서나 숙고된 판단들에 대해서 수정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직관주 

의와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36) Nie!sen(987) , p.l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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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진적 발전 전개 가능성 

반성적 평형론의 전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확고한 최소 합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반성적 평형론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높은 동일 문화권이 더 유리하겠지만， 지구촌 사회의 다양 

한 문화권들 사이에서도 최소의 합의 사항만 었다면 반성적 평형론 

은 작동할 수 있다. 

먼저， 동일 문화권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닐슨은 근대 문 

화의 영향권 하에서는 ‘무고한 사람을 고문하는 것은 그룻되다.’ ‘다 

른 사람과의 신뢰를 어기는 것은 그릇되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릇되다’ 등의 도덕 공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숙고된 

신념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반성적 평형론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주 

장한다 37) 또한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 역시， 물론 사람들 사 

이의 옮음(정의)과 좋음에 대한 깊은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 

세기 이후의 사람들은 ‘삶의 유지에 대한 관심’， ‘인간 욕망 성취에 

대한 관심’， ‘무엇보다도 고통에서의 구원’ 등의 특별한 관심에 대해 

일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38) 이런 최소의 일치가 있는 한， 반성 

적 평형론은 당분간 논쟁적인 주장은 괄호 치고 논쟁자들이 그 논쟁 

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최소 합의 내용에서 반성적 평형 

론의 작동을 시작할 수 있다. 정당화는 우리와 도덕적 입장이 불일치 

하는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논의로 그 본성상 관점들의 상충과 어떤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l9) 따라서 합의된 부분에서 논쟁적인 부분으로 

나아가 합의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반성적 평형론에 있어서 본질 

적인 성격이다. 

문화적 불일치를 갖고 있는 지구촌 사회에서 반성적 평형론의 작 

동 가능성을 살펴보면， 즉 최소의 합의 조건을 찾아보면， 첫째 인간 

에게 보편적인 도덕판단이 있다는 입장이 었다. 이런 입장은 칸트식 

의 선험적인 도덕판단을 전제하거나 비트겐슈타인식의 인간의 신체 

적 구조의 동일성으로 인해 보편적인 원초적 삶의 형식을 유사성으 

37) Nielsen(987), p.l47 
38) Taylor(985), p.l55. 
39) Rawls (1999a), p.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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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제하는 입장이다. 또한 세계의 대표적 종교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둥의 전통에 ‘인간 생명올 존중’하며， ‘자비행위를 강조’ 

하며， ‘황금률인 상호성을 인정한다’는 점 등의 일치40)를 밝힘으로 

보편적인 도덕판단올 전제하는 것이다. 둘째， 지구촌 사회의 긴밀한 

관계성 증진으로 인해 공통의 문화적 배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입장 

이 있다. 즉 문화적 불일치라는 지구촌 사회의 다른 한편에는 인터 

넷， 전화， 우편， 영화， TV, 음악， 신문， 잡지， 도서 둥을 통한 타문화 

와의 접촉 기회 확장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열어주어 문화 

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 

인 언어 사용의 공통성을 근거로 합의 가능성올 제시하는 입장이 있 

다. 인간의 언어행위는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며， 지 

구촌 사회의 다양한 인민들은 비록 내용상으로는 상이하지만 모두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들이다. 또한 각 인민들의 언어에 있는 

진리， 합리성， 근거제시， 또는 합의와 같은 개념들은 비록 그것들이 

상이하게 해석되고 상이한 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언어와 모든 언어 공동체에서 동일한 문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합의 사항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 41) 

이상의 세 가지 조건들 중 어느 조건이건 경험적으로 찾아진 도덕 

판단의 합의점이 설정되면 그 점을 시작으로 반성적 평형론의 점진 

적인 발전적 전개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일반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인민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앞의 두 가지 조건들을 수 

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반성적 평형론이 

지구촌 사회에서 작동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광의의 반성적 평 

형론은 다양한 인민사회들의 논쟁적인 불일치에는 당분간 괄호를 치 

고， 그 불일치에서 공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숙고된 도덕판단， 도 

덕원리(정의관). 배경이론 사이의 상호조정 과정올 통해 정합적인 정 

의관에 합의하는 방법론이다. 광의의 반성적 평형론은 상호주관적 합 

40) 새무얼 플라이샤커(1999)， pp.50-54. 
41) Habermas(1992l, p.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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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숙고된 도덕판단이 

나 배경이론 둥의 변화에 따라 합의 내용이 수정 가능하고 합의된 

부분에서 논쟁적인 부분으로 합의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지구촌 사회에 적합한 방법론이다. 

IV. 나오는 글 

본 논문에서 필자는 공적정치문화가 부재한 지구촌 사회에 적합한 

합의 공론장의 조건과 합의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즉 지구촌 문제들 

에 도덕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구성되는 합의 공론장이 정당성과 현 

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의 절차의 중립성 조건과 토의 주제의 

무제한성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다원성을 전제하는 지구촌 사회에 

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미 내용적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 

적인 입장에 기반해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의 공론 

장은 토의 절차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공론장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토의 주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특정 가치에 의해 예단되 

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 공론장은 토의 주제에 대해 무제한적 

이어야 한다. 또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합의 공론장이 실질적 

인 합의 내용 즉 지구촌 정의관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 방법론으로는 

구체적인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면서도 현실적인 다문화적 맥 

락이나 상황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반성 과정을 통해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광의의 반성적 평형론이 적합함을 살펴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촌 문제의 심각성을 근거로 합의 공론장의 조 

건과 합의 방법론 고찰보다는 지구촌 정의관을 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롤즈의 만민 

법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정한 합의 공론장과 합의 방법론이 구축되 

지 못한 상태에서 구성된 정의관은 잠정적 타협에 불과할 뿐， 안정성 

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결정적인 약점에 노출되기 쉽다 공정성을 확 

보한 합의 공론장의 조건과 합의 방법론에 입각한 지구촌 정의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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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초기 단계에는 잠정적 타협처럼 불안정하게 보일 수 었지만， 정 

의의 원칙들은 지구촌 사회의 다양한 인민들의 합의라는 올바른 근 

거에 입각하여 정당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준수와 이로 

인한 신뢰구축은 정의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 

심리학에 따르면 국내 사회의 경우에 시민들이 성장하면서 정의감이 

계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촌 정의관 역시 인민들이 일정기간 

정의관을 준수하고 이런 사실이 상호 인지된다면， 상호 신뢰와 확신 

을 발전시키는 경향뿐만 아니라 정의관을 행동의 이상으로서 수용하 

려는 경향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지구촌 정의 

관은 잠정적 타협이 아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올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지구촌 정의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의 절차의 중립성 조건과 토 

의 주제의 무제한성 조건을 만족하는 합의 공론장에서 광의의 반성 

적 평형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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