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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자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인 사회계약론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이면에 숨겨진 도덕적 함의를 드러내고 그
에 부합하는 이론적 모델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전적 사회계약
론으로 개인의 본성을 제어하는 통치계약으로서 홉스의 『리바이어던』, 자
연법에 기초한 대의제와 제한정부로서 로크의 『통치론』, 일반의지에 의거
한 자율적 통치구조로서 루소의 『사회계약론』, 형이상학적 윤리관의 정치
적 실현으로서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을 계약의 절차적 단계와 맥락주의
정치사상사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이론의 의의와 한
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고전적 사회계약론에 내재된 논점과 함
의를 도출하고 현대적 사회계약론으로서 롤즈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
유주의』에 내재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롤즈는 『정의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 대응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상충하는 다양한 합당한 포괄적 교설(reasonable
comprehensive doctrines)로부터 도출된 중첩적 합의에 입각한 ‘정치적 정의
관’으로 재정식화 하였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드러난 롤즈의 입장 변
화는 보완적 입장이 아니라 정의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여러 비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교설에 기초한 합리적 선택이론으로부터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 확보에로 신념과 태도상의 전환이 일어난 것
이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흐름에 기초해 볼 때 연구자는 실천이성의
도덕적 능력을 강조하며 정치공동체의 성립을 선험적인 도덕 이념과 결부시
켜 정당화하는 칸트의 입장에 동의하며 정치는 기본적으로 삶의 일반을 관
장하는 도덕과 상호연관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다양한 포괄적 교설을 판단, 포용할 수 있는 메타적인 포괄적 교설(a
meta-comprehensive doctrine)로서 개인의 자율에 기초하면서도 책임과 존
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 존엄성을 보전하는 ‘도덕적 자유주의’를 제시하
고 이를 구현하는 사회계약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만, 관념적이던 칸트
입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동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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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사회계약의 내용을 마련함에 있어 도덕적 관점뿐만 아니라 시대사적
요청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구상된 이상적 정치공동체는 도덕적 자유주의의 이
념과 21세기에 부과되는 사회적·정치적 사명이 반영되고 숙의민주주의에 기
초하되 저항권, 반론권과 같은 교정 장치를 포함하는 ‘약관’을 설정하고 이
에 동의하는 연역적 방식의 구성적 ‘계약’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하
는 가치를 설정, 수정, 실천해 나가는 국가를 의미한다. 한편 이상적 시민상
은 도덕의 제한을 받되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주체적으로 삶을 실현
해 나가는 시민의 모습으로 열린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보다 고차원
적인 도덕·윤리 교육을 위한 시민교육은 시민적 덕성을 실현하는 숙의와 소
통에 기초한 협력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주요어: 사회계약론, 도덕적 자유주의, 구성적 사회계약, 숙의 민주주의,
칸트, 롤즈
학번: 2009-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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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칸트에 의하면 ‘자유는 도덕법칙의 존재근거이며 도덕법칙은 자유의 인
식근거’이다. 이 말은 자유로 인해 도덕법칙의 존재 필요성이 요구되기에 자
유를 말살시키는 도덕법칙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도덕법칙이 있음으로 인
해 우리는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는 칸트가 제시한
자유와 도덕법칙의 관계를 통해 ‘자유’에 대해 취해야할 관점과 함께 ‘규범’
이 갖춰야할 속성에 대해 간파할 수 있다. 도덕과 자유의 관계와 마찬가지
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유주의 정치질
서가 필요한 한편 자유주의 정치질서가 있음으로 인해 자유로운 시민들의
성품 혹은 자질들이 발현될 수 있다. 자유주의 정치질서와 그에 수반된 미
덕들은 서로의 존재에 필수적이며 서로를 강화시킨다(김비환, 2002: 21). 따
라서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기본 성격을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도구적 질서로 파악하기 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사적 자유를 올
바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유주의 정치질서에 내재된 도덕적 함의를 도출
하고 구현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이러한 자유와 규범의 상
호관계 하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이어줄 정치 규범을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정치공동체 모델을 탐색하고자 한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생활을 규율하는 정치규범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
안으로서 ‘계약’은 자연상태1)와 대비된 사회 상태2)로서의 ‘국가 혹은 정치공
동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장한 정치사상이자 사회이론인 사회계약
론의 핵심 개념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나 정치공동체의 정당성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사회계약론은 아직까지 불완전한 미완의 이론으로
남겨져 있지만 근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마치 로크가
1) 자연상태(state of nature)란 동물과 같은 본능적인 삶과 같이 인위적 방안이 투입되기 이전국가 혹은 정치공동체가 성립되지 않은-자연 그대로 인간 무리가 살아가는 상태이다.
2) 사회상태(state of society)란 자연 상태를 초월하여 인간의 존엄한 본성을 전제함으로써 설정
된 인간적 삶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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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묵시적 동의 개념처럼)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모습에 불만이 없
는 어떤 이는 오늘날 정치공동체에 소속된 개인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원
만히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사
회계약적 구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현재의 자본주의는 공공성에 대한 열망보
다는 극소수의 자본가를 위해 대다수의 가지지 못한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폭력적인 속성을 담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제까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론적 토대로서 간주되
고 발전되어온 사회계약적 논리의 적실성에 의문을 가지고 좀 더 설득력 있
고 보편성을 담지할 수 있는 이론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분분한 견해만 있을 뿐 사적인 탐욕과 격정을
균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공공선을 이룩하는 이상적 정치공동체의 이론적
토대로서 사회계약에 관한 보편적인 합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사회계약이
발생하게 된 그 ‘기원’으로 돌아가 그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되짚어 봄으로
써 “사회계약적 정당화 논리”를 체계적으로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진리로 인정된 다음에는 여타의 동의와 논박과 합
의에 대해 초월가능한 수학적 진리나 자연과학적 진리(김선욱, 2001: 34)와
는 달리, 정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론을 구성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제도적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제한하려면 그에 합당한 충분한 근거 혹은 정당
화가 요구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우리는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방
식을 통해 최대한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노력은 사회계약적 접근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정치공동체
가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을 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 결정
된 사안의 정당성에 대해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
체는 원만하게 지속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동의에 기반한 사회
계약론의 기본구도는 사회구성원인 개인이 정치·사회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
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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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정치에 관한 논의에서 ‘정당성’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으며(이상익·강정인, 2004: 83) 모든 정치 사회는 그 정당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자는 그러한 정치사회의 정
당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사회계약론을 제시하고 이를 정
제(整齊)하고자 한다. 내용적 타당성 확보 가능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회
계약론은 적어도 “절차적 합리성 및 공정성”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할 가
능성이 높은 이론이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은 이를 통하여 현재화되는 원
리가 동원리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되기에 ‘정의의 원리가 어떻게 정당하게 도출될 수 있는가’
하는 난제와 관련하여 탁월한 절차적 해법을 제시해준다(박효종, 1995: 431).
이러한 사회계약적 접근은 ‘그 접근 방법이 타당하다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정의의 내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 방법이야말로 다원
주의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노찬옥, 2005:
21). 따라서 합리적인 개인들은 계약을 통하여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방어해 줄 통치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사회계약론을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규범적이지도 못한
유치한 이론으로 보기도 한다. 한 예로 사회계약론은 강자들의 ‘당연한’ 권
리를 억제하기 위한 약자들 간의 합의(혹은 음모)로 도출된 법으로 평가되
기도 한다(모제스 Ⅰ. 핀레이, 2003).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이 올바른가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정체나 절차적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회계약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3)
사회계약론에 내재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김현철, 2002: 36).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정치공동체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정치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그 공동체가 권
력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근대 사
3) 사상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견되고, 발전하고, 정제되는데,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이
공적인 숙고에 관한 의견들을 발달시키게 하였다(Sellers, 1998: 122). 법과 사회의 어떤 구조
들이 개인에게 최대의 혹은 최선의 사상을 제공할 것인지,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제안하고 지지한 다양한 법률들과 권리들을 지지하는 법률제정에 관한 이
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Sellers, 199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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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약론에 있어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쟁점이 나타난다. 그 하나는 "정치공동체가
가지는 권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공동체가 권력
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는 때로 제한되게 되는데 그런 자유의 제한은 어떻게
정당화될 것이냐"라는 점이다.

제시된 것처럼 계약론이 아무리 매력적인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론에
는 해결되어야 할 여러 난제들과 논의되어야 할 쟁점들이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계약을 통해 도출된 공동체적 이상 달성을 위한 기본권 제한
의 근거 제시와 관련된 문제이다.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해야 할 뿐만 아니
라 공동체적 가치와 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 다른 쟁점은 사
회계약적 방안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회계약을 통해 도출되는 정치
원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회계약
론을 선택한 많은 학자들 역시 서로 각기 다른 이론들을 주장하였다. 이처
럼 사회계약론의 정당화 논리는 단순하거나 일률적이지 않고 그 다양한 이
론들만큼이나 다양한 요소들과 접근 방법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종합적이
고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의적 측면에서 통치 구조의 정당성을 확보
함에 있어 ‘사회계약적 구도’-즉 사회를 계약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정당
화 방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려는 기획-에 내재된 논리구조와 쟁점, 한계
와 한계 극복 방안을 계약 성립의 정당화 논리를 중심으로 포괄적이면서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사회계약이론가들
이 내세우는 다양한 모습의 사회계약론의 논리구조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양상을 빚어내는 사회계약론의 규범적 근거로서의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사
회계약론에 내재된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후 이러한 비판
적 분석의 결과 도출된 함의를 바탕으로 정치공동체 모델을 구상함에 있어
사회계약론이 지니는 강점과 함께 ‘사회계약적 구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
안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보기에 사회계약이론가들이 내세우는 각 이론의 정당화 방식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계약적 구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래의 사
회계약론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에 태생적으로 내재된 모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각 이론이 제시하는 사회계약 절차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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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해명하는 것은 계약 절차의 정당성이 계약 내용의 정당성을 담지해
주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특
정 계약론의 내용적 측면에만 천착하기보다 사회계약의 구조, 특히 방법적·
절차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은 내용적 측면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
의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회계약론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문제의식에 주목하여 분석적 연구를 진행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사회계약론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그 유형을 크게 네 가
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특정 사
회계약이론가, 즉 인물에 초점을 두며 그의 사상인 사회계약론을 함께 논의
한 연구-헤겔 이전과 이후: 홉스의 사회계약론의 의미와 한계(나종석,
2004a), 존 로크의 계약론적 정치의무론(정연교, 1992),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방법론적 의미(박영욱, 2002), 칸트의 국가론에 대한 음미(임혁재, 1994), J.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황경식·김상배, 1984) 등-, 둘째, 사회계약론에
서 바라보는 다른 주요 사회적 가치나 개념에 대한 연구-계약론적 관점에
서의 신뢰(이재혁, 2001) 등-, 셋째, 계약론적 관점을 구체적인 사회 문제나
쟁점들에 적용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본
영국과 호주의 근로연계복지 비교연구(김은하, 2006),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신공공관리론의 영미행정이론의 분석(윤은기, 2007) 등-가 있다. 넷째, 마지
막으로 본 연구와 같이 계약론적 구도 자체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해 논의
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하나 구체적인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계약론적 윤리학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정의에 관한 연구(정현태,
1994)”, “계약론적 윤리학의 딜레마(박정순, 1991)” 등의 연구는 도덕성과 합
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하는 사회계약론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로 본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와 중첩된다. 그러나 이 연
구는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 대립적 성격을 가진 한 두 학자를 중심으로 논
의한 한계점을 보인다. 이처럼 한 명의 학자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나
대립적 구도 하에 사회계약론을 바라보는 관점은 각 이론의 장점이나 한계
를 파악하기에는 적절한 방법일지는 모르나 사회계약론이라는 논리적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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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본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쟁점들을 파헤치고 그러한 쟁점들에 대한 합
당한 해답을 모색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사회계약이론가들의 이론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로 박효종(2005)의 ‘사회계
약론과 민주적 권위’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각 학자들의 계약론
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계약론에서 부여하는 ‘권위’의 본질을 살펴
보고 각 이론의 한계뿐만 아니라 각각의 논의들이 지니는 현대적 의미를 탐
색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 목적과 가장 유사한 국문 선행연구로는 이봉철(2010)의
“‘사회계약이론’의 난제와 그 해결모색: 실종된 ‘사회질서’의 탐색·복구를 통
해서”가 있는데 이 논문은 연구의 문제인식과 연구 대상이 본 연구와 거의
흡사하나 사회계약론의 난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 측면에 있어 연구자는 사
회계약의 절차적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공고화하는 데에 주목한 반면 이봉
철은 사회계약이론의 난제를 계약의 절차적 측면이 아닌 계약 성립 이후의
효력 증명문제-확인문제, 정당성문제, 번복문제-에 국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으로 ‘사회질서’의 탐색·복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통치질서만을
옹호함으로써 계약 성립까지의 절차적 측면의 공고화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약론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자 대표
적 사회계약이론가로 꼽히는 특징적인 사회계약이론가들의 이론을 인간관
및 계약의 목적, 계약의 역할 및 계약의 절차, 계약 전 상황, 계약 후 상황
등 전체 계약 상황과 관련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비교·대조함으로써 사회
계약론에 내재된 쟁점들을 빠짐없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
해 본 논문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규범에서도 도덕적 정당화는 요구되는 것이겠지만 순수한 도
덕규범의 정당화 문제와 바람직한 정체 혹은 사회정의와 같은 정치적 규범
의 정당화 문제는 논의의 성격 및 접근 방식에 있어 다소 차별화되어야 함
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도덕적 규범과 정치적 규범은 태생부터 적용에 이르
기까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히 정치적 규범에 대한 타당한 접근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가치 체계나 준거에 의존하는 대신, 존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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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체적 판단’을 통해 소속된
정체의 성격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담론이 진행되어야 함을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계약론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에 해당한다. 사회
계약의 기본 취지는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사회질서를 자율적 질서로 수립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동의는 다수의 힘이나 강압적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
이 아니어야 하며 만장일치를 토대로 완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
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약주체
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계약론에 내재된 핵심 쟁점들을 풀어가면서 사회계약론이 봉
착한 동의 확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홉스(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 칸트(Kant) 그리고 롤
즈(Rawls)에 의해 제시된 사회계약 이론에서 도출된 함의를 바탕으로 사회
계약론을 시대적 맥락에 부합하도록 정교화하고 정제화하고자 한다. 분명
과거에 등장한 사회계약론들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기여가 있었을 것이
나 21세기 시민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계약론이 요청된다. “사회계약
론에 기초한 정치공동체 모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각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사회계약론이 안고 있는 결점을 최소화하고 그들이 고안해낸 기획
들이 가진 강점들을 살려내어 정치공동체가 지향하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가능한 설득력 있는 계약의 절차와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계약론이 제시
하는 비전으로서 “정치제도의 공고화를 통한 정당성 확보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반성적 숙고에 기초한 주체적인 시민적 덕성을 구현
하기 위한 정치 과정 및 절차’라 부르고자 한다.4)
사회계약론은 ‘계약’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다양한 이익
주체들 간의 갈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고도 신중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의
도가 숨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동의’ 개념에
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주체적으로’ 채택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따르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계약론은 단순한 의미의 합의나 협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선택·구성한 정체 속에서 스스로 권리를 부여
4)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Ⅴ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 7 -

하고 이에 따르는 의무를 감수하게끔 하는 규범적 측면이 담지되어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사회계약 이론가들이 통치체의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한 사회계약론들을 되짚어 그 노력들을 결집함으로
써 사회계약론에 내재된 난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통하여 혼란한 새 시대를
열고, 이끌어갈 정치이론으로서 사회계약론에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을 다시
금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정치공동체의 지배 권한 및 지배 원칙 정립에 앞서 그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 유력한 방안으로 사회계약적 구도를 제시
하되 계약 상황과 조건, 계약의 성격 및 절차, 계약의 내용과 계약 파기상황
등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기존 사회계약론들의 의의와 한계를 파
악함으로써 종국에는 사회 통치 구조 및 정치공동체의 모델을 구상하기 위
한 이론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앞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서 비롯된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계약론은 정치공동체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정의 원리의 정당
화에 기여 가능한 이론적 틀로서 역할 할 수 있는가. 만약 기여가능하다면
그 적정한 역할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전적 사
회계약론에 내재된 논점과 함의를 바탕으로 현대적 사회계약론으로서 롤즈
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
와 평등의 가치를 보전해주면서도 고립화된 개인을 묶어줄 수 있는 정치공
동체 모델로서 사회계약적 구도의 정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특정한 통치체가 마련하고 준수하게 될 통치 원리 혹은 정의 원칙의 실
질적 내용에 대한 정당화도 중요하지만 원리·원칙 도출 방법이나 절차적 측
면에 대한 정당화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사회계약적 구도가 실
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계약론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수준까지 기여 가능한지에 관
한 분명한 파악이 선행된 후 접근되어야 한다. 사회계약이론가들은 각자 ‘독
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계약이론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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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 루소, 칸트 그리고 롤즈의 사회계약론의 정당화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정의를 판별할 수 있는 설득력 있고 타당한 기준으로서 사회계약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고화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계약론에 내재된 쟁점을 바탕으로 도출된 미해결 과제들을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리고 보다 정제된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이상적 정치공동체 모델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관념적 계약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론이 지니는 기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성을 확보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동의에 대한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어냄을 보장할 수 있는 정황적 조건 및 절차의 정
당성 확보 방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계약론은 동의를 전제로 그 탁월성이 부각되는 바 사회계약론에 내
재된 전형적인 삼단 논법은 다음과 같다(McCormick, 1976: 63).
(a) 구성원들은 오로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만 구속받는다.
(b) 구성원들은 동의해 왔다.
(c) 그러므로, 이 구성원들은 복종의 의무를 진다.
첫 번째 진술은 가정 혹은 원리이고, 세 번째 것은 단순한 결론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삼단논법에서 엄격히 분석되어야 할 것은 두 번째 진
술이다(McCormick, 1976: 63). 즉 사회계약론이 기획한 구도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의해왔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의했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봄으로써 사회계약론의 근거가 ‘사상누각’이 되지 않고 그 태생적 장
점인 ‘자율적 통치 구조’에 의거한 이론적 정당성이 실천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5)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회계약이론에서 동의
5) 홉스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 개념’으로 동의 확인문제에 대한 하나의 가상적 해법을 제시한
로크, 만장일치로 사회계약이 성립된다는 루소, 형이상학적 정의관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가상
적 전제로서 이념적 계약을 제시하는 칸트, 마지막으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개념
을 도입한 롤즈에 이르기까지 사회계약이론가들의 견해는 역사적․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하
기보다는 하나의 가상적 시나리오 속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논의는 자칫 그 내적 논리 측면에
서의 완성도는 높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실적 토대 없이 마련된 것이라 모래 위에 쌓은 성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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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지 동의의 근거 확인 문제와 관련한 쟁점들
을 정리해 봄으로써 핵심이 되는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모색함과 동시에, 만약 그러한 동의를
확정하는 현실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할 시, 사회계약론의 이론적 의의나
함의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동의에 기초한 사회계약적 구도의 의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논거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셋째, 사회계약론과 도덕·윤리교육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사회계약론에
내재된 도덕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사회계약론은 절차적 합리성에 기초한
이론이나 이 절차적 ‘합리성’과 ‘규범적 타당성’이 모순없이 균형을 이루며
동일한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규범적 측면에 관한 담론에 대해서
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
대사회를 이끌고 있는 ‘합리적’ 관점에만 의존하지 않고 철학적․규범적 틀
안에서 통치체의 정당화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사회계약론이 정의적 관점에
부합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회계약론이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계약
적 합의 절차에 대한 교육이 시민 교육의 내용 구성과 방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이상의 연구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계약적 구도는 ‘계약’의 모티브를 토대
로 사회 질서를 구축하려는 이론이다. 즉 그것은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욕
구 충족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이 만연한 ‘자연상태’로부터 사회 안전과 질
서 확보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칙(rule)
을 제정하고 그러한 규칙에 스스로 복종함으로써 평화로운 ‘정치공동체’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사회원리를 설정하는 일련의 정치적 관념체
럼 공허한 이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약이론의 내적 타당성 확보 차원을 넘어 ‘계
약의 절차’에 주목하여 논의의 현실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나 방법을 모색은 사회계
약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이나 전제에 머
무르지 않고 계약을 마련하는 절차적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적 조건이나 설정들을 제시함으
로써 사회계약론의 핵심 쟁점들이 보다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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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계약적 구도를 정당화하는
논거에 대한 분석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통하여 종래의 사회계약론에 내재
된 논리구조와 쟁점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상적 사회
계약적 구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 각
사회계약이론가들이 제시한 사회계약론의 발생 배경 및 사회계약이 성립되
기까지의 “정당화 논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여 자유주의가 담지하고 있는 이상과 정의적 관점에
부합하는 이상적 정치공동체 모델을 탐색·기획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적 구
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과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한층 포괄적인 시각
즉, 이상적 정치공동체의 모델로서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
소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이 되
는 주요 계약론들의 논리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그 사상을 폭넓게 관통하며
이해해야 한다. 특정 이론에서 간과된 측면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
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사회계약이론도 분석하고 해당 이론이 가지는
강점을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계약론에 포
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와 같은 포괄적 접근은 사회계약적 구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그 구조 자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안목을 형
성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다소 역사와 전통이 깊은 사회계약론의 방대한 부분을 다루는 본
연구의 특성상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회계약이
론가들 가운데서 분석 대상으로 삼을 계약론자들을 한정해야만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약 사상의 전개 및 철학적 정당화에 지대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학자로 홉스, 로크, 루소 칸트 그리고 롤즈 5명의 학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6) 분파와 관련하여 사회계약사상은 앞서 언급한 5명의

6) 홉스와 로크의 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이론이, 17C 자유주의 확립이후 19C말 그 이론적
생명력이 쇠퇴하기까지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전통의 사회계약이론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며
루소의 이론은, 18C말에서 19C말까지 독일 역사학파의 공격에 맞서 사회계약이론의 명맥을
유지해온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전통의 사회계약이론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다(이봉철, 2010:
63-64). 루소와 동시대 인물인 칸트는 자유를 자연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홉스, 로크, 루소와
달리 선험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충분하며, 롤즈의 이론을 택
한 이유는 이 이론이 19C말이래 쇠퇴했던 근대사회계약이론의 부활의 기점이 되면서 공리주
의에 대항하여 규범적 관점의 정치논의를 부각시키데 공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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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를 중심으로 커다란 흐름으로 구분되는데, 이 다섯 가지 조류는 계약론
적 윤리학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분파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접근방
식’에서 흔히 통용되는 시기적 접근뿐만 아니라 ‘논리구조’에도 초점을 두어
각 이론에서 계약 상황의 절차적 단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추출하여
범주화한 다음 그것들을 입체적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각 이론의 이론체계
및 구조적 특징을 비교·대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계약의 절차와 그 결과로
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론을 펼치게 된 배경으로서 ‘당시의 사회상
이나 각 학자가 전제하고 있던 인간관, 사회인식’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포괄
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정치사상은 정치사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철학자 자신의 역사적 경험과 그 시대의 지적 유산을 반영한다
(Skinner, 1969)’는 포콕(J. G. A. Pocock), 스키너(Q. Skinner) 등을 중심으
로 전개된 맥락주의적 정치사상사 방법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맥
락주의적 정치사상사 연구 방법이란 어떤 이론가의 정치사상을 그 사상이
배태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그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주
는 이데올로기적 맥락, 그리고 그러한 특정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자신만의
특수한 목적과 의도를 토대로 펼쳐지는 이론가의 주장을 확인하고 심층적으
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다(Pocock, 1964; Skinner 1969). 정치철학
자들의 논의를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것은 그가 당대의 정치, 사회
적 사건에 영향받는 사실을 고려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그의 이론이 어떤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론으로 도출된 것인지를 밝혀주기 때문에 중
요하다. 따라서 정치이론 연구는 그 이론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그 시대의
정치적 이념적 갈등 대립을 포함한 일반적 정치 문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 가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회계약 이론에 내재된 논리의 핵심과 특징을 드러내
기 위해 다음의 논증 분석의 틀([그림 Ⅰ-1])7)에 따라 분석한 후 시대적 배
경에 비추어 각 학자별 이론의 특징 및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7) 김동석(2002)의 논문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 12 -

[그림 Ⅰ-1] 논증 분석의 틀

사회계약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 및 성격’은 계약이 시행
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계약론자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계약관
에 의거한 계약의 필요와 성격, 계약 당사자 정보 등과 같은 《관련 정보》
에 기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해주는 모종의 이유·
설명체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요컨대, 모종의 논리적 주장은 관련 정보와
상황인식에 의하여 “따라서” 이러이러한 조치(사회계약의 절차)가 취해져야
한다는 《하위 주장》이 나타나게 되며, “왜냐하면” (인간관 등을 포함한)
《전제》와 《근거》 그리고 《보강》에 비추어 타당하기 때문이다’라는 논
리구조를 지니게 된다. 동시에 논증적 주장들은 예상되는 《논리적 기대》
(사회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이상적 정치공동체의 모습)를 포함하고 있다.
종래의 다양한 사회계약론들 역시 이러한 논리구조를 지니고 있기에 그 논
리구조의 파악을 통해 각 이론의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지닌 논리적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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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과 실체적 타당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이상적인 사회계약적 구도를 탐색
하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계약론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것이
가장 독특한 특징인 만큼 무엇보다도 사회계약이 발생하고 이루어지고 실행
되는 과정을 계약 상황의 절차적 단계에 기초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분해
하여 역사적 흐름을 기준으로 구분된 사회계약론들을 비교·대조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계약론적 윤리학은 최초의 선택상황인 자연상태를 어떻게 규정
하며, 어떠한 방식에 의해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에 그 핵심적인 정당성이 달려있다(박정순, 1991: 248). 계약 내용의 합당
성 문제를 검증하기 전에 만약 계약 당시 최초의 선택 상황이 공정하지 못
하다면 그 계약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부분에서
는 사회계약의 절차적 단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분석의 초점을 계약
이전의 최초의 선택 상황에 둠으로써 사회계약론들의 독특한 개성을 보다
세밀하게 잘 드러내고자 한다. 본 논문이 분석적으로 접근한 계약론의 단계
적 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사회계약 상황의 절차적 단계
계약 이전 상황

인간관 및 계약
상황으로의 이행 논리

계약이전의 상태
인식된 갈등 상황·사회적 특성, 계약 필요성 도래
계약 진행 상황

계약 방법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
계약 사안 및 계약 당사자 범위
계약 상황이 내포하는 조건들
정의관 정당화 방법, 동의 방식
계약 수립 상황

계약 내용

합의될
정치적
권리의
공정성

원칙들의 체계에 대한 논증
권위의 기원 및 성격
성격 및 범위, 의무의 내용 및 내용 선정 기준
확보 방안, 계약구성원들의 관계

계약 실행 및 철회 상황
계약의 적용 및
권리 제한 방법, 계약 내용의 구체화 방식
파기 상황과 대응 방안 계약 파기 조건, 포기권한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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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정에서는 주로 학자들의 원전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쟁점
에 주목하여 해석 및 분석을 할 것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부가적으로
주석서나 관련 논문들을 참고하여 보충할 것이다. 그리고 논의 전개 과정에
서는 가급적 대표저서(『리바이어던』, 『통치론』, 『사회계약론』, 『윤리
형이상학』8), 『정의론』,『정치적 자유주의』)를 포함하여 각 학자들의 저
서에 담겨있는 개성 있는 주장이 고스란히 담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
식으로 논지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역사적 국면에서 탄생한 주관
적인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학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의 근거는 그들의 저술에
서 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고찰의 순서와 접근 방향을 드러내주는
내용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계약에 입각한
윤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서 사회계약론의 본질과 기원에 대해 알아보
고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사회계약론이 지니
는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계약론과 정의 실현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연
구자가 제시하는 도덕적 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규범에 있어 보편성
이 가지는 의미와 이를 실현함에 있어 이성과 감성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도덕성과 시민적 덕성이 담지해야 할 기본 성격을 정리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주요 사회계약이론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사회계약이론가들은 동일하게 사회계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도 접근의 관점과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본 연구는 역사적 맥
락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홉스, 로크, 루소, 칸트를 고전적 사회계약이론가
로, 롤즈를 현대의 대표적 사회계약이론가로 구분한 후 (1) <표 Ⅰ-1>에서
제시된 사회계약 상황의 절차적 단계들에서 추출된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각 이론들을 비교·대조하였다. 그리고 (2) 논리적 관계의 맥을 파악하기 위
해 논증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논리구조를 재구조화하고 (3) 사회-역사적 맥
락 속에서 각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았다. 이처럼 각 사회계약이론가들
의 입장을 각 단계별로 “병렬적”으로 분해한 후 구체적인 논리를 논증분석
의 틀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비교·대조하며 사회계약이론들의 핵심적 논
8) 법철학을 포함한 칸트의 국가론은 그의 방대한 저서 속에서 서로 논리적 연관관계 속에서 전
개되고 있는데 연구자는 주로 『윤리형이상학』 제1편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에 제시
된 그의 사회계약이론을 중심으로 그의 국가론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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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꿰뚫은 다음, 각 사회계약론이 탄생된 시대적 맥락에 비추어 각 이론
의 의의와 한계를 재조명하는 과정을 통해 고전적 사회계약론에 내재된 주
요 논점들을 드러내고 그 함의를 추출함으로써 사회계약론을 정제함에 있어
롤즈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개선할 때 지침으로 삼았다.
제5장에서는 다원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시대에 적합한 사회계약론에 기
초한 정치공동체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종래의 사회계약이론이 지니는
의의를 살리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약 내용의 설정에 앞
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건들(정치공동체의 이상과 이념)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사회계약적 구도가 지향해야 할 핵심적 가치, 전제뿐만 아니
라 방법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자율성 확보 방안 등을 정리함으
로써 21세기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치공동체의 의무를 구성하고 그러한 의무
가 원활히 준수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고안된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공동체 모델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도덕·윤리교육과에서의 시민교육에 있어
어떤 적실성을 가지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논리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사회계약과 도덕·윤리교육의 관계를 검토한 후 도덕·윤리교육을 시행
함에 있어 사회계약론적 구도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았다. 계약적 구도는 인간 활동이 사회적 활동이 되도록 하는 근간이자 인
간관계가 사회적 관계가 되도록 하는 기본 수단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계약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사회 참여의식을 지닌 시민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를 판별하는 도구로서의 사고과정
에 주목한다면 사회계약적 구도는 보다 고차원적인 도덕·윤리적 사고를 조
장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사회계약론에
관한 도덕교육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사회계약에 내재된 도덕
적 함의와 함께 사회계약론에 대한 발전적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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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사회계약론의 역사
사회계약론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변화해 왔다. 이에 연구
자는 각각의 이론들이 담지하는 정치철학적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사회계약의 본질과 기원 및 그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회계약의 본질과 기원
사회계약론들은 계약의 방법과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그 핵심적 관점이 ‘사회 성립의 기초는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개인인 사회구성원들의 계약에 근거한다(박정순, 1991: 248; 박영욱, 2002:
181)’는 데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사회계약론은 합리주의(合理
主義), 이성(理性), 계몽주의(啓蒙主義) 등 철학적으로 새로운 사고의 출발점
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왔던 자유주의(안정수, 2005)와 함께 발전해왔으며 동
의에 기초한 ‘자율적 통치 구조’라는 그 기원적 정당성을 담지하고 있다. 이
러한 사회계약이론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
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요구된다. 최초의 자유주의자들은 자
신의 이론을 무기로 삼아 왕의 정당하지 못한 권위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정당화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질서의 억압성 및 이를 정당화했던 ‘자
연적 예종(natural subjection)’의 이데올로기적 전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 하였다(Tully, 1993: 33; 김비환, 2000: 227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개인이 실제로 추상적인 존재이며 사회계약이 실제로
성사되었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그러한 주장을 통해 그들의 개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가 보다 중요한 문제였다(김비환, 2000: 227).
국가 혹은 정부의 설립을 자연상태의 개인이 맺는 계약 형태로 설명할
것을 최초로 시도한 홉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계약이론을 제시하였는
데 계약적 구도를 처음으로 제시했다9)는 점에서 그를 사회계약론의 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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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러나 평등한 사회에서 출발한 그의 가정은 민주주의적 관점
에 부합하나 그 결론이 절대 권력에 수동적으로 의존하였기에 자유와 평등
가치의 제도적 실현이라는 사회계약의 본질에 부합하는 이론인지 여부에 대
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계약의 기원에 대한 분석은 사회계약
의 본질에 대한 파악과 함께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독특한 특징을 지
니는 고전적 사회계약론으로서 로크, 루소, 칸트의 이론도 함께 살펴보겠다.
자연법을 인식하는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 로크는 자연상태에서도 자연
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지만 갈등이나 분쟁 해결의 조절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기에 시민들은 스스로 계약에 의한 합의에 의거하여 선출된
대표를 통해 의결된 법률을 근거로 갈등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회계약에 기초한 국가는 자연법에 기초하여 입법해
야 하며 그러한 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사법권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한편 루소는 자유인으로 태어났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진 인간을 구속한 사회 질서의 기원을 찾으려면 만장일치로 성립된 최초의
계약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기본 명제에
설 때 인간이 동의하지 않은 타인의 자의적 지배와 같은 권위에 종속될 경
우 인간은 그의 본성에 어긋난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왜곡된 관계로 인한 문제 상황을 예방하려면 모든 시민들이 타인들에
대해 완전한 독립성을 누리고 주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계획하도록 사회 구
조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계약이란 일단 동의를 표명하면
그것을 지키고 따르도록 강제되나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로 인해 가담하는
것이기에 사회계약적 구도에는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명제가 이미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루소는 사회
계약론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그 본질과 기원이 있으며 이러한 기
본질서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립된 계약의 내용들은 그 이념의 허
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다.
주권 행위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기에 공정하고, 공익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질

9) 루소와 달리 홉스나 로크는 명시적으로 ‘사회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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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에 유익하며, 공적인 힘과 최고 권력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견고한
협약이다.
루소 『사회계약론』 2부 4장

반면 칸트는 홉스, 로크, 루소와 같이 국가의 기원에 대해 실재론적 입장
을 취하며 이러한 경험의 산물에 기초한 사실적 진술들은 단지 임의의 한
지점에서 가능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일러줄 뿐이어서 정치 원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맹주만, 2002: 79). 그리고 사회계약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공동체의 필요성을 자유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함께 통일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자율성이라는 도덕적 본질에 기초하여 도
덕의 실현 관점에서 도출된 논리적 구성물로서 증명할 것을 시도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사회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란 국민에 의해 모든 국민의 의사
를 평등하게 존중하고 고려하여 반영할 의무를 진 통치체를 의미한다.
근원적 계약의 정신은 통치방식을 저 이념에 부합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될 수 없다면 점차로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유일하게 적법한 체제인,
곧 순수 공화국의 체제에 그 작용결과 면에서 합치하도록 하고, 순전히 국민의
신민성만을 낳는데 기여한 저 오래된 경험적인 형식들을 근원적인 형식으로
해체할, 구성적인 권력의 책무성을 함유한다. 이러한 근원적 형식만이 자유를
국가의 본래적 의미에서 법적 체제를 위해 필요한, 그리고 마침내 문자 그대로
그리로 이끌 모든 강제의 원리, 정말이지 강제의 조건으로 삼는다.―이것이 법
칙이 자기 지배적이고, 어떤 특수한 인격에 의존해 있지 않은 곳에서의 유일하
게 지속적인 국가체제이다. 모든 공법의 최종 목적, 즉 거기에서만 각자에게
자기 것이 확정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저 국가형식들이 문자
대로 그 수만큼의 최고 권력을 입은 서로 다른 도덕적 인격들을 대표해야 하
는 한에서는, 단지 잠정적인 내적 권리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 시민사회의 절
대적-법적 상태는 인정될 수 없다.
칸트 『윤리 형이상학』 법이론 §52

사회계약이론가들은 계약의 실제 성사여부를 설명하고 구체화하기보다는
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

- 19 -

만 사회계약은 단순히 권리를 회복하거나 보전하는 것을 넘어 상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공동체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할 ‘합당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사회계약론의 공적은 다름 아닌, 인간들로
하여금 ‘자발적 동기’로부터 그들의 불안정한 자연 상태에서의 독립적인 상
태를 포기하고 공동체적 권위에 종속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의와 협약 과정의 의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
것은 ‘이성’에 의한 인도를 중시함으로써 최종적 의사결정이 다수의 압제나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으로부터 방지해준다.
논리적 구도와 권리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회
계약이론가들이 국가 정당성의 기반으로서 공통적으로 계약 이론을 선택한
배경(사회계약의 본질과 기원)은 개인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논리적 기초
를 제시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 관계 속의 개인이 직면하게 될 사회적 문제
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사회계
약은 이러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만인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적 관점을 담지한 이론적 틀에 해당했던 것이다. 사회계약은 정치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공동체의 결정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는 공동형성자일 것을 요
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종국에
는 모두가 합의에 도달하여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과 개인 간, 그리고 개인
과 집단 간의 끊임없는 투쟁의 고리가 끊어지고 공동의 협력의 틀을 마련함
으로써 합심(合心)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10)

나. 사회계약론의 발전과정
사회계약론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은 크게 다섯 개의 분파로 구분할 수
있다. 다섯 개의 분파 중 하나는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로 그는

10) 특히 오늘날 전지구가 직면한 에너지 고갈문제,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은 도덕 혹
은 정치의 영역을 초월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절실한 과제이다. 이것은 또다시 홉
스가 우려했던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정치공동체에 도덕적으로 진화된 21세기적 리바이어던을 옹립하는 것이 새로
운 의무로서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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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와 무질서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절대주의적인 정부를 옹호하였다.
그는 개인의 이익추구 극대화를 인간사회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하고 그러한
성향으로부터 비롯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계약론을 제
시한다.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기술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라는 공포스러운 상황은 사람들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국가를 계약하게 하
며, 절대적인 리바이어던의 힘을 요구하고 그에 복종하도록 만든다. 즉, 그
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자연상태로 퇴락할 수 있는 위험을 무
릅써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시민은 무조건적인 의무로 국가에 복종해야 함
을 주장함으로써 합리적인 방식으로 절대주의를 옹호했다. 그러나 신의 계
시까지도 리바이어던의 권위에 의해 법적 힘을 부여받을 때 비로소 개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왕권의 정당성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던 왕
당파로부터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게 된다. 이후 명예혁명이
끝나고 18세기 영국 정치는 자신들을 17세기 반(反)절대왕정 전통의 후계자
로 생각했던 휘그당이 주도하게 되어 홉스의 정치사상은 주목받지 못하게
되었다. 17세기 왕당파를 계승한 토리당 역시 왕당파와 동일한 이유로 홉스
에게 적대적이었다. 한편 무신론자들 또한 홉스의 사상은 단정적이고 독단
적이어서 회의주의 정신이 없다며 그를 비판하였다.
이처럼 서양 역사에서 전제 군주에 대한 도전과 함께 절대 권력에 입헌
적 제약을 가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던 17세기에 절대군주의 절대적 통치권
을 옹호하였던 홉스의 논의는 시대사적 조류에 걸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당시의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휘그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대군주를 옹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절대권력이 조물주인
‘신’이 아닌 계약에 참여한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
하여, 전통적인 군주주권론자나 왕권신수설 주창자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
하였다. 까닭에 홉스는 정치 이론에 ‘사회계약적 구도’를 도입한 최초의 이
론가로서 국가의 발생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계약으로 설명
하고 인민주권론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홉스는 부정적
인 평가를 많이 받았다.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명예혁명을 옹호하고 휘그파11)의 입장의
11) ‘휘그당’의 목적은 1688년 명예혁명이라는 정점을 향해 영국의 정치적 격변이 가속화되어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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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을
집필하였다. 로크는 사회계약 이론을 통해 정부의 권위는 피치자의 약속, 즉
동의로부터 생성된다는 기초적인 자유주의 사상을 옹호하였으며 근대 자연
법사상12)의 계보를 이었다. 로크는 홉스와 동시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 저서에서 홉스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절대군주를
주장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하면서 간접적으로 홉스의 주장
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지배자는 얼마든지 해악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짐으로써 그의 모든 행위는
정당한 것이 된다. 어떻게 하면 침해와 해악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을까하는
물음 자체는, 매우 강대한 힘을 휘두르며 그것을 행사하고 있는 측에 있어서는
음모와 반란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모든 인간이 자연 상태
를 포기하고 사회에 들어가면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법의 구속 하
에 있어야 하지만, 한 사람만은 자연 상태의 자유를 누리고 권력을 증강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해도 죄에 붙여지지 않는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인간이 스컹크나 여우에게 화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도 사자에게는 잡
아먹혀도 만족하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다.
로크 『통치론』 제7장 93절

이처럼 로크는 왕의 권력을 정당화해온 ‘왕권신수설’을 거부하고 정치권
력의 사회적 기원을 주장함으로써 인민주권론의 토대를 굳건히 할 뿐만 아
니라 자유주의적 정치질서를 수립하였다. 인간의 자연권과 동의에 의한 정
부, 신탁(信託)으로서의 통치 개념 및 저항권에 대한 정당화로 요약되는 로
크의 사상은 종래의 왕권주의자에 맞서 입헌주의 전통을 새롭게 마련해가던
당대 영국의 지식인들을 사로잡으며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을 넘어 유럽

시기 국왕의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강화하고 선출된 하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요크 공 제
임스를 왕위 계승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
12) 자연법이란 실정법(實定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
적인 법률 및 규범을 일컫는다. 자연법 사상은 근대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으나, 특히
근대 자연법 사상은 중세적 신권설(神權說)에 대항하여 근대 주권론이 발전하는 데 이론적 근
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권 관념과 맞물리면서 자유주의 사상
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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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문지영, 2007: 103). 로크의 사
회계약론의 특징은 (동의 개념13)을 ‘정부의 공권력이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자 ‘정치적 의무의 근거’로 사용함으로써) ‘동의에 의한 정
부’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고 ‘저항권’을 정당화했다는 점에 있다. 이로써,
시민의 의무가 ‘왕의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
국가를 개인들의 필요에 따라 합의하여 만든 구성물로서 해석함으로써 ‘개
인’의 발견을 분명히 하여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이로써 생명,
자유, 재산권과 같은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치 사회의 기원으로서 정부
의 목적이 되었으며, 피치자의 동의에 의거한 계약조건을 파기하면 정부의
정당성은 사라지고 인민은 반항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로
크의 자유주의는 대의, 헌정주의 그리고 제한정부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며
서양 정치사의 획을 긋는 주요 혁명들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로크

사상의

영향을

받은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사회계약을 통한 인민의 일반의지에 입각한 통치를 주장함으
로써 자유와 평등, 박애를 이념으로 하는 프랑스 혁명의 발발을 촉진시켰다.
루소는 간접 민주주의 정부 체제 하에서의 인민은 의원을 뽑는 선거 때에만
일시적으로 자유로울 뿐이라며 로크가 제안한 대의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루소는 자유로운 개인들을 지배 체제로부터 분리하지 않으면서 복종할
수 있는 권위 형태를 만들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의 사회계약론을 제시
하였다. 1762년 출판된 루소의 ꡔ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ꡕ14)은 모든
정치제도의 기본 원리들에 대한 고도의 추상 작업으로 획득된 성과이다. 그
는 정부의 정당성은 공동선이 반영된 일반의지에 근거해야 하며 진정한 자
유의 의미는 정치적 참여와 일반의지에의 복종에 있다고 믿었다. 루소는 개
인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에 의거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하였으며 ‘항상 전체의 보존과 복지에 공헌하는’ 일반의지에 따
를 것을 종용했다. 그리고 한편 그는 공동의 시민 종교에 의해서 통일된 작
13) 로크는 ‘동의’ 행위를 행위의 결과에 대해 계산을 한 후에 취하는 자발적인 선택행위로 규정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를 근거로 시민에게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았다.
14) ꡔ정치적 권리의 제 원리(Principes du droit politique)ꡕ라는 또 하나의 제명을 수반하고 있다
(진병운,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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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대적으로 평등주의적인 공동체에서 작동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이
상적인 공동체로서 마음에 새겼다(앤드루 헤이우드, 2006: 332).
원초적 계약 혹은 사회 계약에 관한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견해는 『윤리형이상학(Die Metaphysik der Sitten)』에서 체계적으로 나타
나며 『영구평화론(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에서는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윤리형이상학』에서 칸트는 자유의 법
칙을 자연 법칙과 구분하여 도덕 법칙이라 부른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의
법칙(Gesetz) 자체는 도덕 법칙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지 않기에 칸트는 정
의(Recht) 개념에 대한 천착을 선행시키는 방식으로 국가론, 나아가 궁극적
으로 원초적 계약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맹주만,
2002: 92). 모든 입법가들은 전 국민의 통일된 의지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법
을 제정함으로서 개인의 특수한 의지를 공동의 공적 의지로 결합시킬 수 있
다고 보았다. 칸트에게 있어서 사회계약(원초적 계약)이란 일종의 논리적 구
성물로서 ‘도덕적 이상’으로서 이성적인 지위를 갖는다.
루소와 칸트 이후 새로운 시대의 전개와 함께 거부되고 잊혀가고 합리적
선택이론으로서 공리주의가 팽배해 가던 시기에 사회계약론에 관심을 가지
고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이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롤즈(John Rawls,
1921-2002)이다. 현대의 선구적 계약론자로 지칭되는 롤즈는 20세기 후반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롤즈가 대표 저서인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기본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최초 논문인 “공정으로서의 정
의”를 발표한 1950년대는 논리 실증주의에 의해 경험적이지 못한 학문에 대
해 그 학문적 지위를 의심하는 철학적 분위기였다. 이 시기의 윤리학에서는
도덕이 단순히 주관적 견해에 해당하거나 정서 표현에 불과하다는 정의주의
(emotivism)가 만연해 있었고, 정치철학에 있어서도 공리주의가 여러 대안
들 중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고 신뢰받고 있었
다. 그러나 롤즈는 공리주의적인 방식은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하며 최대의 선을 산출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천부적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리고 롤즈는 그 대
안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사회계약론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절차적
장치로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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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회적 불평등성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통하여 도출된 그의
정의의 원리는 종교적, 인종적, 성적 차별을 배척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거부함으로써 순수절차적 정의론이 완
전절차적 정의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롤즈의 평등주의적
인 자유주의 형태는 근대의 자유주의적 정치 전통과 사회민주주의적 정치전
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앤드루 헤이우드, 2006: 53).
그러나 이후 롤즈는 자신이 제시한 『정의론』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초
기 이론에 대한 수많은 탁월한 이론가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를 출판하였는데, 이는 다원주의
의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 질서정연한 민주적 사회의 안정성 문제
의 해결책에 대한 탐색의 결과로 합당한 다원주의로부터 중첩적 합의에 기
초한 보다 현실적인 정치적 정의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중첩적
합의의 가능성을 제시함에 있어 공적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러한 공적
이성의 근거들을 민주사회의 오랜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서 찾아냄으로써
정치철학을 현실과 근접시켜 놓는 시도를 감행함으로써 그의 초기 이론이
갖는 추상적 성격을 탈피하고 사회계약론을 보다 현실적인 합의의 장치로
해석하였다(장동진, 1998: 역자서문 ⅷ).

2. 사회계약론과 정의
자유주의의 출발점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완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
간의 개체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밀의 ‘개체성의 원리’로 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개인이 개체 그 자체로서
존중받으며 그들이 수용하고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 역시 나름대로 합당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이한 삶에 대한 비전과 이질적 가치들
이 갈등을 빚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정치사회는 합법적인 정치권
력을 통해 다양한 가치의 충돌을 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정당
성(the legitimacy of political power) 문제가 제기된다. 상충되는 이해관계
를 조정함에 있어 국가는 정의적 관점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완벽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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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검증이 불가능하기에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내용적 정당성을 담보 하
는 것은 불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토대로
내용적 정당성 담지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정치·사회적 의사 결정 수단이
‘정의적 관점’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적 합의는 다수의 압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정의를 실질적으로 실
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떠
한 이유에서도 개인에게 주입되거나 강요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 전제
한다면 자발적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 대한 ‘합당하고 적합한
절차’를 모색하려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진다.15)
이처럼 사회계약론에서 ‘동의’가 가지는 의미는 중대하다. ‘동의’는 어떤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
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에서의 동의가 함축하는 바는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
한 수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동의에 기초한 ‘자율’의 정신이 반영된 메타포로
서 사회계약론에서 표방하는 절차주의에 도덕적 함의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처럼 가치를 함축하는 동의에 의해서만 비로소 민주적 권위가 성립하게
된다. 즉, 동의에 기초한 계약의 구속성은 계약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
재로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단, 이러한 동의에 기초한 사회계약도 필요조건만을 충족시켰을 뿐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계약은 절차를 통해 도달해야 할 ‘정의 실
현’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정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계약을 구성한 것은 롤즈의 이론에서 잘 살
펴볼 수 있다. 그런데 롤즈는 그의 『정의론』을 통해 ‘권리’ 중심에서 정치
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정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에 주목해야 한다며 당시
팽배하던 공리주의를 탈피하며 정치철학적 관점의 중요한 변화를 감행하였

15) 물론 ‘동의에 의한 권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의라는 행위 자체, 즉 ‘비목적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것이기에 동의를 가능하게 했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동의는 ‘그 자
체로(ipso facto)’ 권위에 대한 복종의 논리가 될 수 있다(박효종, 2004: 54). 그러나 목적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권위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확실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약속
에 의한 권위의 복종이 정당화의 논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박효종, 2004: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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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롤즈는 ‘정의’란 법이나 사회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제1덕목이며, 사
회가 정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16)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목적이나 정치적 거래, 혹은 사회계약
에 의해서라도 정의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들은 자유들 간의 불가피한 충돌
로 인한 것 외에는 침해되지 못한다. 이러한 롤즈의 관점에서는 정의란 사
회계약의 기본 전제에 해당하며 사회계약은 정의를 거스를 수 없는 한편
‘사회계약을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계약론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권리 및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당
할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정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서 계
약의 결과로 탄생한 인위적인 구성물인 국가를 내세운다. 국가 주권의 궁극
적인 원천을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에 두는 사회계약적 관점은 국가 권력
의 형성 및 행사에 있어 국민 일반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우리는 사회계약론과 정의의 관계를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의는 개별적 개선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계약은 이러한 구조를 짜는 틀에
해당한다. 둘째, 사회계약론과 정의 모두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사회의 이상을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사회계약론과 정의 모두 인간 본성에 부합하도록 구성 가능한 유연성을 내
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계약론과 정의 모두 추상적인 제도나 체
제에 대한 구체적인 틀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나 관
점에 대한 합의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연하
면서도 실질적 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사회계약적 구도에서는 이
러한 모든 과정이 자발적인 동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의해 정당
화되기에 강제와 억압적 요소가 배제된다는 점에서 정의적 관점과 일맥상통
한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계약적 구도가 함축하고 있는 정의와의 밀접한 관
련성이야 말로 영미는 물론 유럽 대륙 전역에, 그것도 철학뿐만 아니라 인
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큰 획을 그은 철학자인 홉스, 로크, 루소, 칸트
및 롤즈가 사회계약론을 채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16) 정의는 제1덕목에 해당하기에 시민적 자유를 일부 침해함으로써 설령 전체 사회의 복지가 증
진되었다고 할지라도 시민적 자유는 정의에 입각한다면 불가침성을 갖기에 이러한 침해는 부
당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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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사회계약과 정의 모두 공지성(publicity)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롤즈는 계약론에 있어서 정의와 관련된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공지성
(publicity)에 대해 언급하였다17). 공지성은 정의의 원칙들의 실질적인 내용
과는 관계없이 법과 제도가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즉 같은 방식으
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가능하게 한다.18)
한 제도의 규칙들이 갖는 공지성(publicity)이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제한이 가해지며, 어떤 종류의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상호 간의 기대치를
결정해줄 하나의 공통 기반이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질서 정연한 사회,
다시 말해 공통적인 정의관으로 유효하게 통제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공공적인 합의도 역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나는 정의의 원칙들은 공공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조건 아래 선
택된 것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계약설에 있어 당연한 것이다.
롤즈 『정의론』 제2장 10절

사회계약론은 정의 개념의 현대적 정립과정에 있어 설득력 있는 방법적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의는 사회계약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내용적 측면을 구체화해준다는 점에서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은 사회 분배의 원칙을 설정해 줄 정의
이론의 중요한 한 축으로 ‘정의’에 입각한 사회질서 마련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3. 규범의 판단 근거
도덕과 정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19) 공동체라는 ‘관계’ 속에서 그 필
17) 공지성(publicity) 개념은 존 롤즈의 사회계약론에 있어서 중요하며 사회계약론이 내세울 수
있는 독특한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이에 관한 롤즈의 서술을 전문 인용하였다.
18)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평등은 롤즈가 지적한 것처럼 형식적 정의(formal justice)에의 고수이
며 체제에의 복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롤즈는 계약론을 통해 어떻게
실질적 정의를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시하였다.
19) 루소는 『에밀』에서 ‘도덕(moral)과 정치를 분리해서 다루려는 사람은 그 중 어느 것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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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국민의 도덕성보다 더 보호하고 장려할 만한 귀
중한 자산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20) 도덕적 규범뿐만 아니라 정치적 규
범의 이상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이를 “실천”에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
을 것이다.21) 이상적인 규범이라면 일차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제시할 수 있
어야 하며, 이후 최종적으로 실천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동기화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러한 규범을 도출하고 규범에 입각
하여 실천해야 할 주체는 결국 인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과 실천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간의 역량을 ‘도덕성’
이라 볼 때22) 도덕 규범과 정치 규범을 모색함에 있어 도덕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로서 ‘이성’과 ‘감성’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성과 감성의 역할 자체가 잘못 설정된다면, 그러한 이성과 감성에 의지한
판단 역시 바르지 못한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과 감성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은 가치갈등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
안이자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이 절에서는 정치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도덕 규
범을 정립한 대표적 학자로서 도덕 형이상학을 정초한 의무론자 칸트와 이
성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도덕 판단의 근거를 정초하고자 한 경험론자 흄을
대조적으로 연구해봄으로써 도덕-정치 규범을 마련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
능을 하는 ‘이성’과 ‘감성’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개념에 대한 칸트와 흄의 관점 차이를 정리한 후 두 학자의
도덕-윤리 이론의 특징들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칸트와 흄 이론을 비판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도덕과 정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루소
의 견해는 그 자체로 고귀하고 존엄한 개체이자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담지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탐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20) 사회협력이 가능하고 정의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은 이해타산이 아닌 자기 진정성의 관점
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현실의 이해관계를 떠나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과 그 ‘고차적인’ 관심에 달려 있다(이양수, 2009: 208-209). 공정한 사회의 힘은 곧 구성원
들의 도덕성의 힘과 같으며, 국민의 도덕성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건전성과 힘을 굳건히 하는
것과 같다.
21) 올바른 것을 판단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실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옳지
못한 것을 선택한다면 그 실천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22) 윤리학은 수학이 아니다. 완벽이 목적이 아니라 현실적 실천에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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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평가한 후 도덕-정치 규범을 구축하기 위한 ‘이성’과 ‘감성’의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칸트와 흄의 도덕-윤리 이론의 차이는 그 저변에 깔린 칸트와 흄의 세계
관, 종교관, 인간관 그리고 이성의 기능 및 자유 개념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칸트와 흄의 도덕-윤리 이론에 대한 논의
전에 두 학자 간에 이론적 차이점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서 칸트와 흄의
사고의 차이가 드러나는 주요 개념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칸트와 흄은 세계관부터가 다르다. 칸트는 세계를 형이상학, 형이
하학으로 구성된 이원적인 것으로 본다. 형이상학은 예지계로서 인간 이성
이 가담하여 영향을 미치며 자연상태의 물리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이에 반해 흄은 진리는 경험의 한계 바깥에 있는 존재와 관계된 것이 아니
라, 감각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존재와 관계있는 것으로 본다(이준호, 2010:
66). 흄은 형이상학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일원론자이면서 정신의 영역과
물질의 세계가 모두 자연적 질서의 큰 틀 속에서 인과필연의 지배를 받는다
고 생각하는 결정론자이다.
둘째,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두 학자는 철학적 입장과 ‘자유의 개념’에 대
해서도 다른 관점을 가진다. 칸트는 경험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전제나 조
건에 관계하는 모든 것이 심리적 과정을 초월한 선험적인 것으로 자유란 예
지계에 속한 이성의 판단(명령)을 자기 스스로에게 의무 지우는 ‘자율’을 뜻
하며, 인간은 바로 이 자유를 향유함으로써 자연적 인과율의 지배로부터 독
립적일 수 있다.23) 반면 정신과 물질의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칙
이 관통한다는 흄의 일원론적 세계관에서는 초경험적 존재나 선천적인 능력
을 인정하지 않고 감각과 내성(內省)을 통하여 얻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시
하고 그에 입각하여 설명하려는 경험론적 입장을 따르며 모든 것이 인과필
연의 지배를 받기에 칸트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흄에게 자
유란 원인이 없는 우연을 말하는 것인데 흄의 체계에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

23) 칸트의 자유는『순수이성비판』에서 인식의 조건으로 상정된 ‘선험적 자유(인식의 논리적
정이라는 점에서 사변적이고 가상적인 것)’와 『실천이성비판』에서 그의 윤리학적 논의를
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실천적 자유(도덕법칙과의 관계를 통해 확립된 도덕성의 근거
는 형식으로서 도덕적 행위자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도덕 판단의 기준)’로 구분될 수
다(황종관, 2004: 85). 이 글에서 설명한 칸트의 자유는 실천적 자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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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탁석산, 2001).
셋째, 칸트와 흄은 이성의 기능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인다. 칸트의
관점에서 무조건적 의무를 부여하는 도덕 원리는 마치 자연 과학의 원리처
럼 필연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찰하고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
로 이성의 몫이다(박찬구, 1995: 101). 오직 이성만이 당위를 지시할 수 있
다. 반면 흄에게 있어 이성은 사실 문제에 대해 진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어
떤 권리도 가질 수 없고 단지 정념의 노예일 뿐이다(이준호, 2010: 65-73).
흄의 ‘인식능력으로서의 이성’은 정념과 상반될 수 없으며 사실을 분석하고
계산된 추론을 함으로써 정념의 실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적 유용성을 지
닌다.24)
넷째, 도덕감과 관련하여 칸트는 ‘우리가 덕을 존경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직 덕 자체의 아름다움(가치) 때문’이
기에 “타산적인 자기애”의 원리에 비한다면 도덕감이 도덕의 본질에 더 부
합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감은 보편적 합리성을 결여
한 것으로 도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칸트에게 있어 도덕감
은 단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Achtung)’의 감정으로서, 도덕의 동기로서
주관의 의지로 하여금 법칙을 수용토록 하는데 기능한다(박찬구, 1995: 98).
이에 반해 흄은 감정이 쾌·불쾌의 반응을 통해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
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칸트는 도덕실천의 근거로서 실천이성의 명
령을 따르는 선의지를 제시한 반면 홉스는 도덕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인간본성에 대한 관점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칸트는 인간 본성
을 매우 규범지향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목적의 왕국”
의 일원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인간을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도덕적
실천을 동기화하는 지극히 도덕적인 존재로 본다. 반면 흄이 전제하는 인간
상은 자기 이익에 반할 행동을 할 어떤 자연적 책임도 없는 존재이다. 자연
적 자아는 자기보존과 자기 확장을 위한 사적 욕망의 주체일 뿐이다(이준
호, 2010: 94).
24) 흄에 따르면, 내 손가락의 생채기보다 전 세계의 파멸을 택하는 것이 이성과 상충되지 않으
며, 낯선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나 자신의 파산을 선택하더라도 이성과 상충되지는 않는다. 이
것의 의미는 오직 정념이 실재하지 않는 대상의 존재를 가정했거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는
수단을 선택한 경우에만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준호, 201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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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종교와 관련하여 칸트는 도덕은 순수한 당위로서 실천되어야
하나, 순수한 당위적 행위에 우연적인 행복이 더해져 완전선에 이르도록 하
기 위한 방편으로 ‘신’을 요청한다. 즉,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도덕을 행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을 실천하면 ‘신’의 깜짝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행
복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흄은 신의 직접적인 개입을 부
인하고 자연의 질서에 관한 자연적 믿음에 기초한 이신론(deism)을 권한다
(이태하, 1995).25)
<표 Ⅱ-1> 칸트와 흄의 관점 비교
칸트

흄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

형이상학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일원론

철학적 입장

선험론

경험론

자유개념

‘자율’의 개념

이성의 기능

도덕원리를 통찰하고 판단하는
실천 이성

인과필연의 지배 속에서 원인이
없는 우연을 뜻하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음
정념의 노예로서 정념의 실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적 이성

도덕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Achtung)’의 감정으로서
도덕판단과 실천에 기여함

쾌·불쾌의 감정을 통해
도덕적 행위를 판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함

도덕감

도덕판단의
근거
인간관

종교관

실천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선의지
“목적의 왕국”의 일원을
희망하는 규범지향적인
인간상
완전선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서 신과 종교를
요청함

도덕감

사적 욕망의 주체
자연적 믿음에 기초한
이신론(deism)

25) 이신론이란 신(神)을 세계의 창조자로 인정하지만, 이를 세상일에 관여하거나 계시(啓示)하는
인격적인 존재로는 인정하지 않고, 기적 또는 계시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성적(理性的) 종교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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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도덕적 삶을 우리 자신을 욕구(경향성)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려는 일종의 투쟁의 과정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이성’
은 선의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며, 오직 ‘의무’라
는 동기만이 행위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형이상
학적 도덕 이론을 기획함에 있어 칸트는, 모든 도덕적 개념들은 선험적으로
(a priori) 이성 안에 그 자리와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박찬구,
1995: 101). 그러므로 칸트에 있어서 도덕(혹은 윤리학)이란 엄밀히 말하면
단지 순수 실천이성(혹은 도덕 형이상학)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박찬구,
1995: 101). 이러한 배경 하에서 칸트는 의지의 옳고 그름은 실제적 결과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그 동기의 성질에 달려 있으며 순수하게 옳은 것만을 지
향하는 선의지 외에 본질적으로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의지(동기)는 행위자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일반 원칙에 의해서 행해져
야 하는데 그 일반 원칙이라 함은 어떤 요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
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본래적 형식 때문에 이성적 존재들에게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원칙, 즉 오직 “정언명법”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원칙의
공통적이고 고유한 모습은 ‘그 내용이 지닌 어떤 특징’이 아니라, ‘어떤 특징
적인 형식’이며 그것은 바로 “보편성”26)이다.27)
칸트와 대조적으로 흄은 형이상학이 아닌 형이하학에, 이성이 아닌 감정
에 그의 도덕이론을 정초하였다. 흄의 저작들에서 드러난 흄의 인식과 도덕
에 관한 탐구는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이태하, 1995). 하나는 인식과 도
덕이 데카르트 학파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성에 의해 마련되는
26) 가언적 명령법이라는 것 전부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알지는 못한
다. 조건이 주어져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나 정언적 명령법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담
고 있는지 곧 안다. 왜냐하면 정언적 명령법은 법칙과 이 법칙을 따르라고 하는 준칙의 필연
성만을 담고 있는데 그 법칙은 자신을 제한할 조건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서, 남아 있는 것은
법칙 전부의 보편성뿐이기 때문이다. 행위의 준칙은 이 보편성에 맞아야 하고, 이렇게 맞아야
한다는 것만으로 정언적 명령법은 진정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임마누엘 칸트, 2002: 71).
27) 이와 같은 논리에서 정초된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의 기준이 되는 정식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 번째 정식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너로 하여금 동시에 의욕할 수 있
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 두 번째 정식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모든 타
인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도
록 행위하라.’ 세 번째 정식 ‘너의 준칙을 통하여 너 자신이 항상 보편적 목적의 왕국의 법칙
을 세우는 구성원처럼 행위하라.’) 이 세 가지는 각기 다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 한 측면들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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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토대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과 도덕의 참된
토대는 감각, 상상, 관습, 자연적 본성 그리고 유용성과 같은 자연적 원리들
이라는 것이다. 경험적인 지식으로부터 도덕 원리를 추출할 수 있다고 믿은
흄은 덕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형식은 “사실과 관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야 하며, 특수한 경우들로부터 일반적 준칙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28) 이러한 기획의 근거로 흄은 단지 우리는 자기 자신
이나 이웃 및 사회에 유익한 것을 자연적으로 선호하게 되어 있다고 전제하
고 있는 듯 하며 그 결과 도출된 흄의 윤리설은 ‘도덕적 행위는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시인의 감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박찬구,
1995: 96-97). 흄에게 있어서 인격들 상호 간에 작용하는 도덕 원리의 자연
적 기초는 “쾌락과 고통”이며 그의 도덕설은 공감(sympathy)에 기반한 공
리주의(功利主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정의에 대한 우리의 시
인은, 어떤 행위의 거시적 결과를 생각할 만큼 충분히 이성적이고 또 인류
의 행복을 원할 만큼 충분히 이타적인 존재의 불가피한 반응임을 제시한다.
칸트의 이론도, 흄의 이론도 행위의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한 대안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규범을 설정함에 있어 ‘이성’과 ‘감성’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할 수 있을 것
이다. 먼저, 도덕감 윤리설에 대한 칸트 비판의 핵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박찬구, 1995). 첫째는 도덕 판단의 보편성과 항상성 확보라는 문제
이고, 다음으로는 ‘선’의 본성, 그 무조건적 의무라는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
해이다. 과연 도덕에서의 보편적 속성은 필연적인 것일까? 윤리학에서 ‘보편
성의 형식’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도덕을 정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특수한 도덕적 상황을 가정적으로 확대 적용해 봄으로써 “바늘 도둑
이 소 도둑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
라 보편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절명한 진리가 있다는 도
덕의 한 측면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이에 연구자는 도덕 판단에 있어서 보
편성과 항상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정하고자 한다.
28)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개인의 장점”을 구성하는 성질들을 검토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성
질들을 칭찬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의 장점을 보편적으로 추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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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칸트의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을 통한 검증이 진리가 담지
한 보편성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주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29) 경험론적 윤리
설을 내세우면서 흄이 경계하고자 한 점은 바로 이러한 추상적인 이성적 판
단이 내포하는 독단적 성격과 비현실성이지 않을까.30) 흄은 자연주의 방법
론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으나, 자연주의는 오히려 근거 없는 사변
으로 독단에 빠지기 쉬운 이성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이준호,
2010: 62). 그런데 흄의 문제점은 이러한 독단을 경계하고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 도덕이 지향해야 할 보편성과 항상성 자체를 포기한 데 있다. 동정심
은 통상 모르는 사람보다 알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식으로 좁아 그것은
본질적으로 도덕교육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Nussbaum, 2008: 222). 감
정은 사람들마다 언제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악의 동일한 척
도를 제공해줄 수 없어(박찬구, 1995: 100) 규범으로서 불안한 속성을 담지
하고 있기에 이성에 의해 규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흄의 이론은 이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쉽게 현실과 타협
하여 도덕-윤리이론을 불안정한 인간의 감정에 정초함으로써 도덕의 본질
적 기능이나 성격마저도 상실하게 되었다.31) 한편 칸트의 경우 보편성과 항
상성을 획득하려 시도 하였으나 고립된 인간의 판단 결과로서의 도덕적 선
택은 불완전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불완전한 도덕 판단이 가지는 위험

29) 옳고 그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데도 이러한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이 ‘형식
적인 보편성’이 아닌 ‘실질적인 보편성’을 보장해준다고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칸트가 제
시한 ‘보편화 가능성 검증’은 보편성과 항상성을 담지해 줄 가능성이 높은 이론일 뿐 자칫하면
보편성 검증 통과라는 형식적 조건만 충족시킨 판단이면 합당한 것처럼 독단에 빠지게 할 가
능성이 있다. 사실은 완벽한 도구가 아닌데도 말이다. 마치 칸트는 이처럼 불완전한 보편화 가
능성의 정식을 통한 도덕-윤리적 판단 검증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듯 내용적 판단을 삼
가하고 무조건적인 “선의지”를 강조한다. 기본적으로도 불완전한 도구인데 이러한 불완전한
도구에 내용적 판단의 여지를 두게 되면 경향성에서 비롯된 불순한 목적이 끼어들어 도덕 판
단 결과가 악의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30) 이성의 독단에 대한 경종이다(이준호, 2010: 68).
31) 감정에 대한 이성의 우위를 주장한 학자들은 강단철학에서 다수이다(Skinner, 2007: 27-30).
에라스무스는 감정에 의해 통치받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들을 할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으며, 만약 그의 이성이 ‘욕구나 감정이 요청하는 것을 따른다
면’, 그는 ‘틀림없이 확실한 속박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옥타비아누스 역시
시민적 삶의 구성에 있어서, 욕구가 이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렇지
못하면 그 결과는 시민적 자유가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방종하고 소란스러운 삶일 뿐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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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경계하고자 ‘순수하게 무조건적인 의무(정언명법)에 의해서만’ 행하도
록 장치하여 인간에게 너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현실적인 선택을 종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리
하자면, 칸트는 완벽하지 못할 뿐이나 흄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편성과 항
상성도 담보하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감정’에 기초한 흄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판
단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지 못하므로 판단의 준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
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은 규범에 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보편성이
없을뿐더러 변화무쌍한 쾌·불쾌의 감정은 위기나 문제를 일시적으로 극복하
게 하더라도 의도한 만족감의 지속적인 획득(혹은 불쾌감의 제거)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반면, 칸트는 올바름을 추구하지만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도덕
판단을 가려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단지 보
편성의 형식을 통과하였다는 이유로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편협한
도덕관을 낳을 수도 있기에 어떤 판단이든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기준들 사이에서 상호 간에 오해를 발
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덕-윤리 이론은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준
거이기도 하나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도 되기에 서로의 사고나 가치
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다. 평가 잣대로서
객관적이지 않은데 객관적인 것처럼 인정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도덕성을 이성과 감성의 대립 구조로 보아서는 문제를 근원적으
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현실에서 발견하는 윤리적 문제는 근원적으로
‘실천’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32) 도덕 실천에 이름에 있어 합리적 ‘이성’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의 ‘감성’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지대함을 인정해야 한
다.33)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칸트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따르되, ‘도덕성’을 구
32) 윤리학이란 태생적으로 실천철학으로서의 운명을 지니고서 생겨난 것인 만큼 윤리학의 철학
적 단초가 실천적 지반으로서 현실임은 물론이고 윤리학의 이론적 발전 또한 그 진가가 실천
적 지반과의 대면 속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윤리학에 있어 이론과 실천의 상
관성을 말하는 것 또한 진부한 진리에 가깝다(황경식, 2006: 642).
33) 뇌과학의 발달로 감정과 이성이 뉴런과 시냅스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반응한 결과의 산
물로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심리학 분야에서는 감성을 성향(trait)이
아닌 능력(ability)으로 규명하고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김대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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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요소로 실천 이성과 도구적 이성, 경향성에서 비롯된 정념(passion)
으로서의 감정과 실천 이성에 대한 ‘존경(Achtung)’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규범에 대한 판단은 관계를 맺고 있는 네 가지
요소들의 갈등이 실천 이성의 주도 하에 일치를 이루며 이루어진다. 이 과
정에서 실천 이성과 도구적 이성뿐만 아니라 정념(passion)으로서의 감정과
실천 이성에 대한 ‘존경(Achtung)’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판단 과정 속에서 인간
은 실천 이성의 지도하에 도구적 이성을 인도하고 정념(passion)으로서의
감정을 실천 이성에 대한 ‘존경(Achtung)’에서 비롯된 감정과 모순되지 않
도록34) 해야 한다. 적절히 인도된 감정은 도덕적 감성으로서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이르기 위해 인간은 ‘실천 이성’의 주도 하
에 여타의 요소들이 완전한 합치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다만 유의할 것은 판단의 주체 혹은 판단의 근거로서 ‘실천 이성’의 역할
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혹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형식적 보편성을 검증하는 도구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보편성”과 “항상성”이라는 이상을 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서로 다른
견해나 판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과 자신의 견해가 잘못될
수 있음을 반성하는 자세도 함께 겸비해야 한다.

<표 Ⅱ-2> 정의, 사회계약론, 도덕성 간의 관계
정의
사회계약론
도덕성
사람들 간의 권리 국가 주권의 궁극적 편협한 이해타산이 아닌
개념
및 가치의 분배와 인 원천을 구성원의 ‘실천 이성’의 주재 하에
관련한 원칙
동의와 계약에 둠
사고하고 실천하는 능력
사회계약론이 나아 정의 개념의 현대적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
가야 할 방향을 제 정립과정에 있어 설 한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기능
시해주고 내용적 측 득력 있는 방법적 기 국민의 도덕성 보다 더
면을 구체화시켜 줌 초로 기능함
귀중한 자산은 없음
관계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

18). 리코나 역시 인격의 구성요소로서 인지적 도덕성, 정의적 도덕성, 행동적 도덕성으로 구
분하고 통합적 인격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토머스 리코나, 1998).
34) 칸트 역시 도덕의 근거는 될 수는 없으나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Achtung)’으로서 도덕판단
과 실천에 기여하는 ‘감정’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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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전적 사회계약론에 내재된 논점과 그 함의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주요 사회계약론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가 도달
하고자 하는 최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Ⅲ
장에서는 홉스, 로크, 루소, 칸트와 같은 고전적 사회계약이론가들을 비교·
대조함과 동시에 논리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이론들이 탄생한 역사적 맥락
에 비추어 각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및 결함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회계약이
론가들의 공로를 놓치지 않게 하는 한편 시행착오를 줄여 줄 것이다.

1. 계약 단계에 기초한 고전적 사회계약론 분석
계약 단계에 기초한 고전적 사회계약론에 대한 분석에서는 홉스, 로크,
루소, 칸트의 계약론에 대한 인간관 및 자연상태에서 계약 상황으로의 이행
논리, 계약의 성격 및 방법, 계약의 내용, 계약의 적용 및 계약 파기 상황과
대응 방안이라는 세부 항목에 대한 네 이론가들의 의견을 병렬적으로 검토
할 것이다.35)

가. 인간관 및 자연상태에서 계약 상황으로의 이행 논리
연구자는 계약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인간의 전략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
기 위해 각 학자들이 전제한 인간관과 결부지어 자연상태에서 계약 상황36)
으로 이행하게 된 논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37) 먼저, 홉스의 계약론
35) 각 학자의 이론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연구는 각 학자에 대한 개별 연구 논문에서 많이 진행되어온 방식일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의 목적이 각 학자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높이는 데 있기보다는 사회계약론과 관련한
각 학자들의 독특한 기여를 추출하는 데 있기에 이와 같은 방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구성을 선택하게 되었음을 알린다.
36) 계약 상황이란 계약의 내용이 적용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자연상태와 유사하나 자연상태의 결
함들이 드러나 계약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연상태와 차이를 보인다.
37) 각 학자들이 전제하는 인간관은 자연상태나 계약의 성격, 계약의 내용, 계약의 적용 및 계약
파기 상황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계약 상황에서 인간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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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독창적인 요소는 그가 묘사한 자연상태 개념에 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해 적(敵)인 상태, “끊임없는 두려움과 폭력에 노출되는 자
연상태에서의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빈곤하며, 험난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
라 덧없다.” 홉스가 그리는 자연상태의 요체는 인간에게 공동체적인 목적
의식이나 감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법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인간이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 권력이 없이 살아갈 때는 전쟁상태로 들어
간다. 이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1부 13장

홉스는 플라톤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초월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론에
기초한 목적이 있는 운동을 기계적인 운동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간을 ‘생존’
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지향적으로 운동하는 기계로 환원시켰다. 그리고 이
러한 기계론적 유물론에 입각한 인간의 본성 자체로부터 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주된 원인을 찾아내었다. 첫째는 경쟁(competition), 둘째는 불신
(diffidence), 세 번째는 공명심(glory)38)이다(Hobbes, 1985: 185). 홉스에 따
르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
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내적 충동’을
갖는 인간은 결코 자족하지 못하는 존재이며, 인생은 여러 목적을 성취하여
승리하여 영광을 획득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경쟁 상태의 연속
과 같다. 따라서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 힘을 키우는 것과 자기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해 행하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결국
폭력과 죽음에 이르는 전쟁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클수록 인간은 평화와 안전을 지향하게 되고 선천적으
로 내재된 ‘이성’의 도움으로 자연상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

어떠한 목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느냐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기에 특별히 계약 상황에서 각
학자들이 전제하는 인간관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38) 맥퍼슨은 특히 홉스가 문명사회에 깊숙이 내재해 있는 인간의 명예욕을 설명한 부분에 대해
강조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홉스가 가정한 자연상태가 통치권이 존재하지만, 그것의 힘이
약하거나 느슨한 사회에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맥퍼슨, 20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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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만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최고 정치권력에 주권을 부여
하는 계약을 맺게 된다. 정치이론에 관한 홉스의 주장에서 모든 개인을 위
압할 수 있는 통치권의 필요성이 도출되는 근거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홉스
가 제시한 ‘자기 보존적인 인간상’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추구하는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자연상태는 조금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강력
한 리바이어던에 의해 보호받고자 하는 상황에 돌입해야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단, 자유나 평등을 피구속성과 연결시켜주는 것은 홉스에게서는 개인
의 자의(individual voluntariness, 恣意) 뿐이기에 그에게는 계약사상이 필요
하였다(이종은, 1983: 24).
한편 로크 역시 홉스와 마찬가지로 정치 권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행
적을 더듬기 위해 먼저 모든 사람이 자연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생
각해봐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로크가 생각한 자연상태는 홉스가 주장한
자연 상태와 달리 이상적인 상태였다.
자연 상태란 개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뜻에 맡기
지 않고 자연법 안에서 스스로 합당하다 생각한대로 행동하고 자기 소유의 물
건이나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자연
상태는 평등하다. 자연 상태에서의 권력과 지배권은 모두 상호적이며 어느 누
구도 더 많이 소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일한 종류, 동일한 등급의 피조물
은 모두가 동일한 삶을 허락받고, 동일한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동일한 능력
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며 지배자인 신이 그의 뜻대
로 누군가를 다른 사람 위에 세우거나 의심할 수 없는 지배권과 주권을 주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서로 평등하며 그 사이에 종속과 복종은 있을 수 없다.
로크 『통치론』 제2장 4절

즉, 로크가 상정하는 자연상태는 자연법에 의해 구속받기에 모든 인간이
완전하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존재하는 상태로 로크의 자연상태에서 인간
은 입법권이나 타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에 구속된다. 자
유를 방종과 동일시하고 그로부터 무정부적 혼란과 안전에의 위협에 대한
방어로서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던 홉스와 달리 로크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에
대한 자연법적 토대를 확고히 함으로써 당대의 자유에 대한 공격을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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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로크는 인간 모두는 전능한 조물주의 유일한 작품으로 신은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하여 누구나 자연법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은 우리에
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
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자연상태에서
개인은 무제한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홉스의 견해와 달리 사회계약 이전인
자연상태에서도 만물에 대한 인간의 자연권은 합리적 이성의 명령에 따라
자연법에 입각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지를 제약할 수 있
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었다.39)
로크의 자연상태와 홉스의 자연상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로
크의 자연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데에 있
다.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
순박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나
권한의 허용범위가 사회에 속했을 때보다 광범위했다. 자연상태에서는 자연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전을 위해 적당하다
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허용되는데다가 자연법에 위반된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연상태에서 각 개인은 소
유권을 가질 수도 있는데40) 이처럼 로크의 자연상태는 개인들 간에 상호 권
리가 존중되고 인정되는 사회였다. 로크는 홉스와 달리 자연법과 그것을 인
지하는 인간 이성에 대해 신뢰함으로써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도 서로 일정한
39) 한편 로크는 이성적인 자율적 자연법에 대한 관점(‘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법을
집행할 권력을 가진다’)에 대한 반론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Locke,
1963). 먼저,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이기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과 관계되는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 로크는 절대군주도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개인에 의한 통제와
군주로 대변되는 타인에 의한 통제가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도대체 어디에서 사
람은 그러한 자연 상태에 있게 되는가, 또는 있었던 적이 있는가’라는 반대 의견을 소개한다.
이에 대해 로크는 사람들 사이의 자연 상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종류의 협약
이 아닌) 단지 하나의 공동사회에 가입하여 하나의 정치체(政治體)를 만들기로 서로 동의하는
계약을 맺을 때뿐이기에 이러한 계약(교역과 같은 일반적 약정이나 거래가 아닌 하나의 정치
사회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특수 계약)이 전제되지 않은 전 세계의 독립된 통치 군주나 지배자
는 모두 자연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로크에게 있어서 홉스가 제안한 절대군주제
나 현실에서 조선왕조나 북한과 같은 정치체제의 경우도 자연상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40) 로크는 내 몸은 내가 소유한 것이기에 (내 손과 발을 사용하여 획득된) 노동을 투여한 물건
역시 내 소유라는 논리로 자연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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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으며 항시적인 전쟁상태41)로 치닫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로크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하다면 ‘왜’ 이러한 절
대권을 포기하고 자유를 내어 놓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지배와 통제(권력)에
복종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다.
사람들이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을 맺는 이유는 그들이 갖는 그러한 권리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할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42) 이성적 존재로서 개인은 자연법을 따른다고 하
더라도 이를 엄격히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지 못하기에 그들 간에
불가피한 의견 다툼이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물을 보전하기 위해 계약을 맺게 된다.43) 로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
41) 로크의 전쟁상태란 자연 상태에서 모든 자에게 귀속되는 자유를 빼앗아 어떤 이를 자기의 절
대적 권력 밑에 두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 그 상대와 봉착하게 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상대적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수직적인 위계관계가 존재할 경우 결국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
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기에 그러한 지배관계는 그 사실만으로도 전쟁 상태에 놓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로크는 자연상태와 전생상태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람들이 이성에 따라 생활하고, 그들 사이를 재판할 권위를 가지는 공통의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상태, 이것이 자연상태이다. 그러나 구제를 호소할 만한 공통의 우
월자가 세상에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의도를 선언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전쟁상태이다.
로크 『통치론』 제3장 19절

42) 물론 로크는 자연상태가 합리적이고 평화로우며 사회적인 상태인 동시에 그렇지 않다고도 하
여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을 통해 로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자연상태 자
체는 본질적으로는 이상적인 성격을 가지나 자연상태의 규범에 해당하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본래 문헌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기에 인간들의 격정이나 이
해관계로 그것을 잘못 인용하거나 적용할 경우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해결할 방법
없이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3) 자연상태가 자연법의 지도하에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계약에 나서야만 할 이유에 대한 로크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만약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고 또한 만일 자기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의 절
대적인 주인이며, 어떤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고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면, 그는
왜 그 자유를 내어놓는 것일까. 왜 그는 이 절대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권력의 지
배와 통제에 복종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관한 대답은,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그런 권
리를 갖지만 그 권리의 향유는 매우 불확실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할
위협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왕과 마찬가
지로 모든 사람은 그와 동등한 인간이며, 그들 대부분이 공정과 정의를 엄격하게 지키
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자연 상태에서의 재산을 향유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며
불확실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아무리 자유롭다 할지라도 공포와 끊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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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연상태는 불완전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자연상태에
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는 기준이며, 사람들 사이의 모든 분쟁을
판결할 공통된 척도로서 공동의 동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있는,
일정하게 확립된 널리 알려진 법이 없다(Locke, 1963). 둘째, 자연 상태에는
확립된 법에 따라 모든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있는 공평한 재판관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도 이것을 후원하고 지원하며 이
판결을 적당하게 집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력이 결여되어 있다. 즉 로크
는 공동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질 수밖에 없는 갈등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연 상태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특권에도 불구하고 신속
하게 사회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는 홉스가 주장한 것처럼 전쟁상태를 자연상태에만 잠복하고
있는 필연적 귀결로 보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상태’로 치달
을 가능성이 있는 ‘자연상태의 일탈’로부터 ‘본연의 자연상태’를 회복하기 위
해 계약에 가담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로크의 자연상태에 대한 구
상은 이상적인 국가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 존재함을 염두에 둔 장치
이며, 로크가 제시한 자연상태의 본질은 사회 및 국가의 기원과 목적에 대
한 새로운 규범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포석이다.
나는 정치적 권력이란 소유권을 조정하고 보전하기 위해 사형 및 그 이하의
모든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며, 적으로
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공동사회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단,
이 모든 것은 오직 공공의 복지만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로크 『통치론』 제1장 3절

요컨대 로크는 자연상태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는 홉스와 유사하
나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 해당하는 자연상태에 속한 인간 역시 자연법의 구
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이성에 대한 존중에
위험으로 가득 찬 이 상태를 스스로 포기하려고 한다. 따라서 그가 이미 결합하고 있든
가 또는 앞으로 결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명, 자유, 및 자산-나는 이
것들을 소유물이라고 총칭한다-을 보전하기 위해 사회를 결성할 것을 추구하며 기꺼이
참가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로크 『통치론』 9장 1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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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한 보다 입헌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부를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루소의 인간관 및 자연상태에서 계약 상황으로의 이행논리는 다음과 같
다. 루소는 인간은 자기 보존에 신경쓰는 일(자기 보호 본능)에 치중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어, 자연상태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생각하였다(Rousseau, 1968: 50).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는 나이에 이
르면 곧 혼자서도 자기 보존에 적합한 수단을 판단하기에, 개인이 자기 자
신의 주인이 되며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신의 자유를 양도할 뿐
이라고 보았다(Rousseau, 1968: 50). 루소의 관점에서 평화로운 자연상태가
파괴되어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자연상태나 인
간 본성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인간이 다음과 같은 지점에 이른 상태를 가정해 본다. 즉,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의 저항이 저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을 보존하
기 위해 쓸 수 있는 힘을 능가하는 지점에 이른 상태를 말이다. 그때 그 원시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에, 만일 인류가 자신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키
지 않는다면 멸망해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기존의 개별적인 힘들을 모아 관리할 수는 있기에, 자기 보존을 위해서
는 그 힘들의 결집을 통해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총화를 이루어, 오직
하나의 동기에 의해 움직이게 함으로써, 그 힘을 일치단결하여 작용하게 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힘의 총화는 여러 사람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
룰 수 있다. 각 인간의 힘과 자유는 자기 보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만큼, 그
들이 자신을 위험에 처하지 않으면서, 또한 자신을 보살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그 힘과 자유를 어떻게 구속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주제로 귀착되는
이 어려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서술될 수 있다.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
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결합 형태, 즉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
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게 하면서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남아
있게 하는 그런 결합 형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로 사회
계약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루소 『사회계약론』 1부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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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기보존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란 결합과 자기지배의 원칙을 담지
한 사회계약을 제외한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사회 상태를 뜻한다. 루소가
자기생명과 자기이익의 보존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독립적 인간을 사회계약
으로, 혹은 일반의지에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한 논리는 루소의 사상을 관통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규정한 법에 복종하는 것이 자유이며, 이는 생명
이나 이익보다 더 값지다’라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칸트는 사회계약의 필연성을 경험적 사실적 차원의 자연상태
로부터 도출하지 않고 국가 성립의 선험성에 근거하였다. 이것은 인간이나
사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서 도출된 것이 아닌 선량하고 도덕적인 인간관
하에서라도 계약의 필요성이 대두됨을 인지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칸트는
정치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포괄적인 일반 법칙으로서
도덕 법칙 및 정언 명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기에 도덕적 제약과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단, 형식적으로 정언 명법의 틀을 따르나
법률적 법칙은 그것이 사회 계약으로부터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는
점에서 정언 명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추론될 수 없으며 공동체 구성원 간
의 도덕적 합의로부터 결과한다. 그러나 칸트는 합의로부터 도출된 법의 이
념일지라도 그 완성은 합의 당사자들에게 부과된 정언명법에 기초함으로써
도덕적·정치적 진보를 통해 목적의 왕국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공적으로 법칙적인 강제를 필연적이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인
간들이 제아무리 선량하고 법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선험적으
로 그러한 (비-법적인) 상태의 이성이념 안에 놓여 있으니, 공적으로 법칙적인
상태가 설립되기 전에는 개개 인간들, 국민들, 국가들은 결코 서로에 대한 폭
력 앞에 안전할 수 없는데, 그것은 각자에게 옳고 선하다고 생각되는 바를 행
하고, 이 점에서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 각자 자기 자신의 권리에 의해
서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그가 일체의 법개념을 포기하고자 하지 않는
다면, 그가 결정하도록 의무 지워진 첫째의 것은 다음의 원칙이다. 즉 사람들
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이성을 따르는 자연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가 상호
작용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모든 타인들과 더불어 공적으로 법
칙적인 외적 강제에 스스로 복종하는 데에 합일을 이루어야 하며, 그러므로 각
자에게 자기 것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한 것이 법칙적으로 규정되고, (자기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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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오히려 외적인 것인) 충분한 권력에 의해 배분되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해 그는 모든 것에 앞서 시민적 상태에 들어가야만 한다.
칸트 『윤리 형이상학』 §44

이처럼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합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칸트는 “원초적 계약(ursprünglicher Vertrag)” 또는 사회계약이
라 부른다(임혁재, 1994: 224).
앞서 설명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욕망에 지배받는 존재로 이에 대한 외적 통제 없이는 죽음을 불사르는 전쟁
상황까지 도래한다며 자연상태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파악한다. 반면 로
크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연법을 알고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나 권리
들의 충돌 ‘가능성’과 무엇보다 그들 대부분이 이성에 의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과 정의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의무태만 때문
에 불안과 불확실성을 자초하게 되어 자신을 규제해 줄 계약에 이르게 된
다. 한편 루소는 인간은 태어날 때는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웠는데 잘못된
사회를 만들면서 어디서나 노예로 전락한다고 보았다(Rousseau, 1968: 49).
그리고 이러한 자기 보존 상태를 방해하는 ‘외적 장애물(잘못된 인위적인
사회)’들의 저항에 맞서 ‘자신의 이익과 자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
기 스스로가 규정한 법에 복종하기 위해 ‘결합’의 계약을 맺게 된다. 이러한
루소의 이론의 중심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또한 칸트 역시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파악하는데 인간은 타인의 의견에 의
존하지 않고 각자에게 옳고 선하다고 생각되는 바를 행하며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의견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합
일된 의지를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사회계약이 요구된다.

나. 계약의 성격 및 방법
홉스 계약론의 특징은 사회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평등한 원자적 개인들
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산물로 제시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권리의 상호 양도”로 정의되는 계약과정에서 계약당사자들은 자연
적 권리44)와 함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마음껏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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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
당한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역시 상실하게 된다. 홉스가 구상하는 사회계약의
과정에서 각 개인은 계약의 다른 상대자들도 동일하게 제한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다. 홉스적 구도에서는 어차피 자
연상태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의 양도나 포
기가 크게 심각한 문제로 설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명목상의 자연권보다는
계약 이후 리바이어던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적 권리’의 실효성이 부각될 뿐
이다. 그리고 이로써 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평화와 안전을 획득하게 된다.
국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창조한 하나의 인격으로
서, 다수 사람들이 평화와 공동의 방어를 위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들
이 힘과 수단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결과] 하나로 통일된
다수를 국가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 또는 (좀 더 경건
하게 말해서) 가사(可死)의 하느님(mortal God)의 탄생으로서, 우리는 불사(不
死)의 하느님(immortal God)의 가호 아래서 우리의 평화와 방위를 그에게 의
탁한다.
홉스 『리바이어던』 21부 17장

홉스는 이처럼 사람이 사람과 서로 신약을 맺음으로써 인간이 단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되는 참된 통일을 이루는 사회계약은 마치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해 “나는 이 사람 또는 이 합의체에 권위를 부여하여 나를
다스릴 권리를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대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하여 그의 활동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조건 아래서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의미가 같다고 한다. 즉, 홉스의 계
약행위는 통치자의 명령을 복종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에 해당한다(이종은,
1983: 24). 그리고 이것이 실행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
되어 통일되었을 때 이것을 커먼웰스(Common wealth)45)라 하는 위대한 리

44)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45)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신약(信約)을 맺어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 각자가 그 인
격이 한 행위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 인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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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던(Leviathan)이 탄생하게 된다. 홉스에게 있어 사회는 권력에 근거하
고 오직 권력에 의해서만 보존될 수 있다(캇시러, 1996: 55).
한편 로크는 국가 성립의 목적을 공동체 구성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두었으며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대의 정부를 제시하였다.
법의 목적, 그 아래에서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에 있다.
로크 『통치론』 제3장 20절

로크의 사회계약은 입법권을 부여하는 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국가는 먼
저 그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
지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가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
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을 대신하여 법을 제정할 권위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집행에 대해 자기 자신의 조력을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Locke, 1963). 다음으로 국가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소유
물을 보전하기 위해 그 사회 구성원이 아닌 자가 그 사회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전쟁과 평화를 통제할 권력도 갖게 된다
(Locke, 1963).46) 로크는 의견의 불일치와 이해의 대립은 모든 인간 집단이
라면 어디서든 발생가능한 당연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모든 개인으로부터
동일한 동의를 얻어내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다수결 원
칙을 내세우게 된다.47)
마지막으로 루소의 사회계약의 성격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루소는
정치공동체의 성립과 그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홉스나 로크와 같은 그의
선행자들의 계약론적 전통을 물려받으면서도, 사회 계약의 결과인 실정법을
46) 이러한 위임에 있어 로크가 절대군주제는 실제로 시민사회와 모순되기에 시민적 통치 형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한 절대군주는 호소할 수
있는 권위를 설정할 수 없기에 이러한 군주의 신민은 구속당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 있으면서
도 아첨으로 타락하고 권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불행과 불합리함을 겪
게 되기 때문이다.
47) 어떤 공동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각 개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하나의 단체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일 필요가 있기에 그 단체는 (실정법이 특별히 수를 정하지 않는 한 자연법
과 이성법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서 다수파라는) 좀 더 강한 힘을 가진 쪽이 이끄는 목표를 향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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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자연법에 의존시키고 있는 약점을 간파했다
(맹주만, 1999: 272). 그리고 루소는 권리가 허용하는 것과 이해타산이 명하
는 것을 끊임없이 조화시키고자 노력하려 하였는데, 그것은 정의와 이익이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Rousseau, 1968: 49).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대등한 관계라는 전제하에 철저히 상호주의에 입
각한 계약론을 구상함으로써 이상적인 결합을 이루고자 한다.48) 루소는 멸
망에 이르는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기존의 개별적인 힘들을 모아 관리할 수는 있기 때문
에,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그러한 힘들의 결집을 통해 협력에 의해서 힘의
총화를 이루어, 오직 하나의 동기에 의해 움직이게 함으로써, 그 힘을 일치
단결하여 작용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결합 형태,
즉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밖에 복종하지 않고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결합 형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이
해결해 주는 근본 문제이다.
루소 『사회계약론』 1부 6장

그리고 이러한 사회계약은 긍정적이었던 자연상태보다 나은 이익을 얻고
자 하는 ‘공익’에 대한 개인들 간의 이익의 일치로 인한 것이기에 계약을 통
해 사회는 진보하게 된다.
이 기본적인 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연이 인간 사이
에 생겨나게 할 수 있었던 육체적 불평등을 정신적이고 법적인 평등으로 바꾸
어 놓는다. 사람들은 체력이나 타고난 능력에서 불평등할 수 있지만 계약에 의
해 법적으로 모두가 평등해진다는 것이다.
루소 『사회계약론』 1부 9장

한편 루소는 이러한 계약이 정부 수립의 계약이 아닌 단지 결합
48) 루소는 상응하는 대가도 없고 교환도 없는 그러한 계약하나만으로는 그 동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본다(Rousseau, 1968: 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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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의 계약임을 분명히 하였다.49) 사회계약의 방법과 관련하여 루
소의 기여는 만장일치, 적어도 한 번은 전원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
였다는 것과 그러한 만장일치 영역의 한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만장일치가 필요한 것은 오직 최초의 사회계약뿐이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을
정하든 적당한 토의를 거친 다음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수 있다....물론 어떤
경우에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일반의지일까 고민해
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루소 『사회계약론』 4부 2장

그리고 이러한 만장일치에 대한 명확한 조건으로 인해 루소는 이전보다
도 더 강하고 엄격하게 개인을 의무가 지워진 통치체에 결합시켰다. 루소는
사회계약의 형식을 중시하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러한 철저한 형식을
통해 오히려 계약을 고무하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사회계약 속에는 그것이 빈 공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편적 의지에 복
종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나 집단 전체에 의해 복종을 강요당할 것이라는 약속
이 암묵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그 약속만이 다른 약속들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민에게 자유롭도록 강요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각 시민을 조국에 바침으로써 그를 모든
개인적 종속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조건, 즉 정치조직의 형태와 기능을 만들어내
는 조건이며 시민으로서의 약속들을 합법적이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
이다. 이 조건이 없을 경우 시민으로서의 그 약속들은 터무니없고 압제적인 것
이 되어, 엄청나게 악용되기 쉬울 것이다.
루소 『사회계약론』 1부 7장

이러한 원칙에 기반한 루소는 홉스와 같은 사회계약은 한 사람의 통치자
에게 성공적으로 노예화된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국가는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집합의 형태에 불과하기에 그러한 국가에는 어떠한
공동선도 정치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루소는 특수한 개
49) 루소에 따르면 정부의 수립은 계약과는 구별되는 개별적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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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들과 단체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서는 규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결합”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깊다(캇시러, 1996: 57).50)
이제 계약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긴다. 그리
고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공동체의 불가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이 계약
이 체결되는 즉시, 계약자인 개인들 대신에 하나의 정신적이고도 집합적인 공
동체가 형성된다. 그런데 이 정신적이고 집합척인 공동체는 전체 집회가 가지
는 투표권과 같은 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되며, 이 결합 행위로부터 통일성과 공
동의 자아(自我), 생명, 그리고 의지를 부여 받는다. 이처럼 모든 개인들의 결
합에 따라 형성된 공적인 인격을 예전에는 ‘도시국가(Cité)’라고 불렸으나 지금
은 ‘공화국(République)’ 또는 ‘통치체(corps politique)’라고 불린다.
루소 『사회계약론』 1부 6장

여기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의지’라는 개념
이 등장한다. 루소는 우리는 오직 ‘일반의지’에만 복종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일반의지는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지니는 생각을 의미하는 ‘전체의지’와
는 다르다.
전체의지(la volonté de tous)와 일반의지(la volonté générale) 사이에는 대게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는 공공선을 고려하는 데 반해 전체의지는 개인적 선
호와 이익만을 고려하는 개별적 의지들의 총합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개
별적 의지들에서 서로 상쇄하는 과부족 의지 부분을 제거해 나가면 그 차이의
50)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루소의 교육관과도 별개로 생각되어질 수 없는데, 루소 교육이론의 핵
심은 아이들은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즉 성공적인 사회화가 아닌 ‘자연적인(natural)’ 인
간성의 회복을 위해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루소의 교육관에 있어서 루소는 아이를 전
통의 구속 속으로 강요하는 대신에 그 자신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관념에 따라 행위하
도록 가르쳐져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될 때에만 그는 사회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
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사회계약론은 어떠한 사
회적 이상을 규정하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었기에 계
약의 내용은 구체화될 수 없었다. 의사는 대변될 수 없다는 그의 신조에서 드러나듯이 계약은
“결합” 그 자체에만 한정될 뿐 그 외의 통치체의 목적이나 기타 구체적인 정책은 또 다른 경
로를 통해서 새로이 결정·판단되어야 할 사안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루소가 제시한 사회계
약의 구도에서 사회의 전통이나 문화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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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루소 『사회계약론』 2부 3장

계약을 통해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는 구성원들을 넘어서는 통일된 인격
(‘주권자’)을 갖게 된다.51) 주권은 국민이 가지는 권리로 개인적인 권리가 아
니다. 모든 국민들은 사회계약을 통하여 개인의 사적 권리 모두를 국가에
양도하는 대신 일반의지의 행사를 의미하는 ‘결코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는’ 주권을 가지게 된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집합적인 존재인 주권
자는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이양될 수 있
지만, 의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루소 『사회계약론』 2부 1장

그리고 이러한 주권자들(국민, 시민 혹은 신민들)은 재력이나 재능 등에
서 불평등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에 의해서 동일한 지위를 갖
게 되고 법적으로도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루소가 구상한 사회계약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
라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의회에서 법이 제안되었을 때 인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이 제안
을 승인할지 여부가 아니라 이 제안이 일반의지에 합치되고 따라서 그들의
의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점을 검토하는 점이다. 루소는 이러한 일반의지가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치적 과정(투표)이란 다양한 개인들의
의사를 집합(agreegate)하는 과정이 아닌(특수의지 중 하나를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아닌) 개인이 생각하는 일반의지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의지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하였다
(Manin, 1987: 343; 임혁백, 2009: 29-32).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존재하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성적 능력과는 구별되는 일반의지를 통해52) 정의와 권
51)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해서 집합적으로는 ‘인민(people)’이라 부르고, 주권에 참여하는 개인이
라는 뜻에서는 ‘시민(citizens)’, 국가의 법률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의미로는 ‘신민(subject)’이라
한다(Rousseau, 196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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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기초한 도덕적 요구와 이익과 유용성에 근거한 타산적이고 현실적인
공리주의적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53) 일반의지는 숙고
를 거쳐 발견되어야 하며 그것은 옳은 것이어야 한다.54)
종합해 보면 루소는 일반의지에 따라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
벌과 같은 조직을 통한 정치 참여에 반대하고 모든 개인들이 정치에 참여해
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는 직접 민주주의만 민주정치로 여긴
진정한 직접민주주의 예찬론자였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
어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의사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
화되어 국민주권의 원칙을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축으로 여
겨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칸트는 정치철학을 선험적인 도덕 철학의 토대 위에서 정당
화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행위들은 근본적으로 우
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 즉 공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는 문제와 관련되고, 이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면서도 동시
에 인간의 도덕적 측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임혁재,
1994: 216-217). 칸트에게 있어서 선험적 이념에서 비롯된 사회계약의 수립
은 현실적 필요에 의한 합일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의 도덕적 정치규범으로
서의 이념이다. 따라서 입법은 오직 국민의 합일된 보편적 의지에만 귀속된
다. 그러므로 국가는 타인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는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
여 타인의 자유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그
자신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추구해도 좋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
다(맹주만, 1999: 301).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초적 계약의 정신은 정부의 형
태를 이념에 합치하도록, 정부를 점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모시키도
52) 쉬클라는 루소가 주장하는 일반의지는 그것의 대상이나 본질에 있어서도 ‘일반적’이라고 해석
될 수 있다고 하였다(Shklar, 1985: 185).
53) 루소는 통치체는 영토의 크기와 인민의 수라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최상의 규모를 갖춘 국가가 되기 위한 적합한 비율이 있다고 한다(Rousseau,
1968: 93). 루소는 국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유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보았다(Rousseau, 1968:
104).
54) 일반의지가 반드시 만장일치를 이룰 필요는 없다. 루소는 인간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
하는 데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전제하였고 일반의지가 존재하더라도 무엇이 일반의지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개인들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
는 수단으로 단순다수결에 의거한 투표를 제안하였다(임혁백, 200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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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관계당국에 책임을 부여한다(임혁재, 1994: 227). 칸트에게 있어 법과 국
가는 필연적으로 자유의 개념으로부터 추론되어 합일된 의지에 이른 후 법
적 안정성을 추종하게 된다.
국민 자신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행위는, 그러나 본래 단지 그에 따라서
만 국가의 정당성이 생각될 수 있는 국가의 이념인 것은, 근원적 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서 국민 중 모두는 그들의 외적 자유를 포기하거니와, 그것은 하나
의 공동체의, 다시 말해 국가로 여겨지는 국민의 성원들로서 자유를 곧바로 되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 안의 인간은 그의 생득적인 외적 자유
의 일부를 어떤 목적을 위해 희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는 그의 자
유 일반을 법칙적인 의존성에서, 다시 말해 법적인 상태에서 감소되지 않은 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야만적이고 무법적인 자유를 전적으로 방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존성은 그 자신의 법칙수립적 의지에서 나오는 것
이기 때문이다.
칸트 『윤리 형이상학』 §47

칸트는 원초적 계약에 의해 성립한 상태를 자연 상태와 대비하여 ‘시민
적 상태’라 명명한다. 칸트에게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모든 실천적인 목적들
에 있어서는 결국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에 칸트의 경
우에 국가는 전체로서의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관계를, 시민적 상태란 개
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관계로 시민적 상태와 국가는 상반된 관점으로부터
바라본 동일한 관계를 가리킨다(임혁재, 1994: 226).

다. 계약의 내용
홉스의 사회계약은 신민들 상호간에 맺어지는 것으로, 리바이어던은 계
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신민들에 대해
천하무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동의하게 된 동기에 해당
하는 ‘생명과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신탁으로 설명되는 로크의 통치계약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한 제한정부를 옹립하는 것이다. 국가의 입법권, 즉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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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누구든 국민에게 공포되어 주지된, 확립된 영구적 법에 의해 통치를 행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평화, 생명과 재산, 안전 및 공공의
복지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적적’ 규제를
받는다. 또한 위임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누군가의 어떤 명령도, 그것이 어떠
한 형태로 표현되든 또는 어떠한 권력을 후원자로 갖든, 공중이 선출하여
임명한 입법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는 한 법으로서의 효력이나 구속력을 가
지지 못하게 된다는 ‘절차적’ 규제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승인이 없
으면 법은 법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Locke, 1963). 또한 심지어 정부의 폐지를 결정할 정도로 책임을
묻기도 한다.
로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를 양도할 수 없으며 개인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자연법의 한계(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55) 왜냐하면 어
느 누구도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배할 권리를 협정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Locke,
1963). 단, 어떤 사회에 있어서 그 사회가 형성된 목적에 불필요한 것은 그
사회에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계약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될 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Locke, 1963). 이러한 측면에 입각하여
볼 때 로크는 자연법의 한계 내에서 입법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능성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사회계약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루소는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분할할 수도 없다(Rousseau, 1968: 70)고 보아 통치체에 존재와 생
명을 부여하기 위한 만장일치에 의거한 “결합”의 계약만을 인정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외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은 채, 결합의
원초적 계약을 제외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다수의 의견이 항상 그 밖의 모든
사람의 의견을 강제한다며 직접민주주의의 손에 의지한다.

55) 로크는 절대군주 하의 상태를 시민사회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홉스와 확연히 차별화된다.
로크는 만약 특정한 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도 좋고, 그
가 가한 해악에 대해 구제나 안전을 찾아 호소할 장소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은 아직 완전히 자연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Locke,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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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회계약에 의해 통치체에 존재와 생명을 부여했다. 그러니 이제는 입
법에 의해 그 통치체에 활동과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통치
체를 만들고 결합시키는 그 최초의 행위는, 통치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루소 『사회계약론』 2부 6장

마지막으로 칸트는 근원적 계약을 통해 획득된 시민적 상태에서 시민들
은 ‘자유, 평등, 자립성’이라는 세 가지 선험적 원리들을 공유한다.56)
법칙수립을 위한 합일된 그러한 사회의 다시 말해, 국가의 구성원들을 시민
(Staatsbüger, cives)이라고 일컫는다. 그 본질과 분리될 수 없는 법/권리적 속
성들은 자기와 동의했던 법률 외에는 어떤 법률에도 따르지 않을 법률적 자유
와, 국민 중에 이자가 그를 구속할 수 있는 꼭 그만큼 법적으로 구속할 도덕적
능력을 가진 오직 그러한 자 외에 자신에 관하여 어떠한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시민적 평등, 그리고 셋째로 자기의 실존과 생존이 국민 중 타인의 의사
에 덕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권리와
힘들에 덕 입을 수 있는 시민적 자립성, 따라서 법적 사안들에 있어서 어떤 타
인에 의해서도 대표되어서는 안되는 시민적 인격성이다.
칸트 『윤리 형이상학』 §46

칸트에게 ‘자유’란 인간은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정한 의도와 목표에 따라 행동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평
등’이란 법 앞의 평등, 경제적 성공의 결과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
의 평등을 의미한다.57) 마지막으로 ‘독립’이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존
하지 않고서 자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 독립은 평등의 개념
56) 이러한 선험적 원리들에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은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시민적
체제에 들어설 수 있는데 칸트는 국가시민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모두가 같은 자격을 갖는 것
은 아니라고 보았다. 수동적으로 자연적인 자유와 평등의 법칙들에 따라 대우받을 것을 요구
할 수도 있다는 사실로부터 능동적으로 국가 자체를 운용하고, 조직하고 입법을 하는데 관여
할 권리가 따라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정법들은 국민들이 이러한 수동적 상태
에서 능동적 상태로 노력하여 상승할 수 있다는 것에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57) 자연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시민의 자유의 본질이자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면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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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되어 설명할 때 그 실질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칸트는 우리가 법 앞
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지만 법률을 제정할 권리는 ‘독립’을 획득한 사람에게
만 주어진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용인과 여성들은 능동적인 시민이 아니
라 수동적인 시민으로서 입법에 관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독립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경우에 한해
서 이러한 논리가 “보편적인 법칙에 따르는” 자유와 어떠한 모순도 없다고
주장한다(임혁재, 1994: 235).
한편 실천 이성의 이념에 따르는 원초적 계약의 정신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로 삼권 분립58)에 입각해 있는 대의제 공화 정체를 제
시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체제야말로 도덕적 이념에 부합하는 자유, 평등,
독립이라는 이상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맹주만, 1999: 300).

라. 계약의 적용 및 계약 파기 상황과 대응 방안
인간은 본성적으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존재이기에 계
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러한 인간 본성이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단순히 계약을 맺었다는 현실적 사실만으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
다. 홉스는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인간의 자율에 기대지 않고 계약을 이행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공포를 내세운다.
정의·공평·겸손·자비 등 요컨대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베풀어
라’고 하는 자연법 자체는 어떤 권력의 위협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 이는 우
리의 자연적 정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며, 그 정념은 우리를 그 반대 방향, 즉
불공평·자만심·복수심으로 이끈다. 또한 칼 없는 신약(信約)은 다만 말에 불과
하며, 인간의 생명을 보장할 힘이 전혀 없다. 따라서 자연법이 있음에도 어떤
권력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또는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
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모든 타인에 대한 경계심에서 합

58) 국가는 법칙수립자의 인격에 존재하는 주권, 법칙을 수행하는 집정자의 인격 안에 있는 집행
권과 재판관의 인격 안에 있는 재판권이라는 세 가지 권력을 통해 삼권분립을 이루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권력은 결합될 수 없고 분립되어 실행되어야 하며 오직 모든 이의 합일된 의지만
이 법칙수립적일 수 있다. 서로 다른 세 권력을 통해 국가는 자율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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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자신의 힘과 기량에 의지하게 된다.
홉스 『리바이어던』 2부 17장

사실 ‘리바이어던’의 성서적 의미는 야훼 하느님의 적이자 혼돈의 근원을
뜻한다.59) 그러나 홉스에게 리바이어던은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전
쟁을 방어하고 평화와 안전을 구축하는 원천으로서 계약에 참여한 모든 이
를 두렵게 하고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절대 권력을 소유한 국가를 나타낸
다. 이러한 국가의 권력은 무제한적이고 독점적이다. 이처럼 홉스는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수립되어야만 개인의 안전이 보장된 평화로운 사회가 가능하다고 생각
하였다. 따라서 리바이어던에 복종하겠다는 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개인이
이를 파기할 권한은 영영 사라지게 된다. 다만, 개인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주권자에 복종하기로 계약한 만큼 자기보존과 보존수단에의 사용을 금지하
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체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신민
은 군주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 보존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주권
철회가 봉쇄된 홉스와 달리 로크는 인민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고 주권을 철
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었다. 로크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는 어느 누구

59)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둘러 돋아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
로다. 튼튼하게 봉인한듯하구나. 그것들이 서로 연이어져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며
한데 붙어있어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오며 그것의 콧구멍
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
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뿐이구나. 그것의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고,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
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 같이 되는 구나. 그
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것도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가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
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
『욥기』 제14장
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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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침해할 수 없는 시민적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그가 구상한 통치체
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처럼 기본권과 함께 이의 보호를 위한 인민의 저항
권과 정부의 해체를 인정한 데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점은 인
민의 저항권과 정부의 해체를 본격적으로 정당화하기에 앞서 로크는 정부의
해체가 곧 사회의 해체, 그러니까 자연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에서 사회의 해체와 정부의 해체를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는 점
이다(문지영, 2011: 149). 이는 로크의 계약론이 사회계약과 통치계약이라는
두 가지 구분되는 관념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 둘
이 다른 것이라는 구분은 정부의 해체를 초래하는 인민의 저항을 권리로 인
정하는 것이 그리 대단히 급진적이거나 무질서와 혼란을 부르는 불온한 주
장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두고자 함이었다(문지영, 2011: 150).
입법부가 사회에 매우 필요하고 국민의 안전과 보전의 기초가 되는 업무 수행
을 어떤 폭력에 의해 저지당할 경우 국민도 무력에 의해 그것을 제거할 권리
를 가진다. 상태나 조건을 불문하고 권한 없는 폭력 사용에 대한 진정한 구제
책은 힘으로써 대항하는 것 뿐이다. 권한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침략자로서 전쟁상태에 있게 되며 그는 그것에 걸맞는 취급을 당해 마땅하다.
로크 『통치론』 제13장 155절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에게 부여된 신탁에 등을 돌리고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입법부는 해체되어야 하며 이러할 경우 국민 역시 단순히 비폭력
적인 시민불복종 형태의 것에 한정되지 않고 무력으로 제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루소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일반의지에 무조
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권자가 한 번 원한다고 선포한 것은 모
두 철회하지 않는 한 암묵적인 동의를 추정케하며 계속 추인하는 것으로 간
주된다. 루소는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수동적 자세를 중시한 한편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권장하였다. 그는 사회에 속한 이상 그 누구도 정치에서 자유로
울 수 없으며 정부에 대한 감시를 위해 로마처럼 ‘국민 의회’가 자주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 의회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빈번하게
발생해야 하되 정기적이고 고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압력으로 이긴 의사는 승리한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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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불과하다(Rousseau, 1968: 73)’며 국가 내에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파당적 집단들은 없어져야 하고 시민 각자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소신을 밝
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60)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벌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루소는 더 많은 당파를 만들어 서로 감시하고 견제를 함으
로써 불공평한 결의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공동체와 자신을 위한 소신을 밝히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민적 덕성을 강
조하고 이를 길러줄 수 있는 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루소는 ‘일반의지’에 구속받는 대신 그 전제조건을 구체화함으로
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억압과 강제가 아닌 ‘협동’으로써 사회
계약이 전제주의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였다.61) 그리고 이미 만장일치를
획득한 사회계약에 의거한 위임을 통해 구축된 국가가 와해되는 경우로 국
가가 더 이상 법에 따라 다스리지 않거나 특정 개인이 주권을 갈취할 때,
그리고 정부의 구성원들이 단체로 행사해야만 하는 권력을 개별적으로 부당
하게 갈취할 때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제시를 통해 루소는 통치체
를 본질적으로 영속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며 권고하며(Rousseau, 1968:
139) 사회계약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방법으로 정례총회를 제안하였다.
사회계약의 유지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는 정례총회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으
면서 분리해서 투표되어야 하는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함으로써 개최되어야 한
다. 첫째, 주권자는 현행의 정부 형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둘째, 인민은 현
재의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맡기기를 원하는가. 나는 여
기에서 이미 내가 증명해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즉 국가에는 폐지시킬 수
없는 기본법은 없다는 것, 사회계약까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이 총회를 열어 그 계약을 만장일치로 폐지한다면, 그것이
매우 합법적으로 폐지되었다는 점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루소 『사회계약론』 3부 18장

60) 루소는 제도에서 각자는 자신들이 타인에게 강요하는 계약 조건들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의지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투표자의 수보다는 그들을 결속하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사
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Rousseau, 1968: 76).
61) 루소는 사회계약 때 반대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반대는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
라 단지 그들이 그 계약에 포함되지 못하게 될 뿐이라고 한다(Rousseau, 1968: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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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계약의 적용 및 계약 파기 상황과 관련한 칸트의 입장에 대
해 논해보겠다.
'합일된 의지' 이러한 상태는 이성이 하나의 정언 명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
금 지향하도록 노력하고 책무지우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칸트 『윤리 형이상학』 §49

칸트는 최고 권력62)의 근원에 대한 회의ㅡ국가에 대한 복종을 약속하는
계약이 사실로서 선행했는지, 또는 권력이 선행했고 법칙은 단지 이에 뒤따
라온 것인지 등ㅡ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전혀 목적이 없는 더구나 국가를
위험하게 하는 궤변으로서 그 권력 아래에 있는 국민에게 실천적 의도에서
탐구될 수 없다고 한다. 실천적으로 그것을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효
과를 일순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가 되는 것으로서 모든 통치
권은 신적인 것이기에 사회계약의 명제는 단지 시민적 체제의 역사적 근거
를 언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이성의 원리로서 하나의 이념을 언표하는
것이다. 이에 신민은 통치자의 부당함과 불법성에 대해 항고는 할 수 있되
조급하게 폭력을 사용함으로서 무정부 상태로 해체될 위험을 초래하는 저항
해서는 안된다. 그 근거는 홉스와 유사하게 권력의 상대적 속성에 비추어볼
때 명령의 지배를 받는 이가 명령을 하는 이에 대해 저항할 경우 그것은 최
고 명령자가 바뀌는 것으로 자기모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적 상태의 유지를 위해서도 정부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
여 국민이 스스로 행정권의 조치를 수행하는 능동적 저항은 허용되지 않는
다. 다만 의회(정부의 요구)에 대한 국민의 거부라는 소극적인 저항과 이민
을 갈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통해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군주의 정책에 대해 공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결함 있는 국가체제의
변경은 주권자 자신의 개혁,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62) 칸트는 인격에 대한 최고 소유자로서 통치권자를 파악하고 군주는 국가 내에 있는 모든 것을
관할하면서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배자는 토지의 최고
소유자일 수는 없지만 법률에 의해 국민에 대한 최고명령자로서 ‘과세’를 통해 재산권에 개입
할 수 있고 경찰행정의 권리, 감찰의 권리를 가지며 설사 국가의 부의 증대에 유해할지라도
빈궁이나 수치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할 권리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고용된 존재조차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건처럼 취급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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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홉스, 로크, 루소, 칸트 이론의 논리구조
이 절에서는 계약 단계에 기초한 고전적 사회계약론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홉스, 로크, 루소, 칸트 이론의 체계 및 논리구조를 파악한 후 논증 분
석의 틀([그림 Ⅰ-1])을 토대로 구조화하였다.

가. 개인의 본성을 제어하는 통치계약으로서 홉스의 사회계약론
홉스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그들 모두를 두렵게 하며 결국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리바이어던’에 자신들
의 자연적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홉스는 리바이어던
의

개념을

통해

새로운

국가

형태를

제시한다.

홉스는

‘모든

실체

(substance)는 인과적 관계에 입각하여 운동하는 물체일 뿐’이라는 유물론적
전제 하에 철저히 근대적 합리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전제된 인간성과 자연
상태에 대한 가정으로부터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는데, 그가 실제
의 자연상태로부터 그러한 주장을 도출할 수 없었던 까닭은 그의 저술의 전
체적인 목적이 불완전한 군주국가(즉 실제 자연상태에 있지 않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통치권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과 그들 스스로 완전한 군주 국가로 이행해가야만 한
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63)
한편 이러한 논리 전개 과정에서 홉스는 국가는 자연인과는 별개로 존재
하는 ‘인공인(Artificial Person)’으로서 주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완벽성을
가정하고 절대성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정치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인공인
이 자연인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오영달, 2001: 154). 그러나 지배 방법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처벌기구의 존재는 개인들 상호간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능한다’는 것은 분
명히 제시되고 있다. 홉스 주장의 논리구조는 <표 Ⅲ-1>과 같다.

63) 프레스톤 킹(Preston King)은 이 지점에서 홉스가 사실에서 규범을 도출한 자연주의적 오류
(naturalistic fallacy)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King,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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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홉스 주장의 논리구조

[관련정보]

[상황인식]

[전제와 철학]

[주장]

[논리적 기대]

[하위 주장]

[근거]

[보강]

평화와 충성으로 확실히 이끄는 교의들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바로 자기 보존
과 보존수단의 확보와 같은 생존권과 관련된 권리로 한정
된다.
자연상태의 상황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도 같아 절
대적 권위를 지닌 존재가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과 당
위성이 인정될 정도로 폐단이 극심하다.
정치 철학의 과제는 기계론적 유물론과 이로부터 연역되는
인간성에 기초하여 사람들에게 ‘왜 국가의 통치권력을 존
중하고 그가 만든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은 사회계약을 통해 ‘리바이어던’과 같은 주
권자를 옹립하고 신민은 이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타당하다.
막강한 힘을 가진 주권자의 판단과 해석을 모두 준수하고
절대적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획
득할 수 있다.
① 주권자가 광범위한 합의를 거쳐 사회계약을 맺었다고
전제할 때 주권자의 힘은 모든 신민의 힘을 그 속에 포함
하는 절대적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② 자연법은 합리적 인간이 자기보호를 위해 해야하는 바
를 규정한 것이다.
① 인간의 본성에는 ‘경쟁, 불신 그리고 명예욕(허영)’이라
는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있다.
② 정부에 헌신하는 행위는 자유의 상실을 수반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③ 최고의 주권보다 더 큰 권력은 없으며 만약 국왕의 권
위가 제한된다면 그것은 국왕이 아니라 신민이 국왕이 되
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① 주권자에게는 선한 법을 만들 의무가 있는 한편, 신민
은 주권자가 제정하는 법은 무조건적으로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단, 주권자가 계약의 목적인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면
신민은 그 명령에 불복종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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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법에 기초한 대의제와 제한정부로서 로크의 사회계약론
맥퍼슨은 로크만큼 근대 자유민주주의적 가정이 도입되어 해석되어 온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의 저서에는 합의에 의한 정부, 다수의 지배, 소수자
의 권리, 개인의 도덕적 지상권, 사유재산의 신성함 등 근대의 자유민주주의
자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다(맥퍼슨, 2002:
223). 로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
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의 소유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외부 세
계로부터도 보다 확실한 안전을 누리며 다 같이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기 위
해 다른 사람들과 합의하여 하나의 공동사회를 형성하고 결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자연
상태인 채로 남겨지되 그러한 상태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전받기 위한’ 목
적에서 결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로크의 사상은 자유에 대한 인
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자유는, 세상의 어떤 우월한 권력으로부
터도 자유로우며, 다른 사람의 의지나 입법권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자연법만
을 자신의 규칙으로 한다. 사회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국가 안에서 확립된 입법권 이외의 어떠한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또
한 입법부가 위임받은 신탁에 따라 제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의지의 지배나
어떠한 법의 구속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정부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자유
란, 그 사회 모든 구성원이 만든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일정 규칙에 따라 생활
하는 것이며,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따르되,
다른 사람들의 변덕이나 불확실함, 알 수 없는 자의적 의지에는 복종하지 않아
도 되는 자유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자유는 자연의 자유가
자연법 이외의 어떠한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로크 『통치론』 제3장 22절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정부 아래 하나의 정치체를 만드는 데
동의함으로써 그들의 자연상태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장
받게 된다. 로크는 계시의 도움 없이도 적어도 이성에 의해 자연법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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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이고 사회적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성으로서 자연법에 의해 전제군주를 세우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다고 생
각하였다(맥퍼슨, 2002: 276). 이러한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논리구조를 정리
하면 <표 Ⅲ-2>과 같다.
<표 Ⅲ-2> 로크 주장의 논리구조
[관련정보]

[상황인식]
[전제와 철학]
[주장]

[논리적 기대]

[하위 주장]

[근거]

[보강]

자연법은 인간이 정치공동체를 통해 어떤 규범을 입안하
고 준수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결론이자 이성의 명령을 구
속한다.
개인의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으로 인해 자연상
태에서의 자유와 평등은 매우 불확실하며 전쟁상태로 전
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 철학의 과제는 사람들에게 ‘왜 자연법을 준수하며
실정법을 입안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자연법이 온전히 보전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성적인 사람
들은 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입법자는 반드시 자
연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실정법을 제정해야 한다.
신탁이라는 동의와 위임으로부터 정부의 권위가 생성되며
이러한 정부는 자연법과 저항권으로부터 제한을 받기에
개인은 생명, 자유, 재산권과 같은 자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① 주권자 및 국가는 인민에게 정치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닌 ‘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해야 한다.
② 보편적인 자연법에 기초한 자연권이야말로 진정한 의
미의 시민적 자유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연법은 모든
사람이 타인에게 가지는 도덕적 의무이다.
① 인간의 이성은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자연법에 대하여
안내하며 인간 의지의 자유적 한계선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한다.
② 절대군주도 인간에 불과하므로 권력의 변질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단 한 곳이 아니라 입법
부, 집행부 그리고 국민 등 여러 곳에 두어야 한다.
① 자연상태는 자연권과 자연법이 상호 밀접하게 존재하
는데 자연상태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존재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사람들의 자기보존의 권리(right to
self-preservation)이다.
②시민사회는 입법자로 하여금 국민의 자연권(생명, 자유,
재산권에 대한 보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도
록 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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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의지에 의거한 자율적 통치구조로서 루소의 사회계약론
지배자에게 복종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루소 『사회계약론』 3부 16장

자유는 어떤 풍토에서든 다 열리는 열매가 아니다.
루소 『사회계약론』 3부 8장

위의 두 구절이 정치권에 관한 진정한 원리를 정립하고 그 원리를 바탕
으로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한 루소의 정치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문구
가 아닌가 한다. 루소는 인간의 타락과 비참한 삶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사
회에서 비롯된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
야 하므로 이러한 딜레마를 풀어줄 해법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실현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치·사회적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와
완성의 기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루소가 사회 조직이
인류를 타락과 비참으로 인도한다는 점에 먼저 주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것으로 인해 그가 또 하나의 진실, 즉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이 사회성으
로써 역사 속에서 어떤 완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다(이
환, 2002: 189). 그렇다면 인간의 문제의 종착점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루소가 그 대답으로 제시한『사회계약론』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치사
상의 요체, 기본적 문제의식은 바로 정치적 권위 또는 권력(autorité
politique)의 본질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의 문제로 귀착된다(이환, 2002:
193). 루소는 사회체제의 정당성 문제를 천착하는 데 있어서 자연법과 자연
권 사상을 새로이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진미경, 1994: 103). 그리
고 루소가 도달한 결론은 고전적인 자연법 사상을 거부하고 ‘자유’와 이성에
의거한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루소에 따르면 우리의 자유는 우리 스스
로 쟁취해야 하며 자유는 잘 짜여진 독특한 정치체제에서 발생하고 그 국민
들은 이러한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루소의 사상에서 ‘자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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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인간이면 갖는 권리,
심지어는 자신의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일에 해당한다(Rousseau, 1968: 55).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인간의 필연적인 사회적 삶 속에서 존중되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회계약’으로 가능하다.
계약을 통해 인간은 한 집단에 자신을 소속시키고 공동체적 목적에 복종
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약속에 해당하는 “계약”은 개인의
의지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는 전체 안에서 오직 자신에게만 복
종하며 여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머물 수 있다.64)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
에 대한 관점은 루소 철학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루소의 열망
은 로크가 제안한 대의민주제를 강경하게 비판하고 직접민주제를 주창하였
다는 점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루소에 따르면 각 개인은 일반의지가 언제나 옳다는 것과 그것이 무엇인
지 알고 있다.65) 그리고 계약에 의해 형성된 통치체(corps politique) 및 정
치적 집단은 이러한 ‘일반의지’ 및 ‘주권’ 개념에 입각하여 ‘공동의 이익’이라
는 목적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통일성과 공동의 자아와 생명과 의지”를 갖
게 된다. 따라서 국민은 법에 종속된 한편 그것의 제정자로서 ‘자유’를 향유
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사회계약적 구도에 내재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가 명확하게 천명되는데, 이것은 루소가 전하는 가장 가공할 폭발력을
지닌 정치적 메시지임에 틀림없다(이환, 2002: 197). 이러한 관점에서 탄생된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논리구조는 <표 Ⅲ-3>과 같다.

64) 사회계약적 구도에서 루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자유롭고
의지적인 결정이다(이환, 2002: 195).
65) 인간은 본성적으로 개별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일반의지는 이러한
개별의지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개별의지의 한 부분과 중첩되며 이렇게 중첩된 의지로서의 일
반의지는 공동이익만을 고려한다(김용민, 200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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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루소 주장의 논리구조
[관련정보]

[상황인식]

[전제와 철학]

[주장]

[논리적 기대]

[하위 주장]

[근거]

[보강]

‘모든 인간은 자유롭다’ 필연적으로 사회적 존재인 인간
에게는 인류 전체를 위해 만들어진 일반의지는 대리되거
나 양도될 수 없다.
‘외적 장애물(잘못된 인위적인 사회)’들의 저항이 자연상
태에서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역량을 넘어서려는 상황
에 맞서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보존해야 한다.
정치 철학의 과제는 사람들에게 ‘개인은 왜 국가공동체라
는 결합을 맺었고 자연상태의 선한 마음과 행복을 회복
할 수 있는 정치체제란 어떤 형태를 가져야하며 이러한
국가공동체는 어떠한 원리에 의거하여 통치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인간은 만장일치의 사회계약을 통해 ‘결합’의 계약을 맺
은 것일 뿐 그 외의 모든 통치 원리는 ‘일반의지’에 기초
한 직접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의지’에 따르는 공동의 시민 종교에 의해 통일된 상
대적으로 평등주의적인 공동체의 시민들은 지배 체제로
부터 분리되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다.
① 결합의 계약은 자율에 기초한 만장일치가 요구되나
이를 제외하고는 다수결에 입각한 결정이 가능하다.
② 정당한 권력은 일반의지의 ‘자기입법(self-legislation)'
의 결과로 나타난 법을 의미한다. 법에 종속된 국민은 그
것의 제정자로서 여전히 자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①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은 그의 행동에서
도덕성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양도될 수 없는 ‘고
유한 권리’ 설정을 통해 ‘개인’의 존엄한 가치는 보호받을
수 있다.
② 개별의지와 일반의지는 부합가능하며 인간에게는 일
반의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타산적 정치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은 더 이상 이기심
에 기초한 계산적 이성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인간의 자
유주의가 지닌 도덕성에 의존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② 사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일반의지’는 특정 국가 내의
공동선을 향한 고유한 의지로 갈등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없으며 보편적 이상과도 양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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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형이상학적 윤리관의 정치적 실현으로서 칸트의 사회계약론
도덕적 행위는 실천이성이 스스로에게 주는 법칙에 의하여 의지의 형식
을 규정하는 것이며 기계적·필연적·인과적인 이론이성에 대한 (목적론적이
며 선험적인 실천이성에 근거하여 도덕률과 의무가 강요된다는) ‘실천이성
의 우위(Primat der praktischen Vernunft)’를 주장한 칸트는 인식이 주관적
이라는 것과 동시에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봄으로써 객관성을 획득한다. 이
처럼 주관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객관성을 담지하기 위해 사회계약이 요청
되는데, 칸트는 도덕적 자유의 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기본적 개념과 구
상으로부터 인간의 정치적 자유에 관한 모든 것을 도출한다.
칸트에게 있어 사회 계약 혹은 원초적 계약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자유에 제한을 가할지라도 그러한 제한은 당위적인 도덕적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이때 사회 계약은 정치공동체 성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가늠하는 실
천 이성의 선천적인 도덕적 이념으로 작용하며(맹주만, 2002: 86-87), 계약
을 통해 수립된 권리의 주체인 인간들 상호 간의 요구가 실천 이성에 일치
하게 하는 정의의 원리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서의 시민 헌법을 확립시켜
주는 도덕적 정당성을 판별하는 최고 기준이 된다. 이 정의의 법칙 하에서
의 다수의 통합체로서의 국가가 실현해야 할 이념을 칸트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독립으로 파악하며, 이로부터 사회 내의 모든 하위의 가치들이
정당화된다(맹주만, 2002: 88).
<표 Ⅲ-4> 칸트 주장의 논리구조

[관련정보]

[상황인식]

[전제와 철학]

인간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존재로서 자율적으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의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마
음속의 장애물들(경향성)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받
을 수 있다.
자연적 경향성들로 인하여 상호간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에 전
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
공적인 법에 입각한 강제의 필요성은 역사적 사건 혹은
경험적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a
priori)인 이성의 이념으로부터 기인하며 정치적 이상의
표준 역시 일관되게 도덕형이상학적 토대 위에서 구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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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논리적 기대]

[하위 주장]

[근거]

[보강]

어야 한다. 그러나 도덕 원리가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기에 별도의 정치적 원리를 필요로 한다.
사회계약은 타인에 대한 법적 의무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해명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로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법
이란 자유의 유지를 위해 선험적으로 주어진 보편적 의
지를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시도되는 변화만이 허용된 대의
제 공화정을 수립하는 사회계약은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
이라는 정언명법에 의해 완성될 수 있으며 이로써 도덕
적, 법적 진보를 이루며 모든 사람의 자유가 함께 통일되
는 최고의 정치적 선에 도달할 수 있다.
① 법률적 법칙은 형식적으로 정언 명법의 틀을 따르나
정언 명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추론될 수 없으며 공동체
구성원간의 도덕적 합의로부터 결과해야한다.
② 시민적 상태는 ‘자유’, ‘평등’, ‘자립성’이라는 선험적
원리들에 기초되어 있다.
③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이라는 서로 다른 세 권력으로
구성된 국가는 자율성을 갖게 되며 도덕적 자유가 구현
된 대의제에 기초한 공화적 정치체제를 이상으로 한다.
④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인 통치권자 스스로의 개혁만이
가능할 뿐 기본적으로 저항권은 인정될 수 없다.
① 국가는 언제나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자유의지의 실행
을 통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② 인간의 정치 행위는 이익 주체들 간의 상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③ 국가가 자연적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법과 통치권의 권위는 도덕적 질서와 평화 유지
를 위해 존중받아야 한다.
① 계약은 ‘이성의 이념’이자 ‘도덕적 이상’으로서 국가의
성립과 법적 제도의 정당성을 근거 짓는다. 이처럼 가상
적 혹은 도덕적 이념으로서의 원초적 계약 개념을 통해
비로소 계약 주체의 의지는 자연적 감정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된다.
② 도덕 및 정치적 영역에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적절한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인간이 자신의 자유로운 주
체성을 옹호하면서 현실적 제약을 넘어선 도덕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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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맥락주의 정치사상사 연구방법에 기초한 평가
가. 시대적 배경: 자연법의 의미와 이성의 역할
근대는 기독교 교리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에 의한 창조성의 시대였
다.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역사적 변화 속에서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종
교개혁을 통한 개인의 발견 및 과학의 발전에 따른 합리적 사유 등은 근대
적 개체성의 탄생을 준비하였다. 근대인들은 그들 정신의 발달을 가로막았
던 장애물이 없어진 가운데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역사를 발전
시켜나가기 시작했다(김용민, 2001: 106). 자유롭고 합리적인 시민으로서의
인간관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는 근대적 인간관으로부터 유래한다(김비
환, 1996: 11).
17세기 서구의 많은 사상가들은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의 정체성과 존
엄성의 근원을 물었고, 18세기에는 사회적 삶의 정체성에 도전하며 그것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직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이환, 2002: 193). 이성의 빛
에 따르는 과학적 합리주의는 인간을 전통이나 관습에 의한 억압이라는 어
둠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근대’의 인간은 이전과 달리 전통과 관습에 따라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스스로를 이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이종렬, 2009:
173). 인간의 삶의 운명은 오로지 종교적으로 미리 결정된 존재로 여겨졌던
중세에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세습적 권위, 전쟁 등에 의존했던 권력은
자유의지를 담지한 개인에의 발견으로 인해 그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가
권력은 그 정당성의 기반을 새롭게 다져야만 했다. 격변의 역사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상가들은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아 영속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계약론은 이러한 인간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혁명으로
태생적 특권 계급의 절대적 지배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이성에 따른 계약
으로 ‘근대 시민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탄생한 것이었
다. 그리고 이성으로 ‘자연법’을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종교, 전통, 관습에서
벗어나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인간의 삶이 운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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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실현하고
자 하였다(이종렬, 2009: 173). 이러한 시도들 가운데서도 홉스의 『리바이어
던』에서 제시된 절대군주론, 로크의 『통치론』, 그리고 18세기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가장 강력한 이론에 해당하는 것들로 그들 모두에게 있어
서 권력의 정당성은 개인의 동의에 의거한 사회계약에서 도출된다. 연구자
는 이들의 논의들이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들의 정치철학을 등장시킨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간
단히 살펴본 후 그 당시에 학문적 논의의 가장 민감한 쟁점이었던 자연법의
의미와 이성의 역할이 부각된 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최초의 사회계약이론가로 볼 수 있는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출판되던
시기 영국은 종교개혁의 여운으로부터 오는 내란과 폭동이 휩쓸고 있을 때
였다. 당시 왕권에 대한 이론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국왕은
귀족 및 지방 젠트리의 힘에 의존하고 있었다. 왕에게는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특권들이 있었으나, 사유재산권 등
시민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은 여전
히 국가의 정치를 관장하고 있었으며 국왕은 법률 체계에 있어 최고의 권위
를 인정받고 있었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스리고 있었다.66) 당시 대
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국왕의 의사는 법이고 왕권은 실정법 위에 혹은 실정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존재하며 단지 자연법과 신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고대로부터 내려오
는 전통적 자유의 완전한 복원뿐이었다(김병곤, 1992: 248-249).
특히 초기 유럽 휴머니스트 교육에 의해 형성된 세계관으로 세상의 복잡
한 현상들을 해석할 수 없어지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회의주의로
극복하려하였다. 자연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지각능력의 불완전함이
밝혀지면서 유럽의 많은 철학자들은 회의주의적 입장에서 스콜라주의적 아
리스토텔레스 철학67)에 대한 공격을 가하였다.
근대에 정치철학자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홉스의 해결책은 인간과 정
치에 관한 이론은 유물론적, 기계론적 자연철학과 독립적으로 정립되어 있
66) 왕의 국가를 통치할 권리는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초기 스튜어트 시대의 목사들이 정통
적 가르침이었다(김병곤, 1992: 247).
67) 온건실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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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었다. 인간의 자기반성과 경험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시민철학적
지식은 자연철학으로부터 얻어지는 지식과는 다른 것이었기에 회의주의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시민철학의 과제는 단지 시민들에게 왜 시민법을 준수
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홉스는 정치철학을 일종의 실리추구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정치
학에 대해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설사 정치철학이 자연철학과 구분되
어 독자적인 횡보를 걷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인지능력에 대한 불신을 통해
세상의 윤리나 도덕기준이 회의주의의 도덕적 상대주의에 의해 무너져버린
상황에 초연할 수 없었던 홉스는 그로티우스(Grotius)식의 최소한의 보편적
도덕규범을 제시한 것이다(김병곤, 1992: 256).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다
는 ‘자기보존’의 자연권이다(김병곤, 1992: 256). 그러나 자기보존적 문제 이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영혼은 바로 군주가 되었으며 군주는 법과 권
력으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인민에게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했
다. 홉스는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지나치게 억압했던 봉건적인 신분질서와
절대권력에 대한 사회정치적 맥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역사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로크는 사회계약을 자연법적 질서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내세웠다. 로크에게 있어 자연법은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도록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결론이자 평화와 질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성의 명령이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중세 교회의 권위와 구속에서 벗어나면서 인간 이
성에 대한 신뢰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자연법은 더
이상 신법으로서의 자연법(신권설, 神權說)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
내고 발견되는 것으로, 사회 질서에 대한 인간의 이성적 분석을 통해서 민
족이나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의 ‘기반’을 세울 수 있다
고 믿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연법은 근대에 들어와 ‘자연권’
관념으로 바뀌었고, 이 자연권이 법을 창조하는 인간의 주관적 권리로 여겨
졌으며, 이것은 절대 왕정의 합리적 법률제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루
소는 공동체적 사유의 형태인 일반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정치’ 영역이 있어
근대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이성’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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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간 본성에 관한 근본 가정 혹은 사회적·정치적 필요성으로부터
도출했던 이전의 사회계약 이론가들과는 달리 칸트는 인간의 도덕적 자유의
필연성으로부터 국가를 논리적 구성물로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하였는
데, 이러한 시도는 형이상학적 구도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칸트는 민족·사회·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에의 추구라는 ‘통일
된 의지’의 수호자로서 군주와 통치권을 내세운다. 칸트로 인하여 사회계약
이 지배대상자, 혹은 판단자가 아니라 구성적 의견을 취합하고 보편성을 추
출해 내는 틀로 변모된 것이다. 이는 국가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실
적인 설명이 아닌 도덕적인 정당화가 선행 조건임을 의미한다(임혁재, 1994:
218). 칸트는 홉스와 로크에서의 자연법, 루소 일반의지의 개념을 보편적 법
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강제하는 실천 이성의 이념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아직 개인성이나 다원성에의 존중이나 관심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홉스, 로크, 루소, 칸트 이론의 의의와 한계
이제 앞서 제시된 홉스, 로크, 루소, 칸트의 이론에 대한 분석과 시대적
맥락을 토대로 각 이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전적
사회계약론에 내재된 주요 논점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1) 홉스 이론의 의의와 한계

홉스는 인간의 삶 자체는 하나의 운동에 지나지 않으며 감각 없이 존재
할 수 없듯 의욕이나 공포 없이도 존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욕과 공포가
지속되는 심사숙고(deliberation)68)의 결과에 해당하는 행위나 행위의 회피와
연결되는 최종적 욕구 또는 혐오인 의지(will)에 따라 계속적인 성공, ‘지복
(至福, felicity)’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적인 운
동 과정에서 영원한 평정(平靜)이란 없으며 갈등과 분열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게 되는데 리바이어던은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와
68)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심사숙고를 인간의 마음속에 동일한 일에 대한 욕구와 혐오, 희
망과 두려움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으로 모든 자발적 행위는 기계론적인 운동과정으로서 숙고
에 있어 최후의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한다(Hobbes, 198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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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가져오기 위해 최종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하나의 집중된 권력(문지
영, 2011: 83)’을 의미한다. 리바이어던의 원천은 승리가 아닌 그들의 신민과
맺은 신약69)에서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리바이어던으로 대변되는
통치권은 승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복종’에 의해 획득된다
(Skinner, 2007: 206). 모든 신민은, 생존하기 위해 신약을 맺은 통치자의 ‘밑
에서’ 통치자의 힘을 ‘유지’시킨다(Skinner, 2007: 190-202). 흩어진 힘을 가
진 세력들을 한 데 모으는 것을 넘어 더욱 강력한 정치적 유대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 홉스의 강조점은 통치자 선출 방식의 “정당성” 보다는 통치자가
신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신민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져 있었
다. 이와 같은 관점을 통해 홉스는 개인적 삶이나 공동체적 삶에 있어 도덕
적 의미를 추구하거나 지향성을 제시하기 보다는 평화와 안전과 같은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는 일에 치중함을 알 수 있다.70)
홉스는 개인은 주권자의 모든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는 계약을 자
발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이 설사 개인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하
더라도 이에 저항할 권리나 자격이 없으며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런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왜 복종의 형태이어야만 하는
가?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통해 복종을 우리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한 불
가피한 선택으로서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치적 복종 이론의 기
초가 되는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 그러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바
로 “동의”이다. 피정복자가 진정한 신민의 의무를 갖는 이유는 피정복자가

69) 홉스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contract’와 ‘covenant’를 구
별한다(Skinner, 2007: 44). 그에 따르면 계약(contract)은 권리를 상호 양도하는 행위로 계약적
성격의 약속이다. 한편 신뢰가 전제된 약속(promise)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신약(covenant)’
이라 부른다. 홉스는 리바이어던 전편에 걸쳐 주권설립의 계약을 ‘covenant’로 표현하고 있다.
주권설립에서 각자 권리 양도는 현재 이루어지지만 주권 보호는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계속되
는 ‘약속’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신약 혹은 신의계약은 ‘가능한 것’과 ‘장래’에 대한 것이
다. 홉스가 15장에서 설명하듯이, 신약은 협정의 조항들을 즉시 실행하는 것이기보다는, 당사
자들 중 어느 한쪽이 나중의 날짜에 그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그럼으로써 신탁을 받
는, 특정한 유형의 계약 또는 권리양도이다(Skinner, 2007: 44). 그런 협정의 효과는 서약한 사
람의 자연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70) 홉스는 정치적 안정성(stability)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룬 대표적 학자로서 특히 안정성의
문제를 정치적 의무와 관련짓고 있다고 이해한다. 우리는 홉스의 통치권(sovereign)을 그것 없
이는 불안정하게 될 협동체제에 부가되어야 할 기구로 생각할 수 있는데, 홉스는 통치권의 효
율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불안정을 제거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황경식, 2006: 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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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복종에 대해 기꺼이 “동의”했기 때문이다(Skinner, 2007: 202). 사람
들은 ‘자신의 인생과 자유를 위하여’ 승리자와 계약하고 복종을 약속한다.
(정부가 출범하면) 승리자와의 계약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계약이 합법적으
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기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은 의심할 여지없이
진정한 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Skinner, 2007:

207). ‘통치자의 힘이 지

속적으로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만 통치권은 유지되며, 신민은 권력
이 유지될 때까지 복종해야 한다.’ 만약 보호 상태가 깨진다면 복종의무도
사라진다. 다른 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만큼 잘 보호 받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의무도 생긴다. 이것은 새로운 복종을 낳는다.
정리하자면 홉스는 “보호와 안전”의 미명 하에 복종을 정당화한다.71) 그
와 동시에 홉스는 보호를 전제로 한 복종은 개인의 자율성을 필연적으로 침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효종 역시 국가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이유는 구축될 수 없고 다만 국가에 대하여 복종할 ‘일정한’ 이유만
이 방어될 수 있으나, 한편 국가에 대하여 복종 행위를 했다고 해서 개인의
자율성이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박효종,
2009: 104-106). 그런데 홉스는 복종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넘
어 복종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 안전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복종을
통해서만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와 동시에 법으로부터 지
배받는 것은 절대군주로부터 지배받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입
헌주의자들을 다그친다. 홉스는 왜 절대군주보다 객관성을 담보해줄 가능성
이 높은 입헌주의자들을 비판하며 오로지 절대군주제만을 옹호해야만 했을
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홉스는 ‘주권(sovereignty)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라고 대답한다. 분리될 수 없는 주권이기에 우리는 하나의 인격에 복종할
것을 서약해야 하는 것이다.

71) 이 같은 복종의 정당화 방안으로서 리바이어던의 옹립과정에 관한 박효종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박효종, 2009: 401). 홉스의 견해를 따라 자연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을 피할 수 없다면, 리바이어던을 옹립하는 것이 ‘목적인적으로’ 정당
화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달리,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이 합의함으로 비로소 리바이어
던이 ‘능동인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사람들의 합의가 ‘명시적
합의’인가 ‘묵시적 합의’인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국가가 실제로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출
현했다고 하면, ‘매우 강한 형태의 능동인적 계약주의’가 되는 셈이지만 국가가 단순히 사람들
의 필요와 소망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목적인적 계약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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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복종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를 발생시킨다. 그 둘 간의 관
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자유를 보호받는 대가로
복종에 동의했다면 절대군주는 지배받는 이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어떤 이
득을 보장받게 되는가? 절대군주는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타인
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배받는 이들의 안위를 염려해줄 것인가? 그가 지배받
는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포기한 그의 자유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가? 그는 분명 그러한 노고의 대가로 ‘권위와 권력’을 소유할 것이고 그러한
‘권위와 권력’은 필연적으로 지배받는 이들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하다.
홉스는 이러한 상식적인 사고의 과정을 묵과한 채 복종하기만 하면 절대
적 존재(리바이어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복종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
쓰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홉스가 제시한 보호의 개
념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불려질 정도로 치열한 상황 가운데 발
생하는 것임에도 말이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복종을 통해 자유가 약화되었다고 하는 주장
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볼 수 있는 장애물’을 지적할 수 있
어야 한다고 하였다(Skinner, 2007: 215). 그러나 연구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특정한 결과에 대한 일회적 복종’이 아닌 “절대적 존재자에 대한 지속
적인 복종” 그 자체가 바로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자유를 구속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절대군주에 대한 복
종을 통해 자유가 보호된다는 주장을 정당화시키고자 한다면(내가 복종하는
동안 내가 복종하지 않았을 때보다 내가 더 자유로워지게 된다면) 홉스는
그러한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될 절대군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되며 그가
변심하지 않고 아무런 사심없이 타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어떠
한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을지 ‘반드시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홉스가 목표로 한 “복종 이후에 획득
될 보호 속의 자유”를 향유하기도 전에 절대군주 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만
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홉스는 이러한 요건이 가져올 불행에 대해 방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약화되거나 해체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권력분립을 꼽으며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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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강력한 주권을 선호했다. 전체 신민의 의지가
결집되어 절대적인 힘을 가진 리바이어던이 위협적 요소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홉스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공식화된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종식시
키겠다는 홉스의 전략은 문제의 핵심을 놓친 해결 방안이다. 이것은 일종의
도피로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홉스는 이러한 극단적인 방
법이 아닌, 더 합리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깊이 고
민했어야 했으며 복종을 정당화하기에 앞서 복종해야 할 대상인 절대 권위
체인 리바이어던의 “자격적 정당성”을 확보해 줄 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
해야 했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평등한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 권력이 형성되었다고 전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홉스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했다. 홉스가 제시한 이러
한 사회계약 개념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는가? 복종의 정
당성에 대한 문제를 차치하고 복종이 정당화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러한
복종을 통해 획득된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상태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홉스는 정부에 복종하는 이유는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이며 보
호받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주는 자에게 충성을 바칠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다(Skinner, 2007: 207). 홉스는 자유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
다.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의무가 뒤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의무가 뒤따르듯이 그의 의지와 힘에 일치하여 행동할
그의 자유는 이제 그의 서약의 조항들에 일치하여 행동하겠다는 그의 약속
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즉, 복종은 사람들이 양심상 지켜야 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Skinner, 2007: 207).
그러나 홉스는 그가 묘사하고 있는 자유의 상실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열망
한다(Skinner, 2007: 45). 그가 설명하기를,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우리는
그 행동과 관련된 ‘행할 자유 또는 행하지 않을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하는 결정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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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홉스
는 그 과정을 우리 자신을 ‘비자유화하는 것(de-liberating)’이라고 서술한다
(Skinner, 2007: 20). 홉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러한 ‘비자유화’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배에서 바다로 그의 물건들을 내던진 사람’의 경우와 같다. 홉
스는 이러한 사람의 행태는 의심의 여지없이 강제 하에서 행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의지의 산물이며 따라서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우리가 두려움에 의해 서약할 때 우리는,
탐욕(갈망)과 같은 좀 더 긍정적인 열정에 의해 행동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숙고와 정확히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본다. 두려움에
의해 서약할 때 우리는 최종적인 혐오에 의해 행동하고, 긍정적인 열정에
의해 행동할 때 우리는 최종적인 욕구에 의해 행동한다. 그러나 홉스가 보
기에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의 행태는 동등하게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
이며, 그것은 단지 우리의 최종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의 또 다른 이름
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유의 확고함은 우
리가 갈망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유의 확고함과 같다.’ 강제 하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도 ‘전적으로 자발적’이라는 홉스의 초기 의견은 분명하다(Skinner,
2007: 23). 이제 우리가 향유하는 것은 단지 ‘법률이 우리에게 위임하는 자
유’일 뿐이며 그것들에 반대하는 어떤 항소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홉스는 ‘자유는 (국왕에 종속되지만 노예보다는 나은 상태로서의) 예속적
신민이 아닌, (절대군주의 보호 속에서 자유로운) 그의 상태(state)에 있다
(Liberty is the state of him that is not subject)(Skinner, 2007: 80)’며 야
심차게 복종을 통해서 획득된 절대군주의 보호 속에서 보장받는 자유에 대
해 주장하였다. 그러나 설사 리바이어던이 신민들의 안위를 돌보기 위해 진
심으로 애쓴다고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리바이어던의 보호를 받는 상태로서
의 신민에게서 자립적 사회구성원인 시민(citizen)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
을 것이다. 보호를 받는다 함은 의존성이 전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홉스가 구상한 타인의 보호 속에서 향유되는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
의 자유라 할 수 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절대군주제 사회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
연상태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철저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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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평화와 안전이냐, 다소 불안한
자유이냐’라는 가치 갈등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볼 때 홉스의 주
장은 최고선의 성취보다 최대악을 회피하는데 사회계약의 목표를 두어(박효
종, 1997: 19) 결국 안일한 평화를 얻기 위해 경쟁적 관계라는 갈등을 회피
하고자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될 평등의 가치를 포기한 것과 같다. 평등은
불안정과 갈등을 초래하는 한편 그러한 부정적 기능 이상으로 긍정적 기능
도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평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통치권의 필요성을 연역해 내고 다시 복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결책을 모색
하고자 적극적으로 매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
둘째, 절대적 권력 확립에 치중한 나머지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사회계약을 성립하게 된 목적이 ‘평
화’와 ‘안전’의 획득이기에 홉스가 전제군주를 옹립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개
인의 기본권을 유린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72) 그러나 그는
전쟁과 사회 불안전성을 극복하는 데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전제군주제를
옹립한 이후에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아니면 ‘리바이어던’에 절대적
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홉스의 관점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나, 하나의 인공물로서의 리바이어던은 인간이 아니기에 전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결국 특정 소수가 리바이어던으로 대변되는 권
한을 소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권력을 소지한 개인들이 절대 권력을 가
진 이후 ‘사적 욕망’의 유혹을 통제하지 못해 사적으로 권력을 악용할 가능
성은 매우 높다. 한편 신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기에 개인에 대한 합법적인 보호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
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권자에 저항할 용기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홉스가 이러한 절대군주제의 변질 가능성과 그 대처방안 마련
에 소홀했음에 대해 부인될 수 없다.
홉스 이론의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이 설정한 인간에 대한 전제 ‘인간 본
성’에 어긋난 군주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홉스가 국가의 지도자는 그

72) 개인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결국 평화와 안전 보호라는 공동체적 목적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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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시민들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때 통치자
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황경식, 2006: 93, 523). 그러
나 절대 무결한 권능이란 정당화될 수도 없고 정당한 것도 아니다(황경식,
2006: 93, 523). 정당한 이유로 성립된 국가라 할지라도 견제 장치가 없으면
부패되기 쉽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홉스의 이론은 국가 정당성
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개인들의 동의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홉스는 ‘민주적 권위’보다는 ‘비민주적 권위’의 비전
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권위라는 현상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고 ‘그 자체로’ 신성불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고 주장하는 왕권신수설자들의 주장과 대조해보면 리바이어던이 신민들을
대변하고, 또한 대변하도록 위임받았다는 사실은 마치 천동설의 사회에서
지동설이 나온 상황과 마찬가지로 파격적인 것이다(박효종, 2005: 793).
뿐만 아니라 홉스의 견해는 인간에 대한 생리학적 전제와 사회적 갈등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조명함으로써73) 사회의 본질을 현실적이고도
정확하게 꿰뚫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먼저 인간에 대한 생리학적 전제
와 관련하여 홉스는 사람들이 그가 전제한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보
여 줌으로써 인간의 필연적 행동에 대한 명제로 나아갔으며 이를 통해 결국
그가 목적한 절대적 통치권을 인정할 필요에 대해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리
고 홉스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주목함으로 인해 인간이 지니는 힘 역시 상
대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권력 역시 상대적인 우위를 통해 그
권위가 견고해진다는 추론하다보니 종국에 절대적 권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홉스가 말하는 모든 종류의 힘은 타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은 타인들의 힘에 대한 지배력으
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힘은 일부의 힘을 다른 이에게 양도한 결과로서 발
생하게 된다. 홉스는 그러한 힘의 실질적 가치 역시 그의 힘의 사용에 대해

73) 홉스는 자연상태의 행동을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계속하기를 추구한다는 생리학적 전제
와 약간의 사람은 타인에 대해 좀 더 많은 힘을 추구한다는 전제로부터만 연역할 수 있었다
(맥퍼슨, 2002: 79). 또한 홉스는 천부적 평등을 포함하는 인간 상호간의 실제적 관계라는 세속
적 사실에서 직접적으로 의무를 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 최초의 정치철학자라는 점에
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맥퍼슨, 200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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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부여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며 인간의 모든 권력을 관계
속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즉, 홉스의 기여는 사람이 소유하는 힘의 상대성과
대립적 속성을 간파하여 이에 의거한 안정적 정치체제를 모색한 현실적 안
목에 있다.
그러나 평등한 사회에서 출발한 독단적인 권위는 모순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통치권을 인정할 인간의 필요와 가능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합리적인 능력은 사회의 강자로서 합리적인 사람에게 기대되는 타산적인 계
산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기에 단순한 생존유지도 버거운 사람(포기하거나
지켜야할 것이 없는 사람, 계약이후에도 생존권 및 기본적인 안전 확보가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계약과 규
칙을 강요하는 통치권자에 대한 복종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맥퍼슨,
2002: 112).
앞서 검토한 여러 의의와 한계를 토대로 보았을 때 홉스의 견해는 정치
적 이론들과 다른 방법으로 철저히 근대적 합리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치
사상을 전개함으로써 자유주의 체제 이념 형성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음에
도 불구하고(김동욱, 2009)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동기화되었
다는 점에서 잠정 협정(modus vivendi)74)에 해당하는 타산적인 것으로 시
대적 흐름인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로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홉스 이후
의 사회계약이론가들은 자신의 재산과 안전의 확보차원의 논의를 넘어 강자
의 논리에 의해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민주적 합의를 통해 권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갔는데, 로크는 홉스의 견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연법에 입각한 입헌대의제를 구상하게 된다.
2) 로크 이론의 의의와 한계

74) 세력균형에 바탕한 잠정 협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일차적으로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
해 동기화될 뿐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황경식, 2006:
200). 잠정협정은 타산적 평형(prudential equilibrium)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서 최대의 강
점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는 당사자들 간에 전면전을 방지해줌으로써 잠정
적 공존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정의와 평화의 성취에 있어 적합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
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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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인간을 윤리적 주체로 보았으나, 불가피한 사회갈등을 규범적이
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제에 의한 민주주의, 삼권분립,
자연법에 입각한 통치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사회의 동의와 사회로부터 받
은 권위 없이는 누구도 법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항권을 인정한 로
크의 사회계약론은 권력을 수탁받은 이가 그러한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
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계급구조를
탈피하고 국가 통치질서와 관련하여 근대적 문제인식을 촉발하게 하는 씨앗
이 되었다. 로크에 있어 ‘위임’과 ‘대변’은 훨씬 명시적이고 극단적으로 민주
화되어 전형적인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치부되는데 그 자연스러운 귀결
로 홉스의 구도에서 잠재되어 있던 조건성이나 상대성, 의존성이 로크에게
있어서는 보다 조건적이 되고 상대적이 되며 의존적인 성격을 나타내게 되
었다(박효종, 2005: 794).75)
로크는 굉장히 현실적인 학자였다. 그는 그의 이상만 내세운 것이 아니
라 그것이 실현되는 장인 ‘현실’적 여건과 결과를 면밀히 고려하고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다. 사회적 ‘결합’을 위한 계약 자체는 만장일치의 합의로 이
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회계약 이후 수립된 정부는 다수의 동의에 기초하
여 모든 개인을 구속한다고 보았다. 이로써 로크는 무력과 공포와 같은 독
단적 권위에 의지한 홉스적 사회계약론에 대항하여 ‘합리성’을 갖춘 ‘합법적’
인 ‘민주적 권위’를 세워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연법을 통해 인민의 대표들
의 활동을 규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점은 민주주
의 이념을 근현대적 정치 환경에서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치적 아이디
어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치론』에 나타난 로크의 사회계약
론으로 인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규범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로크는 『통치론』전반에 걸쳐 정치권력이 공공의 복지 혹은 공익(Publick
75) 로크의 신탁에 의거한 통치체는 구성원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지는 존재로서 홉스의 리바이
어던과 차별화된다. 그는 군주가 야심과 사치를 위해 권력을 확대하고자 욕심 부리며 그 권력
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주변의 아첨에 의해 그 정도가 심
해지면 통치자는 민중과 구별된 별개의 이해(利害)를 갖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때 민중들은 그 권력의 과용을 억제하고 남용을 방치할 방책을 찾아야 함을 인식하고 통치
의 기원과 그 권리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제한
정부에 대한 그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출발한다(Locke, 1963). 로크의 제한되고 조건
적인 정부에 관한 전체이론은 위정자의 사적인 탐욕 추구를 방지함과 동시에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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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김비환,
2000: 234), 이것은 홉스가 주장한 정부의 기능을 단순히 사익의 보호와 그
러한 사익 보호의 일환으로서의 평화에 국한한 것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
러나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자연법 집행권과 관련해 불거지는 쟁점을 해결하
기 위해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박효종, 2005: 794), 자연법
의 수호자로서 정치권위의 주요 역할을 한정함으로써 민주적 권위의 기능을
너무 협소하게 파악하였다.
한편 로크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제한 조건으로 충분한 정도의 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진정한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 필요한
성숙도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된 정신병자와 노예 그리고 어린아이들
은 자유인의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로크는 충분한 재정적 수단
을 제공하는 자만이 그 사용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
다(윤재왕, 2011: 377-379). 셀리거(M. Seliger)는 이 점과 관련하여 로크가
봉건주의적 특권을 지나치게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은 타당하며 그의 시민
개념은 전적으로 그 시대의 제약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며 비판하였다. 물론 로크의 민주주의는 재산권을 기초로 재산
을 소유한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타인의 침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무산자인 노동자, 농민들
을 자유의 주체인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도의 민주
성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이 바라는 이상적 공동체의 비전을 국가에 투영하고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76) 그러나 셀리거의 이러한 비판은 로크가 『통
76) 로크가 재산권에 부여한 중심적인 비중에 근거해 볼 때 그의 이론은 본질적으로 이성에 의거
한 가치나 규범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재산권의 옹호론이라고 볼 수 있다며 맥퍼슨은
로크의 시민정부이론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재산권이론을 반드시 자세하게 검
토해야 한다고 역설한다(맥퍼슨, 2002: 224-227). 그러나 맥퍼슨이 이미 간파하고 있듯이 로크
가 말하는 재산권이란 다소 광의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로크가 언급하고 있는 재산권은 꾸
러미 개념의 권리이기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단지 재산권의 옹호론으로 해석되기에는 미흡
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로크의 재산권은 생존권 주권의 기반으로서 ‘자연법에 기초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아래 인용한 것과 같은 사회
의 복지실현을 위한 국가를 지향하는 로크의 관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 자유, 소유물에 대해 자의적인 권력을 가지
지 못하고 단지 그 자신과 그 밖의 인류를 보전하기 위해 자연법이 준 권력만 가질 뿐
이다. 정부의 모든 권력은 단지 사회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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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론』을 통해 극복하여 했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다.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근대적 주체성을 담지한 시민상과
정치제도의 맹아들을 내포하고 있다. 로크는 공공복지와 양립하는 범위 내
에서 사회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자연법을 입법부
자체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원리로 존중함으로써 자의적 지배의 위험을 방
지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의 이론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통찰의 깊이는 단연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로크는 자연법에 기초한 입헌적 통치구조를 통하여 ‘입헌적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완전한’ 민주제77)란
것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본질78)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
다. 로크의 이론에는 국민을 공동체의 ‘주체’로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 의사 대리과정도 그렇지만 로크의
저항권은 저항권의 행사가 가능한 조건이 자연법에 한정되어 있다. 즉 로크
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자발적인 공동체의 토대로서 사회계약론과 저항
권을 제시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정치적 기반을 비자발적인 자연적 의무(자
연법)에 크게 의존한다는 데에 있다. 시민사회로 이행해가는 동의는 어떤
이거나 변덕스러워서는 안된다.
로크 『통치론』 11장 137절

77) 로크는 국가의 여러 형태에 관하여 사람들이 결합을 통하여 사회를 형성할 경우, 자연스럽게
공동사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다수파가 그 권력을 이용하여 수시로 공동사회를 위해 법을
만들거나 그들이 임명한 관리를 통해 그 법을 집행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형태를 완전한
민주제로 보았다(Locke, 1963).
78) 민주주의(데모크라티아, demokratia)라는 말은 원래 고대 아테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인민을 뜻하는 demos와 힘이나 지배를 의미하는 kratia의 합성어로 ‘인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나종석, 2004b: 9).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과 그 원칙들에
대한 가장 유명한 주장은 투키디데스(Thucydides, BC 460~399)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재구성되어 있는 페리클레스(Pericles)의 연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오는 민주
주의에 대한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나종석, 2004b: 11). 페리클레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에
서 죽은 아테네 시민들을 애도하는 연설에서 다른 이웃에게 모델이 되고 있는 아테네의 헌정
은 권력이 소수의 수중이 아닌 다수의 손에 있기에 민주주의라고 불린다고 언급하고 있다. 페
리클레스는 모든 아테네 시민들의 만장일치를 획득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정치공
동체의 운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Politica)』에서 민주적 국가의 기초는 자유이며, 자유의 한
원칙은 모든 사람이 지배하고 다시 지배받는 것이며, 실제로 비례적 평등이 아닌 수적 평등의
적용이라는 민주적 정의로부터 다수가 최상이어야만 한다는 점과 다수가 승인하는 것은 무엇
이든 최종적인 것이며 정의로운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이 결과로서 도출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정신은 평등에 기초를 둔 자유에 기여한다고 한다.

- 85 -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맥퍼슨, 2002: 252).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시민적
권위에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아무런 개인적 권리를 창출하지 않는 것
이다. 따라서 로크가 주장한 계약의 목적은 소극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자연상태에서 이미 불평등한 권리에 따라 주어진 불평등한 소
유를 지속하는데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어 한계
가 있다. 자연상태에서의 불평등을 수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로크가 고안한 입헌민주제로 개인 간 혹은 국가에 대한 개인 소유권의
침해는 보장할 수 있겠지만, 모호하고 추상적인 자연법에 의존한 채 (시민
들의 적극적 의사가 반영된 혹은 규범적 차원으로부터 시민들의 적극적 역
할이 기대되는 원리로서) 평등 가치의 실현과 같은 민주주의적 이상에 부합
하는 독특한 공동체적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비록
자연법에 의거한 입법부에 대한 제한을 통해 자의적이고 무차별적인 지배를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홉스와 마찬가지로 로크의 사회계약론 내에서는 적극
적 이상 실현을 위한 공동체적 비전 설정과 실행이라는 과업이 결여되어 있
다. 따라서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을 뿐 사회계약
의 역할 및 목적은 홉스의 것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3) 루소 이론의 의의와 한계

근대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인민 자치공동체를 제안했던 루소의 사회계약
론은 철저한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계약이 인민 자신을 통치자에게 복종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
권자는 위임을 통해 고용한 권력을 마음대로 제한하거나 수정하며 다시 빼앗
을 수 있다.
루소 『사회계약론』 3부 1장

입법자와 법집행자로서의 정치권위가 대리인의 역할에 머문다는 로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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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루소는 통치와 피통치를 구분하기보다 시민 각자가
통치자의 위상을 획득한다는 내용의 해결책을 내놓았다(박효종, 2005: 795).
그 해법은 바로 구성원 모두가 ‘특정의지(particular will)’이 아닌 ‘일반의지
(general will)’를 추구하는 한, 각각의 시민들이 통치자가 되는 상황(직접민
주주의)이 도래하여 ‘위임’과 ‘대변’의 개념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박
효종, 2005: 795).
직접민주제의 이념 하에 구성된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세 가지 주요
주제는 ‘결합의 계약’, ‘법의 제정’과 ‘법의 집행’이다. 루소 이전의 학자들에
서는 계약론과 관련하여 통치체의 역할이 구체화되어 논의되지 못했다면,
루소는 계약의 대상이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치체의 역할을 결합의
계약, 입법 과정, 그리고 집행 과정으로 분류함으로써 각각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펼쳤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루소가 제시하는 사회계약의 성격 및 방법이 그 이전의 이론
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루소의 ‘결합의 계약’의 핵심은 만장일치에 있다. 루소 이전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사회계약은 권위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루소는 홉스의 ‘만인의 만
인에 대한 투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생명과 평화를 담보하기 위
한 반강제적인 계약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로크의 주권재민을 받아들였다.
독단적인 권위의 모순을 인식하고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권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이어나간 것이다. 홉스와는 달리 이상적인
자연상태를 전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회라는 것을 상정하고 사회계
약을 맺은 것은 인간에 대해 신뢰했던 루소가 일반 사람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차원 높은 ‘질서’를 열망하였기 때문이다.
인민 자치공동체를 제안했던 루소의 사상은 근대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형성된 “참여적 시민정신”을 반영하는 사상으로서 루소의 사회계약은 자유
로운 사람들을 함께 묶는 결합이었다. 루소 이전의 사상가들이 ‘통제’나 ‘규
제’의 목적으로 사회계약론을 차용하였다면 루소는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
와 ‘협동’을 통해 창조한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 역시’ 그 역량을 최대한 발
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루소의 사상은 그의 자유개념에서
잘 드러난다(김용민, 200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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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근대적 전통으로부터 이어받은 자기 생존과 이익의 보장이라는 요소도
권력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의 정치철학에서 궁
극적으로 권력을 정당화하는 더욱 중요한 요소는 자기 이익보다는 자유의지가 지니
는 ‘도덕성(morality)’으로 나타난다.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를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목적을 달성할 때 고상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 남아있을 때 고상하고 덕이 있는 존
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에 있어서 자유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성(independence)’을 의미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레오 스트라우스는, 루소에 있
어 자유는 덕의 조건이거나 결과이기보다는 덕 그 자체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Strauss, 1953: 278).

루소 이론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의지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다. 루소에
있어서 정당한 권력은 일반의지의 작용으로 나타난 법을 의미하였다. 루소
는 만장일치의 결합 이후에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민주주의에 기초
한 다수결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다양한 개인들의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의지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
을 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가의 힘을 공익이라는 국가 수립 목
적에 맞춰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
한 개인들의 의사를 조율하는 방법으로 루소는 자연법과 달리 일반의지에
근거를 두었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그것이 인간의 논리적·규범적 이성으로부터 도출된 주체적인 구성적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닌 선험적으로 내재된 ‘일반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모두의 의사로 권위를 만들 경우 적어도 모든 이에게 그들이 추구
하는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직접민주제만을
지향했는데 이 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비효
율성은 철저히 그리고 충실히 인민의 일반의지를 반영하고자 할 때 불가피
한 것이었다. 그러나 루소가 효율성을 포기한다고 해서 현실성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이론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제한된 조건, 모
든 구성원들이 공적 논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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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나라에 국한된다는 것을 루소는 이미 알고 있었다(이환, 2002: 204). 비
록 고대의 도시국가가 아닌 현대국가와 같은 거대한 국가 하에서 루소의 의
견이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대의제의 불완전
성에 대한 루소의 인식은 ‘자율적 통치구조’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의 의의를
‘가장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깊다.
마지막으로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의지에 따른 입법의 과정을 거친
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정부인데 루소는 특히 입법과 행정을 분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분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 집행의 근본은
‘법’에 있다며 통치체 활동에 있어 입법권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입법의 근
본은 일반의지 즉, 국민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루소는 주권자의
권한을 철저히 인정하고 존중하였으며 정부는 주권자의 집행자에 지나지 않
는다며 정부와 주권자와의 혼동하지 말 것을 언급하였다. 한편 그가 가장
경계한 것은 단지 국민(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인 정부가 그
자신의 실제적 힘을 악용하여 주권을 대신하려는 경향이었다. 이것은 사회
계약의 파기이자, 자유의 말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이환, 2002: 200). 이처
럼 루소는 주권79)과 정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를 주권에 종속된 하부 구
조로 규정지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루소의 이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영역과 다수결로
정해질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과 두 가지 중 어떠한 경우
에서라도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을 대리인이 아닌 국민 바로 ‘그들의 손에’
부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민주제는 너무 많은 권한을 개인에
게 주고 있다. 만일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만큼 충분히 유덕하
지 못하다면, 그들의 자치를 통해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며 나
아가 부정의한 사람들이 행하는 자치는 부정의한 국가로 귀결되고 말 것이
기에(정원섭, 2009: 254) 개인에게 지나친 자율권을 부여한 루소의 사회계약
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루소에게 있어 주권은 분할 혹은 양도될 수 없기에 각 시민
79) 자유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면 주권은 한 국민이 통치체 즉 국가를
수립하고 운영의 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행사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루소는 주
권을 포기하는 국민을 더 이상 국민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국민과 주권의 관계를 밀접한 것으
로 보았다(이환, 2002: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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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와 보편적 의지를 형성하는 주체에 해당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국가의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정부는 단지 일반의지로 대변되는 국민
의사의 집행자로서 모든 국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개
인과 공동체가 결집과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사회, 이것이 ‘인간을 절
대적으로 신뢰했던’ 루소가 진실로 바라던 꿈이었다. 이러한 루소의 사회계
약 사상은 사회계약이 함축하고 있는 가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사상으
로서 이런 그의 사회계약론은 민주주의 토대를 이루는 양대 원리인 인민주
권론과 법의 지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루소의 이론은 그 이론이 가지는 이상적인 구도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민들이 일반의지와 개인적 선호
가 상충할 때 사적 선호에 의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
의지에 대한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실현가
능한 이론이 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Cohen, 1987: 36). 루소는 개인이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일반의지를 자각할 수 있으며,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일
반의지를 수렴할 수 있다는 이상적 이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화되
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루소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상적인 행위를 실천한
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의사’의 존중이라는 민주
주의 요소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임혁백, 2009: 35). 루소는 교육을 통해
개별의지와 일반의지가 자연스럽게 일치될 수 있게 그 간극은 해소될 수 있
는 것으로 보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일반의지에 의거하여 결정되
어야 한다는 논리는 전체주의적인 면모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루소가 공
공선에 의한 사적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Harrison, 1993). 또한 루소는 중세적 질서로부터 개
인을 해방시켰으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공동의 가치를 구성하는 정치공동
체의 적극적 역할을 간과함으로써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4) 칸트 이론의 의의와 한계

윤리와 법에서 의무와 책임을 가장 강조한 학자는 칸트(I. Kant)일 것이
다. 칸트에게 있어 도덕성 개선의 종착역이자 자연의 최고의 계획은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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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민사회, 그의 용어로 ‘보편적 세계시민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칸트
가 의미하는 공정한 사회계약이란 입법자들이 국가 전체의 뜻을 합일한다는
가정 하에 법의 틀을 구상한다는 가상적 관념이며 각 시민들은 이러한 틀에
대해 “동의한 듯한” 의무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칸트는 집단적
동의라는 상상의 행위가 “모든 공공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잣대”라고 결
론짓는다. 이처럼 칸트는 국가 성립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방식을 도덕적, 가
상적인 관점에 둠으로써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게 되는데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칸트 이론의 의의는 ‘사회계약’ 개념의 방법적인 지위를 해명함으로써 사
회계약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데 있다(맹주만, 2002: 76). 홉스, 로크는 자
연 상태에 대한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국가의 기원을 도출하였으며 루소
는 사회계약의 실현 과정에서 그 실질적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
나 칸트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만으로는 정치 원리의 도덕적 측
면을 정당화해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사회계약은 타인에 대한 법적 의무의
도덕적 정당성을 해명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로서 기능할 뿐 경험적 정당화
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성사는 쌍방의
의지의 통일을 필요로 하기에 동시 발생적이어야 하는데, 사회계약에서는
이러한 동시발생적 계약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것이 지향하는
이념이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칸트의 정치이론에서 사회 계약은 이념으로서 법을 판정하기 위한 그리
고 동시에 국가의 완전한 영속을 가능케 하는 원리들을 판정하기 위한 척도
의 구실을 한다(맹주만, 2002: 86). 즉 사회계약은 시민사회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성의 이념”과 같은 선험적인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인 계약과정이나 계약의 동시성 여부와 같은 “경험적 차원의 계약 행위에서
발생하는 난점”들은 애초에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있었다(맹주만, 2002: 85).
또한 사회계약에 기초한 국가의 정당성을 도덕이론과 정치이론의 밀접한 연
관성을 바탕으로 실천이성의 선천적 이념으로부터 연역해 내었다는 점에서
타산적인 합리적 개인의 합의와 동의를 기초로 하는 계약론과 달리 도덕적
정당성을 가늠하는 척도로서의 국가는 구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임혁재, 1994: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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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칸트가 강렬한 자유주의 사상을 지닌 공화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
고 그의 사회계약 구도는 통치과정과 개혁이 이성의 정언적 명령으로서의
도덕성에 깊이 근거하고 있어 현실 속의 정치 문제에 대해 점진적이며 보수
적인 태도를 드러냄으로써(임혁재, 1994: 233), 개인의 욕구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국가의 성립 근거와 도덕적 정당성을 평가
하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칸트는 인간의 현실적 욕구가 빚어내는 구체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과 분쟁 자체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는데 소홀한 것이다
(맹주만, 2002: 96). 직접 민주제에 입각하여 일반 의지를 규정하는 루소와는
차별화되는 가상적 계약을 통해 구성된 법을 통해 모든 개인의 보편적 의지
를 규정한다는 칸트의 논리는 국가 권위가 악용되거나 남용될 위험을 담지
하고 있다. 칸트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은 모든 국가
구성원의 보편적 의지에 부합하는 이념을 추구하게 될 때까지 불완전한 것
이라는 논리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국가라 할지라도 현실 속에
서 언제나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자유의지의 실행을 통해 생겨나는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간주’되는 국가가 실제 모든 정치 기구와
체계에 의해 승인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원리를 도출하고 집행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기에 막강한 국가의 권위를 견제할 수 있는 예리한 논의와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80)
이러한 칸트의 관점에 대해 벌린은 적극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함으로써 우려를 표하고 있다.81) 칸트의 법률적 법칙에 관한 견해는 타인에
대한 법적 의무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해명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인 상호간
80) 이러한 칸트의 논리는 입법권을 자체를 부정하는 적극적 저항(ein aktiver Widerstand)이 아
니라 법의 준수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소극적 저항(ein negativer Widerstand)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유관순 의사와 같은 독립투사들의 활약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81)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은 자유 개념에 대한 접근 방식을 ‘타인으로부터 간섭이 결여된 상
태로서 행위자의 선택 행위가 가능한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접근하는 ‘소극적’ 관
점(negative sense)과 ‘결정을 내릴 때 통제나 간섭의 근거는 무엇 혹은 누가로부터 비롯되어
야 할 것인가’와 같은 방식의 ‘적극적’ 관점(positive sense)로 구분하고 결론은 중첩될 수도 있
지만 자유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소극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옹호한다(Berlin, 1969). 벌린
에 의하면 자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첫째, 자유를 어떤 도덕적 선이나 목적들
의 위계질서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폭거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그것의 잠재력에 관한 이해
를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가 그저 질서를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목적에 의무적으로 봉사하
게 된다며 비판한다. 둘째, 사회 정치적으로 권위에 따름으로서 자유로워진다는 논리는 전체주
의화될 수 있는 위험한 논리라고 경고한다.

- 92 -

의 계약에 의해 법률적 법칙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정언 명법으로부터 직접
적으로 추론되지 않고 구성원간의 도덕적 합의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
러나 계약에서도 자유의 유지를 위해 여전히 선험적으로 주어진 보편적 의
지를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고수됨으로써 형식주의를 지속적으
로 취하고 있어 적어도 이사야 벌린이 자유에 대한 적극적 접근 방식이 내
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칸트에
게서 강제는 특정 권력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이성의 선험적 법에 의한 강
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가 언론을 통한 공적 반론 제시와 함께 정부가 제시한 요구
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저항
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볼 때 칸트의 정치 이론은 간섭적 성
격을 담지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압제의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4. 고전적 사회계약론으로부터 도출된 함의
사회계약론이 표방하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합의된 정치공동체의 가
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치들이 실질적으로 쟁취될 수 있도록 토
대로서 마련되어야 할 것들을 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계약의
목적을 한계지어 줄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계약의 실질적 효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고전적 사회계약론으로부터 도출된 함
의를 정리하여 시사점으로 삼고자 한다.

가. ‘인권’ 보장과 ‘민주성’ 확보에의 요구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도처에서 쇠사슬에 묶여 노예가
되어 있다.
루소 『사회계약론』1부 1장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을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권력’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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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은 어떻게 확보가능한가? 사회계약론을 둘러싼 발현론과 목적론은 정치
적 이론이 절차에 의해 정당화되느냐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느냐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인권이나 사회
기본적인 사항이 규범(즉, 목적론)에 의거한다면 동의나 사회계약의 필요성
(발현론)은 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그 자체로 정당성을 담지하고 있는 규범도 있고, 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정당화되는 규범도 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있는 규범도
있지만 이에 대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에 공정한 합의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다. 로크의 자연법에 기초한 제한정부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보장
과 같은 규범적 사안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에 근거하여 규정
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계약 내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계약 절차의 공정성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82) 그들의 권리를 그들 스
스로 쟁취할 수 있게 하는 한 방안으로서 통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자연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함께) 이러
한 권한을 보장받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공동체에 참여할 것을 결정한 시
민들의 만장일치로 ‘결합’의 계약이 성사된다. 그리고 결합의 계약은 인권과
민주성 확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서 이에 동의한 모든 시민들에게 절대적
인 권위를 가지게 된다.
사회계약은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다는 명목뿐만 아니라 자율적 통치구조
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기획 의도는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한다. 그러
나 계약의 결과로 도출되는 정치체제는 그 의도와 다른 요소들을 내포할 가
능성이 있는데 사회계약론의 가장 큰 맹점은 여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자의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다.83) 사회계약론이 전제하고 있는 가치적 원리인 ‘절차적 합리성’이 반드시
82) 사회계약의 공정한 절차 및 내용은 연역적으로 도출되어 정합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추후에 논의될 연구자의 제안이다.
83) 이와 관련하여 셀러스(M. N. S. Sellers)가 제시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ellers, 1998:
121). 셀러스는 공화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차이는 아무도 사회에서의 자신의 지위, 혹은
도덕적·철학적 신념에 대해 모르는 존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자유주의자
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타당성과는 관계없이 모든 이들의 다양한 신념을 동등하게 존
중하는 정의의 신념을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공화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유주의자
들의 견해에 대해 각자가 어떤 신념들을 추구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원초적 상황에 있는 사람
들이 정확한 혹은 유용한 신념들이 승리해야 함을 선호하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지지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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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같은 ‘내용적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않기에 내용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고려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내용적 정당성과 관련하
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기
이전에 갈등 상황 속에서 합의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통한 해법을 찾는 일이 더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맹목적으로 내용적인 합의에 무턱대고 도달하려하기보다는 합당한 절차적
방법을 먼저 모색하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 도달한 결과는 적어도 ‘합리성’의
측면에서라도 좀 더 정당성을 담보한다는 면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내용적
정당성’을 담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상하는 절차는
공정한 형식에 대한 모종의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에 사회계약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 민주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 볼 때 홉스의 논의는 인권과 민주성을 확보
해주지 못한다. 로크 역시 대의제가 민주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검
토가 필요하다. 권력 분립 등 독재권을 방지하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장
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전체 기획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
라 자연법에 입각한 통치체가 변질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통치’를 뜻하는 ‘민주주의’에 내포된 국민의 적극적 역할이나
의견 반영적 요소들이 배제되어있다.84)
만인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한 보편적 원리가 입법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
한 결정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선출방식이 민주적이라 할지라도 직
무를 맡게 된 인물이 주관적인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이러한 정
치체제는 불편부당한 판단의 이행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이 단순히 ‘선출방식’에 의존하여 공정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은
위약하기 그지없다.
이처럼 통치체가 민주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입법 과정에 전체 인민이 ‘직접’ 참
정한 정의의 체제를 선택할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펼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공화주의자들의
지적처럼 똑같은 무지의 베일의 상황 속에서 도출되는 예상되는 결론이 각자의 입장(각자의
이해관계나 개인적 특성)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면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사회계약론은 무용
한 장치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84) 로크에게 대의제는 구체적으로 과두정이나 민주정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다소 포괄
적인 의미이지만 입헌적 대의제라는 면에서는 이견을 둘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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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함으로써만이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루소의 견해를 참고하지 않
을 수 없다. 루소는 대의제를 국민의 정치참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과두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며 민주주의의 이상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영국에서 혁명이후 정착한 대의제는
국민이 선거 기간에만 자유를 누리고 그 외의 4～5년간 노예로 생활하게 하
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의사는 대변될 수 없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주창함으로써 사회계약론의 자유민주주의적 속성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논의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
민주성의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루소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만 진
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굳
이 직접 참여만으로 민주주의를 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85) 그러나 대표가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통치원리가 아닌 단지 자연법
에 입각하여 입법을 하고 그러한 입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
별하는 정도의 인민의 참여만으로는 정치과정에 인민의 적극적인 판단이 개
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주적’ 속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표가 입법을 수행하더라도 대표가 지켜야 할 원
리나 기준을 만인의 인민이 참여해서 정하였다면 대의제 하에 있더라도 민
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계약이 진정한 민주주의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진중한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과 토론, 그리고 심의 과
85) 이와 관련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문지영, 2011: 159). 시에예스(Emmanuel-Joseph Sieyés,
1748～1836)는 경제적인 생산 활동에 자신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치는 근대 상업사회에서 각
개인이 공적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여가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데다가 공공
업무 그 자체의 성격은 날로 전문적인 식견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의제가 민주정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즉 대의제는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탁받아 공공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치도록 구성된 전문적인 집단에 의해 통치가 행해지는 정부 형태로
서 민주정보다 근대 사회의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며 제4대
대통령이기도 했던 매디슨 역시 대의제를 민주정과 다른, 보다 더 우월한 정치체제라고 보았
다. 다만 시에예스와 그의 차이는, 근대 사회의 성격상 대의제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
하기보다 민주정에 비해 대의제가 공공선에 더 부합하고 국가의 진정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
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는 장점이 있다는 논리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매디슨은 대의제하에서
대표 선출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인민의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견해가 걸러지고 통합되는 효
과가 있고, 또 그렇게 선출된 인민의 대표들은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대중적 이해관계가 아니
라 애국심과 정의에 대한 사랑에 입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집단이므로 전체 인민 스스
로의 결정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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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개인들은 보다 선하고 보다 정의로운 가치들에 노출됨으로써 사적
자유와 공적 가치, 개별의지와 일반의지는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처럼 토론
과 숙고를 거친 시민들은 자신을 공공선(common good)에 일치시키려는 성
향을 가지게 되기에 이러한 사회는 결국 구성원들 간에 긴밀한 감정의 교류
를 형성시키며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권리와
의무, 사회적 정의와 합리성 등이 일치를 이루게 된다.

나. 민주적 권위의 강력성과 견제방식의 다양성
정치는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로 귀착된다. 한편 인간 사회의 모든 악·부조리·불
행은 비뚤어진 권력 구조에서 나온다. 권력을 필요로 하되 모든 병폐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권력 구조는 어떤 것인가. 어떤 권력이 진정 정당성
을 획득한 것인가(이환, 2002: 206).

계약이란 것은 욕망에 대한 제약이기에 강요하는 권력이 없으면 구속이
될 수 없다(맥퍼슨, 2002: 81). 공권력이 강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홉스가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모든 사람의 성향 가운데는 타인에
대해 힘을 행사하고자 하는 요소가 있는데 홉스는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치
부하였으며 모든 사람을 “위압”할 수 없는 공권력이 없을 때 사람들의 삶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비참해진다고 보았다. 이에 충분히 그 결과를
고려하는 합리적인 사람은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그들 모두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맺어지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들 모두를 위압할 수 있는
권력을 인정하고 통치권에의 의무를 수용하게 된다. 홉스는 권리의 양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제약할 것을 담보하는 이러한 계약은 그것을 강요할 힘
이 없으면 구속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86) 통치권에 대한 강력
한 권위를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파괴적인 권력 추구로 인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끊임없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86) 특히 홉스는 ‘최고의 주권보다 더 큰 권력은 없으며, 그 권위가 제한된 사람이 국왕이라는 말
도 틀렸다. 왜냐하면 이 말이 맞다면 권위가 제한된 자가 국왕이 아니라 그의 권위를 제한하
는 신민이 국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De Cive, Ⅶ. 3, 김병곤, 1992: 266에서 재인용).’라며 통
치 권위의 상대적인 속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단연 돋보인다. 어떤 개인이 주권자를 심판하려
한다면, 그는 그 스스로 선악의 재판관이 되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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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욕구하는 편안한 삶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맥퍼슨, 2002:
81).87) 물론 우리는 다수가 준수할 경우 기피하는 소수 무임편승자들이 이
득을 보게 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모두 함께 지킬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장치를 통해 감시, 견제함으로써 나의 준수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는 확신을 갖게할 필요가 있다(황경식, 2006: 93). 그러나 인간 이성에 의거
하지 않은 외적인 공포에 기초한 절대적 복종은 보다 고차원적인 ‘민주적’
권위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로크 역시 (입법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입법권의 권위를 존중하고 중시하였다. 입법부의 소집 및 해산의 권력이 행
정부에 있다고 해서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니였
다.
통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입법권이 최고 권력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크 『통치론』 제13장 150절

한편, 루소는 공동체적 통제에 바탕을 둔 이전의 질서로는 근본적인 해
결이 불가능하다는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설득 논리로 사회 질서를 구축하
고자 하였다. 그는 정치적 정당성을 ‘민주적 권위’를 통해 확보하고자 한 것
이다. 우리는 계약당사자들의 자발성 및 계약 내용의 정당성에 근거하여 계
약의 권위가 발생되면서도 그 실현은 일반의지의 구현을 위한 ‘민주적 절차
를 통해 형성된 국가 통치체의 권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루소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루소에 있어 권위가 함축하는 의미를 박효종은 다음과
같이 인상적으로 설명한다(박효종, 2005: 795).
루소가 갈구한 도덕적 자유는 로크가 주장한 ‘신탁으로서의 정부’보다 훨씬 강력
한 ‘리바이어던’의 권위를 요구할 수 있다. 인간의 도덕적 변화를 전제하는 것이기
87) 코널리는 홉스의 주권이론은 자연, 이성, 주권, 그리고 개인에 이르는 복종의 연결고리를 가
진 통제이론이라고 평하며, 홉스는 시민들이 주권을 신과 같은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
득하기 위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려 했다고 평가한다(Connolly, 1988: 22-26).

- 98 -

때문이다. 아마도 인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권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루소는 민주주의의 요람인 아테네보다도 질서국가의 전형(典刑)인 스파르타와 로마
를 정치권위의 모델로 삼았던 것은 아닐까.

칸트도 국민은 보편적으로 입법하는 의지 아래 예속됨을 통해서만 법적
상태가 가능하기에 통치권자에 반하는 국민의 그 어떤 적극적 저항도 있을
수 없다며 법의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한 통치권의 강력성을 중시한다.88)
시장경쟁이 공공연한 폭력에 의해 유린되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는 것을 막기 위해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통치권의 위엄은 필수
적이다.89) 계약이 아무리 그 실효성 담지를 위해 구속력을 요구한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구속력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민주적’인 형태를 띄어야 한다. 민주적 권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위임
(authorization)’과 ‘대변(re-presentation)’에 대하여 최초로 또한 가장 강력
하게 조망한 사람들이 바로 사회계약이론가들이다(박효종, 2005: 793).
여러 사회계약이론가들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결과 ‘민주적’ 권위의 강력
성과 관련하여 부각되는 쟁점은 개체로서의 개인과 전체로서의 공동체와의
관계성에 있다.90) 국가 권위체의 강력한 힘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자신의 욕
구를 제어하지 못한 자들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기에 국가는 권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계약을 통한 국가의 성립은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의 소산이
자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므로 국가의 법은 각 개인의 의사에
부합함으로써 전체와 개인의 갈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형
성 될 때 우리는 그러한 국가의 권위를 ‘민주적’ 권위라 칭할 수 있으며 이
러한 권위는 강력하면서도 정당한 권력으로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88) 단, 공적 인격으로서의 최고 소유자는 사적 인격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땅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고 다만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
다.
89) ‘통치권이 군주 그 자체만큼이나 전적이고 절대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어떤 정부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한 해링턴뿐만 아니라 로크 역시 시민사회라면 모든 개인이 어디엔가 그의 모든 권
리와 권력을 위임한 것으로 이해되고, 집단적인 혹은 우월한 인간의 권력에 의해서도 제한되
지 않을 공동의 정치적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치권의 절대적 속성을 부인하지 않
았다(맥퍼슨, 2002: 105).
90) 이 점과 관련하여 루소는 개인이 살기 위해서는 전체가 확실히 서 있어야 하고 개인의 자유
와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전체의 바람막이가 필요하다고 표현하였다(이환, 20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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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책으로 계약론을 수용한 이상 이러한 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주적 권위’의 토대를 강력히 구축하기 위해 개
인권리 보장 차원은 물론 한편으로 계약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역할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과 권위역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강력한 권위는 ‘민주적’으로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수행과정
에서 변질될 수 있기에 견제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권위의 강
력성은 그 의의도 크지만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위험도
크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 권한이 강력한 만큼 그러한 강력한 권한을 견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제약할 수 있
는 방법 모색에 소홀하였지만,91) 절대군주제의 위험성을 인식한 로크와 루
소와 같은 사회계약이론가들은 통치체의 강력한 권한이 자의적인 방식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였다.92) 그리고 그러한 장치는
통치체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먼저 로크는 자연법을 보전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야 하되, 누군가는 그것을 가져야만 하기에 시민사회, 즉 다수자에게 주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다수에 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권이 자기영
속적인 의회나 군주가 아닌 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에 주어진 경우에만 실
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
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인간은 권력을 장악하려는 약점이 있기에 법을 제정할 권력을 손에 넣은 한
인물이 동시에 그 법을 집행할 권력까지도 수중에 넣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유
혹적이어서 뿌리치기 힘들다....그러나 법은 즉각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만들어

91) 오히려 홉스는 통치권의 본질적 속성은 자기영속적 권력에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절대적
권한 보장에 주력한다. 그러나 주권자에 대해 전혀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홉스는 ‘신민의 안전’이라는 국가 수립 최고의 목적을 실현하며 국가를 강성하게 할 책임이 리
바이어던에게 있다고 보고 주권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 혹은 집단에 양도하거나 방기하지
않고 온전하게 지킬 것, 그리고 신민들이 주권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등을
주권자가 감당해야 할 직무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92) 홉스 이후의 학자들은 정치 권력은 변질과 부패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제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관
심을 두었다. 이처럼 통치체에 제한을 둔 학자들은 통치권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영
속적 통치권 혹은 자의적 통치권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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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지언정 불변의 영속적인 효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을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정된 법의 집행에 대응할 만한
권력의 존재가 언제나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를 가져
왔다.
로크 『통치론』 제12장 143-144절

로크의 대의제에서는 권력이 자의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가
능한 시민의 의사와 부합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견제 장치가 요구되었다.
로크가 고안한 것처럼 ‘신탁관계’로 정치권위에 접근하는 것은 계약관계로
정치권위를 간주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서, 이른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의 절정(絶頂)이며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다
(박효종, 2005: 794).
입법권도 일정한 목적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하나의 신탁된 권력에 지나지 않
기 때문에 입법부의 행동은 그 목적에 의해 제한받게 된다. 만약 그 목적이 명
백히 무시되거나 위배되면 언제든 그 신탁은 필연적으로 소실되며, 권력은 그
것을 부여한 사람들의 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입법부를 해산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권력을 회수한 사람들은
그 권력을 자신들의 안전과 보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새롭게 위
임할 수 있다.
로크 『통치론』 제13장 149절

한편 루소와 같은 직접민주제의 경우 애초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기
에 독점적 권한의 강력성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는 견제 장치보다는 다양
한 의사를 어떤 식으로 소집하고 어떻게 반영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지가
더 문제시된다. 즉, 루소는 억압적 권위를 세우고 그에 대해 견제하기 보다
는 국민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의 ‘민주적 권위’를 통해 드러나
는 ‘일반의지(volonte generale)’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견제하는 구조
를 고안한 것이다. 직접민주제를 표방하는 정치체제의 경우 통치체의 역할
을 민주적 투표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에 통치권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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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경우 국가의 통치자는 집행권이 귀속하는 인격인데 그는 국가의
대리자로서 관료들을 임명하고 국민에게 규칙들을 지시규정 하는 바, 이 규
칙들에 따라서 국민 중에서 각자는 법칙에 맞게 어떤 것을 취득하거나 자기
것을 보존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명령들은 법률이 아니라 훈령들인데, 법칙
수립도 하는 정부라면 전제적이라 불러야 할 것이라며 입법자는 동시에 통
치자가 될 수 없고 입법자 역시 통치자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사법작용의 독립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권력을 분립하고 대의제와 소극
적 저항권 등의 방식을 통해 전제정치로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한다.
지금까지 홉스, 로크, 루소, 칸트에 이르며 통치 권력의 정당화 방식에
따른 견제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정의 실현을 위한 어떤 ‘이
상적인 이론’도 정치질서를 안정화시키고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형벌체
계를 필요로 하는 바, 리바이어던은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변형된 모
습으로 필요기제로서 채택된다. 그러나 ‘민주적 권위의 강력성’의 이면에 주
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국가 통치의 강력성은 최고 입법자로서의 권한을 부
임받은 ‘사람’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사람들과의 합동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최고 집행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그에게 받쳐지는 것이
기에 이러한 권한을 소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권한 행사의 정
당성에 대해 엄격히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점이다.93)

다. 구체화된 평등관의 필요성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한 전략적 차원의 사회계약론이 있을 수 있는 한
편, 타당한 도덕적 규범에 준거한 원칙에의 자발적 수용과 확인을 통해 결
속을 담보하는 장치로서의 사회계약론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네 명
의 학자들 가운데 홉스의 사회계약은 전자의 경우로, 로크와 루소, 칸트의
사회계약론은 후자의 경우로 해석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과 관
련하여 도덕적 원리보다 ‘타산적 원리에 의거한 사회계약론’이 오히려 현실
적으로 더 확고하게 견지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한편 개명된 이기심에
93) 로크는 사회구성원은 그 사회의 공공의 의지에 대해서만 복종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최고입
법자가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법의 힘을 부여받은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뿐이
라며 권력이 자의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였다(Locke,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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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근거한 사회계약론은 근시안적 자기이익과 대립될 때 구속력을 가질 수
없으나, 타당한 도덕적 의무는 자기 이익을 넘어선 어떤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더 견고한 합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타산적이냐 규
범적이냐의 논의를 넘어서 분명한 것은 사회계약론은 기본적으로 인간 평등
을 전제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권리 충돌과 이에 대한 해결도
이러한 평등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연은 인간을 신체와 정신의 능력에 있어서 평등하게 창조했다. 예컨대 때때
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도 신체 면에서 충분히 더욱 강하고 또는 보다
기민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지라도 모든 것을 종합하여 평가하
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능력 차이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 그 자신과 마찬
가지로 타인이 주장할 수 없는 어떤 편리와 이익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두드러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강한 자를 죽이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1부 13장

사회계약론에서 제기된 평등 가치의 실현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최종
적으로 절대군주의 옹립으로 귀결되기는 하였지만 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함
에 있어서 인간의 평등에 대해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도 홉스였다. 맥퍼슨은 홉스의 세 저작(『원리』,『시민론』,『리
바이어던』)으로부터 홉스의 권리 개념 또는 의무의 원리를 도출하였다(맥
퍼슨, 2002: 86). ‘현실적으로 인정된 평등’으로부터 사람들은 그들 간에 평
등을 승인해야만 하며(『원리』), 어떤 사람도 자기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
월하다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시민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어떤 이익도 (정당하게) 주장할 수가 없다(『리바이어던』)는 것이 도출된다
는 것이다. 이로써 홉스는 가치판단이나 도덕적 전제를 외부로부터 도입하
지 않고도 권리의 평등을 사실의 평등 위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맥
퍼슨, 2002: 86).
시민을 특정 계급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나 로크도 평등의 가
치를 고려하였으며 루소 역시 ‘평등’의 가치를 통치제도를 구성함에 있어 고
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만장일치에 기초한 직접민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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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홉스, 로크, 루소의 견해는 평등의 가치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이러한 평등의 가치를 정치적 영역에 한정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시민의 삶 속에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칸트의 견해에서 살펴볼 수
있듯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평등의 가치를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실현
하기 위해 권리별로 도달해야 할 평등의 수준을 구체화하고 각각에 대해 합
당한 접근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
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94)

라. 전제된 인간관과 시민 정체성 규정의 중요성
사회계약은 형식적 도구로 기능할 뿐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정치 이론은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전제나 관점, 혹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사회계약의 성격과 방법도 다양해진다. 정치제도를 사회
계약에 기초하여 운용하더라도 그 운용의 주체이자 대상인 인간의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의도와 달리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간관 규정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데 특히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치제도에서는 통치
질서가 인간의 특성과 그 인간형을 조성하는 문화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없
기 때문이다.95) 계약 및 통치체제를 설정할 때 인간관 및 개인들의 전략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한 이론은 ‘모래위의 성’과 같이 공허하고 부질없는 것
이 되기 싶다. 따라서 인간관에 대한 분석과 관련한 총체적이면서도 현실적
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루소의 견해를 주목해야 한다. 루소는 인간은 이성에 따
94) 이러한 권리의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Ⅴ장에서 상세히 다뤄질 것이다.
95) 이종렬(2009)은 이러한 인간관의 중요성을 ‘정체성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는 개
인(시민)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시도와 노력은 곧 정체성의 내용을 이루는 자유와 권리의 인
식을 의미하고 이 인식은 곧 권리의 주장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정체성의 인정이 현대 정치 과
정의 본질(시민 개개인을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그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주체들이 각자
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대화하는 활동)을 이룬다고 하였다. 고전
적 사회계약론 가운데, 홉스가 시도했던 방식과 같이 만약 모든 사람의 일반적 성향이 타인에
대해 힘을 추구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압할 수 있는 공권력이 없을
때 사람들의 삶은 극도로 비참하고 불안정하게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쉬워진다(맥퍼슨,
200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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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도되는 유덕하고 평화로운 존재이지만 욕정이 극대화된 인위적 사회에
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변할 수 있기에 사회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개별
적 특수 의지들을 일반의지에 귀속시킬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로 사람들
을 공공선을 중시하는 유덕한 시민적 본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단, 루소의 자유인은 인간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연인으로 다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 사회계약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인간이다(맹주만, 1999: 287).
국민에게 제도를 수립해주려는 시도를 단행하는 사람은, 이를테면 인간의 본
성을 바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하고
고립된 전체인 각 개인을, 어떻게 보면 그 개인에게 생명과 존재를 부여하는
보다 큰 전체의 일부로 변화시키고, 인간의 체질을 변화시켜 더 강하게 하며,
우리 모두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신체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를 (전체의) 부분적
이며 정신적인 존재로 바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루소 『사회계약론』 2부 7장

전제된 인간관도 중요하지만 이상적 인간관도 중요하다. 인간관에 대한
전제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제된 인간관과 이
상적 인간관의 관계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나 두 가지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이상적 인간관에 부합하는 인간관을 전제
해서도 안된다. 그러한 방식으로 전제된 인간관은 이상적 인간관에 도달할
가설적 가능성만 높을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96) 정리하자면 다
96) 예를 들어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가 인간을 악하다
고 전제하고 구성될 경우, 선한 인간 본성을 최고조로 발현되지 못하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악한 측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방지함으로써 예측 불가능
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인간 본성이 악하다고 가정해보자. 반면 정치체제는 인간을
선하다고 전제하고 구성될 경우 정치체제는 인간의 악한 성격이 발현될 경우를 예방하거나 대
처하지 못하게 되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인간 본성이 악하다고 가정되면서 동시에 정
치체제가 인간을 악하다고 전제하고 구성될 경우에는 정치체제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사회적
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반면에 인간 본성과 정치체제가 전제한 인간상 모두가 선할 경
우는 당연히 사회적 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분석을 통한 결론으로 우
리는 정치공동체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에 부합하는 긍정적 인간관으로 전제된 인간상을
설정하기보다는 부정적 인간관으로 전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제된
인간관은 가급적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면서도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치밀하고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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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정적 관점에서 가정된 인간 본성을 토대로 이상적 인간관을 설정해야
하는 한편, 이상적 인간관으로 귀결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담지한 존
재로서 인간본성을 전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계약론을 구상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취할 경우 예측가능한 악들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어 안정
성 속에서 공동체와 개인이 공존 가능하다. 즉, 우리는 선악양존설97)을 통해
악한 면이 발현될 때 발생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면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성장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에의 도달
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아니, 인간의 본성이 성선, 성악인지, 선악양존인지
그 여부를 초월하여 인간은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하고 인간
이 선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속성은 부인될 수 없으며 인간
의 이타성 역시 저절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검토를 토
대로 볼 때 사회계약론에서 전제하는 자유주의적 인간은 현실적이면서도 발
전가능성이 있는 정치공동체가 전제해도 될 적합한 인간상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적 자아인 한편 사회계약론이 가정하
는 기본적인 전제가 근본적으로 소유하려는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 때문
에 경쟁과 대립이 발생하는 것일 뿐 개인은 대체로 정치공동체에 대한 욕망
과 지배욕이 크지 않으며 독립적 주체성을 담지한 존재이기에 이러한 문제
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건은 사회계약을 통하
여 고립된 인간을 사회 속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이처럼 고립된 개인적 자아를 전제하며 정치공동체적 이상을 실현하기
대처가능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인간은 이러한 부정
적 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과 자질을 담지한 혹은 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태생적으로 갖지 못한다면 교육이나 종
교와 같은 사회적 조치들을 통해 인위적으로 길러줘야 한다. 따라서 롤즈가 『정의론』에서
주장한 것처럼 칸트적 인간관이 출발점(전제된 인간관)이 아니라 도착점(이상적 인간관)이 되
어야 그 이론의 현실성 및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97) 존 로크의 학설에서 등장하는 인간의 마음은 백지(白紙)와 같은 상태로 시작해, 경험을 토대
로 이성과 지식의 모든 재료를 갖춘다는 빈 서판 개념에 따르면 인종, 성, 개인들 간의 어떠한
차이도 경험상의 차이에서 발생하기에 선천적 특성들을 근거로 삼아 차별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한 일이다.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는 이러한 빈 서판 개념은 인종 차별이나 신분
제도와 같은 문제를 온전히 반박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학설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불평등, 불완전함, 결정론, 허무주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두려움이 사실
무근임을 밝히고, 오히려 빈 서판 이론은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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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으로서 사회계약이 적절히 수행된다면 불안과 위험에서 벗어나 소
속감과 존재감을 느끼면서 이상적인 정치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새시대를
열 수 있다. 이상은 높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이성적 능력은 존중받
아야만 한다.98) 인간이 ‘이성’에 따른 계몽의 기획으로 정치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인간관과 세계관이 바로 사회계약의 백미(白眉)인 것이다.
정치이론은 인간의 가장 감추고 싶은 본성을 드러내어 현실적으로 조직되어
야 함과 동시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악한 속성을 시정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고귀한 본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마. 공적 가치와 사적 자유의 구분 및 조화
홉스는 ‘사회적 악’을 방지하기 위해 로크는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루소는 ‘자연적 선의 회복’의 차원에서 계약적 구도를 도입하면서도 공동선
의 ‘적극적’ 증진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물론 이처럼 사회계약론이 정치
공동체적 이념보다는 개인의 사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 것은 공동선으로 위장된 권위적 왕권 정치로부터 개인들의 생명과 자유
와 재산이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계약론이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칸트는 ‘도덕성’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관계의 정립과 합일,
공유된 규칙의 불가피한 필요로 사회계약론을 선택하였다. 이처럼 칸트는
도덕철학적 토대위에서 정치이론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나 국가를
개인들의 이익을 넘어서는 상위의 선을 실현하는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국
가란 개인들의 사적이익을 정당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임혁재, 1994: 226)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자연권론자들이 내세우는 자연법이 갖는 난점들, 애매성이나 비현실성을
극복하여 국가의 이념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간과될 수 없는 실제적인 정치적 문제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사적 자
유의 조정과 보호를 넘어 정치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공적 가치를 설정하는
98) 칸트의 자율적 입법의 능력과 도덕적 강제의 동인으로서의 도덕적 의지는 순수한 이성적 의
지인 반면, 루소의 일반 의지는 이성적 의지의 순수한 작용이면서 동시에 외적인 동인으로서
의 감정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다(맹주만, 1999: 298).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입장
을 달리하나 이성에 주된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계약이론가들 간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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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은 구성적 힘을 사회계약에 부여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다른 사회적 가치들과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절대시하는 태도는 그릇된 것이며,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공
동체를 유지시킴에 필수적인 자유의 가치를 폄하하는 태도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김비환, 2000: 243). 따라서 공동선의 추구라는 명목 하에 행해진 부
당한 횡포에 대한 저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적 자유도 존중하는 한편
으로 이러한 사적 자유와 조화되는 공적 가치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의 실
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로서 중시되어야 한다. 앞으로 더욱 발
전적인 사회계약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적 가치 및 사적 자유를 구분하
여 각각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 둘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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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롤즈 이론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롤즈는 전 생애에 걸쳐 ‘공정성에 의거하였을 때 이치에 합당하고 안정
적인 사회를 보장해줄 정의 이론’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Ⅳ장에서는 20세기
정치철학적 논의에서 꺼져가던 계약론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정의관을 둘러
싼 다양한 논의들을 촉발시킨 롤즈의 이론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다.

1. 계약 단계에 기초한 롤즈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분석
롤즈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주목하며 사회제도들과 보다 광범위한 문제
에 걸쳐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데 질서와 체계를 줄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찾고자 하였다(Rawls, 1971).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
데 롤즈는 정의론에 대한 평가와 비판의 의견을 수렴하며 자신의 이론에 수
정을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겪어온 롤즈의 사회계약
론은 1971년 이후로 대개 두 단계를 거쳐 변화하고 있다(박정순, 2009: 49).
먼저 롤즈는 『정의론』에서 자신의 정의론의 역사적 상황성을 강조하며
‘칸트적 인간관’을 기치로 내걸고 합리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사회의 기본구조를 규정하기 위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채택하게
될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1982년 이후 롤즈는 『정치적 자
유주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정의론에 있어 도덕철학적 접근을 제거한다.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합당성 및 합리성과 함께 안정적인 합의를 도출하
고자 희망했던 롤즈의 사회계약론에 대해 분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절
에서는 롤즈가 정치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안한 논의들을 계약의 단
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
서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 나타난 롤즈 입장의 비교·대조를
통해 사회적 정의관 및 그의 정당화 방법에 대한 롤즈 견해의 변화를 구체
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인간관 및 자연상태에서 계약 상황으로의 이행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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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에 따르면 인간은 정의감(sense of justice)에 대한 능력99)과 가치관
(conception of the good)에 대한 능력100)을 가진 존재로 전제되어야 하며
두 가지 도덕적 능력과 함께 이러한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는 것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는 이와 같은 인간
에 대한 전제 하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계약이론을 한층 더 일반적이면서도 추상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여 민주적 제
도들을 해명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요구사항인 자유롭고 평등한 인
격체로서의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만족스럽게 해명하고자 하였다.
롤즈의 사회계약론에서는 고전적 사회계약론에서 중시하는 ‘자연상태’에
대해 별도로 상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롤즈가 ‘현실’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론을 구상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문제 해결 방법’ 측면에서 사회계약 이
론을 보다 ‘일반화’하고 ‘추상화’하고자 시도했으면서도 문제 그 자체의 추상
화는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가 제시한 계약 이전의 상태는 지극
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기본 구조 속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속해 있다는 점과 서로 다른 지위
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정치 체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여건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서로 상이한 기대를 갖게 된다....이러한 것들은 특히 뿌리
깊은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배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인생
에 있어서 최초의 기회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정의의 원칙들이 제일 먼
저 적용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거의
불가피한 불평등인 것이다
롤즈 『정의론』 제1장 2절

한편 롤즈는 이러한 뿌리깊은 불평등 상황 속에서 사회 갈등의 원인은
사람들의 이익 추구 성향 및 상이한 정의관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상충하는
요구를 가진 성원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조정해 줄 제도를 요청하게 되고 이
러한 필요성은 공통된 정의관을 설정 가능하게 한다.
99) 현실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100) 이해타산이 아닌 자기 진정성 관점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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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산출될 보다 큰 이득의 분배 방식에 대해 무관
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적은 몫보다는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다....이득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 체제를 선정
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
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 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
의 적정한 분배를 결정해 준다.
롤즈 『정의론』 제1장 1절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점 하에서 초기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간이라는 칸트적 인간관이 자유민주주의적 전통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고
이러한 인간관을 출발점으로 로크와 루소에 의해 양분된 자유민주주의적 전
통의 갈등-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같은 근대적 자유인의 기본권으로서의 로
크적 해석과 평등한 정치적 자유들과 공적 참여를 강조하는 루소적 해석 간
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박정순, 2009: 54).
그러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롤즈는 칸트적 인간관을 철회하고 정치
적 구성주의는 적합한 인간관, 사회관 그리고 정의의 원칙들이 공적 역할과
실천이성의 결합에 의거한 중첩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며 입장을 수정한
다. 그러나 롤즈는 다만 포괄적인101) 도덕철학으로서의 자유주의를 버린 것
일 뿐 ‘정치철학에 있어서의 칸트적 구성주의’는 견지하며 자유민주주의적인
다원적 사회에서 실행가능한 안정적인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중첩적 합의
(overlapping

consensus)’102)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101) ‘포괄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문제 영역에서 인간 삶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구상과 우리의 사고와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도덕적 덕과 성격의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102) 중첩적 합의란 그 사회의 정치적 정의의 원칙이 그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합당한 포괄적
교설로부터 중첩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발상이다. 설사 우리가 가치관 전반에 대한 포
괄적 합의(comprehensive consensus)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정의, 자유, 평화, 평등 등 핵심
가치에 대한 중첩적 합의에라도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정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
을 것이다(황경식, 2006: 201). 중첩적 합의는 원초적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일으로 말미암아 다
양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학설의 가치관들을 알 수 없기에 입헌적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중
첩적 합의의 내용은 정의의 두 원칙과 민주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직관적 신념들을 포함한다.
롤즈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대표화하는 것이 자신의 이론에 형이상학적 인간관이 전제되
어 있다는 그릇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다(Rawl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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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sm)”를 재탄생시킨다. 그리고 특히 인간관과 관련하여 판단의 원칙들
을 지니는 실천이성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그러한 판단의 원칙들에 근거하
여 행동하는 인간, 즉 자연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는 인간의 측면에 대해
언급한다(Rawls, 1996: 107-108). 사회구성원들은 필요한 정도의 옳음과 좋
음이라는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로
간주되는데, 롤즈는 이것이 평등의 기초에 해당하며,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사회의 구성원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인간’이며, (정의론에서의
칸트적 인간관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롤즈는 시민들이 정치적 정의의 문제가 제기될 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
하는가를 서술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자신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간주하는
방식에 대해 기술한다(Rawls, 1996: 29-35). 시민들은 첫째, 서로에 대해 선
관(a conception of the good)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선관에
관해 자유롭게 수정이나 변경을 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moral power)을
가진 존재103)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둘째, 그들이 스스로를 타당한 주장의
자기확증적 원천(self authenticating sources of valid claims)이라고 간주한
다는 점104)에서 셋째, 시민들은 그들이 설정한 목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105)로 간주되며, 이러한 책임성이 그들의 여러 가지 주장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간주된다.
한편, 롤즈는 정치권력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그들의 이성에 비
추어 승인될 것으로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이념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었
을 때에만 정당하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자유주의적 정당성 원칙(the liberal
principle of legitimacy)이다(정원섭, 2009: 243).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당성 원칙을 획득하기 위해 롤즈는 현실 속에서 직면하는 계약 상황과는
29-35).
103) 선관의 수정과 변경에도 그가 가졌던 공적인 정체성 제도적 정체성(institutional identity)에
는 아무 것도 상실되거나 변화되지 않을 수 있기에 포괄적 교설과 정치적 정체성을 구분가능
하다고 본다.
104) 시민들이 가진 선관과 그들이 지지하는 도덕적 교리가 공적 정의관과 모순되지 않는 한 이
들로부터 도출된 의무와 책무는 정치적 견지에서 자기확증적인 것이다(Rawls, 1996: 33).
105) 롤즈는 우리는 공정한 협력체계로서의 사회라는 기본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기본개념
이 정치적 정의관으로 발전하게 되면, 시민들이 일생을 통하여 사회적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간주됨으로써 그들도 또한 그들의 목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Rawls, 199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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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이르게 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가상적 공간’으로서의 ‘원초적 입장’을 가정한다.
원초적 입장은 무지의 베일과 합리적(rational) 인간이라는 원초적 입장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조건들이 있다는 점에서 고전적 계약론에서의 자연 상태
와 엄격히 다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원초적 입장은 실재하지 않는 순전
한 가상적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장치로 인해 사람들은 영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자연적 여건과 같은) 사회적 상황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를 무효화시킴
으로써 공정성을 담지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은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실
제 계약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으로서
우리의 정의관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에 해당한다.
원초적 입장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원초적 입장
은 정의의 여건(circumstances of justice)의 성립이 가정되어야 한다. 롤즈
에 따르면 이득과 부담에 관한 정의로운 분배는 정의의 여건 하에서만 관심
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롤즈가 제안하는 정의의 여건이란 구성원들이 적절
히 부족한 상태에서 상충하는 요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객관적인
여건과 주관적인 여권으로 구성된다.106)
둘째,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제시된다. 이
조건은 합의 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게 조치함으로써
정의의 원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순수 절차적 정의’107)를 보장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계약 당사자
106) 롤즈의 정의의 여건은 흄이 제시한 정의의 여건과 유사한데 특히 적절한 부족상태(maderate
scarcity)란 객관적 여건과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주관적 여건을 강조했다. ‘정의의 여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객관적인 여건은 1) 재화가 적절히 부족한 일정한 영역 내에
2) 신체 및 정신적 능력에서 유사한 3) 개인적 측면에서 연약한 4) 많은 수의 개인이 거주하
며 인간 협동 체제가 가능하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관적인 여건’은 함께 협동 가
능하기 위해 개인들은 상호보완적인 비슷한 욕구와 관심을 가져 유익한 협동이 가능하면서도
그들 자신의 인생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각 개인은 사고·판단에 있어서 불완전하고 제한
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여건은 적절한 유형의 희소성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사람
들 간의 갈등을 포함한다(황경식, 2006: 1880).
107) 롤즈에 의하면 절차적 정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Rawls, 1971: 83-90). 첫째는 절
차와 구분되는 독립된 가치가 부재할 때 절차 자체가 최종가치가 되며 공정한 절차로부터 나
타나는 결과가 공정하다는 순수 절차적 정의이며 두 번째는 완전 절차적 정의로 절차에 선행
하는 독립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보장할만한 절차를 고안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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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구속하는 조건이다. 무지의 베일 속에서 원초적 입장의 합의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특수한 그러면서도 객관적 사실을 인지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
며108) 대안들이 그들의 특정한 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지 못하
기에 일반적인 고려 사항들을 토대로 원칙들을 평가하게 되므로 이러한 조
건에서 선택될 정의의 원칙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들
은 추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결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그 결과를 감수할 각오로 원칙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처럼 당사자들은
‘특수한’ 지식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도출된 원칙은 만장일치의 합의가
가능하게 된다.109)
셋째,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각 가족의 가장
들)은 합리적(rational)인 한편 시기심이 없으며 상호 무관심하고 그들이 선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직계 후손의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선(사회적 가치)을 극대화하려고 하며, 타인의 이해관계
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심(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하여 서로에
대해 시기심도 동정심도 갖지 않는다.110) 시기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가정
은 결국 원칙을 선택함에 있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그 자체로서 충분한
그들 자신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이다. 셋째,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보장할만한 절차를 완벽하게
고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108) 단, 이러한 무지의 베일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지의 베일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당사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가정되는 특정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자기의 지위나 계층, 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 기타 자기가 타고난 운, 선에 대한 자
신의 견해,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 심리적 특성, 각자가 속한 사회의 특수한 사정(경제적,
정치적 상황, 문명이나 문화의 수준), 자신이 속한 세대. 그러나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들은 올바른(적절한) 판단을 위해, 사회적 협동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정의관
그 자체를 지지하는 근거를 도출하여 정의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
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정치 현상이나 경제 이론의 원칙, 사회적 조직의 기초와 인간 심리의
법칙, 기타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일반적인 정보나 법칙.
109) 롤즈는 만장일치로 수용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를 위
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원초적 입장의 한 조건인 무지의 베일 개념이다.
110)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거나 현존하는 불평등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보상적 목적과 무관하게 우
연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타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이 적다고 해서 실망
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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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Rawls, 1971: 144).
넷째,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완전무결함을 보장하고자 정의
원칙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당사자들은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정의에 대한
능력으로 도덕 심리의 일반 사실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고려함으로써 당사자
들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갖추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그들 간에도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가정되어야 한다. 롤즈
에 따르면 이러한 가정을 통해 선택된 원칙이 준수될 것이 보장되게 되는
데, 이것의 의미는 당사자들이 서로 믿고서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다른 고려 사항과 더불어 그들은 공약이 주는 구속력을 중요시 한다. 그래서
정의관을 평가함에 있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택한 것이 철저
히 준수되리라고 생각한다.
롤즈 『정의론』 제3장 25절

이처럼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은 우리 모두가 평등하면서
도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담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무지의 베
일이 적용되는 도덕적 관점인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 논증에 의해 도출됨
으로써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고 내
린 결정이라는 사실이 도출되는 원칙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111)

나. 계약의 성격 및 방법
롤즈는 순수 절차적 정의관으로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을 정의
로운 것으로 간주한다는 틀을 고수하였으나 그러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전제하는 중요한 관점에 있어서는 변화를 겪게 된다.
먼저 롤즈는 절차적 정의의 구도를 설정하기 위한 배경적 요인으로 사회
자원의 ‘온건한 희소성(moderate scarcity)’의 조건과 ‘온건한 온정주의
(moderate benevolence)’라는 ‘정의의 여건’을 전제한다. 그리고 사회정의관
111)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타고난 소질을 알
지 못하기에 우연적 불평등 때문에 합의될 정의의 원칙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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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상하고 도출하는 절차는 우선 협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요 당사자들
간의 세력균형, 이해관계, 기회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적 고정점을 확
립함으로써 도출된 ‘가치관에 대한 어떤 합의’에서 출발하게 된다(황경식,
2006: 202).112) 초기의 롤즈는 ‘가치관에 대한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우선 요구조건은 사회가 사회계약에서 중시되는 가치들을 ‘도덕적으로
(morally)’ 수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질서정연한 사회와 도덕적 인간
이라는 개념이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개
념이며 원초적 입장은 질서정연한 사회에서의 도덕적 인간이 채택하는 정의
의 원칙에 대한 구성절차로서 기능하는 매개적 개념인 것이다.
성원들의 선을 증진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
되는 경우, 그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라고 한다. (1)
다른 사람도 모두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모든 이가 인정하
고 있고, (2)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으
며, 그 사실 또한 널리 주지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
롤즈 『정의론』 제1장 1절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도덕적 인간은 ‘현실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과 ‘이해타산이 아닌 자기 진정성 관점에서 사고하는
능력’이라는 정의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두 가지 도덕적 능력(moral
powers)과 이러한 능력을 실행하려는 (정의감에 대한 능력에 관련된) ‘합당
성(the reasonal)’ 과 (가치관에 대한 능력과 관련되는) ‘합리성(the rational)’
에 대해 최고차적 관심(the highest-order interests)을 갖는 것으로 규정된
다(Rawls, 1980; 525).113) 그런데 이러한 질서정연한 사회에서의 도덕적 인
간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한 점은 합당성은 합리성을 전제하며 그것에 우선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합리성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지만 합당성에 위배되
는 합리성은 추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114) 그리고 합리성으로 대변되는
112) 이 같은 합의는 모종의 거래나 흥정을 넘어서게 한다.
113) 롤즈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움직있는 분별력이란 의미로 합당성(the reasonable)을, 타산적
으로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합리성(the rational)을 규정한다.
114) 합당성이 합리성을 전제하는 이유는 동기를 부여하는 기본가치 없이는 합당성의 사실상 실
현이 불가능하여 분배적 정의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며 합당성이 합리성에 우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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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대한 정의(합당성)의 우선성이 확보됨으로써 정언명법에 따르는 칸트
적인 자율성에의 성취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원초적 입장에 있는 자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가치관]-그들이 가진
합리적인 인생 계획의 세목, 그것이 증진시키리라고 생각되는 특정한 목적
과 이익-에 대해 알지 못하며 시기심에 좌우되지 않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
성을 가지고 있되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을 가지고 일상적인 의미에서 합리
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115) 그리고 롤즈는 사회계약의 절차적인 장치를 통
해서 공약의 부담(strains of commitment)116), 합의의 제한 조건, 최소극대
화 규칙(maximin rule)을 부과하며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리를 확정한다.
먼저 정의의 원칙은 공약의 부담을 통해 확증해 볼 수 있다. 계약의 당사자
들은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갖게 될 그러한 사항에 합의할 수 없기
에 그들은 준수하기 아주 어려운 것을 피하고자 한다. 그런데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 원초적 합의의 결과는 최종적이며 영구적인 까닭에 공약의
부담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자신의 인생 전망을 규제한 기준들을 선
정함에 있어 정의의 원칙이 그러한 원칙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
게 된다. 왜냐하면 정의의 원칙이 아닌 다른 원칙을 선택함으로써 더 큰 선
을 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위해 자신의 기본적 자유를 상
실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감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롤즈의 사회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의 제한 조건들에 의
거하여 확증된다. 이는 롤즈의 사회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정의
원칙과 관련한 심리적 안정성과 관련한 논의이다. 롤즈에 따르면 어떤 원칙
이 사회의 기본 구조에 상당한 기간 동안 부합한다는 것이 공공적으로 알려
져 있을 때 그 체제에 속한 사람들이 그 원칙을 기강으로 하는 제도 내에서
는 이유는 합당성이 추구될 수 있는 기본가치의 한계를 정해주기 때문이다(박정순, 2009: 55).
115) 이러한 가정은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완전무결함을 보장한다(Rawls, 1971: 145).
116) 당사자들은 자신의 약속이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정의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도덕 심리의 일반적 사실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고려한다고 가
정할 경우 서로를 믿고서 채택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공약의 부담을 고려
하게 되고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갖게 될 그러한 사항에 합의할 수 없으며 준수하기
아주 어려운 것도 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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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난다고 한다. 그리고 이처럼 어떤
정의관이 사회 체제 속에 구현되어 있음이 공공적으로 인정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정의감이 생겨났을 경우 그러한 정의관은 안정될 수 있다.117)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함에 있어 최소극대화 규칙의 조건을 충
족시켜야 한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들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
는 것으로 최대의 만족을 줄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보다는 최악의 경우 용인
할 수 있는 보장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삶의 계획에 대해 모험을 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약 당사자
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주요한 사회적
기본 가치-권리와 자유, 기회와 권한, 소득과 부, 자존감-를 수단적 가치로
서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데, 그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적 기본가치로서
정의의 원칙을 평가하게 된다. 이때 합리적인 계약 당사자들은 최소극대화
규칙에 의지하게 된다(Rawls, 1971: 152).
그러나 후기 롤즈는 다원주의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며 지속적인 공존을 이루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계
약에 대해 고심하며 결국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 관점을 변경하게 된
다. 안정성의 문제는 정치철학에서 근본적인 것이기에 골깊은 갈등은 회피
하면서도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론에 광범위한 수정이
요구된다고 인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합당한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입헌 민주주의118) 사회에서 『정의론』은 포괄적 교설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없기에 비현실적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둘 경우 전략은 최소주의적인(minimalistic) 어떤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문
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그 고민의 결과로 롤즈는 포괄적 교리에 반대하는 정치적 정의관, 공적
이성에 근거한 ‘중첩적 합의’의 개념, 정치적 인간관, 합당한 다원주의, 정치
117) 롤즈는 이러한 ‘안정성’의 획득을 근거로 포괄적 교설에 의거한 사회계약론을 포기하고 정치
적 자유주의로 입장을 바꾸게 된다.
118)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정치이론인 입헌주의는 넓게 보면
개인의 삶에 대한 자의적인 지배를 막아 합리적인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원리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Holmes, 1995: 270-271).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리에 의해 규제되는 강제적인 질서체
계의 한 측면으로 법의 지배를 인식한다(Rawl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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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성주의와 같은 핵심 논점들이 재등장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제안
하였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롤즈는 다원주의에 기초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 중첩적 합의는 단지 실질적 도덕, 정치 신념과 정의 원칙의 조화
를 의미하고 중첩적 합의와 같은 방식으로 포괄적 교설과 상통(相通)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포괄적 교설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성
과 지속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119)
그리고 롤즈는 포괄적 교설에 대해서는 관용하되 상충하는 다양한 합당
한 교설들이 공유하는 이성을 통해 정치적 영역에 국한되어 도출되는 ‘중첩
적 합의’ 개념120)을 도입함으로써 입헌민주정체를 위한 정치적 정의 헌장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롤즈는 궁극적인 목표로서 정의와 선의 조화를 추구하
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두보로 삼은 중첩적 합의는 정치적 원리와 이상은 정
치적 정의관에 토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화 원리를
넘어 사회의 기본구조를 포괄하는 원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자제와 불개입
의 태도를 취하며 공적 이성의 판단을 통해 도달한 일련의 포괄적인 신념들
119) 『정치적 자유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일반적 사실을 특별히 중시한다. 첫째, 현대 민주사
회는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교설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포괄적 교설의 다
원성은 단순한 역사적 조건이 아니며, 합당하지만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포괄적 교설이 경합
하는 상황은 민주주의 공적 문화가 갖는 항구적인 특성으로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둘째, 민주체제가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시민 다수
에 의해 자발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사실을 고려하여 사회정의 이
론을 구상할 때 합당한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를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관념은 인간들 사이에 성립하는 불일치의 원천과도 관련 있으며 이러한 ‘불일치(이성
의 한계 혹은 이성의 부담(burden of reason))의 원천’으로 인해 불일치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이성적일 수 있는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롤즈는 충분히 이성적이고 도덕
적인 사람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논리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조율할지라도 기본적인 정치적
가치들을 포함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판단들의 대부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합의에 이르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세 번째 일반적 사실에 이르게 된다. 하나의 포괄적 교설이 지속적
으로 합의되고 공유되는 일은 억압적 국가권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나 롤즈는 이러한 사실이
이성의 장애들 때문이지 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가치가 주관적이라거나 하는
의미는 아니기에 철학적 교설로서 회의주의(scepticism)를 함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롤즈는 사회적 합의 대상을 정치적 영역으로 한정할 경우 보다 용이하게 정치적 안정성을 획
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신앙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현대의 이질적인
다원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성향 역시 견고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다(김주성, 2006: 11).
120) 중첩적 합의는 깊이가 요구되는 것으로 각 사회 구성원이나 집단의 삶의 가치나 믿음의 총
체에서 공통분모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협의 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 한편 중첩적 합의와는 달리 헌법적 합의의 영역에 대해서는 헌정합의에 기초
한 정치적 타협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영역은 좁고 기본구조를 포함하지 않으며 단지 민주정
부의 정치적 절차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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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첩되는 지점이 ‘중첩적 합의’의 형태로 구체화된 것이며 롤즈는 이렇게
도출된 정치적 가치는 포괄적 교설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에 중첩적 합의에 대한 지지 기반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안정
성은 획득가능하다고 기대하였다(박효종, 2005: 697; 최기성, 2008: 41). 롤즈
가 주지하다시피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설득이나 강요와는 차별화된 방식
으로 안정성을 추구한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근본적인 가치관에 대한 철학
적 불일치에 직면할 경우 우리는 합의되지 않은 점들에 대한 강요를 보류함
과 동시에 철학 그 자체에도 적절히 관용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주의 프로젝트에 나타난 롤즈의 사회계약론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포괄적인 도덕교설(comprehensive
moral doctrine)과 정치적 정의관(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간의 구분
이다(황경식, 2006: 214). 포괄적 교설이란, 가령 공리의 원칙을 개인 행위와
관련된 주제들로부터 사회 전반과 나아가 국제적 사안에까지 적용하고자 하
는 공리주의처럼, 하나의 원칙을 모든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하는 상
당히 정교화된 이론체계를 말한다(Rawls, 1993: 13).121) 롤즈는 정치적 정의
의 어떤 원칙에 대한 추종(allegiance)이 원칙 자체가 합당해 보인다는 사실
에 의존하거나, 또는 다원주의적 관점의 일부로 간주되기보다, 그 원칙이 포
괄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또는 믿고 있다는 사실에 실제 어느 정도 의
존하는지 비판적으로 반문한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롤즈는 자
유주의적 정의 원칙에 대한 근원적인 추종의 기초가 반드시 포괄적 자유주
의에 터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괄적 교설에 의거하여 정치관을
설정할 경우 그것은 그러한 정치관에 대한 합의가 곧 개인적 삶 전반을 지
배해야 하기에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지만 특정 포괄적 교설의 정치적 개입
에 반대하는 정치적 정의관에 입각하는 경우 각 개인이 가진 포괄적 교설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영역에 한해서만 ‘필요’에 의해 도출된 공통적
인 정치적 정의관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합의 도출의 가능성이 높

121) 롤즈는 칸트와 밀의 자유주의를 포괄적 자유주의로 설명하는데, 이 경우들에 있어서 정치관
에 대한 수용은 포괄적 교리에서 비롯되고, 또한 그 교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롤
즈가 생각한 포괄적 교설이란 특정 교리에 따라 삶 전반에 구속받는 ‘인간관’을 상정하는 교설
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결정 논리와 자신의 개인적 삶에서의 결정
논리를 분리함으로써 특정 ‘인간관’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 이론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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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다. 이에 롤즈는 자유주의 자체를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로부터 분리시
키고 그 적용 범위를 공적, 정치적 영역에 한정하여 정치적 자유주의를 지
향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유에 관한 논쟁들이 공
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만 한정되어’ 공적 이성의 지도를 받게 될 경우 자
유주의는 상이한 포괄적 교설들 하에서도 동일하게 지지 받을 수 있는 중첩
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는 중첩적 합의가 공상적(utopian)이라는 비판122)에 대한 답으로 중
첩적 합의를 도출 가능하고 그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서 정치적 정의관에 이르는 단계를 헌법적 합의(constitutional consensus)에
이르는 단계와 중첩적 합의에 이르는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롤즈는
첫 번째 단계에서 도달되는 헌법적 합의는 정치적 정의의 일정한 자유주의
적 원칙들이 단지 원칙으로서만 수용될 뿐 특정한 정치관에 입각한 사회와
개인의 특정한 개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하나의 공유된 공적 관
점에 근거한 것은 더욱 아니기에 이때의 합의는 그다지 깊지 못하다고 한
다. 헌법적 합의에 있어서 일정한 기본 원칙들을 충족시키는 헌법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쟁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민주적인 선거절차를 확
립하는데 이러한 합의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기본구조가 아니라 단지 민
주적 정부의 정치과정만을 포함할 뿐이다. 이러한 헌법적 합의는 자유주의
적 원칙들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첫째, 특정한 정치
적 기본권과 자유를 영구히 확정하고, 여기에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
는 긴급한 정치적 요건을 충족시키며 정치적 경쟁의 규칙을 명백하고 확고
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공적 이성에 의거하여 공적 탐구의 일상적 지
침들과 증거를 평가하는 원칙들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앞의 두 요
건이 달성 여부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수용할만한
정치적 조건(political terms)으로 다른 이들과 협조하고자 하는 자발성과 관
련된 합당함이라는 덕목, 타협의 정신과 타인과 타협하려는 마음가짐과 같
은 협력적 덕목들을 정치적 생활에서 장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첫 번째 단계에서 처음에는 잠정적 타협으로서 수
122)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중첩적 합의를 도출하거나, 혹은 (이미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러
한 합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동인(forces)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Rawls, 1996: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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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던 자유주의적 정의의 원칙들이 시민들의 포괄적 교설을 변화시켜 적
어도 자유주의적 헌법의 원칙들을 수용하게끔 유도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전까지 합당하지 못했던 포괄적 관점들도 이 시
점에 이르러서는 합당한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로 변화하게 됨으로
써 헌법적 합의가 성취된다. 그러나 롤즈는 기본적인 사회관 및 시민관과
상관없이 단지 원칙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헌법적 합의는 말뿐인 합의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헌법이 어떻게 수정되고 해석되어야 할지를 지도할
개념적 자원(conceptual resources)을 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롤즈는
헌법적 합의에서 중첩적 합의로 나아가야 함을 제안한다.
롤즈는 중첩적 합의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그 핵심은 특정 정의관(표준적
인 예(standard example)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리
고 헌법적 합의에서 중첩적 합의로 나아가게 하는 동인(動因)들을 깊이와
넓이의 문제로 나누어서 설명한다(Rawls, 1996: 164-168). 먼저 중첩적 합의
의 깊이는 그 정치적 원칙과 이상이 정치적 정의관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깊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정치집단들은 헌법적 합의
가 이루어지면 공적 토론(public forum)에 나서서 자신과 다른 포괄적 교리
를 가진 집단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그들이 다수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대중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정치관을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렇게 형성된 정치관들은 각 집단이 지지하는 원칙과 정책의 의미 및 함의를
설명하기 위한 보다 깊이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또 토론을 일반화한다.
다음으로 중첩적 합의의 넓이란 중첩적 합의의 영역으로서 정치적 논의
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중첩적 합의는 헌법적 합의에 포함된 권리와 자유,
그리고 절차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정치문제 중에서 극히 제한된
일부분을 관장할 뿐이며, 어느 경우에나 집단들은 공히 정치적으로 일관되
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기본구조 전체를 관장하는 폭
넓은 정치관을 발전시키려 할 것이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해도
이들이 충분히 통합되고 결집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헌법의 본질적 요건들
과 정의의 기본 문제들을 관장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갈등이 야기될 것이기에 순전히 정치적인 헌법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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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지나치게 협소(narrow)하다는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중첩적 합의의
넓이는 민주적 절차를 제도화하는 정치적 원칙을 넘어서 기본구조 전체를
관장하는 원칙을 포함한다. 또한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 같은 실질적인 권리들뿐만 아니라, 공정한 기회평등과 특정의 본질적
필요들(essen-tial needs)을 관장하는 원칙들을 확립한다(Rawls, 1996: 164).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초점이 되는 대상의 핵심(the center of the
focal class)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심적인 근본적 개념들에
정확히 근거하여야 하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지지하고 동시에 이에 장려
되는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다.123)
정리하자면 롤즈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단순한 잠정적 협정으로 묵인되
다가 헌법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항구적인 불안 상태를 벗어나 안정적
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단순한 다원주의가 합당한 다원주의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합당한 다원주의에서 출발하여 합
의의 넓이와 깊이를 조정해가며 중첩적 합의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롤즈는
이 같은 합당한124) 다원주의의 사실(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을 가
정하며 구성주의는 단지 실천이성으로부터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
과 인간관을 모델화하는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Rawls, 1996: 107).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의 실천적 사유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숙고하여 사회관이나 인간관에 대한 관념들을 연관시킬 수 있는 질서를 설
정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롤즈가 정치관에 독립적 추
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기 위해 전제한 중요한 가정은 바로 사람들
의 포괄적 교리가 완전히 포괄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이렇게 하여 가능해진
123)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것을 규정하는 자유주의적 관점들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 것인
가와 관련하여 롤즈는 첫째, 입헌정체의 공적 문화에서 발견되는 근본적인 사회관과 인간관으
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가능한 관점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와 함께 둘째, 안정적인
기본구조에서 권장되고 지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
계가 지지하는 각기 다른 자유주의적 관점 간의 대립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124) 롤즈가 공고한 안정성의 획득을 위해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는 다원주의는 단순 다원주의
(simple pluralism)가 아니라 합당한 다원주의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교설에 대한 제약의 정
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포괄적 교설이 합당성을 갖추었냐의 여부이다. 롤즈는 합리적인
것과 합당성을 구분하는데, 합리성은 좋음의 관점을 위한 능력과 연관된다면, 합당성은 정의감
을 위한 능력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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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추종(independent allegiance)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또
한 이에 따를 것이라는 합당한 확신을 통해 정치적 협력이 계속 성공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상호간에 증대되는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입헌적 질서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
구성원들이 단지 중앙집권적 권위의 명령에 의해 조정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온당하게 규제하는 것
으로 인정하고 간주하는 공인된 규칙들과 절차들에 의해 인도되는 활동에
종사하게 되는 사회가 된다(Rawls, 1996: 108).125)

다. 계약의 내용
홉스, 로크, 루소를 포함하는 고전적 사회계약론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
용이나 정의의 원리를 살펴볼 수 없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게 모든 권한
을 위임한 형태였으며, 로크는 사회계약을 자연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보아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란 자연법이 구체화된 형태에 해당하므로 당사
자들이 기타 특기할만한 계약의 내용을 고민하여 마련할 필요가 없었기 때
문이다. 루소 역시 만장일치에 의거한 결합의 계약만 할 뿐 그 이후 통치
내용에 대한 결정은 직접투표에 맡겨버린다. 이에 구체적인 계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을 설정하고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롤즈부터 본격적으로 제시된다.
『정의론』에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존재로서 합의 당사
자들은 더 나은 이익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험을 하지 않
을 것으로 전제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최소
극대화 규칙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다음의 정
의의 두 원칙을 구상하게 된다. 그리고 롤즈는 이러한 절차에 의거하여 도
출된 정의의 원칙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 신념과 일치할 것이며 통상
적인 윤리적 판단과도 합치할 것이라고 ‘믿는다’.

125) 롤즈는 협력적인 활동들이 인생의 모든 주된 목적들을 충족시켜 주게 되며, 그 구성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경계가 분명한 어떤 영토에 거주한다는 것을 덧붙임으로써 정치적인 사회의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Rawls, 1996: 23).

- 124 -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
한 기본적 자유의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 경제
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
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
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롤즈 『정의론』 제2장 11절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두 원칙이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제1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의 평등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평등
한 자유, 즉 사상, 양심, 언론, 집회, 선거, 공직, 재산 소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해주는
원칙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그러한 불평
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보장해주어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처
지를 개선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제2원칙과 관련하여 롤즈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을 통해 직위나 직
책에 대한 기회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도 평등하게 보장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로써 정의의 두 원칙은 단순히 형식적인 원칙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 자유와 기회의 균등이라는 공정한 가치를 보장하고,
차등의 원칙을 통해 직위와 직책에 결부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불평등
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조정해준다.
그러나 최소 수혜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적인 선을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는 부당하
다. 정의의 두 원칙에 있어서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원칙에 대한 설명에 부가하여 롤즈가 평등한
기본권과 자유들에 관련된 제1원칙보다 축자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원칙(기
본적 권리들과 자유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
필수적인 시민들의 기본 욕구나 필요의 충족을 요구하는 원칙)이 있을 수
있음을 암암리에 전제한다는 점이다(황경식, 199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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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후기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계약에 돌입하기 앞서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의관 및 자유주의적 구도에 반영된 정치적 가치들이 합당
한 대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규정하고자 시도한다. 이른
바 헌법에 명시적으로 안치되어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헌법적 필수사항들(constitutional essentials)과 헌법에 안
치되지는 않지만 공적 이성의 대상이 되는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기대되는 기본적 정의의 문제들(questions of basic justice)의
구분이 그것이다(Rawls, 1993: 227). 이 구분은 그의 입헌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과 특징을 드러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
가 있다(김비환, 2009: 161-168).
먼저 롤즈는 가장 시급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는 두 부류의 헌법적 필수
사항들을 구분한다. 첫째는 정부와 정치과정의 전반적 구조를 구체화시키는
근본원칙들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을 규정하고 다수지배의 범위
를 설정하는 사항들이다. 헌법적 필수사항들의 조건은 일반법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시민들에 의해 일정한 방식으로 제정되는 것을 보장한
다(김비환, 2009: 168). 그리고 둘째는 입법부가 법을 입안할 시 존중해야 할
시민들의 평등한 기본권과 자유에 대한 규정이다. 법의 지배를 보호하는 원
칙과, 투표권, 참정권, 양심의 자유, 사상과 결사의 자유 등이 속한다. 다음
으로 헌법적 필수사항들 못지않게 공적 이성의 중요한 대상이 됨에도 불구
하고 헌법에 안치시킬 수 없는 기본적 정의의 문제들이 있다. ‘공정한’ 기회
의 평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자본의 사회적 토대와 같은 문제들이 기본
적 정의의 문제에 속한다. 모종의 기회의 원칙ㅡ예컨대 최소한 이주의 자유
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요구하는 원칙ㅡ은 확실히 둘째 부류에 속하는 헌법
적 필수사항이지만,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은 단순한 기회의 평등을 넘어
선 것으로 헌법적 필수사항에 속하지 않는다(Rawls, 1993: 228). 또한 이와
비슷하게,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최소치(social
mini-mum)의 보장은 헌법적 필수사항이 될 수 있지만, ‘차등의 원칙’을 실
현시키는 것은 더 난해한 문제이면서 헌법적 필수사항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잠정 협정, 헌법적 합의, 중첩적 합의라는 계약의 절
차를 제시하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확정된 계약 내용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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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인 예에 해당하는 특정의 정의관으로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그는 단
지 자유주의적 관점들이 민주적인 공공 문화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개념들에 올바르게 근거하여 그 자유주의적 관점 및 기본적인 이해관계들
간의 차이가 적어질수록, 그에 따라 합의의 초점을 규정하는 자유주의적 관
점들의 범위도 축소될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라. 계약의 적용 및 계약 파기 상황과 대응 방안
롤즈는 정의론을 채택하기 위한 사회계약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약 내용
의 적용 방안도 여러 복잡한 절차들로 구성하였다. 정의의 원칙의 적용에
관하여 한 시민은 세 가지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시민은 입법과 사회 정책의 정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입
법과 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경우에 이에 대
한 정의 여부의 판단에 대한 소견이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자신의 의견과 타
인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시민은
두 번째로 정의에 관한 상반되는 견해를 조정하기 위해 어떠한 입헌 체계가
정의로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시민은 입법과 사회 정책의 정의 여부 판
단에 앞서 이러한 사회적 결정이 도출되게 된 입헌 체계의 어떠한 방식이
다른 것보다 더 정의롭다고 간주하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시민이 특정한 헌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식이 어떤 때 준수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 거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판
단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다수결의 절차에 의한 입법에 준수해야 할 경우
와 거부되어야 할 경우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롤즈는 시
민이 정치적 의무 및 책무의 근거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원초적 입장의 무지의 베일을 통해 정의의 두 원칙이 채택되고
난 후 합의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사회적 위치에서 자신들의 현실적 요구를
계약의 결과인 정의의 두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적용과정
에 있어 롤즈는 제헌 위원회 단계, 입법 단계, 법규 적용 단계, 법규 준수
단계와 같은 네 가지 중간 단계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하나의 도식화
됨으로써 직면하게 될 복잡한 점들을 해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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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롤즈의 사회계약 적용 단계
적용단계
제헌 위원회
단계

입법 단계
법규의 적용
및 준수 단계

일의 성격과 내용
합의의 당사자들은 먼저 제헌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 형태
의 정의를 결정하고 헌법을
선택한다.
정의의 두 원칙과 제헌 위원
회에서 선정한 헌법이라는 두
가지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며
법률을 입안한다.
정의의 두 원칙을 개개인의
특징과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무지의 베일의 두께
개인에 대한 지식은 무지하나 사
회 이론, 자연적 여건, 자원, 경제
발전수준, 정치 및 문화 등 사회
와 관련된 일반적 사실들은 안다.
자신에 대한 특수한 사정에 대해
서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무지의 베일이나 지식에 대한 제
한이 남아있지 않다.

한편 계약 파기 상황과 관련하여 롤즈는 체제가 부정의한 경우엔 그것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현 상태가 허용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
정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정의한 법의 구
속력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를 분별하기 위해 정
치적 의무나 책무의 보다 깊은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난점은
원리들 간 상충된다는 것인데 이 때 정치적 의무와 책무의 요구들은 적절한
우선성 규칙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롤즈는 정당성의 원칙에 의거한 경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법과 제도의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
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시민 불복종과 양심적 거부를 제시하였다. 단, 거
의 정의로운 상황에 있어서는 정의로운 체제를 지켜야 하는 우리의 의무로
인해서 정의로운 법과 함께 부정의한 법에도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정의로운 제도를 지키려는 우리의 자연적 의무는 우리로 하여금 부정의한 법
이나 정책이라도 그것이 부정이의 어떤 한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따르도
록 하며 적어도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것에 반대하게 하지는 못하게 한다.
정의로운 체제를 지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요 원리로
다수결 규칙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126)
126) 단, 롤즈는 다수결 원칙(majority rule)의 절차는 그것이 어떻게 규정되거나 한정되든 간에
절차상의 방편으로서는 종속적인 지위를 갖는 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것에 대한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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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 『정의론』 제6장 53절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도 입장을 같이하는데 물론 이주의 권리
가 정부의 권위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함에 있어 정치적 의미가 충분하지 않
은 것은 분명하나 우리가 예속되는 정치권력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조정해
주는 이상, 이들은 우리의 자유의 외연적 한계로서 정부의 권위는 그 권위
가 적용되는 영토를 떠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다(Rawls, 2005: 222).
이처럼 롤즈는 계약 파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보다는 공적 권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주목하였다. 롤즈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달성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합당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
라 정합성 있는 정의관에 기초한 입헌적 질서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또한 입헌적 질서에 부합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합당한 확신을 가지게 되
면 사람들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입헌적 질서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한편 통치체가 사회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롤즈가 제2원칙의 적용 시 당사자
들이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들의 평등한 분배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기에
최소수혜자들은 불평등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한 점이 그 예
이다. 따라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이들은 가장 적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게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에서 제2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 합의 당사
자들이 자유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것은 경제적 복지라는 미명아래 기본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자유에 대한 불평등한 형태의 훼손은 용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충분한 이유 없이 평등한 자유가 부인될 경우에는 언
제나 정의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인격체들은 원칙적으로 추구 혹은 거부할 자유가 있는 궁극적 목적
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들에 대한 그들의 최초의 충성과 계속되는 헌
신은 자유로운 조건하에서 형성되고 긍정되어야 한다.
롤즈 『정의론』 제3장 26절
는 바로 헌법이 성취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정의의 두 원칙에 의거
한다는 것이다(Rawls, 1971: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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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줄 이상적 절차로서 롤즈의 계약론
20세기 이후 정치철학에 대해 논하려면 롤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127) 롤즈의 정치사상은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
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정치공동체 모델 탐색에 앞서 롤즈
가 구상한 계약론에 대해 철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계약 단계에 기초한 분석을 바탕으로 롤즈의 사회계약론에 대
한 논리구조를 제시하고 그 이론의 체계를 정의의 두 원칙에 내재된 공정으
로서의 정의관 측면과 정당화 방법 측면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정의관에 대해서는 ‘자유’ 개념과 롤즈의 평등관에 대해 논의할 것
이며 그의 사회계약론을 뒷받침하는 논거제시와 관련된 정당화 방법과 관련
해서는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드러난 롤즈의 입장 변화 파
악에 초점을 두고 원초적 입장과 최소극대화 규칙, 중첩적 합의와 공적 이
성으로 구분하여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가.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리 구조
롤즈의 이론체계에서 계약은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계약당사자들
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공정한 여건 하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리에 대한 합
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롤즈의 계약은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공리
주의와 같은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이 아니며, 사회의 공정한 규칙체계 혹은
기본 원리를 채택할 것을 목표로 한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과 같은 계약의
절차적·상황적 조건을 통해 사적 이익을 타진하는 협상으로서가 아닌 공정
한 헌법을 도출하는 계약이 담보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 나타난 롤즈 주장의 논리구조는 다음 <표 Ⅳ-2>와
<표 Ⅳ-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27) 정치철학자들은 이제 롤즈의 이론 안에서 작업을 전개하든지, 아니면 왜 그렇지 않은가를
설명해야만 한다(Nozick, 1974: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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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정의론』의 논리구조

[관련정보]

[상황인식]

[전제와 철학]

[주장]

[논리적 기대]

[하위 주장]

[근거]

[보강]

완벽한 설득력은 없을지라도 민주주의 전통의 공통된 핵심의
본질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합당하고 유익한 정의론이 필요하
다. 공리주의는 민주적인 제도들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최우
선적으로 중요한 요구 사항인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명을 제
공하지 못한다.
능력에 따른 분배가 공정하다는 식의 효율성이 지배하는 19
세기 이념은 도덕적 관점에서 공정한 분배로 볼 수 없다.
‘국가 통치 원리’는 자율적 구도에서 도출된 공리(公利)보다는
“공정성”에 기초한 “사회정의적 관점”에 입각하여야 하며 정
치 철학의 과제는 이러한 정의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사회통치구조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합의의 결과로 도출
된 ‘정의의 두 원칙(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의 두 원칙
은 서열적으로 배열되어 있기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인 제1원
칙이 제2원칙에 항상 우선하기에 경제적, 사회적 이득이 주어
진다고 해서 기본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
거나 그러한 교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정성’과 ‘합리성’을 중심 가치로 하는 순수절차적 정의론에
입각하여 도출된 정의의 두 원칙을 따른다면 인간의 존엄성
및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배제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사회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천부적 재능,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특정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게 편
성되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성원은 자연적 자질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공
동선을 위해 사회적 여건을 사용해야 한다.
① 정의감과 가치관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는 것에 더 높은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
재인 인간은 원초적 입장의 관념을 통해 합리적 선택이론으
로서 최소극대화 규칙을 따르게 될 것이기에 결국 정의의 두
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
② 정부는 개인의 자유에 따라 행위하는 데 필요한 자유들과
자원들을 제공함으로써 우연적 요소들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
고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구성원들에 대한 동등한 배려와 존
중을 다할 수 있다.
① 시민 각자는 서로를 동일한 운명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
해야 하며, 사회는 모든 이가 그들의 자연적 재능을 발현함으
로써 다른 이들의 재능도 실현된 사회의 총체 속에 참여가능
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체제 간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 아
니라 선택문제에 합당하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
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어떤 국가의 특수한 여건들이 제시되
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그에 비추어 합당하게 해결될 수 있
는 정의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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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는 주장의 정당화 과정에서 입장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후에
출판된 『정치적 자유주의』역시 롤즈의 『정의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에 롤즈 사상에 대한 한층 포괄적인 시각(『정의론』의 어떤 부분을 보존하
고 어떤 부분을 버려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롤
즈 이론 각각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구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메타
적 시각에서 롤즈의 사상의 정수(精髓)를 이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요소들
을 변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의론』과 관련하여 롤즈는 공정으로서 정의의 두 원칙을 합리
적 선택이론을 통해 정당화하려 시도했다. 롤즈에 의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
하고 무지의 베일이 두터운 원초적 입장에서의 당사자들은 최소극대화를 시
도하는 보수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모험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인생 계획을
유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정의의 두 원칙은 원초적 입장이 지
니는 도덕적 성격(공정성)으로 인해 보편적 인간관 및 가치관과도 일치하게
된다. 『정의론』에서 롤즈의 정의관은 칸트적 정의관에 대한 절차주의적
해석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김성우, 2009: 124), 롤즈는 가치관뿐
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형이상학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다원주의의 시대에 직면하여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
치를 내세웠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다원주의적 도전에 대응하여 『정의
론』을 정치적 관점으로 수정한 결과로서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로 심각하게 분열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에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당기간 유지시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며 도출된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하는 사회계약의 목표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정
치적 합의의 기초로서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론을 추구하는 것에 있
다. 그리고 이를 위해 후기 롤즈는 자신의 정의관을 진리로 접근하기보다
합당한 것으로서 접근함으로써128) 정치적 정의관은 포괄적인 도덕 철학 교

128) 이 말은 두 가지를 함축한다. 첫째, 정치적 자유주의는 모든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정치적 가치의 표명에 국한하는 보다 제한적 관점의 정치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정당화
의 공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치관의 원칙들과 이상들
이 그 자체 또한 실천이성의 관점들인 사회 및 인간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천이성의 원
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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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의 특징은 정의관의
‘정치적’ 성격129)에 있다.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시민들이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을 공유할
때, 이들은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대한 공적 토론을 진행할 수 있고, 합당
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정의관으로 모든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헌법의 본질적 요건
들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들에 관련된 대부분의 경우에서 합당한 해결을 이
룰 수 있음을 기대하였다.
<표 Ⅳ-3>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리구조

[관련정보]

[상황인식]

[전제와 철학]

[주장]

사람들의 포괄적 교리는 완전히 포괄적이지 않으며, 이렇게
하여 정치관에 대한 독립적인 추종(independent allegiance)은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 또한 입헌적 질서에 부합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합당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분명한 의
도를 가지고 입헌적 질서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적 전통 일반이 중요한 가치로서 전제하는 개인의
자기결정 및 자율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
회에서는 개인들이 다양한 인생관, 세계관, 종교관 등을 추구
하게 될 것이기에 다원주의는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명
제에 해당한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교설의 ‘다원성’은 쉽사리 극복될 수 있는 단
순한 역사적 조건이 아니며, 이러한 다원주의의 상황에서 ‘안
정성’의 획득은 중요한 정치적 과제이다.
정치철학의 기본과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다원주의적 관점
에 입각했을 때 정치·사회적 제도들의 관한 ‘공유된 공적 정
당화의 기초’를 밝힐 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정치적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자유롭고 평
등한 존재로 간주되는 시민들에 의해 합의될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한 협력체계로서의 사회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치
적 구성주의로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비록 가치관 전반과 관련된 포괄적 교설에 대한 합의는 불가
능할지라도 사회의 기본구조와 관련된 정치적 가치에 대해서
는 중첩적 합의가 가능하며 그것은 동시에 다원주의 사회에

129) 롤즈가 제시한 수정된 정의관의 정치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Rawls, 1993: 11-15): 첫째, 정
의관의 정치적 성격은 특정한 주제 곧 민주사회의 기본구조만을 위해 마련된 정의관에 해당한
다. 둘째, 정치적 정의관은 포괄적인 도덕 철학 교의에 의존하지 않는다. 셋째, 정치적 정의관
은 정당화의 기반으로 탈역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인간 본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공유된 공
적 문화의 보고로부터 암암리에 승인되고 있는 기본관념들과 원리들을 추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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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기대]

[하위 주장]

[근거]

[보강]

서 항구적으로 봉착한 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
되는 관용의 근거가 된다.
중첩적 합의에 기초한 현실적인 정치적 정의관을 통해 질서
정연한 민주적 사회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①형이상학 없는 정의론에 기초한 중첩적 합의란 ‘윤리학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인 자연주의와 직관주의 즉 정
초주의적(foundationalism)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시도되는 정합주의적(coherentism)방식으로서 반성적 평형
(reflective equilibrium)’에 기초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사회통치구조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잠정협정과
헌법적 합의를 거쳐 도달한 중첩적 합의에 부합해야 하며 이
러한 중첩적 합의의 표준적인 예로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정치적 자유주의의 가치와 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어떤 특정 포괄적 선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원주
의의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비정치적 가치’들에 관하
여 특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① 가치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나의 포괄적 교설이 사회
의 공적 기반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교설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 포괄적 교설
하나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공적 정당성의 기반
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② 정치적 정의의 원리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인
간관과 공정한 협동의 체계로서 사회와 결합된 실천이성(공
적 이성)의 원리들을 활용함으로써 실현된다.
③ 최선의 정치관이란 적어도 헌법의 본질적 요건들과 정의
의 기본적 문제들에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숙
고와 반성(deliberation and reflection)을 지도해주는 지침의
틀(guiding framework)에 불과하다.
④ 정의의 정치적 가치들은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도덕적 요
구(포괄적 교설)들에 의해 단순히 표현되지 않고 시민들이 중
첩적 합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교설(political doctrine)을 승인
하게 된다. 이로써 정치적 자유주의는 시민 스스로가 ‘자율적’
이라고 여기게 되며 정치적 가치 역시 자율성을 내포하게 되
는 정치적 구성주의로 거듭나게 된다.
① 시민들은 서로 간에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의 소유자로 인정되며 특정한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강요
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본질적인 이해관심을 침해하는 행위다.
② 정치적인 삶은 개인들의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시민들
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도구적인 가치를 지닌다.
③ 공적인 정당성과 포괄적 교설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
어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지만 그 필요성
이 분명하기에 포괄적 교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자제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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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의의 두 원칙에 내재된 정의관
롤즈의 『정의론』에서든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든 약간의 수정은 있
었지만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그리고 차등의 원칙(different principle)을 일관되
게 고수하고 있다. 롤즈의 사회계약론은 사회 안에서 특정 지위와 역할을
가진 개인들 간의 동의가 아닌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 간주되는
‘시민’으로서의 합의이자, 사회의 기본구조를 규제하는 제1원칙을 설정하는
가설적 합의를 뜻한다. 이처럼 무지의 베일이 설치된 원초적 입장과 그곳에
서의 가설적 계약을 통해 합당한 정의의 내용을 발견하려는 시도 끝에 도달
한 정의의 두 원칙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황경식, 1994: 25).
최대의 평등한 자유(정치적 권리 및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에 의거한
차등(사회경제적 가치)의 원칙이 결합된 롤즈의 정의관이 함축하는 바는 천부적 재
능과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불평등의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그야말로 인생의 출발
점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아울러, 이같이 이상적으로 완전한 자유시장의
결과가 다시 정의의 관점에서 차등의 원칙에 의해 재조정될 것을 요구하는 평등주
의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이상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롤즈가 절차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실체적(substantive) 정의관을 대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130)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은 부정의한 세
상을 타계해줄 이상적 해법인 것일까, 아니면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을
원칙없이 넘나든 원칙 없는 교리일까. 과연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1) 자유 개념

130) 이 점에 관하여 롤즈는 정치적 옳음과 정의에 관한 실체적인 원칙들만이 구성될 뿐 자유롭
고 평등한 시민의 대표들이 중첩적 합의를 통해 정치적 정의관을 이끌어내도록 마련된 가상적
장치인 원초적 입장은 구성된 것이 아닌, 단순 설정, 혹은 설계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롤즈의
정의론을 높이 평가하는 학자들은 오히려 롤즈의 정의관이 순수한 절차만을 제공하는데 머무
르지 않고 도덕적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실체적 특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을 장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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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자유 개념은 정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의 실
현의 한 가지 목적이기도 하다(김비환, 2009: 150). 공정으로서 정의에서 자
유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사회의 기본적 자유는 평등해야 하나, 자유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한 충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직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만) 한정적으로 평등한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등한 자유라는 제1원칙의 의미와 관련하여 롤즈는 제1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1원칙에 위배
되는 두 가지 경우는 첫째,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할 경우131)와 둘째, 당연히 누려야할 자유보다 덜 광범위
한 자유가 주어졌을 경우132)이다. 롤즈는 두 번째 경우의 예로 공공질서나
안녕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공동 이익(common interest)에 의해 양심의 자
유 및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형벌 제도에
합의하듯 무분별한 행동이 가져올 불행한 결과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어
떤 부담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제시한다. 정부는 불가피한 필요에 의해 양심
의 자유와 같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어떤 철학, 예술, 과학적 신념이
국가와 상충한다고 해서 그것을 탄압한다거나 어떤 단체의 적법성을 자의적
으로 규정할 권한은 없다. 롤즈는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한다는 주장과
함께 특히 인간의 기본적 자유로 간주되는 자유는 정치적으로 희생될 수 없
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어떤 자유이든 그것은 모두가 인간의 열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지
만,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
즉 정치적 문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자유로 인해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롤즈 『정의론』 제4장 32절

이처럼 롤즈는 자유의 우선성을 주장하며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전체적

131) 롤즈는 어린이의 자유가 성인에 비해 보다 적은 것은 인간 상황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적응
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제한은 정당하게 변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유의
제한이 정당하게 변호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연적 제한이나 인간 생활의 우연, 역사적 우연에
의한 것과 기존의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것 등이 있다.
132) 이 경우 자유의 정도는 축소되나 평등함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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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전체적인 선을 위해
자유의 권리가 침해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80년에 발표된
「도덕철학에 있어서 칸트적 구성주의」이후 롤즈는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자유 개념 대신에 입헌민주주의 이론 구성의 핵심적인 원리로서 역사성과
구체성을 갖는 기본적 자유(basic liberties) 개념을 더욱더 강조하게 된다
(Ralws, 1993). 롤즈는 ‘기본적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결
사의 자유, 인격의 통일성에 필요한 자유 및, 법의 지배가 포함하는 권리와
자유들)’와 ‘사회의 기본가치들(권력 기회, 소득과 부, 그리고 자존감 등)’을
구분하고 기본적 자유들이 사회의 기본 가치들에 대해서 우선성을 가지는
바, 정의의 첫째 원리가 둘째 원리에 대해 우선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한다. 기본적 자유들은 롤즈가 구체화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주체인
시민의 도덕적 인격의 성장, 발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우선적인 것으
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본적 자유들에 대한 강조가 도덕 능력을 실현함에
필요한 사회의 기본가치들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
다. 즉 롤즈의 자유에 대한 개념은 『정의론』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로
나아가며 구체화되었을 뿐 기본적 자유에 대한 우선성은 변함없이 존중되고
있다.
2) 롤즈의 평등관

롤즈의 정의론이 지닌 가장 큰 호소력은 ‘불가침의 인권’이라는 자유주의
의 전통적인 도덕적 직관과 ‘최소 수혜자 우선성’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평등
주의를 결합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독특한 정의관에 있다(황경식, 1985;
정원섭, 2009: 235; 장동진, 2009: 407-408). 롤즈는 자유주의적 평등(liberal
equality)133)의 대변자로서 개인적 자유의 우선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민주주
의적인 분배적 평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다소 이론의 여지가 있기는 하
나) 그의 자유주의는 “복지국가적 자본주의의 평등주의에 대한 철학적 변호
(a philosophical apologia

for an egalitarian brand of welfare-state

133) 현대 자유주의에 있어서 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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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로 평가된다(Wolff, 1977: 195). 그러나 롤즈는 자신이 고심하여
제안한 정의의 두 원칙이 정치 현실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 규범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민법』에서 특히 부각되는 ‘관용(toleration)’의
정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해당 사회의 전통과 여건의 차이를 존중하였
으며 사회적 정의관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롤즈가 확신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
기 위해 우선 도덕적으로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자연적, 사회적 변수(우연
성,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천부적 자질이나 사회적 지위)들은 제거되어야 한
다는 것이었다(황경식, 1994: 38). 롤즈는 “능력 있는 자라면 출세할 수 있
다”는 식의 19세적 이념을 대변하는 효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해 효율적
분배가 공정한 분배를 의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질상 도덕적 관점에
서 정당한 근거가 없는 두 요건(임의적으로 부여받은 천부적 자질이나 사회
적 지위)의 상호누적적인 효과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하
다며 그러한 자유체제의 부조리를 지적한다(황경식, 1994: 38).
롤즈는 평등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동 자산
(common asset)의 개념을 제시한다. 롤즈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자질, 즉 능
력 또한 사회적 여건과 마찬가지로 우연적 변수로서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원인 제공을 한 적이 없기에 천부적 자질의 배정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정당한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것이라며 천부적 능력은 공동 자산
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34) 그의 평등관은 그가 독창적으로 고안한
이 독특한 자산 개념에 기초하여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공정한
기회균등은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보상적 교육의 실시와 경제적 불평등에 한계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부분에 걸쳐 유사한 동기와 자질을 가진 모든 이
에게 교양과 성취를 위한 거의 평등한 전망이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황경식, 2009: 24). 이처럼 타고난 자연적 자질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부

134) 이 같은 전제에서부터 개인적 인간들은 운명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 롤즈가 『정의론』에서 구상한 사회정의관의 성격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
다. 이 같은 롤즈의 견해는 사실상 우리를 서로의 운명에 동참해야 하는 운명공동체의 성원으
로 보고자 한 것으로 바로 이 점에 있어 롤즈를 마르크스보다 더 공동체주의적임과 동시에 그
를 공동체 자유주의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황경식, 20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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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자연적 자질의 배정을 공동의 소유로 간주한 데에
그의 이론의 창의성이 부각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롤즈는 우연성에서 비롯된 이해득실을 가능한 제거함으로써 단순
한 형식적 기회균등이 아닌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적 평등’ 체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우연성을 완벽히 배제하는 일을
불가능하기에 롤즈의 체계 내에서 최소수혜자들에게 보탬이 되는 불평등은
단지 허용되는 것이 아닌 ‘요구’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롤즈는 이러한 사회적 우연성을 온전히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시 된다
며 앞서 설명한 “완전하게 정의로운 체제(a perfectly just scheme)”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견지한다. 그리고 사회적 우연성을 완벽하게 배제하려 하기
보다는 이러한 불완전성을 보상해 줄 또 다른 방안의 강구가 바람직하다며
한 발 물러선다(황경식, 1994: 39). 자연적 자질이나 사회적 여건에 있어 사
람들 간의 차이를 강제적으로 제거하고 평준화하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이
고 비생산적인 것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성은 바람직한 가치이
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적 자질 및 사회적 여건의 다원성이 요구되기에 어느
정도 간접적이거나 혹은 사후에 조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135)
이상과 같은 고민의 결과 롤즈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민주적 평등
(democratic equality)이 실현된 체제는 최초의 출발선상의 차등과 최종적으
로 도달한 결과적 차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러한 공정한 기회 균등과 차등
원칙이라는 두 단계의 절차가 목표하는 바는 출발점과 종착점을 모두 고려
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차등을 최대한 극소화하자는 것이다(황경식, 1994:
40).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도와 독창적 관점에서 도출된 롤즈의 정의론에서
의 평등적 면모가 실제로 그러한 의도를 충족시켜 주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
이 요구된다. 롤즈의 평등관은 정의의 두 원칙 가운데 두 번째 원칙 즉, 차
등의 원칙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135) 이에 롤즈는 그러한 우연적 요인에서 생겨나는 이득에서의 차등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해 등장하게 된 것이 정의의 두 번째 원칙인 차등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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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원칙에 대한 결함으로 롤즈가 스스로 제시한 것은 최소수혜자의
전망이 극대화되어야 하기에 정의로움에 대한 판단이 유리한 사람의 기대치
변화의 크기보다는 불리한 사람의 기대치의 미세한 변화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은 전체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
는 하나의 정의관으로서 결합되어 있어 평등한 자유와 개방된 직위의 원칙
에 의해 이러한 우연한 사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이라
고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으로 지위136)
가 높은 이와 최소수혜자가 모두 이득을 보지만 그 결정이 최소수혜자의 미
세한 변화에 의존하는 경우를 A,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굉장히 좋
은 혜택을 누리고 최소수혜자도 아주 조금 손해를 보게되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B,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커다란 손해를 보고 최소수
혜자가 아주 조금 혜택을 보는 경우를 C라고 하자(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이와 최소수혜자가 모두 큰 이득을 보는 경우는 최상의 경우로 논쟁 혹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여기서 논의의 대상은 차선책을 선택
할 때이다). 이 가운데 A의 경우 최소수혜자가 아주 큰 혜택을 보면 결과적
으로 그것이 사회적인 부 혹은 사회적 안정이 증진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러
한 사회적 혜택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
문에 A의 경우도 종국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이도 처음에 기대했던 것
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됨으로써 우려하던 상황(최소수혜자의 미세한 이
익 때문에 유리한 사람의 큰 이익을 손해봐야 할 경우)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한다.
그러나 C의 경우에는 롤즈가 주장한대로 최소수혜자는 혜택을 보게되지
만 최소수혜자를 제외한 다른 이들이 커다란 손해를 감수해야 함으로써 사
회적 혜택이나 복지가 감소함으로써 종국에는 약간의 이익이 있었던 최소수
혜자도 ‘장기적’으로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즉 롤즈는 A, B,
C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A, B의 사례가운데 A의 합당성에
대해 확신한 것이다.
롤즈는 불평등을 정당화할 때 도덕적 근거를 요구함으로써 우연성과 평
136) 부나 명예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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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가치를 연결시켰다. 불평등한 태생의 우연적 속성이 오히려 평등의 가
치를 지향하고 추구해야만 하는 기초이자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롤
즈적 평등관은 진흙탕에서 옥석이 탄생할 수 있게 하는 추동력을 가질 만큼
강력한 것이다. 이처럼 롤즈는 평등의 가치를 정치적 영역을 넘어 경제적
영역까지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등관은 추상적이어서 ‘평등’가치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어느 정도로 지원하고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지침으로 삼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롤즈가 지적한 최소수혜자와 보
다 나은 사람들 간의 이익 계산의 불균형 문제와 상호 영향성에 대한 논의
를 하기 전에 이러한 이익의 평가나 측정 시기, 이익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전제 조건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다. 정의의 정당화 방법에 대한 평가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는 핵심적인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최초의 선택상황 및 거기에서 발생하는 선택문제의 해명, 둘째는 합의될 정
의 원칙의 내용규명과 그 도출과정에 대한 논증이다(Rawls, 1971: 15). 롤즈
는 그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대안적 관점이 우리
의 숙고된 정의에 대한 신념과 유사하게 접근하고 또한 민주적 사회의 제도
적 구성에 가장 적절한 근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실제 정의원
칙에 대한 롤즈의 정당화 이론들은 20세기 초반을 풍미했던 윤리 상대주의
(ethical relativism) 이론들에 맞서 규범윤리학(normative ethics)의 학문적
위상을 복원하는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다(정원규, 2009: 187). 그러나 롤즈
의 정의론 및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 정당화 방법에 있어서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동질적인 국내사회에서의『정의론(1971)』, 다원
화된 국내사회에서의『정치적 자유주의(1993)』, 그리고 지구촌 사회의 『만
민법(1999)』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롤즈가 논의 맥락에 따라 자신의 정
의원리에 대한 정당화 논의를 수정하는 것은 자신이 도달한 결론을 정당화
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보완하려는 부당한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연구자는 롤즈의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정당화 방법에 관하여 『정의론』에
서의 원초적 입장과 최소극대화 규칙,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중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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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공적 이성으로 구분하여 세밀히 분석·평가함으로써 롤즈의 정당화
방식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의론』에서의 원초적 입장과 최소극대화 규칙

롤즈는 『정의론』에서 좋은 삶에 대한 각자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
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세계에서 국가는 개인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좋은 삶에 대한 개념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
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롤즈의 주요 목적과 주된 관심은
그가 후기에 주목하게 된 이론의 실현가능성이나 안정성보다는 ‘합당성’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 그 자체를 적절히 조건지워진 최
초의 상황에서 이루어질 원초적 “합의의 대상”으로 여긴다. 롤즈는 계약 당
사자들이 그들의 지식, 소견, 이해관계 등의 여건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러
한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통한 해결 방식이 기타 여러 가능한 대안
들에 비해 각자가 그들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확
증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확증의 근거로서 롤즈는 『정의론』에
서 순수 절차적 정의의 개념을 제안한다.
롤즈가 『정의론』에서 수행한 정당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
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의 당사자
들이 취하는 최소극대화 규칙이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포괄적 교설에
의존하면서 합리주의를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그
런데 이러한 계약당사자들에게 전제된 가정적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
판들이 제기되었다(박정순, 2009: 51-54).
『정의론』에서 제시된 원초적 입장에 관련해서 그것이 가정하고 있는 선택 동
기와 사회적 기본가치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 서구의 자유주의적
인 개인주의적 인간(the modern, Western, liberal, individualistic men)"을 편파적으
로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Lukes, 1977: 189)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원초적
입장은 구체적 사회정의의 문제를 판정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화된 추상적 보편화일
뿐이라는 비판도 전개된다. 나아가서 정의론을 합리적 선택이론의 일부로 본 것은
결국 이기적 동기를 가정하는 타율적인 가언적 명법이며, 비록 무지의 베일에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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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고 해도 원초적 입장의 칸트적 해석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질책이 가해진다.
또한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추론, 즉 계약론적 방법에 의한 정당화와 반성적
평형상태에 의한 정합론적 정당화 사이의 명백한 관련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도구적 합리성
은 왜 다른 사회적, 경제적 가치들에 대해서 자유가 우선성을 가지는가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는 논란도 제기된다(Hart, 1973). 특히 두 원칙 추론과정과 관련해
서는 롤즈가 의거하는 최소극대화 규칙은 위험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극도의 특수
한 보수적 심리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정의의 원칙들을 배제하는 결정적이고
도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비록 원초적 입장이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 인간관을 단순화하고 추상화
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초적 입장’은 정의원칙의 선택에 요구되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대리적 표상의 도
구(a device of representation)”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며(Rawls, 1985:
238), 정의의 원칙의 정당성은 원초적 입장이 가정하는 구체적인 형태로 인
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롤즈는 이처럼 이론적으로 규정된(가정된) 이상
적 상황의 조건 속에 있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실제 생활 속
에서 여러 문제에 대한 추론을 규제함에 있어 이러한 기능을 얼마나 잘 수
행할지와는 별개라며 실제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자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롤즈의 원초적 입장을 둘러싼 여러 입장들
의 진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초적 입장에서 수행될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 선택의 전략인 최소극대화 규칙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137)
최소극대화 규칙과 관련한 다양한 비판들은 거시적 차원의 비판과 미시
적 차원의 비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거시적 차원의 비판이란 롤즈의 인간
관 및 사회관과 관련한 거시적 관점에서 최소극대화 규칙이 함의하는 가치
자체에 대해 회의하는 공동체주의자 및 자유방임적 자유지상주의자의 비판
이 있다. 미시적 차원의 비판이란 최소극대화 규칙이 함의하는 가치나 원초
적 입장 및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의 공정성에는 동의하나 개인의 선택 전

137)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많은 비판들도 최소극대화 규칙을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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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의 다양성 측면에서 롤즈가 구성원 모두가 오로지 최소극대화 규칙에 따
라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제시한 가정에 대해 비판한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의 비판과 관련하여 샌들(M. Sandel), 매킨타이어
(A. MacIntyre), 테일러(C. Tayler)와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즈는 공동체
의 중요성과 공동선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
라고 비판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이론에 기초한 합리적 개인의
우선성에 회의를 품으면서 개인은 공동체에서 부여하는 역할과 사회적 계획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 좋은 삶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Sandel, 1998; MacIntyre, 1984; Walzer, 1985). 특히 샌들은 롤즈의 형이상
학적인 인간관과 관련하여 ‘무제약적인 자아관’을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
는데, 롤즈는 샌들이 원초적 입장을 표현장치로서 보지 않는 오류를 범하여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재비판 하였다(Rawls, 1993). 반면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는 노직(R. Nozick)은 오히려 롤즈의 입장이 너무 평등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미시적 관점에서 하사니(J. C. Harsanyi)나 애로우(K. Arrow) 등은
원초적 입장에서 취한 사람들의 선택이 공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는 롤즈와 의견을 같이하면서도138) 그러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필연적으
로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Harsanyi,
1975; Arrow, 1973). 그러한 원칙은 보수적이기에 기질상 보수적인 사람들
에 의해서만 선택될 뿐 천성적으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사니와 롤즈의 논쟁에 대해 살펴보겠다.
하사니의 주된 비판은 우리는 일상적 의사결정에서 최소극대화 규칙이
아닌 기대효용극대화(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
다. 그는 롤즈의 최소 극대화 전략의 경우 불합리하고 역설적인 결과가 생
겨난다며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하사니의 반박에 대해 롤즈
는 소득 분배에 있어서 분배 체제내의 각 지위를 점유할 확률이 모두 동등
하다는 라플라스(Laplace)적 가정 위에서 그들이 위험을 기피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들은 하사니가 말한 것처럼 평균공리의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고 인
138) 하사니는 도덕판단이란 개인에 대한 특수한 지식이 제한된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의 개인적
선호 판단(preferential judgement)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특수한 지식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판단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정현태, 199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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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그러나 롤즈는 첫째, 완전한 무지는 확률 분포의 양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며 라플라스적 가정 자체에 대해 반박한다. 롤즈에 따르면 실
제 확률 분포방식은 다양하며 어느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맞서서 하사니는 롤즈도 사실상 최소극대화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최악의 경
우에 대해 가장 큰 비중을 부여하는 확률분포를 선호하고 있다며 맞선다.
둘째, 최소극대화 규칙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규모의 상황이 아니라, 사
회의 기본 구조와 같은 큰 규모의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거시적(macro) 원
칙이라며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그들 자신과 후손들에게 중차대한 결과
를 가져올 기로에 서있기에 모험을 기피하게 되며 결국 최소극대화의 전략
을 선호하게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하사니는
도덕의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근거는 무
엇이며 규모의 대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반문한다.
롤즈와 하사니 간의 논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불확정한 상황 하에서의
의사 결정에 있어 각 대안들의 위험 부담을 고려할 것인가의 여부에 있는
반면(정현태, 1994: 54), 애로우(K. Arrow)의 경우 하사니와 달리 위험부담
을 고려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롤즈와 입장을 같이하나 평균기대효용 극대화
의 원리에 부가하여 위험부담을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최소극대화 규
칙의 설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롤즈의 견해를 반박한다.
비록 롤즈가 최소극대화 규칙 이외의 다른 대안들이 갖는 결과의 부당함
까지 조건으로 부여하여 자신의 논리가 완벽히 타당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롤즈의 견해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롤즈가
다른 대안들을 모두 다 생각해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롤즈 역시도
기존의 불완전한 이론을 토대로 자신의 선택지가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 만약 인간 존엄성에의 존중, 상대적 평등의 중요성, 공
리 극대화 등의 가치를 조화시켜 본다면,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서 표준편차
가 작고 평균이 높은 그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위험부담이 적으면
서도 이상적인 전략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도 가정일 뿐 이처럼
해법을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에 선택지의 다양성에 따라 무수한 다
양한 전략이 관여하게 되기에 종국에는 확실한 답을 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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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계약의 참여자들이 어떠한 전
략을 취할지에 대해 가정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가정이 섣불리 일반화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가장 선호할 전략에 대해서도 예상 또는 전제
함으로써 결과를 예측해보고 참고해 볼 수 있지만 전략은 전략일 뿐 그러한
전략대로 실제 사회현상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만약 전제로 삼
은 특정한 전략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공적인 일을 결정하다보면 예상치 못
한 부작용이나 결함이 발생하여 전략과는 무관한 결과를 빚어낼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자면 실제 당사자들이 어떠한 전략을 취할지에 대한 정당화 문
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러한 특정 전략에 입각한 결정을 할 경우에 현실적으
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아 최선의 선택임을 결과적으로 보
장하지 못하기에 합당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세대들 간의 정의에 대한 논의없
이는 불완전하기에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공정으로서
정의에 있어서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는, 이것이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
켜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기에 사회적 최소치(최저 생활 수준)를 결정하
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가 후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롤즈가 제시한 사회적 최소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평균치 증가에 따라 최소치를 점점 더 크
게 결정하는 방법의 경우 최소치가 평균적 부에 의존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
이 없고 분배와 같은 다른 관련된 측면들에 대해 간과하고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의 평균치 상승과 이에 따른 최
소치 향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 분산 개념의 도입을 통해 평균과
최소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분산
개념을 도입해 설명을 시도하더라도 분산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하는가와 관
련하여 분분한 견해들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관례적인 기대치에
의해 최소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관례적 기대치 자체가 타당한 경우를 말해
줄 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에 불만족스럽다. 마지막으로, 롤즈가 유력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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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한 것으로 차등의 원칙에 의해 최소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차등의 원칙에 의거할 경우 최소치가 평균치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어 매우
높은 최소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롤즈는 이 문제를 미래
세대에 까지 걸친 최소 수혜자의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한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just savings principle)으로 해결하고 있다.139)
그런데 이 원칙의 단점은 저축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한계를 규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140) 이러한 비율 문제는
계약론에서 세대 간의 정의 문제에 있어서 후속 세대들은 선행 세대로부터
이득을 보는 반면 선행 세대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연대기적 불공정 문제141)
를 야기하는데, 롤즈는 각 세대들이 선행세대로부터 일정한 몫을 받고 후속
세대에게도 공정한 몫을 남긴다면, 이러한 저축의 원칙은 원칙이 적용되는
최초의 세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들에게 이득을 주기에 저축의 과정은 일
단 시작되어 계속되기만 하면 모든 후속 세대들에게 유익함을 강조한다. 뿐
만 아니라 원초적 입장에서 아무도 자신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
는 까닭에 공정한 조정을 거쳐 채택된 원칙은 공정한 저축의 원칙이 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아무리 해결점을 모색해보려 해도 원
칙이 적용되는 최초의 세대들은 배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롤즈는
저축의 원칙에 대한 합의에서 합당한 정당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두 가지
전제(첫째, 당사자들은, 말하자면 적어도 그들의 보다 근접한 후속 세대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서 가족의 계통을 대표한다. 둘째, 채택된 원칙은
모든 선행 세대들에 대해 그들이 따랐기 바라는 바로 그런 원칙이어야 한
다.)를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저축의 비율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
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139) 롤즈가 제안한 정의로운 저축 원칙이라 함은 각 세대들은 문화와 문명의 장점들을 보존하고
이미 세워진 정의로운 제도들을 해치지 않고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각 시기 동안에
적절한 양의 실질적인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도출된 원칙이다. 이러한 저축은 기
계나 다른 생산 수단에 대한 순 투자에서부터 학문과 교육에 있어서의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140) 롤즈는 현재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의미있는 윤리적 제
한이 설정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도 않는다고 한다(Rawls, 1971: 286).
141) 헤르첸(Herzen)은 후속 세대들은 동일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선행 세대들의 노동으로부터
이득을 보기에 인간의 발전은 일종의 연대기적 불공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awls,
1971: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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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원칙을 선택함에 있어, 혹은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적 최소치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행위자
의 전략은 왜 고려되어야 하고 중요시되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사회계
약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합리성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롤즈는 정의론을 구상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조정, 효율, 안
정)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성을 하나의 중요한 가치의 축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의 맹점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취약하다는 데 있다. 전략으로서의 정의의 채택은 어떠
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애(人間愛)에 기초한 원칙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 합리성은 결국 자신의 꾀
에 자신이 속게 되는 잠정적 협정이라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합리성’의 의미를 진지하게 재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합리적인 결정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특정 선택 전략’을
구사하기보다 규범의 도출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합리적 고려란 (규범적으로 도출된) 이치에 맞게 선정된 절차
적 기준 혹은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존중하는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합리
적 관점이란 ‘자신이 처하게 될 위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나를 초월한
‘공적 이성’으로서 시민적 우정에 기초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마음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겠다는 관점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합리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동
의와 수용 여부’가 “사회계약”이 중시해야할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할 메타포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2)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공적 이성과 중첩적 합의 142)
142) 탄(Tan, K-C)은 개인이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형성, 추구, 개선할 자유나 자율성을
갖는다는 자유주의의 기본이념에 더 충실한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포괄적 자유주의
(Comprehensive Liberalism)이라며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정당화 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한
다(Tan, 2000). 그러면서 생명, 신체적 안정 등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적으로 침해하는
반자유주의(illiberal)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나 양성 평등과
같은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비자유주의(non-libera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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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바로 하버마스와 롤즈의 조우이다. 하버마스는 “Reconciliation through the
Public

Use

of

Reason:

Remarks

on

John

Rawls’s

Political

Liberalism(1995)”을 통해 롤즈가 제안한 ‘자유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이념의
성립 근거와 정당성’에 대해 반박하였다. 상기의 논문에서 하버마스는 롤즈
가 제시한 원초적 입장은 하버마스가 담론 윤리학에서 제시한 이상적 담론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미흡한 가정일 뿐만 아니라 지나친 추상화로 인해
롤즈는 증명의 부담을 이중으로 안게 되었다며 설사 공정한 판단이 담보될
수 없다 하더라도 무지의 베일은 모든 특정한 관점과 관심에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첩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인지적으로 타당성
을 확보하는 것과는 관련이 적어 결국 수준 낮은 차원의 정치적 안정을 도
모하는 데 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143)
하버마스의 비판 가운데 연구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바로 롤즈가 정
당성의 문제와 수용성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정
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롤즈가 제시하고자 했던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정당화 이론의 핵심(본질적 문제)을 찌르는 비판이다. 포괄적 교설에 입각한
합의에 의거한 『정의론』이 형이상학적 입장이라는 비판에 대해 롤즈는 다
원주의적 사회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 및 자기동일성에 대한
주장이나 보편적 진리에 대한 옹호가 아닌 “정치적 정의관”을 발전시켰다.
이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박정순, 2009: 59).
정치적이냐 형이상학적이냐의 구별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전개된다고 한다.
그 첫째는 철학적 의존성이며, 둘째는 정당화의 기준이며, 셋째는 적용의 범위이다.
포괄적인 학설은 인간적 삶의 가치와 인격적 덕목과 성격의 이상들을 포함하는 데
비해, 정치적 정의관의 특색은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정
치적 영역에만 논의를 국한한다는 것이다. 첫째, 정치적 정의관은 입헌민주정체의
응수가 결여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한다.
143) 이 외에 ‘정치적’ 맥락을 구분한 롤즈의 주장에 대해 매우 작위적이라며 도덕적 영역과 정치
적 영역의 구분은 뚜렷이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변증법적으로 보아야 하기에 두 가지 영
역을 작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도덕적 접근으로부터 정치적 접근으로 회피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롤즈는 자신의 정의관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나 사적 자
율과 공적 자율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하였기에 논쟁점으로
깊이 다루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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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사회구조, 즉 정치, 경제, 사회 제도라는 특정한 논의 주제를 갖는 도덕적
개념이다. 둘째, 정치적 정의관은 어떤 특정한 포괄적 학설도 수용하지 않는다. 정
치적 정의관은 그 자체로서 기본구조에 대한 합당한 개념을 제시한다. 셋째, 정치적
정의관은 어떤 포괄적 학설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 사회의 공공적인 정치적 문화
에 내재한 근본적인 직관적 신념들에 의해서 구성된다.

롤즈는 정치적 안정성을 획득하려면 포괄적 교설에 의지해서 정치적 문
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한다.144) 그리고 현대 다원주의 사회
에서 본질적인 공공선이 공유될 수 있다는 것에 확고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
며 사회적 합의의 대상을 정치적 영역 즉, 현대의 입헌민주주의 사회의 기
본구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로 한정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내세웠다.
이것은 롤즈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함에 있
어 정치적 삶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Rawls, 1993: 205-6)는 사실을 직시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 대신 진리 개념이 아닌 객관성
(objectivity)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이러한 객관
성의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awls,
1996: 110-116).
이를 위해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치적 담론에서 근본적인 가치
인 안정성의 획득 및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정치적 문제의 적용 범위를 사회
의 기본구조로, 논의에 참여 가능한 대상을 잠정적 협정에서 헌법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합당한 포괄적 교설로 좁히고, 정당화 방법을 포괄적
교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정합주의’에 기초한 ‘반성적 평형’145)으로 제한
144) 롤즈가 다원주의를 전제할 경우 어떤 포괄적인 학설도 정치적 정의관을 공적으로 수용가능
하게 할 기초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하여 그가 포괄적 교설이 중요하지 않
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는 민주사회시민들은 정치적 정의관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의관과
관련을 맺고 있는 포괄적 교설에 대한 견해를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물론 모든 개인의 정치
적 정의관은 그들이 가진 포괄적 학설의 관점에 입각해서 규정될 수밖에 없는데 롤즈가 지적
하는 바는 이러한 포괄적인 철학을 기초로 형이상학적이거나 인식론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의
추구를 통해 정치철학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형이상학
적 혹은 도덕적 질서에 대한 진리추구로서의 철학은 이론의 여지가 많은 주장을 내포하고 있
기에 많은 지지자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공유된 정치적 정의관의 기초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황경식, 1994: 36).
145) 롤즈는 중첩적 합의를 통한 정의와 선의 가능한 일치를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
에서 찾고 있는데 반성적 평형이란 방법론의 의미는 일반적 도덕원리와 이를 구체화하는 도덕
판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적 평형이다. 반성적 평형의 순환적 구조와 관련하여 정치관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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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정의관의 요소들은 포괄적 교리 내에 존재
하는 유사한 요소들과 분리되어 정당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공적 이
성146)과 많은 비공적 이성147)들이 구별되어야하며,148) 공적 이성이 그런 형
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149)
이러한 관점에는 기본적으로 포괄적 교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선관과,
정치관이 구분된다는 전제가 바탕이 되고 있다. 포괄적 교설이 변경된 개인
은 정치적 정체성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변할 수도 있
기에 설사 그들이 변하기 전후에 그들이 소유한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그대
로 가지고 있고, 소유물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도에
매여있기 때문이며 만약 그들이 반론권과 저항권으로 제도를 변경시켜야겠
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면 롤즈가 구분한 포괄적 교설과 정치적 자유 간의
구분은 엄밀히 말해 무의미해진다.
또한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정
당화의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설령 그러한 면에서의 보완

내용에 관한 하나의 견해로서 정치적 구성주의를 내세우며 이것은 만약 반성적 평형상태라는
것이 획득된다면, 일단 그것은 정치적 정의의 원칙들이 특정의 구성 절차의 산물로서 재현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Rawls, 1996: 89-90).
146) 공적 이성이란 중첩적 합의가 민주국가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이성에 기
초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국가권력의 승인을 거쳐 서로에게 규칙
을 부과하는 평등한 시민들에게 적절한 추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롤즈에 의하면 공적 이성은
첫째, 공중(公衆, equal citizens as a collective body)의 이성이라는 점, 둘째, 이성의 대상이
공공선(the good of the public)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라는 점, 셋째, 공적 이성의 본질과 내용
이 그 사회의 정치적 정의관이 표방하는 제반 원칙과 이념을 통해 공개적으로 실행된다는 점
에서 공적이다. 따라서 공적 이성이 부과하는 제약 사항은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핵심 내용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에 한정됨으로써 합당한 다원주의 상황에서 합의의 대
상을 ‘정의의 기본문제와 헌법의 핵심적 내용’으로 한정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합당한’ 포괄적
교설의 합의를 이루어낸다(Rawls, 1993: 215-216; 정원섭, 2009: 242에서 재인용). 이런 의미에
서 공적 이성은 무엇보다도 입헌 민주주의 체제에 적합한 이상적인 시민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롭고 질서정연한 사회가 시민들에 대해 요구하는 이상적 자격, 덕성, 혹은 능력을
나타낸다(김비환, 2009: 154).
147) ‘비공적 이성(nonpublic reason)’이란 ‘시민’이 아닌 교회나 동호회와 같은 특정 ‘자발적 조직
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할 때 지침으로 삼는 이성이다.
148) 롤즈는 헌법적 핵심 가치에 대해 심의할 때나 기회의 균등과 같은 배분적 정의의 기본사안
들을 규제하는 평등한 권리와 자유에 대항 심의할 경우 오로지 ‘공적 이성’만을 사용해야 한다
고 역설한다.
149) 롤즈에게 있어 이성의 틀은 ‘공정성’, ‘안정성', ‘다원주의', ‘헌법적 핵심가치'로 요약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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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의론』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 즉 형이상학 없는 정의론이 가능한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정원규, 2009: 188). 아니,
롤즈는 오히려 정치관에 독립적 추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출
발은 형이상학이 없는(포괄적 교설에 의지하지 않는) 정치적 정의관을 모색
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논의 전개과정에서 그러한 정치적 정의관의 한계-순
전히 정치적이고 절차적인 헌법적 합의는 지나치게 협소할 것이라는 사실
(Rawls, 1996: 166)-를 깨달으면서 정치적 자유주의가 지향해야 할 구체적
인 합의를 모색하는 중첩적 합의단계에서는 자유주의에 상통하는 포괄적 교
설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연구자가 보기에 중첩적 합의단계에
서 논의되는 합당한 포괄적 교설이란 결국 자유주의적 요소를 담지하고 있
음을 뜻하고, 이것은 곧 롤즈가 자유주의란 포괄적 교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첩적 합의 단계에서 합당한 포
괄적 교설에 기초하고 있듯이 자유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두고 볼 때 사
회의 기본구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합의가 요구되어도 롤즈
는 헌법적 합의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관에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합의
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첫째,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형이상학 없는 이
론이라고 볼 수 있는가? 둘째, 정치적 자유주의와 포괄적 자유주의를 엄밀
히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쟁점에 봉착하게 된다.
먼저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형이상학 없는 이론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롤즈는 중첩적 합의에 도달하기 이전에 헌법
적 합의 단계에서 입헌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논의의
참여 가능 대상을 ‘합당한 다원주의’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합당한’ 교설
을 판별함에 있어 형이상학적인 준거가 요구되기에 롤즈의 이론을 형이상학
적 담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롤즈는 헌법
적 합의단계에서 중첩적 합의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첩적 합의의 깊이
는 그 정치적 원칙과 이상이 정의에 의해 예시되는 근본적인 사회관과 인간
관의 개념을 사용하는 정치적 정의관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며, 중첩적 합의
의 넓이는 민주적 절차를 제도화하는 정치적 원칙을 넘어서 기본구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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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장하는 원칙을 포함한다며 형이상학에 기초한 합의과정인 것처럼 오해
하게 만드는 언급을 하였다. 분명 그는 형이상학 없는 정의론에서 출발하였
지만 그의 최종 도달점은 결국 정치적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재탄생한 형이
상학적 정의관인 것이다. 연구자의 판단에는 형이상학을 전제하지 않고 중
첩적 합의에 도달할 방법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마스 역시 중첩적 합
의의 내용인 정치적 정의관은 현실적 합의의 내용이 아닌 반성을 통한 개념
적 규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중첩적 합의는 합의의 내용이 이미 존재하는 경
우 그러한 합의를 공고히 하는 또 다른 장치로 기능할 수는 있지만,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차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고 지적한다(Habermas,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가 자신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형이상학적인 포괄
적 교설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역설하는 근거는 바로 자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절차적 방법에 의거하여 정치적 정의관을
모색해나가는 그의 독특한 접근 방법에 있다. 그가 비록 형이상학적인 정의
론을 목표하였을지언정 그 설득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형이상학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집단들이 공적 토론에 나가서 자
신과 다른 포괄적 교리를 가진 집단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채 ‘일방적 설득’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다수를 점하기 위해 정치집단
들 조차도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대중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정치관을 발전시키는 합리적 과정을
통해 정치관150)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롤즈가 생각한 형이상학 없
는 정의론이란 바로 ‘윤리학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인 자연주의, 직
관주의와 같은 정초주의적(foundationalism) 방식이 비판에 부딪치자 새롭게
시도되는 정합주의적(coherentism)방식으로서 롤즈가 제안한 반성적 평형
(reflective equilibrium)’151)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롤즈의 논리전개 방
식에서 순환논증의 방식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윤리학 정당화 방식은 이런
순환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반성적 평형 방법을 제안하였기에 태생
부터가 다소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52) 그리고 이러한 순환
150) 이러한 정치관들은 각 집단이 지지하는 원칙과 정책의 의미 및 함의를 설명하기 위한 보다
깊이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또 토론을 일반화한다고 한다(Rawls, 1996: 165).
151) 작은 따옴표 안의 글은 황경식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메일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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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조는 직관주의를 배격하고 윤리학 이론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을 수행
하고자 한다. 즉, 이는 특정 포괄적 교설에 의지하기 보다는 그 스스로 독자
적인 합당성을 구축할 수 있는 정당화 모델인 것이다.
구성주의적 정치관(a constructivist political conception)의 완전한 의미는 합
당한 다원주의라는 사실과의 관련성, 그리고 그 사회의 근본적인 정치적인 가
치들에 대한 중첩적 합의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사회에 대한 필요
성이라는 점에 있다. 그러한 정치관이 포괄적 교리들간의 중첩적 합의의 초점
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그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실천이성의
원칙들을 사용함으로써, 공정한 협력체계로서의 사회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로서의 시민들이라는 공적이고 공유된 개념들로부터 정의의 원칙들을 전개시
키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그러한 정의의 원칙들을 존중함에 있어서, 정치적으
로 말하자면 이들 스스로가 자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래서 어떤 의미에
서는 합당한 포괄적 교리와 양립할 수 있게 된다.
롤즈 『정치적 자유주의』 강의Ⅲ §1

롤즈는 공공적 정치적 정의관의 올바른 상(像)을 공고한 토대 위에서 정
당화하기 보다는 단지 그가 구성한 그리고 전제한 그러한 상이 수용되어야
만 하고 수용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정치적 구성주의라는) 그럴듯한 정
당화 방법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롤즈는 분명 실제 지향하고 있는 특정 방향을 전제하고 있고, 그
가 제안한 절차를 통해 암묵적으로 이러한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가정이 아닌 현실 상황 속에서 그가 생각한 이론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고민하지 않고 있
152) 롤즈 계약론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계약 상황에 설정된 장치를 통해 선택될 원칙들은 몇 가
지 형식적 제한 조건들(con-straints)을 갖게 되는데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될 원리들이 제약
받는 형식적 제한 조건은 일반성, 보편성, 공지성, 정당성, 최종성 등인데 이러한 제한 조건들
에 의해 이기주의가 배제된다. 이러한 형식적 제한 조건이 적합하고 타당한지의 여부는 정당
성 개념이나 도덕성의 의미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들이 상충하는 구성원들의 요구
들을 조정함에 있어 기본적 권리와 의무나 이득을 할당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
하게 하는가의 여부에 있다. 공적 이성의 우선성이라는 관념 그 자체는 합당함이라는 관념이
이미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적 이성의 관념은 중첩적 합의의 기초
가 되는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그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정원섭, 2009: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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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롤즈는 형이상학적 견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형이상학적 견
해를 정면승부가 아닌 정치적 영역에 한정된 절차적 과정을 통해 합리화하
고 수용하게끔 조장하였다. 롤즈의 구성주의의 폐쇄성에 대해 비판한 하버
마스는 공적 이성의 광장에서 ‘열린 논의’가 지속되지 않은 채 ‘수용’의 문제
자체에 천착하다보면 현실에서가 아닌 가능성의 상태로 수용된 것으로 ‘닫
혀질’ 수 있기에 결국 정당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의의 개념이 잘못된 의미로 ‘정치적’이어서는
안되며 잠정적 협정으로 유도되어서도 안된다며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내포하는 모순에 문제를 제기한다(Habermas, 1995).
한편 롤즈는 중첩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포괄적 교설로
사회적 합의의 대상을 한정하고 조건을 전제하고 들어가는데 다원주의 속에
포함될 자격을 갖춘 것과 갖추지 않은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결국
롤즈 역시 나름대로 특정한 형이상학적 규범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부합하
는 것만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롤즈의 견해는 합의의 결과로
중첩적 영역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첩이 되는 부분을 규범적 차원에서
정해놓고 이에 부합될 수 있는 철학적 종교적 원리들만을 다원주의의 대상
으로 하는 제한적인 논리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인 정치적 자유주의와 포괄적 자유주의를 엄밀히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롤즈는 그의 정치적 정의관이 철
학적 정당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화라는 제한적 기준에 의
거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자.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논의 대상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정당화 방법에 대해 비판적
인 시각이 많은데(Sandel, 1998) 연구자는 정치와 포괄적 교설은 상호 밀접
한 연관이 있으며 정치적 자유주의 역시 기본적으로 포괄적 자유주의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 둘은 분리해서 생각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이러한 반박에 대해 롤즈는 시민들의 도덕적 교의와 가치관이 중요
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정치적 정의관과는 별도
로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변호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다원주
의와 관련된 롤즈의 중첩적 합의에 대한 논의는 다원주의와 이성을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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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다원주의와 보편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제시하려
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박구용, 2004: 259).

3. 맥락주의 정치사상사 연구방법에 기초한 평가
앞서 롤즈가 어떠한 사고과정과 논리적 검토를 거쳐 ‘정치적 자유주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롤즈의 초기 이론과 후기 이
론 모두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롤즈의 정치 사상에 대한 분석의 마지막 단계
인 롤즈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시행하는 본 절에서는 롤즈의
최종적 입장인 『정치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 시대적 배경: 자유민주주의와 다원주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내포한 어떤 자연법 이론도 근대적 시각의 구속과 제
약을 벗어나지 못한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 민주주의 국가는 남미
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 급격히 증가하였
다. 특히 1989년부터 구소련 및 동구의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
고 냉전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전지구적인 민주주의로의 이행 현상이
나타나면서 1995년 말 민주주의 국가는 117개에 이르게 되었다(이종렬,
2009: 170). 이에 민주주의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아닌 현대 민주주의가 요구
하는 자유의 의미 및 공공선의 내용과 그의 실현에 합당하는 정당한 지배형
태가 요청되었으며 자유에 우선성을 두되 균등한 기회의 평등을 고려하는
롤즈의 이론이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롤즈의 조국인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지위와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월남전에 가담하게 되면서 정치, 사회적 쟁점으로 ‘의로운
전쟁’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문제
는 여권 운동과 동성애 문제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는데 이에 이러한 쟁
점들에 대해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요구되었다. 당시 영미철학
계에서는 (윤리학이나 정치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분석하고 논리적 오류나
타당성을 점검하는 작업에 몰두하는) 언어분석철학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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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하는 공리성의 원리에 의존하는) 공리주의가 만연하고 있었는데
이때 롤즈는 개인의 권리는 사회복지의 미명 아래 희생될 수 없음을 간파하
고 공리주의에 대한 그의 문제인식을 구체화하여 『정의론』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국가와 민족이 서로 소통하게 되었고 196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와 미
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 기초하여 진리
의

상대성,

혹은

진리의

불가능성을

내세우는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의 유행과 함께 근대적 합리성과 진리관도 뿌리부터 흔들
리게 되었다. 롤즈는 이러한 세계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거센 파도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또 다른 사회문화적 특징인 ‘다원주의’에 주목하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계급, 종교, 인종, 지역 등으로 갈라지는 이질적인 공동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기능의 분화와 전문화가 심화되었으며 종교나 전통에
근거한 권위에 따라 이익과 가치들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분명한 기준이 존
재하던 근대와 달리 이제 각 개인의 이익 그 자체가, 자기 삶의 주체인 ‘내
가’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다원화라는
변화는 더욱 급속히 진행되었다(이종렬, 2009: 173). 또한 매우 빠른 속도의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이전의 다원화된 사회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 갈등을 내포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다(이종렬, 2009: 168).
자유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는 서로 다른 삶을 추구할 합당한 근거를
지닌다고 보기에(Gray, 2000) 다원주의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153) 우리 사회
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제 정치철학 및 사회계약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다문화적 지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질적이고 다
양한 이해관계로 복잡한 현대와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조율되어야할 이
해관계가 무척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사회에는 종교적으로나 철
학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도 양립되지 않고 타협될 수도 없는 다양한 포괄
적 교설들이 민주적 제도의 틀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엄정식, 1998: 156). 이
러한 다원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전제할 때 각 개인의 계발과 계몽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상호존중이나 관용

153) 이러한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상호성의 제약 아래서 타인의 자율적 판단도 수용해야하는 한
편으로 판단의 책임자로서 개인의 윤리적 자율성 역시 받아들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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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가치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다원성이 증가해 가는 만큼 안정
성에 기초한 합의 가능성에 대한 타진 또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 제도 마련
에 있어 핵심적인 축으로 결합될 필요성이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한 롤즈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정치적 영역에 한정함
으로써 다원주의에 내재된 문화상대주의를 적극 수용한다. 그렇지만 문화상
대주의를 수용한다고 해서 정치적 영역의 가치상대주의까지 허용해야 한다
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롤즈는 그의 문제의식을 충돌하는 다양한 포괄적 교
설들 사이에서 ‘정치적 안정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새로이 가다듬었다. 그리
고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기본적 도덕 신념’이 아닌 ‘공
적 이성’을 통해 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한 (중첩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정
치적 신념’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질서 정연한 사회’를 재규정하였다.

나. 롤즈 이론의 의의와 한계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자신의 정의관은 이제 포괄적인 종교
적, 철학적, 도덕적 교설의 일부가 아닌 정치적 이론에 한정된 것임을 강조
한다. 이것은 롤즈의 독특한 정치 철학적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었는데 그
것은 바로 정치철학이 당면한 절박한 과제가 있다면 다양한 가치관과 인생
관, 세계관이 공존하는 다원주의의 사회에서 안전과 통합을 모색하고 보장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이라는 인식이다(엄정식, 1998: 163). 이
러한 정의관은 첫째, 입헌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구조를 위해 제시된 견해이
며, 둘째, 정치적 정의관을 수용한다고 해서 특정 종교적, 철학적, 혹은 도덕
적 교설을 함께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셋째, 민주사회의 공적
인 정치문화 속에 함축된 몇 가지 기본적인 직관적 관념에 의해 독립적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를 위한 합당한 견해로서 제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롤즈는 사회적 문제들을 이상적 절차를 구상함으로써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설정하는 공동체적 규범(정의관) 차원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롤즈의 사회계약은 공통적 정의관을 설정하는 도구로서 사
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에 대
한 적절한 분배를 정해 줄 특정한 원칙들의 체계(기본적인 사회제도 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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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본구조)를 설정하는 틀에 해당한다.154) 그런데 특기할 점은 앞서 전
통적 사회계약이론가들은 그들 각각이 설정한 자연상태나, 인간관과 같은
상황적 정황들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그것에 적합한 사회계약론을 제시한 반
면 롤즈는 사회통치구조의 이상적 형태를 미리 설정해 놓고 그에 부합하는
제반 여건들을 재상정해나가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한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롤즈는 그가 옹호하고 있는 이론,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입
헌적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부합하는 정치적 정의관으로 의도된 것이며,
‘공적 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질서정연한 사회의 시민성을 전제할 뿐 어떤
포괄적 학설을 전제하지도, 결론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155) 특히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 교설에 의지할 것을 포기
하고 정치철학의 역할로서 논의의 대상(사회의 기본구조 등)과 방법(정합주
의적 방식으로서 제안된 반성적 평형)을 제안하고 이러한 독특한 구도에 입
각한 계약을 통해 정의의 두 원칙을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의 예로서 제
시하고 있다. 롤즈는 포괄적 교설과 반성적 평형을 통한 중첩적 합의와의
차이는 대체로 말해서 범위(scope)와 접근 방식의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이
러한 구분을 중요시하는 까닭은 다원주의가 불가피한 사회에서 안정성과 사
회적 통합을 이루어낼 방도는 그들의 정치제도가 정의로운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정의관을 발견하는 것에 있기도 하거니와, 오늘날의 정치철학
의 과제가 완수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적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에 있
다는” 그가 내린 결론 때문이다(황경식, 1994: 34).156)
과연 정치철학의 과제가 정치적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에 있을까? 정의관
에 이르러야 할 몫은 정치철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다수의 국민
에게 있고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 현상 혹은 ‘정치’ 활
154)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 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정한 분배를 결정해 준
다(Rawls, 1971: 4-5).
155)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은 입헌민주체제의 기본구조를 위한 도덕적 견해이지만 특정 포괄적
교설에 구속되지 않고 정치적 정의관은 민주사회의 공적인 정치 문화 속에 함축된 기본적인
직관적 관념에 의해 체계화되며 그 자체만으로 기본구조를 위한 합당한 견해로서 제시된다.
156) 정치철학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롤즈는 첫째, 잠정협정과 같은 이해관계를 완충하
는 방식과 같이 세력균형을 통해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제도 구성의 지침이 되는 원리
를 추구하는 일, 둘째, 포괄적인 정의관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의 작업
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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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롤즈 계약론의 큰 체계와 관련하
여 주목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롤즈 사회계약론이 의
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점차적으로 계속 정치적 협력이 성공하면, 시민들은 점차 신뢰와 확신을 서로
얻게 된다. 이것이 중첩적 합의가 유토피아라는 비판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전
부다.
롤즈 『정치적 자유주의』 강의Ⅳ §1

1) 롤즈 이론의 의의

롤즈 이론이 가진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리주의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을 제기하며 계약론의 규범적 속성을 잘 끄집어내고 보
완하였다. 롤즈는 자신의 이론 역시 완벽한 설득력을 갖출 수 없다 할지라
도 민주주의 전통의 공통된 핵심의 본질적인 부분을 표현할 것이라는 신념
을 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간다. 그는 사회계약의
전통적 이론을 보다 일반화하고 추상화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이 전통을 지배
해온 공리주의에 비해 정의에 관한 보다 나은 체계적 해명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Rawls, 1971).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사회
계약론을 정치적 담론의 중심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그의 계약론의 합당성과
는 별개로 사회정의이론의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롤즈는 공리주의에 대한 자신의 이론의 탁월성을 주장한다. 고전적
공리주의에 있어서 제도의 정당성은 그 제도가 사회에 속하는 모든 개인이
만족의 최대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욕구 충족 극대화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원칙을 확장하여 정의란 집단의
복지라는 집합적 개념에 적용된 합리적 타산(rational prudence)의 원칙을
뜻한다고 본다(Rawls, 1971: 24).157) 이때 공평한 관망자는 모든 사람의 다
157) 공리주의는 개인 내적인 교환(intra-personal trade-offs)의 구조를 개인 간의 교환
(inter-personal trade-offs)의 구조로 전용(專用)한다는 관찰에 기초한다(강준호, 2009: 289). 개
인 내적인 교환이 한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하여 희생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만족 역시 희생한
대상에게 귀착되는 것과 달리 개인 간의 교환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수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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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욕구들을 하나의 일관된 욕구 체계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공감적
동일시로 다른 사람의 요구를 간접 경험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의 문제점은 경우에 관계없이 최대의 만족만 산
출할 수 있다면 옳은 분배가 된다는 환원주의적인 원리라는 점이다. 공리주
의는 개인 성향이나 선호의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공리주
의는 소수가 희생되더라도 다수 혹은 타인이 희생되는 소수의 이해보다 더
큰 이익의 총량을 누린다면 정당하다고 여기기에 타인이 얻게 될 더 큰 이
익의 총량(만족이 최대가 될 경우)에 의해 소수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손실
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되어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롤즈는 효용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공리주의에 일침을
가하며 일차적인 원리를 찾던 이전의 철학적 전통과는 달리 절차주의로 나
아갔다(이종렬, 2009: 175).158) 공리주의와 대변하여 롤즈 이론의 뚜렷한 탁
월성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이라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 중심적
인 특성에 있다. 즉, 롤즈의 이론은 공리의 극대화보다 정의관이 공정한 것
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준거와 관련된 ‘가치(옳음(義), 공정성)’ 논의가 보다
중요하고 또 현실적인 것임을 인지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159) 특히 공정성을 담지하기 위하여 롤즈가 제안한 원초적 입장의 가
정적 조건들은 사적 이익에 혈안된 인간의 사고를 공적 이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 있다.
둘째, 롤즈는 입헌주의를 옹호하면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설정
할 수 있는 구성주의적 방법에 대해 주목하고 정합주의적(coherentism) 방
희생한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나눠지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공평한 것이
다.
158) 롤즈는 공리주의가 개인들의 다수성이나 사회적 선택 원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함으로써 정의의 기초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
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또한 옳음을 좋음의 극대화로 해석함으로써 만족의 원천이나 성질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 공정성(정의의 우선성) 측면에서 가치가 없는 이론이라며 맹렬히 비판한
다. 공리주의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대조하며 설명한 내용은 『정의론』 제1장 6절에 상세히
담겨져 있다.
159) 정의의 두 원칙, 특히 차등의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의 직관적 호소력은 많은 학자들
이 인정하고 있듯 높이 인정 받을만한 것이다(정원규, 200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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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서 ‘반성적 평형’이라는 정치·윤리학 정당화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적 이성을 통해 합당성(공정성)을 중대하게 고려함으로써 규
범적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의 적극적 역할의 도출 및 실현에 기여
한 것이다. 특히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포괄적인 도덕적 교리가
아닌, 구성주의적인 정치적 정의관(a constructivist conception of political
justice)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윤리학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당화방
식인 자연주의와 직관주의적 정초주의방식이 비판에 부딪치자 새롭게 시도
되는 정합주의 방식160)으로서 롤즈가 제안한 반성적 평형에 입각한 정치적
구성주의로 나타나게 된다.
반성적 평형이란 모든 일반성의 수준에서 적절한 숙고와 평가를 통하여
설득력 있는 조정과 수정이 이루어진 후 선택되어질 원칙이 우리가 더욱 확
실하게 견지하는 정의에 대한 우리의 숙고된 신념과 합치하는 것인지 혹은
그것을 제대로 정교화한 것인지 등 그 선행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다.161) 롤
즈에 의하면 정치사회는 이성에 의거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획들의 우선순위
를 정하며 그에 따라 결정해 나가는 자체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결
정이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사회와 달리 민주사회의 국민
들은 평등한 시민들의 지위를 공유하는 집합체로서의 이성인 공적 이성에
의거하여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는 일을 수행한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롤
즈는 합당하지만 상충적이고 공약 불가능한 한 가지 이상의 포괄적 교설을
추종하는, 합리적이고 합당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이성162)에
기초하여 그들로부터 중첩적 합의로서의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동의를 이끌
어내고자 한다.163) 이러한 롤즈의 구성주의는 신(神)법에 의해 명기된 것도

160) 한 신념은 우리의 인지 전 체계와의 내적 정합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것으로 진리는 서로 연
관되어 정합적인 유기체를 이루고 있기에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 실존과 반
성의 전인격적인 문맥에도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가장 그럴듯한 사고와 삶, 그리고 지적으로
도 가장 적절하고 인간적으로도 타당한 사회관 및 세계관을 추구한다.
161) 반성적 평형 개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롤즈 『정의론』 제1장 4절에 제시되어 있다.
162) 공적 이성 개념은 양립 불가능하지만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의 중첩적 합의가 잠정적 협정주
의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롤즈가 마련한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박구용, 2004: 264). 공적
이성은 모든 정치적 문제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본질적 요건들과 기본적 사회적
정의관에 연관된 사항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163) 정치적 자유주의가 표명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단순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개인들만이 아
니라, 합리적이고 합당한 포괄적 교설로부터도 동의를 받고자 한다(박구용, 2004: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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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어떤 독립적인 도덕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이나 신념에 의거한
것도 아닌 민주사회의 공적 문화에서 추출된 기본 관념들로부터 구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구성주의에 해당한다(김비환, 1996: 10).
셋째, 롤즈 이론의 의의와 관련하여 자존감에 대한 그의 주장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정의의 두 원칙은 철저히 개인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롤즈는 이러한 자존감(self-respect)(Rawls, 1971: 178)을 통해 오히려 사회
적 협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한다. 자존감은 타인들에 의해 존중
받음으로써 자신의(혹은 우리의) 목적이 실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데 동일한 이유로 당사자들이 타인의 요구를 거부할 때에도 행
위의 근거를 설명함으로써 상호 존경의 의무를 통해 상호간에 자긍적인 자
세를 지니게 한다. 이로써 차등의 원칙을 통해 처음에는 다소 지나친 것으
로 보이던 것들도 정당한 해석을 얻을 수 있음이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은 소외감이 아닌 자신들의 가치감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합리적인 것이 된다. 게다가 이러한 정의의
두 원칙은 자존감을 유지하게 하기에 종국에는 인간의 상호 존중을 야기할
수 있다. 계약론적 입장에서 사회의 기본 구조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를 단
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해야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그
들이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게 될 원칙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Rawls, 1971: 179).
넷째, ‘정의의 두 원칙’의 정당화 방식의 독창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롤즈 정의론은 정당화에서 드러나는 여러 취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
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롤즈의 자유주의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자유주의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간에 자유주의에 대한 갖가지 도전과 비판을 매개로 해서 보완되고 재구
성된 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황경식, 1994: 24). 한편 몇 가지 한계가 발견된
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의관을 정당화하는 방법의 독창성과 정교함도 인정
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롤즈의 이론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
동체적 비전을 설정함으로써 이전 사회계약이론가들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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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롤즈 이론의 한계

롤즈의 이론에서 드러나는 한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
현실적인 측면이 많다. 1) 롤즈는 개인차를 제거하여 사리사욕에 벗어난 상
황에서 오로지 공적 이성에 의거하여 심사숙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
과정의 불공정성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하여 가상의 상황 속에서 계약이 진
행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는 정보나 사적 판단을 배제하여 공정한 결론이
이르도록 하는 구도164)로 좀 더 공정한 사회규범이 도출될 수도 있지만 ‘보
험의 원리(principle of insureance)’나 ‘신중성의 원리(principle of prudence)’
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박효종, 1997: 13) 정보에의 무지로 인해 사회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도출할 수는 없어 현실적 실효성이 떨어진다.165) 이에 대해
롤즈는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우선함으로써, 애초에 평등한
자유를 희생하여 얻을 수 있는 큰 이득을 욕구하지 않기에 문제될 것이 없
다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적 상황 속에서의 계약 개념은 계약
당사자들이 현실 속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고도 계약 당시 동의한 내
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참여하도록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166) 롤즈는 현실적 결과를 고려하였을 뿐 인간 욕구나 본성에 대해 철저
164) 킴리카는 무지의 베일을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직관적인 시험
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나은 지위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Kymlicka, 2006: 89)
165) 무지의 베일을 쓸 경우 우리 자신의 ‘특정한 이익(particular interests)’으로부터 차단될 뿐
아니라 ‘절박한 이익(urgent interest)’으로부터 또한 절연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박효종,
1997: 15).
166) 드워킨(Ronald Dworkin)은 롤즈의 가설적 계약은, 계약사항들을 시행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독립된 논거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러한 계약은 단순히 실제 계약의 한 희미
한 형태로도 볼 수 없고 계약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판한다(드워킨, 2010: 305). 롤즈의
해법이 공정하고 이성적일 수는 있겠지만 롤즈가 제시한 ‘동의’에 기초한 계약론적 구도는 가
상적 동의에 머물러 그의 논변에 실질적으로 보태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드워킨은 철저히 현
실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사실상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가상적 동의’라는 추정의 사실은
그것 자체로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두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사전적(antecedent) 이익 때문이기에(현재의 조건과는 매우 다른
조건 아래서 두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사전적 이익이 될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두 원칙을 현재 사용하였을 것을 정당화하였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이 걷혔을 때 어떤 사람
들은 평균공리의 원칙과 같은 다른 원칙이 채택되었을 경우에 실제(actual)이익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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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는 “욕구가 지극히 현실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현실에 적용 시 변질·왜곡된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고민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은 것이다. 2) 또한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 간에
‘사회의 기본구조’에 해당하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중첩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 역시 가설에 불과할 뿐 실제 그러한 정치적 영역
에 국한한 중첩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167) 설사 합당한
포괄적 교설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다원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치적 정의관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168) 햄프셔는 롤즈의 입장
을 정치적 합의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으로 도덕적 다원주
의는 민주주의적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대한 합의와는 양립 가능하나 그것
이 실질적 합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며 비판한다.169)
물론 롤즈의 가설적 계약 상황은 불확실성이라는 장치로 인해 불공정한
원칙들을 고려대상에서 확실히 제외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원초적 입
장의 개념은 그러한 입장을 취한 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적이고 무반성
적인 도덕적 신념들과 이런 일상적 신념들을 통일시키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구조 사이에서 “반성적 평형”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Rawls,

167)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헌법적 합의의 첫 단계에서 처음에는 잠정적 타협으로서
수용되었던 자유주의적 정의의 원칙들이 시민들의 포괄적 교설을 변화시켜 적어도 자유주의
적 헌법의 원칙들을 수용하게끔 유도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전까
지 합당하지 못했던 포괄적 관점들도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합당한 다원주의로 변화하게 되
며, 다시 중첩적 합의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데 설사 개인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일
치한 인생관을 조장하는 것이다. 정치적 담론들은 결국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과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
성설일 수 있기 때문이다.
168) 롤즈의 이론은 다양한 포괄적 교설을 지닌 시민들이 어떤 이유로 공적 이성을 존중하고자
하며 왜 중첩적 합의에 합류하고자 하는지 그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169) 이에 대해 코헨과 롤즈는 중첩적 합의가 단순한 절차적 합의 이상을 넘어선다고 해서 비현
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Rawls, 1995: 171; Cohen, 1994: 610). 코헨과 롤즈는 실질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절차를 정당화하는 일이 용이하다는 절차주
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을 거부한다(정원섭, 2009: 248). 롤즈는 세계관, 종교관 등 포괄
적인 가치관은 합의를 이루기 어려우나 다양한 가치관들에 있어 핵심이 되는 공통가치
(common values)에의 중첩적 합의도출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과제일뿐더러 이것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불가피한 최소주의적 전략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서로 가치관과 인생
철학을 달리하더라도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유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공통가치
혹은 핵심가치에 있어서 중첩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한 포괄적 가치관의 나머지 부분에 대
해서는 관용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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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48). 그러나 이러한 반성적 평형은 개인의 실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
다. 롤즈가 제시한 가설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자신이 현
재 속한 그 자리에서도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정한 사회 원리가 무엇이 되
어야 할지 충분히 판단 결정 가능하다. 개인의 실제 상황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공정한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은 현실 속에서 그러한 원칙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은 결국 가설적 계약을 부인하게 되
는 결과를 빚을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경험적 세계를 준거로 삼지 않고 가
상적 세계를 준거로 삼는 절차적 공정성은 공정성의 ‘충분조건’을 충족한 것
으로 단언하기 어렵기에 적실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박효종, 1997: 14).
둘째, 『정치적 자유주의』에 드러난 롤즈 이론의 가장 큰 한계는 자신
이 고안한 방법에 따라 사고할 때 합의의 초기 단계부터 지나치게 안정성에
얽매였다는

것이다.

롤즈는

작동가능한

정치관(workable

political

conception)은 반드시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
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정치적 정의에 관한 모든 문제, 혹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신 단지 묻고 싶은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만 만족스러운
해답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이 가장 긴급한 몇 가지를 간추
려내는 것과 같은 한정적인 접근은 오히려 정치적 지혜에 해당한다고 여긴
다. 정치적 정의관을 추종하는 이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쉽게 일어나
지 않도록 기본구조와 제도들을 고안하고 또한 명백하고 간단한 원칙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일반적 형태와 내용이 공적으로 이해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된다.
최선의 정치관이란 적어도 헌법의 본질적 요건들과 정의의 기본적 문제
들에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숙고와 반성을 지도해주는 지침
의 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정의관이나 중첩적 합의의 우월
성은 기타 다른 가치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나
롤즈가 표방한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입각한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샌들은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정의관에서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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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설을 분리시키는 롤즈의 기획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반론에 직면하게 된
다고 비판한다(Sandel, 1998: 196). 첫째, ‘정치적 가치들’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포괄적인 도덕적·종교적 교설 내에서 정치적 목적들을 분리시키는 것
이 항상 합당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둘째, 현대 민주 사회의 시민들이 다양
한 상충되는 도덕관·종교관을 견지한다고 해서 정의의 문제에 적용되지 않
는 도덕 및 종교에 관한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담보할 수
없으며 셋째, 시민들이 자신의 도덕적·종교적 이상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와 헌정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합당하게 논의할 수 없게 될 소지
가 있는데 이것은 공적 토의의 주요 차원을 배제함으로써 정치 담론을 허약
하게 만드는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합당성에 대한 검토는 ‘정치적’이라는 말의 의
미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라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공동생활의 틀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풍습이나 도덕 등의 자율적인 규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질서를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법을 동원하여 유지시키는 작용이다. 따라서 정치 작
용은 개인의 풍습을 포함하여 삶 전반을 지배하는 포괄적 교설과 분리될 수
는 없다. 정치는 삶 전반에 대해 관여하기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합의의 영역 자체를 정치적 사안에만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외된 이들의 권리 보전에 소홀할 가
능성을 높일 뿐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영역에 한정된 권리의 보장만으로는
장애인과 소수민족과 같은 약소계층이 자신의 입지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고려는 정치
적 영역에서의 합의를 넘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 교설에 기반을 둔 규범적 합의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170)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나 이것에 너무
얽매이거나 지나치게 고려하다 보면 애초에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잠정협정
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적 기준이 애초부터 ‘정치적 안정성
획득을 위한 합의의 용이성’에 의지된 채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안정성을 맹

170) 왜냐하면 정치적 평등에 천착할 경우 정치적 평등보다 더 인간 삶에 본질적인 필요로 다가
오는 일부 특수한 사적 영역의 평등을 실현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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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합의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규범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안정성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되겠지만 종국에는 더욱 견고한 안정성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롤즈는 어떤 제도에 있어서 다양한 권리 및 의무를 설정하는 구성적인
(constitutive) 규칙들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제도를 어떻게 최대한 이
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나 대책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구분 하에서 구성적인 규칙들을 선택함에 있어 인간 생활의 제1덕목으로서
지극히 준엄한 것으로서 정의의 우선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분명하고도 강력
한 어조로 피력한다(Rawls, 1971: 3). 그런데 이러한 준엄한 정의의 원칙이
합리성에 기준하여 전략적으로 도출됨으로써 그의 이론은 치명적인 문제점
을 안게 된다. 롤즈는 분명 계산적인 합리성보다 정의가 우선함을 강조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정의가 도출되는 근거는 정작 합리적인 인간관
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롤즈의 견해는 모든 원칙에 앞서 제1원칙
으로서의 정의가 우선성을 지닌다는 논리를 탄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
이다. 왜냐하면 정의를 추구하려면 가장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
로 판별해야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근거로 ‘가장 공정하게 합리적인 것
이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약점(맹점)을 개선한 공
리주의이지 그 기본적 틀이나 논리에 있어서 공리주의적 관점이 가지는 근
본적인 문제해결에 실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롤즈는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의의 원칙
을 가능한 완벽하게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계약 파기상황이나 대응 방안
을 마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계약이나 합
의된 정의의 원칙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보다는 정의의 원칙을 가장
이상적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충분한 이유 없이 평등한 자유가 제한되는 경
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롤즈의 입장은
계약의 파기상황이나 대응 방안의 마련에는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이에
그의 이론은 사회협동체를 분석할 때 ‘정의감’에 관심을 두고 ‘정의론’을 전
개하며 착취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박
병섭, 2009: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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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무론(The Obligation of Political Community)

연구자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적합한 대응을 하는 정치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사회계약론의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인간의 욕구에 대해 철저히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171) 기존
사회계약론에 대한 검토과정을 통해 계약론적(contractarian) 논변에서 발견
되는 근본적인 난제(難題)들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사회계약적 논변에
서 해결되어야 할 우선적인 난제는 바로 합의가 의무나 책무의 합당한 원천
이 되게 하는 근거, 더 일반적으로 말해 ‘계약이 정의의 설득력 있는 모형이
되게 하는 근거(황경식, 2006: 152)’에 대한 의문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
적 사고에 따르면 계약이나 약속의 권위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여건과 동기
화하는 이유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약속
이나 합의 사실만 가지고는 도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정당한 과
제를 줄 수 없다(황경식, 2006: 152). 따라서 단순한 협상적 합의로서의 사회
계약이 갖는 도덕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계약의 목적과 성격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Ⅴ장에서 정치공동체의 이상
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공동체의 이념으로서 도덕적 자유주의와 이념을 구
현하는 절차로서 연역적 방식의 구성적 사회계약에 의해 도출된 정치공동체
의 의무를 규정하는 ‘국무론’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정치공동체의 이상
“정치공동체의 이상”으로서 지향되어야 할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하기 앞서 옳음(right)과 좋음(good)이라는 윤리학에 있어서 두 기초 개념에
대한 대립적 논의를 사례를 들어 제시해 보겠다.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좋
음이란 어떤 것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그것은 선의 극대화로 생각하기 쉽겠
지만 롤즈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착각’일 뿐이라며 공리주의적 정의

171) 욕구가 지극히 현실적으로 파악·해소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상적인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현
실에서 변질·왜곡되기 때문이다.

- 169 -

관에 대해 확고한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Rawls, 1971: 24-25).172) 롤즈의 공
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는 효용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이란 상식적 신념에 해
당하는 것으로, 정치공동체란 자유롭고 평등하게 여겨지는 시민들 사이의
공정한 사회적 협력 체계라는 관념을 정치적 정의관의 출발점으로 간주한다
(Rawls, 1993). 이러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공리주의에서 지향하는 목적론
과는 달리 옳음을 기초적인 개념으로 설정하는 의무론에 해당한다.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같이 공적 필요에 따라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
게 요구되는 문제는 옳음과 좋음으로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 공리주의는 공
리를 증대시킬 수만 있다면 배제되어야 할 욕구와 성향이 어떤 유형의 것인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강제력을 동원하여 건립할
것이다. 반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는 평등한 자유권에 우선성을
두기에 공동체에 많은 효용을 가져다준다고 할지라도 주민이 반대하는 장소
에서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자제할 것이다. 여러 개인들의 요구체계
를 근본으로 공평한 관망자에 의해 구성된 욕구 체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
회적 자원의 효율화를 감행하는 공리주의와 달리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공
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선택하게 될 원칙에 의해 규제받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계에 해당하기에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최소수혜자를 최
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폐기물 건립 자체를 취소하거나 최
소수혜자에게 희생되는 권리를 보상해줄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제공함으로
써173) 핵폐기물 건립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핵폐기물처리
시설을 둘러싼 사례분석결과로 정치공동체의 이상을 규정할 수 있을까? 분
명한 점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인간이 이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한편, 정치공동체의 목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제이다.174) 인간본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추론을 통해 사회 속에
172) 공리주의와 같은 목적론적 윤리설에서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추구
되어야할 본질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정작 최고의 만족값을 계산할 때에는 만족의 원천이
나 성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 이러한 본질적 가치는 단지 간접적으로 관련되기에 착
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롤즈는 개인의 선택의 원칙을 사회로 확장한 것에 불과한 개인들
의 상이함이나 특이성을 중시하지 않는 공리주의의 입장을 부정한다.
173) 이 때 희생되는 권리는 다른 것들로 보상 가능한 대체가능한 권리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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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인간성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 연구
자는 이러한 인간 본성에 기초한 정치공동체를 관통하는 통치원리, 정치공
동체가 도달해야 할 본질적 목적으로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을 제시하고
자 한다. ‘자기실현’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성의 부담의 제약으로 인해 다원주의를 수용해야 할 것으로 롤즈는 해석하
고 있으나 연구자의 관점에서 다원성은 인간의 본성을 발현가능하게 하는
‘자기실현’의 가치에 대한 존중으로 인해 수용되고 존중되어야 한다.175)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하였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존엄한 목적
적 존재이자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가
운데 차별과 배제 없이 ‘스스로 지배’하는 민주정치의 주체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이종렬, 2009: 171).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공동체
는

‘자유(liberty)와

평등(equality)’,

‘인간

존엄성

추구에의

의무(an

obligation to human dignity)와 박애(philanthropy)’ 그리고 ‘정의(justice)’
개념을 이상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 다섯 가지 가치는 다음과 같이 서
로 연결된다.
루소는 자유를 ‘인간의 가장 고상한 능력’ 또는 ‘신이 준 가장 귀중한 선
물’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유는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절대적
인 가치로 나타난다(김용민, 2001: 107). 그러나 자유를 공동체 속에서 이상
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논의를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다. 공동
체 속에서 자유는 평등에 대한 논의가 접목되었을 때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
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한 개인의 자유가 증진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이
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자유의 개념은 평등과 분리되어 설

174) 공동체란 다수의 개인이 모여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질적 목적 없이 구성될 경우 갈
등의 소지가 많아 원만한 유지가 어려워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치공동체란 그것이
도달해야할 본질적 목적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치공동체의 본질적 목적은 객
관적 정황인 자연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인간성에 대한 분석과 전제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구
성되어야 한다.
175)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유롭게 자율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릴지언정 그 선택과정에서의 자
율만큼은 보장되어야만 하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택에 대한 저항권이나 철회권 역시 함께
보장되어야 하기에 국내외 모두에 있어 관용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서 (설사 자유주의를 채
택하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정치체제의 형태에 대한 선택은 구성원의 손으로 정당화되어야 한
다. 이때에야 예종을 택하는 선택은 자유를 버린 선택이 아니라 다만 자유에 대한 위임과 대
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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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될 수 없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개념을 깊은 고민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연결해서는 안되며,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내재된 본질적 속성과 함의를 주
목하며 논의해야 한다.176) 각 정치체제에 따라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개
념 차이로 인해 사회적 재화의 분배 양식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이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공동체의 이상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성 추구에의 의무와 박애, 그리고 그것
을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정의의 가치를 시민사회의 목적적 가치로 제안하며
이러한 가치들을 구체화하는 판단 기준은 인간 자율성177)에의 존중과 자기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방종’이 뜻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
다.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편협한 한 개인의 관점을 벗어나 ‘인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시대와 맥락을 초월하여 지
침이 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요구
(moral requirement)로 바로 인간 존엄성 추구에의 의무와 박애이다.178) 따
라서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보존시켜 줄 규범적 논의에 대한 지
속적인 포섭이 요구되며 국가와 시민은 인간 존엄성 추구에의 의무와 자유
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인종·종교·습관·국적 등을 초월하여 인격을
존중하는 인간애179)로서의 박애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야만 한다.
176)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자유로운 평등’이라거나 ‘평등한 자유’라고 칭하
는 것은 종국에 자유를 획일적 평등으로 묶어두게 되거나 혹은 자유나 평등이 가진 무한한 가
능성들을 서로 제약하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의 가치는 모두 중시되어야 하면서도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내재된 본질적 속성과 함의가 무
엇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뒤이어 제시할 정치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목표인 인간 존엄성 추구에의 의무와 박애의 정신 그리고 정의에의 요구 등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177) 자유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비록 자율성이란 가치를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김비환, 2001: 185). 롤즈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자율성
을 주로 가치관을 채택·형성·수정하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노직과 같은 다른 자유주의
자들은 자율성의 다른 측면, 곧 자신의 몸과 재능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한다.
178) 사회계약이론은 태생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전제하며 개인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들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박애의 가치에 의해 옹호될 수 있다.
179)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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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회부적응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의미도 있지만 개인의 자율적 영역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특히 경제적 독립에 있어서) 주인이 되
어야 함과 동시에 사회계약의 당사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180)
따라서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평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소중한
권리가 희생되지 않도록 인권 보장을 기본적 과제로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침’으로 박애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
유와 평등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는 구체적 ‘방법’으로 정의가 요구된다. 정
의는 뿌리 깊은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성과 사회구조적 문제 극복을 위한 원
리로서 작용한다. 정의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적 도덕원리라기보
다는,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하나의 관점으로 파악되기 시작했다(전제아, 2001). 즉, 정의란
사회관계 설정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다. 이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공동체가 처한
여건과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 맥락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
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룩함에 있어 재화의 희소성으로 인해 여러 관점
이 대립되게 되는데 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달해야할 수준
에 대한 정립은 그 여건을 고려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공동체의 이념으로서 도덕적 자유주의
앞서 제시한 시민사회의 이상적 목적을 실현시켜 줄 공동체의 이념으로
서 도덕적 자유주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롤즈의 포괄적 교설에 관한 논의
를 잠시 다시 불러오고자 한다. 왜냐하면 연구자는 정치공동체의 이념을 도
덕적 자유주의라는 하나의 포괄적 교설에 의거하여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이
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롤즈의 정치학와 철학과의 관계, 정치학과 포
괄적 교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면 정치적 정의관과 포괄적
교설은 일치하는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되 정치적 안정성 획득을 위한 공감
된 토대 마련을 위해 논의의 대상을 정치적 영역으로 한정하고 포괄적 교설
180) 단, ‘누구나’의 의미는 인지적 장애가 없는 성인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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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고 판단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도덕
적, 종교적, 철학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담론을 자제해도 괜찮을까, 아
니 자제해야만 하는 것일까?
연구자는 이러한 롤즈의 견해에 반대하며 오히려 정치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이념적 포괄적 교설로서 도덕적 자유주의를 선정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
서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안정적임을 제안한다.181) 롤즈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종교적, 형이상학적 신념을 포기하게 만들 필
요는 없으며 단지 공적인 정치적 사유에 가담할 경우에 한해서 개인은 자신
이 가진 형이상학적 신념에 대해 거리를 두고 판단 중지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인정 및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규범이 존재하기에 신중히 선정된 핵심적 가치를 담
지한 최소한의 포괄적 교설에 대한 수용은 요청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이 없이 정치적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
다.182) 이러한 접근 방식이야 말로 전략적 제휴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중첩
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비합당한 포괄적 교설을
따르는 이들이 공동체적으로 도출된 보편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괄적 교설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동체의 발전과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 인간의 삶, 공동체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교설로서의 규범
적 원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결함을 내포한 포괄적 교설을 배
제한 채 합당한 포괄적 교설만을 대상으로 중첩적 합의를 이루고자 한 롤즈
의 시도는 현실의 다양하고 골 깊은 갈등 관계 속에서 중첩적 합의의 탈을
쓴 전략적 제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연구자는 사회계약의 기반으로서 도덕에 관한 추종과 함께 자유주
의를 표방하는 ‘도덕적 자유주의’를 포괄적 교설로 인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전제로서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만, 도덕적 자유주의라는 포
괄적 교설이 독단적 교설이 아닌, 롤즈가 그리도 강조하였던 ‘정치적 안정
181) 롤즈가 그의 정의론을 탈형이상학적 원칙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의 가능한 한 가지
포괄적 교설의 형태로 제시하였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형이상학적 주장을 포기할 필요도 없
었고 정당화와 관련하여 여러 난맥상을 드러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정원규, 2009: 198).
182) 이런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롤즈의 ‘중첩적 합의’는 합당한 포괄적 교설을 전제하고 다원주의
의 논의를 출발하는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포괄적 교설로 인해 발생하게 될 정치적 불안정
성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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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획득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소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 이
에 연구자는 ‘도덕적 자유주의’를 한 대안으로 제시하되 ‘자율’, ‘책임’, ‘존중’
의 가치를 통해 다른 포괄적 교설들을 포섭할 여지가 큰 ‘메타적인 포괄적
교설’로서 기능할 수 있게 “거듭”나야 함을 제안하며 이러한 도덕적 자유주
의의 구체적인 성격과 함께 도덕적 자유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적·제도
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가. 자유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도덕적 자유주의
17-18세기 유럽에서 형성된 모든 사고와 행위의 중심에 독립되고 분리된
개인을 둔다는 독특한 개인주의 문화의 소산으로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지나치게 억압했던 봉건질서와 절대권력에 대한 저항
으로서 탄생하게 되었다(Rosenblum, 1987: 161). 자유주의 논변들이 공유하
는 핵심 사상은 인간의 한정된 지식과 이해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장
잘 발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우리는 자유가 보장되는 형태의 사회와
정부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Gray, 2009: 241-242). 그런데 이러한 자
유주의에 대해 공동체주의자 또는 비(非)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이론이
존재론적으로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함은 물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절대
적인 도덕적 원리로 삼음으로써 공동선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현대사회의
도덕적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공동체주의자가 지적하였듯이 자유주의적 개인은 타인들과 동화될 수 없
는 구분된 존재로서 확실히 분리된 개체성(individuality)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들에 대해서 극히 제한된 접근만을 허용한다. 자유주의가 개인주의적이
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절대적인 도덕적 원리로 삼는다는 지적은 사실이
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 그 자체의 파괴를 최종적 목표로 삼은 아니다. 다
만 자유민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 자
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통해 삶을 영위할 때에 보다 가치 있고 인간다운 삶
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열망의 표현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열망과 공동체주의자가 우
려하는 도덕적 황폐화를 방지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정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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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도덕적 논의가 제외된 채 제도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실효성이 적을 뿐더러 공허하다.183) 도덕적 자유라 함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추종하되 자유로 인해 발생하게 될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도덕’에 입각하여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가 사회에 주
는 효용과는 별개로 자유가 주는 해악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자유는 어떠한
관점에서든 규제될 것이 요구된다. 이에 연구자는 자유에 대한 제한 근거로
서 ‘도덕’에 주목하였다. 자유가 아무리 소중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인간 생
존권을 포함한 그보다 더 절박한 요구나 더 의미 깊은 가치에 앞서는 권리
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더욱이 타인에 대한 피해를 정당화하는 가치로 합리
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정치 구도는 도덕을 고정된 것으로, 정치를 협상가능한 것으
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고정된 것으로서의 도덕은 협상의 범위를 한정지
어줄 수 있다(Newey, 2010: 463). 이처럼 도덕적 자유주의라 함은 자유와
도덕은 함께 고려될 때 그 의미가 제대로 실현된다는 관점에서 평등 및 기
타 규범적 가치와 조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구도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논증
은 도덕과 자유가 대립된다는 생각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양자 간에 분
명 긴장은 있지만 둘 간의 긴장을 조율하는 장치들로 인해 더 나은 도덕성
과 자유의 가치에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주의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자유주의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정치
행위 주체)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원적인
가치들 사이에서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이해관심을 ‘자율’, ‘책임’ 그리고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 도출된 의사에 의무감을
가지고 실천할 것을 지향하는 정치사상이다.184) 도덕적 자유주의의 가장 중
요한 본질은 ‘도덕’과 ‘자유’의 개념에 있다.
183) 정치 이론에서 자유에 대한 논의는 항상 윤리 및 가치와 사회에 관한 광범위한 이론들과 관
련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학자들이 자유주의는 논쟁적인 형이상학
이나 인식론적 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다(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Liberalism]).
184) 이때 앞서 제시한 최소한의 규범적 관여(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에의 의무와 박애, 그리고
정의에의 요구)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사회경제적 여건과의
관련성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기에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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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이라 함은 국민이 자유를 향유하기에 앞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자유에 부과된 ‘의무’ 개념을 함축한다.185)
이러한 의무 개념은 칸트의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편성은 도덕의 중요한 검증의 도구이자 절차, 형식으로 기능한다. 보편적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들이

바르게

이해된

자기애(enlightened

self-interest)를 추구해야 하고 때때로 자기 이익을 초월할 의무도 감수하
며, 공적인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고 ‘책임’ 의식과 ‘존중’의 정신을 가
질 뿐만 아니라, 사적인 안락함과 공적인 선을 조화시키도록 고무받아야 함
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시민의 도덕성이
외부적 강제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의거한다는 점이다. 의무는 자유를 전제로 하며, 자유라는 개
념과 의무라는 개념을 하나의 군집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만 의무라는 개념이
명확해질 수 있다(이종은, 1983: 26-28). 즉, 개인적 행복과 공공선에 대한
개인의 참여 및 공공선의 조화는 개인에게 강압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치 과정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권리를 행
사한 결과로 도출된 민주적 권위에 입각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도덕적 자유주의에서 ‘자유’란 도덕의 제한을 받는 자유를 의미하며 도덕
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사생활과 공적 생활에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발전해왔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
한 존재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이성에의 존중과
독특한 개인성에의 존중은 자유주의적 관점과 지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는데 자유주의라 함은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유주의
적 가치를 표방하는 일종의 포괄적 교설에 해당한다.186) 이처럼 공적 영역,
185) 하트(H. A. L. Hart)에 의하면 obligation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데 비해 duty는 어떤 지위,
신분 또는 역할에서 나오고 obligation은 어떤 특정인에게 지워져 있다(Hart, 1967: 63-64). 한
편 John Rawls는 obligation을 지위나 행동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요구
인 자연적 의무와 구별하였는데 롤즈가 제시한 obligation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Rawls, 1971:
113-114). 첫째, obligation은 반드시 혜택을 받을 것이 전제될 필요는 없으나 약속이나 계약과
같은 자발적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며 강요된 약속은 시초부터 무효라고 하였다. 둘째,
obligation의 내용은 항상 규칙이 요구하는 바를 규정하는 제도나 실천에 의해 규정된다. 마지
막으로 obligation은 통상 특정한 개인, 즉 공동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는 이들에
게 있다.
186) 롤즈는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주의를 정치적 영역에만 한정함으로써 애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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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영역 모두에서 도덕적 자유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의해 포괄적으로 통
합되기에 도덕적 자유주의자(자유주의적인 공화주의자)들에게 사적인 삶의
원리로서의 포괄적 교설과 공적인 삶의 원리로서 정치적 원칙 간에 심각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187)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
공동체는 진정한 가치공동체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덕적 자유주의는 ‘자율’, ‘책임’, ‘존중’의 가치를 표방
하고 존중한다. 이 세 가지 가치개념들은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가 발현되는데 이들 각각에 대해 연구자가 부여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
다. 먼저 자율이 뜻하는 바는 바로 자발성과 주체성이다. 이러한 자발성과
주체성을 통해 타율이 아닌 ‘자율’적 의미의 도덕이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자발성과 주체성을 실현가능하게 해주는 인
권과 같은 천부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줄 것이 요구된다.
‘책임’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정치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의 행동은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개인의 모든 선택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기에 개인
이 특정 선택을 함에 있어 그러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실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책임이야 말로 자유와 도덕
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존중의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가치로 ‘이
성적인 존재는 모두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다른 이성적인 존재를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다루어서는 안되고,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칸트의 두 번째 정식과 일치한다. 타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은 선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것이
곧 그들에게 아무런 제약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유주의 이외의 포괄적 교설을 포섭하려 하였지만 이러한 접근은 태생적으로 한계에 이를 수밖
에 없다. 왜냐하면 그가 ‘합의’와 ‘동의’에 기초한 사회계약론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롤즈는 이
미 개인의 자기결정 및 자율성을 중요한 가치로서 전제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전통(황경식,
1994: 24)을 포괄적 교설에 준하는 위상으로서 전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187) 자유주의자들은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대체로 자율성이란 인본주의적 가치에 중요한 지위
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내포하는 자유주의적 정치도
덕에 잘 부합하기에 자유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적인 가치관과 공적인 삶의 원리 간에
심각한 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김비환, 2001: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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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가할 때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불가피한 제약인지 따져보아
야 하며, 이러한 판단을 할 때 개인에 대한 규제나 간섭이 모두에게 정당화
될 수 있는 원리인지 즉, 보편성을 갖추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함을 뜻한
다.188) 이로써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각양각색의 개인이 모인 공동체
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존중의 가치는 희소성이
없는 (혹은 적은) 정신적 영역에서 만큼은 절대적 평등에 도달할 수 있기에
자유와 평등을 조화가능하게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특수
성과 맥락 혹은 상황적 속성에 민감하고 근본적으로 특정한 사람들과 갖는
관계성에 관심을 가지는 배려189)와는 달리 존중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처럼 자유를 구속하는 근거는 국가 권위 보다는 자유를 구속할만한 보
편적 토대 즉, 도덕에 대한 정당화와 관련 맺게 된다는 것이 도덕적 자유주
의에서 지향하는 기본 관점이다.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장치는 바로 이러한 “자율적 통치구조, 개인성에의 존중, 책임”의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에 토대를 둔 정치공동체가 바람직한 시민사회로 거듭나게 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도덕적 자유주
의에서 추구하는 정치관의 핵심 요소이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서의 담론과는 달리 정치철학에서 논의되어야 할
‘도덕’의 의미는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하나 개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영역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하는 한편 공동체
전체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함께 협력해야 하기에 사적 영역과 달리 더
엄정한 의미의 구속과 제한이 요구된다. 정치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평화와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은 그러한 평화와 질서가 유
188) 이러한 과정을 올바르게 구성해야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이 적극적 자유 개념에 대해
우려한 모든 자의적 척도와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189) 나딩스(Nel Noddings)는 배려가 평등의 문제에 대해 더 깊고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고 제시하였다(나딩스, 2007: 32). 나딩스가 배려자와 피배려자는 ‘상호적’으로 의존한다고 반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나딩스, 2009: 서문), 배려는 배려의 순간에 배려자와 피배려자라는 수직
적·종속적 구도를 만듦으로써 불평등한 관계를 조장한다는 점에 대해 부인될 수 없다. 또한
배려는 피배려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자세를 견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적 자유주의와 갈등을 빚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나딩스도 인정하고 있듯 윤리적
배려는 피배려자와 배려자의 관점 차이로 인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나
딩스, 2009: 서문). 배려 윤리의 가장 큰 단점은 피배려자가 자신의 역량으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성장의 동인을 주체적으로 구축하도록 조장하기보다 도덕적 책임을 배려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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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행복을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
로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황경식, 2006: 89). 이에 정치적 영역에서는 자율에
기초하면서도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완
성시켜줄 공동체적 규범에 기초한 통제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통
제 장치를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 및 그러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시민사회를 이끌어나갈 통치체의 역할을 규정해 줄 이
상적 국가 목표(지배질서의 근거로서 공동체적 비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90)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정당화되는 ‘도덕적 자유주의’는 정치 안에 혹
은 자유 안에 내재된 도덕적 가치들인 ‘자율’, ‘책임’, ‘존중’의 가치를 기반으
로 ‘자유’와 ‘평등’의 이상적 조화를 이루고 ‘인간 존엄성에의 추구’와 ‘박애’
및 ‘정의’와 같은 다른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다
양한 합당한 포괄적 교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메타적 포괄적 교설(a
meta-comprehensive doctrine)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도덕적 자유주의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자유주의
의 분화와 관련하여 철학적·도덕적 토대 측면, 가치관 측면, 발전 동인 측면
의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된 자유주의의 분류에 관해 간략히 짚어보
고 이러한 틀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할 정
치 원리로서 도덕적 자유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형태를 나타내는지 규
명하고자 한다.191) 첫째, 자유주의는 그 관점에 따라 17, 18세기 자연권 사
상에 기초하여 형성된 ‘자연권 자유주의(natural rights liberalism)’, 칸트의
190) 정치·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자연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원
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팽배하여 경제적 약자들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안녕과 꿈을
앗아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자연법은 추상적이어서 복잡한 경제 구조 하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오늘날
시민사회에서는 자연법을 구체적인 상황에 부합하게 재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다
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실제적인 판단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법 해석자보다는 현명한 판단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민들의 ‘구성적 역할’을 강조할 뿐 구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하나의
도덕원리 혹은 사회정의원리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191) 자유주의 사상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우리는 자유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다양한 분류법들에 기초하여 자유주의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이
해해야 한다. 이하의 자유주의에 대한 세 가지 분류 방식은 김비환(2004)에 제시된 내용을 바
탕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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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개념과 도덕 철학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무론적(칸트적) 자유주의
(deontological liberalism)’, 그리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한 ‘공
리주의적 자유주의(utilitarian liberalism)’로 구분된다.192) 둘째, 가치에 대한
자유주의 이론의 구분으로 기본적으로 옳음에 관한 주장이지만, 개성의 발
현과 자율의 실현을 선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선과 가치에 관한 이
론이 전제되어 있는 객관주의 이론인 ‘완전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193), 각
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하고 통약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도 개인
상호 간에 올바른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다원주의’에 기초한 자유주
의194) 그리고 개인의 경험의 차이로 인해 가치가 다양하다고 주장하는 측면
에서 다원주의와 차이를 보이는 ‘주관주의’를 따르는 자유주의가 있다.195)
세 가지 입장은 각각의 합리적 개인이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
다고 전제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셋째, 발전 동인의 측면에 따라 자유주
의 전통은 자유라는 이상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자유주의 이론과 실제가
진화되어왔다는 ‘이상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는 ‘자유’의 실현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악들을 제거하고 완화시키는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자유주의의 질
서의 진화를 설명하는 ‘실용주의적’ 자유주의 입장으로 분류, 설명할 수 있
다. 도덕적 자유주의 모델을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분류기준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관점에 있어서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가치관 측면에 있
어서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 발전 동인 측면에서 이상주의적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196)
192) 그레이의 구분을 반영한 것이다(Gray, 1986).
193) 라즈(J. Raz), 누스바움(M. Nussbaum), 갈스턴(W. Galston)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자유
주의자들은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주창하며 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옹호는 일정한 (자유주
의적) ‘가치’에 대한 헌신과 충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삶을 의미
있게 하는 더욱 실질적인 가치(목적적 가치)와 결합시킬 수 있는 목적론적 자유주의를 옹호한
다(김비환, 2006: 58). 왜냐하면 어떠한 체제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가치판
단과 선택을 전제하고 있기에 어떠한 체제도 가치중립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4) 롤즈로 대표되는 다원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질서를 가치중립적인 방식으
로 정당화하거나 옹호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는 모든 개인들과 집단들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의 우열이 없이 선호에 따라 선택의 대상이 결정되고, 덕성의 내용이 되는 도덕성과 가치
는 상대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95) 이 분류는 스탠포드 철학사전(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의 ‘Liberalism’부분에 제
시된 구분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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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덕적 자유주의와 사회계약론 그리고 숙의민주주의
도덕적 자유주의를 표방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메타적인 포괄적 교설로
서 개인과 사회가 지향해야 할 형식적 규범을 제공해 줄 뿐이다. 개인의 행
위는 상호 영향 관계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귀착되기에 개인 영역의 자유보
장에 앞서 바람직한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장효민, 2007: 41). 따라서 각각의 고유한 정치공동체들은 공동체의 과거 역
사와 현재 구성원들의 열망을 어떤 식으로 조정·통합시키느냐 하는 것과,
그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들을 어떻게 동원·생산·분배할 것이냐
하는 ‘정의’와 관련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김비환, 2002: 23).
정의는 특정한 종류의 도덕적 판단, 특히 보상과 처벌의 배분에 대한 도
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앤드루 헤이우드, 2007: 236) 통치가가 그 사
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및 가치로 여겨온 개념이다. 사회적으
로 정립된 도덕적 판단 규범적 토대인 자유를 제한할 ‘정의’의 정당화의 책
임은 자유를 특히 강제적 수단을 통해 제한하고자 하는 통치체(정치적 권위
와 법)의 몫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정치 이론의 주된 담론은 ‘정치적 권위
(혹은 이들이 추종하는 정치 원리)가 정당화 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정
당화 가능한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Liberalism]). 그리고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 동
의에 의거하여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성적으로 결정하고 합심하여 실
196) 연구자는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하는 ‘자율적 도덕성’의 본성을 무시하고 사회 혹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이 도덕적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국가의 인위적인) 간
섭은 도덕적 감정의 발로와 신뢰의 문화의 형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익의 추구에 의해 산출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
중적인 결함의 위험성에 유념하고 있다. 다만 연구자는 공동체주의자들이 말하는 공동체의 와
해에 대한 우려보다는 (물론 이 문제도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로서) 지나치게
고립된 개인상을 전제함으로 인해 개인이 맹목적으로 사익에 집착하는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
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경계할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중첩적 합의의
형태가 아닌 ‘자유주의’라는 포괄적 교설에 입각하되 ‘메타적’인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의 포용 여지를 넓히고 동시에 고립되어 진정한 가치에 대한 추구를 게을리 하
는 인간을 경계하고 도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자율적 선택이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면서도 ‘책임’과 ‘존중’의 정신을 강조하는 ‘도덕적
자유주의’를 이상적 정치체제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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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다는 자율의 가치를 담지하면서도 개인과 통치체 모두에 구속적인 효력
을 가지는 사회계약적 구도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지배하는 자는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 지속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에서, 그리고 지배받
는 자는 자발적인 복종을 결정하면서 자신들이 ‘왜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치철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로
군림해온(이상익·강정인, 2004: 83) ‘정치적 정당성’ 문제가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이상”을 구현하는 국가를 실현함에 있어 지향하고 추
구되어야 할 형식적 가치 규범은 규정되고 제안될 수 있으나 이러한 가치들
을 조화, 조율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구체화하고 적용하는 것은 각 정치 사
안에 참여하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의 몫이기에 정치공동
체의 정치적 결정은 사회계약적 구도에 입각하여 자발적 동의라는 조건에
의해 구속받아야만 한다.
연구자는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정치공동체 모델로서 관용의 폭이 넓은
메타적 포괄적 교설을 담지하고 있는 도덕적 자유주의를 실현하는 의사결정
형태로 하버마스가 주창한 ‘담론윤리’를 근간으로 정치적 정당화뿐만 아니라
철학적

정당화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197)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의 도덕적 자유주의는 파편
화된 개인을 양산하는 자유지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원화된 공동체 내
의 연대성과 참여를 강조한다.198) 이러한 도덕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국가는
개인이 가진 기본권을 보장해주며, 국민 역시 국가공동체의 결정에 비판적
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이후에도 협력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역할
197) ‘심의’민주주의 혹은 ‘심의적’ 기능에서 말하는 ‘심의(deliberation)’란 정치적 문제에 대해 ‘공
적 이성’에 의거하여 검토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숙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는 투표, 서로 다른 이익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이익결집, 그리고 헌법상의 권
리가 아닌 숙의에 있다는 것이다(Dryzek, 2000: 1-7). 심의는 로크의 대의제와 같이 자연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검토의 성격이 강한데 연구자는 옳고 그름에 대해 주체적으로 ‘숙고’하여 판
단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숙의민주주의는 ‘이익결집’ 모델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합법성과 함께 절차에도 고려되고 반영
되어야 할 가치로서의 ‘실질적 원리(substance)’가 있다고 보는 민주주의 절차주의 이론이다.
198) 이러한 연대성은 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공동체적 관심을 공유하는 것
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문화적 정체성과 같은 공동체주의적 사고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도
덕적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적 관심이란 독립적인 자아실현에서 더 나아가 단지 공동
체 구성원으로서 수동적·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시민적 덕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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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민’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은 마련되어야 한다. 숙의
민주주의는 개방된 정치 구조 속에서 참여의 공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논의와 반론 제기를 중시함과 함께 숙의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의
주체적 역량199)을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정치적 참여 공간은 다양한 이해
관계들이 공적 영역에서 의사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합의의
내용을 공적 영역에 드러내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
연스럽게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숙의민주주의가 대의제적 속성과 참여민주주의의 속성
을 모두 담지할 수 있으나 다만 주의할 점은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어떤 형
식을 더 강조하든 선호집합적 민주주의(aggreative democracy)200)로 전락하
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민의 의사가
어김없이 공공선을 지향할 수 없는 것처럼 대의제 역시 어김없이 공공선을
지향하지만은 않는다. 숙의 과정은 대중의 선호를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
라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참여민주주의가 인민들
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치문제를 심의함으로써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라면, 대의제만으로 숙의민주주의의 기
능을 다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의 기대에 불과한 것이다. 보다 완벽
하고 안전한 숙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대의제와 참여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동전의 양면의 관계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대의제는
심의성과 숙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뜻과 함께 의사를 대리하는 의미도 분명
존재하기에 대의제와 참여민주주의의 관계가 대립적이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99) 숙의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정치적 결정이 다수가 선택한 선호로서의 이익결집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그들에게 정당화될 때 받아들인다(이종렬, 2009: 177).
200) 선호집합적 민주주의란 대중의 선호를 단순 합산하는 것으로 집합된 선호를 실현하는 것을
공공선으로 전제하고 있다. 공공선이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형성되고 발견되는 것으로 선호집
합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수준의 공공선 개념은 단지 이익갈등 속에서 자신의 선호가 사회적
선호로 선택되도록 경쟁하는 과정이기에 언제나 모두를 위한 공공선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호란 이성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에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받고 있
다(김주성, 2006: 24-25). 선호집합적 민주주의는 대의제에서도 참여민주주의에서도 어디서든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정치 형태라기보다는 민주주의가 담지할 수 있는 가치의 일부
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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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대의제와 참여민주주의 간의 긴장을 긍정
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든 대의제민주주의든 어느 한 정치제도
가 과도하게 운영되면 정치체제 전반의 심의성과 숙의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숙의민주주의는 그 속에 참여주의와 대의제 모두를 내포할 수
밖에 없다.201) 물론 정치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채 자신의 사적인 일만을 돌
보며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공동체라는 한 배를 탄 이
상 그리고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정치의 특성상 무관심을 받
은 정치는 개인에게 질타의 부메랑을 보낼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대의제에
기댄 채 사적인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면서 필요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
체를 ‘공적 이성’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요구
되며 이 과정을 절제하며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나가는 것은 중요하고
도 꼭 필요한 일이다.
정리하자면 도덕적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구성된 사회계약을 구현해 줄
숙의민주주의 내에서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편 선출된 대표는 이성의 명령
을 따르되 그것은 유권자의 요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선호집합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유권자들의 요구에 반영된 이성의 내용
을 잘 읽어내야만 한다. 이러한 정치과제는 최근의 숙의민주주의 담론을 구
성하고 있는 두 조류인 하버마스류의 공론장(public sphere)의 활성화를 통
201)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서 모든 이의 의사를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국민대표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면 일반인보다 재능이 뛰어나고 현명하며 지혜가 있고 덕성 또한 풍부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엘리트주의나
귀족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해서는 안된다.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없는 가운데 일반인보다
더 우매한 사람이 대표자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common sense)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을 직접민주주의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보다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리 임무’와 함께
‘숙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직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일인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설사 현명한 대표자라 하더라도 대리기능과 심의기능이 상호배타
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경우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때 보완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대표
자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참여민주주의와 대리되어야 할 인민의 의사가 오류를 도출할 가능
성을 방지하기 위한 습속의 변화이다. 심의와 숙의 기능을 대표에게만 전적으로 부여한다면
습속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과 당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습속을 변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견제할 참여민주주의가 중우정치(衆愚政治)로 전락하지 않고 제 기능하게 하기 위해 모든 정
치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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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민의 정치요구가 심의성과 숙의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는 것과 롤즈류
의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체화를 조장함으로써 선호집합적인 정치를
탈피하게끔 하는 두 방향 모두를 결합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
법밖에는 없다(김주성, 2006: 25). 이처럼 도덕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참여
민주주의와 대의제를 결합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합의하는 사회계약적 구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구속받
음으로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주창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
민의 정부’로서 이상적 자유민주주의가 재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도덕
적 자유주의에 기반하여 구성된 사회계약에 입각한 국가는 국민에 의해 수
립되고, 국민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주기 위해 운영되며, 국민들이 통치
에 지속적으로 관여 가능한 국가로 더 이상 자유의 적이 아니다.

다. 시민적 덕성과 국가의 역할
시민(citizen)이란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국가를 뜻하는 ‘치비타스
(civitas)’나 ‘폴리스(polis)’ 등의 ‘특정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박효종·이진희, 2005: 1). 그렇다면 특정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
의 정체성(citizenship)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까?

‘citizenship’은 권리 의

무 체계로서의 시민권202)이면서 윤리적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이자 다른 한
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덕성(virtue)으로서의 시민성이라는 의미
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이종렬, 2009: 167). 공동체의 주체인 시민과의 관계
및 시민의 정체성(시민성)에 대한 분명한 파악 없이 정치공동체 모델의 이
상을 현실화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는 시민과 정치공동체와의 관
계에 대한 규명 속에서 도덕적 자유주의라는 정치공동체 모델 실현에 긍정
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민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덕적 자유주의는 독립된 판단자로서 ‘개인’을 부각시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와의 상호 연관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사회계약론에서 가정하는 인간관은

202) 자유주의 전통에 따르면 ‘citizenship’은 개인이 자유와 권리의 주체라는 자격(entitlements)
곧 시민권을 의미한다(이종렬, 200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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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인 한편 본래적으로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 존재하는
인간이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고립될 수 있는 자아라면 구태여 공동체 속에
서 살아갈 필요도 없기에 사회계약 자체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도덕적 자유주의에서 표방하는 개인 역시 공동
체

내적

개인203)으로서

공동체주의자들이

비판하는

“무제약적

자아

(unencumberd self)”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도덕적 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시민과 국가와의 이상적 관계는 존중과
배려에 기초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다.204) 공동체가
간접적으로 개인의 자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이 다시 공동체가 지
니는 한계를 극복해나가며 공동체에 영향 주게 된다. 개인이 국가 혹은 공
동체로부터 초월할 수 없듯 국가 역시 그를 구성하는 개인의 본성이나 성향
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주의에 입각한 가
치 간의 압력 속에서 국가가 행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일들을 하며 개인
203) 공동체 내적 개인과 자유주의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김비환, 1999:
21-24).
“공동체 내적 개인”은 자신이 속한 특정한 문화와 전통에 뿌리내리고 있는 존재로서 그
문화와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며, “공동체 내적 개인”에게 있어 문화공동체는
항상 자아인식의 배경이 되며 도덕적 판단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자아가 공동체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을 경우 자아는 외연을 거의 갖지 않고 분리되고 독
립된 개체로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이 조차도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개체로서
인식하는 문화 속에서 형성된 자유주의적 인간형에 해당되기에 이 역시 “공동체 내적 개인”
의 한 가지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적 개인”이 갖는 자아성찰
성, 자아의 반성능력 역시 항상 자신을 부분적으로 형성해온 구성적 문화(constitutive
culture)를 토대로 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극복할 수 있을 뿐이다. 개인의 자유역시 개인
의 권리로서 존중해주는 공동체내에서만이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에 대한 권리로서 존재할
수 있는데 따라서 자유는 공동체 구성에 앞서 추상적인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한 권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공동체 내적 자아”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개인
주의와 보편주의가 결합된 시민의식과 본질적으로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 의식 사이
에 존재하는 긴장적인 상호의존성을 조명해준다. 여기서 긴장적이라 함은 때때로 그 둘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까닭에 한쪽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의존적이라 함은
개인의 행복에는 자유와 아울러 공동체적 유대감 혹은 귀속감이 필수적이며, 공동체의 건강
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권리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4) 연구자는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를 모색함에 있어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정체
성 즉, 국가는 또 다른 나로서 주체성을 담지한 존재로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주의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의 초점은 시민과 국가
의 관계와 관련하여 약자와 강자, 혹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원적인 대립적 구조를 넘어
서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국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
는 관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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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합체인 국가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한편으로 전체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편협되지 않고 폐쇄적이지 않은 열린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개인주의와 공동체의식을 이상적으로 통합시킨 시민의 덕을 갖춘 인
간을 길러내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반함으로써 공동체적 이상과 개인의 자유에
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개인과 국가의 이상적
인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주체가 긴장감 있게 균형을 유지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을 유지해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와 개인의 상호 존중이며, 이러한 이상적 관계가 실현될 때 둘 사
이의 긴장이 완화되며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한편 정치공동체의 본질과 시민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정치체제의 이상
은 곧 시민적 특성을 규정한다. 사회 질서의 안정적 유지에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미덕(virtue)’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상을 이끌어주기 위해 제도가 존재한다면 시민성의 내용은 바람직한 정치
체제의 실현을 위한 논의를 뒷받침하고 완성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체
제의 이상을 반영하는 시민적 특성을 설정하고 공동체적 이상과 개인의 주
체적 판단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치체제의
‘이상’이 허황된 것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에서 ‘실현’되도록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연구자는 앞서 살펴본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를 바탕으
로 정치공동체와 시민성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정체의 이상을 반영하는
시민성으로서의 덕과 인격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동체에 소속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숙고하고 절제하는 시민
으로서 공동의 일을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율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가 표방하는 가치와 시민
들의 삶이 조화를 이룸에 있어 ‘과연 공동체가 시민의 삶에 어느 정도로 관
여해야 하고 할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 부각되게 된다. 각 시민은 공동체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실현할 ‘권리’가 있는 인격
자인 한편, 이러한 권리는 자유로운 공동체를 지탱하는 또 다른 가치들과
의존적인 관계에 있기에, 항상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과 다른 가치들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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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그 비중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비환, 2000: 243).205)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국가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주권자의 직무 설정
에 있어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정당한 간섭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약론이 추구하
는 개인의 권리보장과 정치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의 실현이라는 두 가
지 준거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 쟁점(정당한 간섭의
기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적
규범(합당성)’과 ‘자유에의 존중으로 인해 도래될 수밖에 없는 다원주의라는
현실’ 간의 화해와 조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해법은 현실성이 합당성의 한 요소로 고려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충돌되는 면도 있지만 현실적 타협에 눈이 멀
어 합당성이 현실성에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질 뿐 합당성과 현실성은
충분히 조화가능한 가치들이다. 단, 합당성과 현실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공동체는 시민들이 비판과 문제제기에 항상 열려있어야 하며 ‘민주적
권위’를 지향해야 한다. 정치공동체의 본질은 합당성과 현실성을 조율하는
주체로서 기능하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적 권위’를 구현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데에 있다.206) 우리는 개인이 공동체에 영향을 받는 한편 개인도 공
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적
삶에의 참여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주장은 공동체에의
참여와 개인의 자유를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
일 뿐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의 발전과 시민으로서의 개인 삶을 조화
시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적극적인 상호 영향관계를 인지하고 시
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
개인은 상호관계적 자아(co-relative self)로서 개인적 문제와 공동체 차

205) 한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권리는 트럼프 카드다’고 선언하든지, 권
리 혹은 자유의 사전적 우선성(lexical priority)을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수사적인 의미밖에는
가질 수 없다(김비환, 2000: 243).
206) 한편으로 이러한 민주적 권위가 좋은 정치체로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번영을 구
가하기 위해서는 ‘유덕한 시민(a virtuous citizen)’을 필요로 한다(김용민, 2003: 93). 그러나 이
와 같은 정치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유덕한 시민상만이 시민성의 본질을 모두 드러내 주지는
못한다. 시민성의 본질에는 자유와 권리의 체계이면서 동시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능
력이라는 개념도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종렬, 2009: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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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문제를 함께 조망하고 조율해야 한다. 상호관계적이라 함은 개인은 고
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 영향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아로서 자신의 행동
역시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본래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
래할 수도 있기에 전체적인 관점을 염두에 두고 숙고할 수 있는 완화되고
절제된 시민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개인들 간의 상호의존성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치적
덕을 유지시키는 시민적 덕성은 우리 자신의 자유와 동료 시민의 자유를 아
우르는 상호관계적인 자아라는 관점 하에서 조정된 자유를 추구하고 향유함
을 의미한다. 시민도, 국가도, 서로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기에 무조건적인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민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
이 중요한 만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시민
성이 공유되어져야 하는 한편 삶의 다양성 역시 보존되어야할 가치이기에
둘 중에 한 가지를 취사선택하기보다는 공적인 필요와 개인의 권리를 이상
적으로 조율하는 묘책을 찾아야 한다.
적정한 내용과 수준의 시민성207)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해주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성을 규정함에 있어 가장 중시되어야 할 점
은 시민성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을 도구화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
성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도 중요하나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개
인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점과 가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겠지
만, 인격이 없는 공동체는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존엄한 존
재인 개인들이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덕적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시민적 덕성은 첫째, 적극적 참여로써 권위
에 무비판적이며 교조적이지 않게 절제된 비판적 반성능력을 바탕으로 민주
적 권위를 수용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권위에
문제를 제기할 능력과 의지를 포함하여 공공 정책의 문제들에 관한 공적 담
론에 참여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시민성의
207) 플래스만에 따르면, 시민성은 ‘높은 수준의 시민성(high citizenship)’과 ‘낮은 수준의 시민성
(low citizenship)’으로 구별할 수 있다(이진희, 2007: 154). 전자는 수많은 공화주의자들이 받아
들이고 있는 정치공동체에 대하여 헌신하며 전적으로 그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맥시멀리스트
(maximalist)’의 개념으로 공적 영역, 공적 가치, 공적 도덕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후자는 사적 영역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며 사적 가치를 통하여 공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고 믿는 입장으로 자유주의자들이나 시장주의자들이 흔히 받아들이는 시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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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독특한 점이다(정다운, 2009: 79). 왜냐하면 바로 이 점이 권위주의 체
제의 ‘신민(subject)’으로부터 민주주의 체제의 ‘시민(citizen)’을 구별해 주기
때문이다. 둘째, 협상이나 위협으로 자신의 배타적 이득을 추구하기보다 관
계성, 호혜성, 동료시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기반한 숙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조율하기 위해 서로 ‘존중’할 것을 이상으로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
제에서 정의를 유지하고 고양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개인들이 서로 존중
함으로써 사회적 협동을 위한 토대를 자발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셋째, 시민성 논의의 중심에 개인의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상호관계적인 개인’을 위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적인’ 시민성에 대
한 논의가 진행되어야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배제된 이념적 정치공
동체를 위한 시민성을 설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해당한다.
공동체의 이상은 그러한 이상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는 시민 없이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라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절제된 자유로서의 ‘자율’,
정치적 참여 및 정치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을 포함하는 ‘책임’, 상호 평등한
인격적 존재로서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세 가지 덕목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주인의식’ 없이 ‘권리’만 내세우는 시민은 어떠한 정체에서도 그 본연
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방관자적인 시민은 그 스스로의 자
율적 통제에도 방만적이기 쉽다. 자유민주주의가 관계에 기초한 ‘도덕적 자
유주의’로 재구조화한다면 시민은 그 관점을 전환하여 상호관계적인 자아를
성장시키게 되고 이러한 시민들의 결합에 의해 다양한 차원에서 공통의 이
익에 대한 숙고가 반영된 정치가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개인의 자
유 혹은 권리와 공동체의 상호의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유주의-공동체주
의 논쟁을 생산적으로 극복 혹은 종합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김비환, 2000: 226).

3. 공동체 이념을 구현하는 절차로서 구성적 사회계약론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지배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폭력으로든 어떠한 권력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사람들 사이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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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합법적인 권력은 오직 계약에 근거해야만 한다.
루소 『사회계약론』1부 4장

연구자는 정치공동체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법적 절차로서 연역적 방식의
구성적 사회계약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21세기 사회계약의 사명
정치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 목적과 별도로 사회계약의 사명을 규
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회계약적 구도는 특수한 역사
적 상황에서 사회계약론을 채택하는 학자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전략으로 이
해되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을 어떻
게 파악하고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사회를 어떠한 이론으로 파
악하고 계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와 연
계되어 모색되어야만 한다. 계약적 구도가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
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공동체의 목적에 입
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파악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양상도 달라질 수 있기에 고전적 사회계약이론가들이 내세우
는 논리를 넘어 21세기가 처한 정치·사회적 상황과 문제에 대한 보다 근원
적인 분석을 토대로 계약 절차와 내용을 확정해 줄 논거를 결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계약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사회계약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기 앞서 어떠
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회계약의 방법과 내용에 접근해야할
지 분명히 해야 한다.208) 사회계약의 성격을 결정지어줄 원칙을 확정해 줄
논거에 대해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계약은 시시때
때로 맺는 것이 아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사회계약의 내용을
모색하기 앞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208) 잠정협정이 아닌 진정으로 공유되고 있는 일정한 가치(궁극적 가치)에 기반한, 제도체계를
추구할 수 있는 계약론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및 성격에 대
한 명확한 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계약의 방법과 내용은 곧 사회계약의 목적에 기반하
여 도출될 수 있을 것이기에, 과연 사회계약의 목적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심도깊
은 논의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

- 192 -

일단 연구자가 도덕적 자유주의의 구도에서 사회계약론에 접근했기에 계
약의 내용과 형태를 확정해 줄 논거는 먼저 도덕적 자유주의의 본질에 부합
해야 한다. 이에 이상적 정치공동체 모델로서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연
역적 방식의 구성적 사회계약론’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연역적 방식을 따르는 구성적 사회계약론의 의의로 현실 정치
체제에 대한 설명력이 높으면서 정당성 및 현실성을 갖춘 점을 부각시킬 것
이다.
다음으로 21세기 사회계약의 사명을 규정함에 있어 오늘날의 사회·정치
환경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회
적·정치적 상황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다원주의이며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 자율성의 극대화되어 인간은 생존과 안전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아실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한편 환경, 빈곤, 에너
지 등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국가는 그 해결의 주체로서 생태
계 보호, 사회 정의 실현 등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처럼 21세기가 직면한
개인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결의와 합의를 모색하고 자발적 의무
감을 통해 합심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었는데 입헌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오늘날의 정치·문화적 배경과 함께 개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사회계약론은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합의 양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단, 유념할 것은 이러한 21세기가 처한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
회계약일지라도 사회계약이 가지는 본질적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
이다. 사회계약론은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연상태에서 인공적인
국가를 창설하는 이론적 토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도출과정에서의 논리를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를 위한 국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을 위한 국가’ 창설
의 가치를 기저에 두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존재이고 이
러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그
리고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에 권위와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국민을 정치적,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로서 대우하면
서도 개개인의 자율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21세기 사회계약의 사명은 도덕적 능력의 소유자로서 인간의 자율
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 판단들을 존중하며 개인의 삶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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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게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그 스스로의 역량에 의거하여 공동체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경제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21세기에 체결될 사회계약은 불편부당한 권
력이나 부에 의해 능력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사회적 강자들에 의해 약자들
의 권리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필수적인 권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이 주체적으로 필요한 권리를 쟁취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설정하고 구현해 주어야 한다.209) 우리는 도덕적 자유주의라는 메타
적 포괄적 교설를 기반으로 “도덕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사적 강자와 위압
적 국가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정치 과정에서 개인의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
어짐으로써 ‘민주적 권위’에 기반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분명히 명시할 수
있도록 사회계약의 내용과 절차를 연역적 방식에 입각하여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에 걸맞게, 이러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시민성도 한 단계 진보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다원주의라는 현시대에 적합한 사회계약을
맺음으로서 소외되거나 약탈당하는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사사로운 분쟁들이나 개인의 이해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을 모호한
자연법에 의지하여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무엇보다 현대 사회는
국제화 및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유권 체제 및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210) 이처럼 국내외의 경제적, 안보적 상황이 급변하
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변화된 시대상황과 국민적 요구사항을 반영하
기 위해 계약의 성격과 방법, 사회계약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 요청된다. 롤
즈도 인정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We must start from where we are)(Rawls, 1980: 534; 박정순, 2009: 76에
서 재인용)."

209)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본 가치를 배분하는 사회만
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 관심이 충족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닐 수 없다(황경식, 1994: 30).
210) 한 예로 인터넷 P2P 음원사이트에서 무제한 정액제, 묶음 할인 상품 등 초저가로 음원을 제
공함으로 인해 발생된 “스탑 덤핑 뮤직(Stop Dumping Music)” 캠페인과 같은 음원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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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계약의 역할과 공정한 계약의 형태

21세기 사회계약의 사명에 부합하는 계약 내용과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서는 먼저 사회계약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살펴보아야 한다. 연구자는 공정
한 계약의 형태를 결정지어줄 사회계약의 역할과 관련하여 구심점과 포용의
원리로 접근하고자 하는데 연구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계약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
본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기본 질서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공동체의 존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황경식, 2006: 522). 둘째, 다양한 권리들을 속성에 맞
게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주어야 한다. 권리를 분류하고 위계를 설정하
는 방식은 사회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셋째, 위계가 다른
권리 혹은 동일한 순위에 있는 권리 간 충돌 시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공리주의가 아닌 사회계약론을 선택할 때에는 공리주의적 교환구조의 불
공정성과 불합리성을 타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때 주목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권리 관계의 정당성이다. 우리는 계약의 목적을 이러한 지점과 관련하
여 분명히 하고 이에 맞게 사회계약론의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구성
해야 한다. 한편 잠정협정을 넘어 당사자들이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공약을
할 수 있도록 그들 모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상호 조정하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발적 동의에 의거한
만장일치로서 공적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이러한 조건이 반
드시 요구되는 영역도 있겠지만 모든 공적 의사결정에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루소의 경우는 ‘결합’의 계약만큼은 만장일치를
이루어야 하나 그 외의 결정은 다수결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
는 꼭 루소와 같은 견해가 아니더라도 공정한 계약이라고 칭할 수 있는 형
식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진중하게 탐구해보아야 한다. 이것이 어
떻게 보면 사회계약론의 기능을 살리며 그 본래적 정당성을 확보해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보편주의와 다원주의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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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치적 의무 및 내용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다원주의의 사실에
맹목적으로 구속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원주의의 사실을 고려해야 하나
이에 제압되어 정의관이나 권리 분배 기준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타당한
정의관과 권리 분배 기준을 규범에 의거하여 정당한 논리로 선정한 이후에
필수적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강제력이 요구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
속에서 다원주의는 저절로 싹트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계약론에서는 정치적 의무
및 내용 선정 기준에 있어 (롤즈와 같이 다원주의의 사실에 구속받기 때문
이 아니라) 자기 인생 계획 및 실행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권한을 존중해준
다는 측면에서 최소주의적 전략을 쓰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적 차원이 아니
라도 강제적 공권력에는 그러한 강제력이 부여가능한 제한 조건 혹은 정당
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211)
3) 합리적 효용성

롤즈는 환원적인 속성을 담지한 효율성의 원칙이 실현되면 더 큰 공공선
을 위해 일부 개인들의 이익이 무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러한 피해
의 당사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있어 공적인 이해관계와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
해 강한 일체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에 이를 거부한다고 하였
다.212) 사회의 기본 구조는 ‘정의의 문제’로서 이러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권리를 희생될 수 없는 성스러운 권리로 분명하게 보장
해 줄 경우, 기타 특정 권리에 한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용성

211) 최소주의적 시민윤리규범은 비록 빈약한 실질적 내용을 함축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모
든 실질적 내용이나 가치추구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초요 기반이 되는 윤리적
제약이라 할 수 있다(황경식, 2006: 521).
212) 롤즈는 타인을 위해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행운을 가지게 될 때조차도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야 하는데 보다 낮은 기대치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지나친 요구라고 단
언한다. 한편 공리주의자들은 자신의 논리를 실현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동정심(sympathy)과
이타심(benevolence)에 의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감정들이 널리 그리고 강하게 조장되
지 않는다면 그들의 정의관은 불안정성으로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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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를 채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단, 환원되어져야 할 권리의 속성이
천부권과 같은 성격이면 이는 정의의 제1원칙을 충족시키더라도 공리주의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환원가능한 것으로 용인되는 권리의
경우 조건 없이 효용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하
는 이유는 우리의 이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토대로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가능하다면 그 사회의 최대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인권 문제
와 같은 공리주의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리적 논
리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반드시 권리 분배를 둘러싼 규범적 차원의
문제를 검토해야만 한다.
4) 평등관

평등의 가치 추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러한 스펙
트럼의 성격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무엇의 평등인가?’와 관련한 ‘평등주의
의 화폐단위(currency)’에 대한 논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그
치지 말고 ‘무엇을 “왜” 평등하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
다. 물론 격차축소로서든 낮은 계층에 있는 개인의 처지 향상으로서든 평등
해야만 하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평등의 가치를 내재적이고 기본적인 가치
로 인정하는 평등주의적인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평등을 이미 기본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이에 기대어 호소함으로써 왜 평등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당위의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평등이라는 가치가 가지는 광범위성과 추
상성으로 인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대 평등주의자들 역시 과
거 평등주의자들이 개인의 책임에 대해 평가절하한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인의 책임을 평등 분배에서 포섭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권리 분배와 관련하여 국가가 인위적으로 평등 가치의 실현을 위해 시도
하는 재분배 과정은 구체적인 권리나 재화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획일적 평
등’이 아닌 ‘보장되어져야 할 수준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장해주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당한 격차를 (스스로의 힘으로) 축소시킬 수 있
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평등한 권리 분배는 다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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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분배하고자 하는 권리가 화폐단위적 속
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화폐 단위라는 것이 분배 기준과의 호환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 그 자체로 분배가 가능한 권리 속성을 가졌냐 하
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
의 삶에서도 합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재분배 과정
을 통해 미처 공권적 차원에서 보장받지 못한 권리까지도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여지를 담지한 기본 권리를 확보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권리의 속성을 간명하게 구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 이유는 바로 권리라는 것이 꾸러미 개념(bundle concept)이기 때
문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들어보자(황경식, 2006: 323-347).
비록 우리가 소유권을 소유물에 대해 갖는 하나의 권리(a right)라고 말할지라도
사실상 그것은 소유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해서 그것을 처분, 양도할 권리 등 여
러 권리들의 꾸러미 개념이라 할 수 있다(Ryan, 1981). 즉, 우리의 자유개념은 소유
의 자유만이 아니라 이용의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자유들로 이루어진 꾸러미 개념
이며 따라서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는 바로 다양한 자유들로 구성된 자유체계의 극
대화를 의미하게 된다. 나아가 자유주의의 원리가 ‘모든 이’의 자유 향유를 함축하
는 한 자유는 오직 나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모든 타인들의 자유체계
에 의해 제한되는 자유이므로 개인의 사적 소유권은 결코 절대권일 수 없게 된다.

추상적인 의미의 권리개념으로는 권리분배를 둘러싼 규범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꾸러미 개념인 권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분화하여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권리분배를 둘러싼 규범적 문제 역시 결국은 권리 간 충돌
문제로 파악될 수 있기에 우선성의 문제에 해당하며 따라서 권리를 분류하
고 위계화하여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줌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자가 고안한 권리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권리를 내용적 속성, 시간적 속성, 발현 공간적 속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먼저 권리를 내용적 속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 권리의 내용적 속성에 따라 구분한 예는 다음과 같다(이것을 확정짓
기에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정치적 권리와 의무의 내용 및 선정기준
을 정함에 있어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사유 재산권과 같
은 ‘천부적 기본권’213)으로서의 인권 개념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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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 참정권, 평등한 정치생활이 가능한 정도로의 재산권의 보
전 등을 포함하는 ‘시민적 자유권’214)에 해당하는 시민권 개념, 그리고 다소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한 권리로 특정한 절차를 완수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법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적극적 보호권’215)으로서의 기타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 권리문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허용되어야 할 권리(시민적 자
유권)가 있는 한편 시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천부적
기본권)도 있으며 또 사회 여건에 따라 그 위상이 다소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권리(적극적 보호권)도 있다.
다음으로 권리를 시간적 속성으로 구분한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도덕적 자유를 실현가능한
나이를 자신의 인생 설계의 준비 단계인 18세 미만과 18세 이후로 구분하는
것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앞서 제시한 권리의 내용적 속성에 따라 보장해주
어야 할 권리 분배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발현 공간에 따라 해당 권리의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 사적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공적 영역에서 향유될 것이 허
용되는 권리의 속성은 분명 차이가 있다. 도덕적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권리 및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논하고 이러한 논의의 구
체적인 내용을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그에 입각하여
삶을 꾸려갈 것을 지향한다. 권리를 속성에 따라 구분하고 그 위계를 정하
는 것은 매우 복잡한 논의를 요구하는 일이나 이러한 관점은 권리 충돌 문
제의 해결과 관련한 여러 취약점들을 불식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역적 방식의 구성적 사회계약의 절차와 내용
연역적 방식의 구성적 사회계약의 절차와 내용은 사회의 기본구조와 가
치, 동의가 상징하는 바와 현실적 구현 방안, ‘약관’의 형식과 내용, 계약의
적용 및 파기 상황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213)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생존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
는 공적 이성의 발현에 필수적이면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권리들.
214) 정치공동체의 발전에 필수적인 권리들.
215) 개인 삶의 질의 증진하는 데에 필수적인 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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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의 기본구조와 가치에 대한 합의

사회는 구성원들이 모여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협력해야하는 한
편 그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 사적 이해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본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
는 자유주의 전통 내에서도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 온 문제로서 완전한 해법
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갈등
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
력의 일환으로 불완전하지만 정치적 권리와 의무의 내용 및 선정기준을 결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본구조와 가치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하나 공동
체가 이상적인 상황에 있을 때만 시민들은 그들의 도덕적 특성과 그들의 정
체성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기에 공동체는 합의 이전에 본질적
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김비환, 2002: 21).216) 이러한 본질적 가치
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테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의 가
치는 타산적 고려와는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수용해야만 하는 규범적 당위적
논증에서부터 도출된 것이다.217) 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있어 존엄한 인간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로서 기본적 자연권에 대해 평등하게 보장해준다는
규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그 외의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인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2) 동의가 상징하는 바와 현실적 구현 방안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을 전제할 때 인간은 자연적으로 특정 공동체를
216) 국가 차원에서 개인에게 부여하는 정치적 의무의 내용 및 선정 기준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제도적 측면과 관련되는 현실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현실을 넘어선 당위의 문제로 윤리적 철학적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적 의무
의 내용 및 그 선정은 정치 및 철학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한편 공동체적
차원과 개인 권리 보호의 차원에서 모두 조망되어야 한다.
217) 이러한 정의관이 결과적으로 중첩적 합의의 범위(scope)안에 들어갈지언정 롤즈가 의도한
문제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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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에 기초하지 않은 국가라 할지라도 질서정
연한 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
로 사회계약의 속성에서 도출되는 합리성과 자발성에 있다. 우리는 존엄한
인간의 평등성이 공적 이성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공동체의 이상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계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
다면 계약의 절차없이 앞서 언급한 공동체의 이상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인
가? 한편 실제 계약이 성사될 수 없다면 사회계약론은 무의미한 것일까?
사회계약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반론은 사회계약론의 역
사성과의 관련성이다. 동의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결합하여 정부를 시작하거
나 합법적인 정부를 수립한 역사적 사례가 없다거나 정황상 그러한 것이 가
능할 수 없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로크는 두 가지 쟁점이 되는 논의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218) 그러나 사회계약론의 역
사성과 관련한 여러 반박에 대한 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도 로크는 기
본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논거로 하여 당연히 그렇다는 것을 이끌어내는 논
218) 그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Locke, 1963). 첫째는, 과연 자유롭고 평등하던 인
간들이 사회계약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동의와 협의를 통해 국가공동체를 설립한
예가 어디에 있냐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된 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수립할 것을 계약할 가능
성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은 이미 주어진 국가를 부정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
라 가족과 언어 및 문화가 동질적인 국가를 버리고 또 다른 국가를 선택한다는 것도 힘들다.
따라서 개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는 부여되지 못하며 오히려 개인에게 지워진 과제는 소속
된 국가에 적응하고 사회화되어야할 의무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로크는 다음과 같이 반박
한다. 먼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로크는 정치사회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사례가 없는 것
은 문자가 보급되기 이전에 이미 정부가 발생되었는데 문자가 이용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
은 선조들의 역사와 그 기원을 찾기 시작하여 사람들이 그것에 관한 기억을 모두 잊어버려 국
가의 기원에 대해 무지한 것이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런
한편으로 역사 속에서 자유롭게 자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모여 합체하고 국가를 창
설한 예를 제시함으로써 계약론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로크는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합법적 국가들이 새로이 정부를 창설하고 소멸되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 종속하겠다는 동의가 미래 세대에까지 연장되는지 왜
우리는 동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물론 자녀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소유물을 상속받을 수 없기에 확립되어 있는 통치에
바로 복종하게 되는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로크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자체의 관행으로
보든 아니면 올바른 이성법에 비추어 보든 자녀는 어느 나라, 어느 정부의 신민에도 속하지
않으며 오직 자유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그들은 그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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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실로부터 당위를 도출하는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기에 애초에 설
득력이 없다고 부정한다(Locke, 1963).219)
한편 롤즈와 칸트는 사회계약의 역사성 증명 문제와 관련하여 정의의 원
칙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사회계약의 절차들은 철저히 가상적인 것이나 모든
법 제정자들이 법이 전체 국민의 통일된 의지로부터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 국가와 국민들의 도덕 판단을 설명해주고 정의감을 갖
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족하기에 그것과 유사한 어
떤 상황이 실제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로크나 롤즈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계약의 원칙을
설정하는 문제는 가상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공정한 계약의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현실적인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에야
진정 계약적 구도의 의미가 발현될 수 있고, 사회계약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계약의 절차를 확보
하는 일은 사회계약론의 존립근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
다. 이것을 가상적 공간으로 넘겨버리는 순간 사회계약론도 한 가지 가상적
인 이론에 그칠 뿐 현실적 구속력을 잃어버려 그 실질적 힘을 잃게 된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을 표방한다면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장치 마
련에 힘쓰고 이러한 장치들이 계약론이 의도했던 목표와 역할을 가장 잘 수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를 완벽하게 구성하여 그 절차적 공정성을 기반으로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절차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절차는 그 가능성을 높일 뿐이지 결
국 내용이 빠져있기에 이러한 형식적 틀에 전적으로 신뢰할 경우 정말 중요
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보장을 기본으로 그 외에도 공
동체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규범논리(원
리)적으로 탐구할 뿐만 아니라 신중히 결정·승인된 사안에 대해 엄격히 준
수할 필요가 있다.
문서로 실체화된 동의의 근거가 없으면 사회계약은 가상의 것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함에 있어 계약의 절차를 마련하는
219) 로크가 자연주의의 오류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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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큼 동의 절차 및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220) 그리고 실제 제도
적으로 계약의 동의를 확인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이다. 한 예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출생신고나 국적
확정과 같은 동의의 절차를 통해서도 계약에 대한 동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
은 가능할 것이다.221)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절차와 동의의 증거를 확보했
다는 것이 계약의 공정성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계약이 담지하고 있는 내용들
에 불만이 있더라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공동체를 쉽게 벗어날 수 없기에
타협하며 지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계약의 절차와 동
의를 확인하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그러한 것에 현실적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220) 특히 로크는 계약의 방식으로서 동의의 방법과 관련하여 신선한 주장을 펴 인상 깊다. 그것
(로크가 정치사회의 기원,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게 하는 동의(同意)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바로 ‘대체 어떤 것이 한 사람을 그 나라의 통치법에 복종하는 신민으
로 만들기에 충분한 동의의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로크는 동의를 명시
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묵시적 동의의 경우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과반수이상의 사람이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
로 간주한다. 토지를 향유하는 동안은 그 정부 하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Locke, 1963). 이러한 토지의 향유에 의해 부과되는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그 향유와 함께 시작되고 향유와 함께 끝난다.
그러나 로크는 사람이 어떤 나라의 법에 복종하며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고, 법 제도
하에서 특권과 보호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지역으로 찾아드는 모
든 사람이 제공받고 제공해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고작 지역적인 보호와 복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에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이 그 사회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어떤 사람도 명확한 협약이나 명시된 약속과 계약에 의해 실제로 그 나라에 가입하지 않는 한
그가 그 나라의 신민이나 구성원이 될 길은 없다. 즉 로크가 묵시적 동의의 개념을 인정한 것
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해당 국가 내에 영토를 소유하고 거주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인 귀속일
뿐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
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복종을 철회하는 것도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묵시적
동의자와는 달리 실제 협정이나 어떤 명백한 의지 표명에 의해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동의한 사람(명시적 동의자)은 어떤 재난으로 자기가 따르는 정부가 와해되거나 아니면 어떤
공적인 결의에 의해 그들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영원히 그 국가의 신민이어
야 하며 바꿀 수도 없고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로 다시 복귀할 수도 없다(Locke, 1963).
221) 한 아이가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첫 번째로 자신이 속하고자 하는 국가
체제에 찬성한다는 가동의 표시를 하게 된다. 이후 아기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완전히 소속
할 것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동의는 완료된다. 즉, 가설적으로 출생신고에서 이루어지고 이
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포기를 할 때
확실한 동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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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현실적으로 제한 조건이나 결함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계약이 성
사될 수 없다면 사회계약론은 무의미한 것일까? 대답은 ‘현실에서 여러 제
약조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상징적 의미가 더 큰 이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의 가상적 성격은 사회계약이 담지
하고 있는 모티브가 반영된 절차의 구체화와 공고화를 통해 극복가능하다’
는 것이다. ‘계약의 의미’는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어떠한 합의점에
찬성하고 이에 구속받을 것에 대해 자율에 의거하여 “동의”를 표한다는 상
징성에 있다. 만약 구체적인 동의 확인 절차가 없어도 어떠한 형태로든 모
든 구성원들이 해당 공동체의 구체적인 이상에 대해 (강제나 속임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구속받는 한편 공동체 역시 구성
원들이 지향하는 이상에 입각하여 통치 한다면 그것은 계약의 이름을 붙이
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회계약적인 구도를 따르는 사회’에 해당한다.
반면 그러한 형식을 띠지 않는다면 계약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었더라도
그 계약은 ‘사회계약’이 가지는 함의를 내포하지 않기에 이상적인 ‘사회계약’
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사회계약적 구도의 핵심은 “계약”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국가공
동체의 이상과 실천방향의 설정 과정에서의 드러나는 구체적인 속성(합리성
과 자발성)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계약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하며 사회계약은 기본적으로 형
식적 조건을 충족시키려 최선을 다하되 기원에서 드러나는 정당화 방식 역
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3) 약관

사회계약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계약 내용과 함께 계약 절차를 가능한
완벽하게 구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정치공동체의 사명으로서 계약
내용이 자연법과 같이 추상적인 것으로 머무르게 되면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로 인해 소모적인 투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특히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칸트는 저항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자신이 동의한 것을 결국 스스로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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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꼴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의 시 동의
를 하는 정치체제의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국무론에서는 공적 이성의 과정을 거친 ‘약관’의 형식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전략적 제휴(strategy)가 아닌 규범적 양심에의 호소로 인간 존
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며 계약의 공지성222)을 담보한다. 국가는 동의
이전에 구체적인 약관을 통해 약관에 담겨진 상세한 내용들을 집행할 것임
을 사회계약에 동의할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 명시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국
가도 함께 이러한 사항에 구속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단, 이러
한 약관은 이에 동의할 모든 이들이 공적 이성의 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공
적 숙고에 기초한 규범적인 방식으로 도출된 것이다. 계약의 약관은 국가
헌법과 같은 역할이자 지위에 있으며 자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판단되어야 할 사안들이 합리적 직관주의와 구성주의라는 준거를 토대
로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모색되며 구체화된다.
약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계약 이후의 권리와
의무 사항에 대한 기본적 핵심 원리는 ‘약관’에 기재되는데 특히 약관에는
정치공동체에게 부여된 역할 가운데서도 통치체가 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엄격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치체의 역할에 정치공
동체의 구성원들도 협력해야 하기에 그것은 개인의 역할과 의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약관은 계약의 통치체가 추구해야 할 정의관 및 보호받아야할
개인의 권리와 같은 규범적 내용 측면과, 통치체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 방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
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규범적 내용 측면과 관련하여 약관에 담겨야 할
구체적 내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지의 비극, 환경 문제와
같이 소유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공공재에 대한 관리와 책임에 관
한 문제이다. 둘째, 자연법 적용에 있어 개인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
에 대한 심판관으로서 역할이다. 셋째, 시장 질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
222) 롤즈는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특히 계약의 공지성(publicity)에 대해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한
제도의 규칙들이 갖는 공지성이란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행위가 허
용되고 금지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며 상호간의 기대치를 결정 해줄 하나의 공통
기반을 마련해준다(Rawls, 1971: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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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기 위하여 사회부적응자에 대한 보호를 지속해야 한다. 넷째, 보건 의료
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가능하게 하는 인간 생존권을 보호해
야 한다. 다섯째, 자의적 지배나 종속으로부터 개인을 온전히 자유롭게 해방
시켜줄 평등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지위 직책의 개방성을 보장해주어야 한
다.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들의 권한을 존중하
는 한편 반드시 고수되어야 할 부분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권리를 세분화
하고 권리의 속성을 구체화함으로써 각 권리에 적합한 정의의 원리를 적용
해야 한다.
사회계약에는 결합의 계약, 통치원리에 대한 계약, 통치방법에 대한 계약
등 다양한 층위의 계약들이 함께 존재하는데 그러한 계약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약관’에 담긴다. 약관이라는 장치를 통해 정치공동체 전체에게 ‘규범
적’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약관을 결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초
한 숙의민주주의는 통치체의 심의기능과 대의기능을 조화시키기 위한 기제
이다. 오늘날의 국가 규모에 기초할 때 대의제는 현실적인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나 대표자의 견해와 다양한 시민의 견해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의사는 대변될 수 없다’는 루소의 지적에 대항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
가 시민의 의견을 잘 읽어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입법할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약관을 통해 구속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
표자가 이에 부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심의하고 검증해야 한다. 만약 약
관과 달리 입법자가 마음대로 입법할 수 있게 된다면 시민은 그러한 대표자
의 생각이 어떠한지 투명하게 공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약관의
실천과 관련하여 현실성 있으면서도 융통성 있는 반영을 위해 기본준수율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표자가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
민들은 위임에 대한 거부권 및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약관에
는 계약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철회할 수 있는 권
리도 담겨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약관은 국민에게 자신들이 소속될 정치공동
체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그러한 정치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예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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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 줌으로써 개인에게 마지막으로 선택의 기회와 여지를 주는 최소한
의 보루 역할을 한다. 이처럼 결합 이후의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는 상황에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동의 절차가 가지는 구속력을
더욱 증대시켜준다.223) 단, 반드시 필요한 사항 이 외에 부수적이고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해서는 약관에 제시된 의사 결정 절차를 통해 추후에 정하도록
하나 결정 방식이나 결정 논리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사항은 약관에 가능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계약 이전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내용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
를 통해 약관에 반영하고 동의한 후, 그 이후의 계약 내용들을 합리적이고
도 정당한 방식으로 실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공동체는 이러한 약관
에 제시한 내용의 제한을 받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동의를 하지 않길
희망하는 사람들(출생신고를 철회하고자 하거나 국적 확인 시 국적을 포기
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써
주체적으로 자신의 조국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
다.224) 만약 국가 변경이 힘들다면 한 가지 조국 내에 다양한 정치체제가
존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를 통해 정치체제의 다양성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내의 다양한 요구(needs)를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모두가 약관에 동의한 이후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들은 규범
적 논거로 인해 도출된 계약 약관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
리성에 토대로 결정될 수 있다. 물론 합리성도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롤
즈가 제시한 우선성의 문제에서처럼 기본적 적용 과정은 규범적 방향에 대
한 결정한 이후에 접근되어야 한다.

223) 국가가 약관에 제시된 역할을 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들은 국가 설립에 동의하였을 때 국가
가 역할을 진행함에 있어 이를 수용하고 찬성하며 협조하게 된다. 칸트가 계약 개념을 경험적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할 대 해명할 수 없는 난점은 계약의 성공적인 성사는 계약의 주체인 쌍
방의 “의지의 통일”을 필요로 하며 또한 쌍방간의 계약의 약속 및 승인의 행위는 동시발생적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에 계약의 체결과 승인
을 동시발생적으로 간주하고 그 이행에의 강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일반의지를 전제로 할
때만 적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관’은 계약의 구도를 계약의 주체와 주체와의 관계
에서 계약의 내용과 주체로 전환함으로써 계약이 동시발생적이어야 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시간의 차원에서 국가에 소속될 국민들의 의지의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
224) 이것은 ‘발로 하는 투표’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 207 -

4) 계약의 적용 및 계약 파기 상황과 대응 방안

가) 대의제 숙의민주주의의 실현과 반론권

사회계약이 성사되면 그것을 구체적인 정치체제 속에서 실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정치철학자들은 이상적인 공동체가 준수해야 할 원리나 그러한
원리를 도출하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성향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기 쉽다. 정치철학과 사회계약
론이 할 수 있는 역할 혹은 목적은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그들
‘스스로 쟁취’할 수 있게끔 하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단, 이러한 민
주적 토양 마련을 위해 지침으로 삼아야 될 필수불가결한 요건에 대해 제안
하고자 한다.
먼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이다. 루소는 (인민의 역
할이) 일반의지를 구현하려 하기보다는 권력자를 교체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유주의적 대의제 민주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앞서 루소 이
론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루소가 제시한 직접민주주의는 모든 공
적인 사안에 대해 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불
가능하다. 현실적인 측면 외에도 루소는 사적 인격으로서 신민(subject)과
공적 인격으로서 주권자(sovereign)로 구분하고 투표는 주권자로서 일반의
지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비현실적인 것으로 특
히 익명성이 보장된 투표과정에서는 더욱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어렵게 구현한 직접민주주의에서 루소가 의도한 것과 같은 일반의지가 도출
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하여 ‘공평한 관망자로서’ 현명한 대리인을
선출하되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투표에 머무르지 않고 대리인들이 (로크적
의미에서는 ‘자연법’, 롤즈에 있어서는 ‘정의의 두 원칙’과 같은) 일관성있고
안정적인 사회적 합의에 규제될 수 있도록 ‘정치질서를 구체화한 원리’를 도
출하고 이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심의 및 숙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
계약의 고유한 역할이 요구된다. 의원이 선출되고 나서 시민이 노예가 되는
그러한 구도가 아닌 사회계약에서 합의된 규범적 내용 또는 제도적 장치(권
력분립, 지방자치제도, 숙의기능의 확대) 등을 통해 간접적인 규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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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경로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한 것
이다. 즉, 선거로서 시민의 주권 행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토대로
구성된 공동체적 비전이 실현되게끔 심의하고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계약을 통해 구성된 정치제도는 ‘대의제 숙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이에 연구자는 사회계약이 구현될 정치적 장이자, 도덕적 자유주의를 구
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약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심의·교정하는 장치로서
반론권이 활성화된 대의제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
민들의 진정한 최선의 의사를 만들어 가는 합리적 합의 과정으로서 토론과
숙의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경
청하며, 의사소통을 통한 설득과 교정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견해를 반성하
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고
가정하며, 공공영역에서의 설득, 교정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
심을 수렴하여 공적 의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처럼 숙의와
심의를 통해 결정을 유보하고 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와 안
정 장치가 있을 때 통치 권위는 민주주의적 권위로 거듭날 수 있다.225) 그
러나 한편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적 변론에 의하여 달성되는 숙의민
주주의는 ‘결정성(decisiveness)의 부족’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통치권과 함께 하는 시민들의 유기적인 반
론권226)의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적당하다(정다운, 2009: 72-73).227)
시민들의 정치적 통치권은 단순히 그들의 투표권 행사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228) 시민들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공동체적 담론 속으로 이끌어낼
225) 토론과 설득,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은 정치적 균형의 획득뿐만 아니라 결정된
의사의 정당성과 권위를 높여주고, 대표자는 합의에 기초한 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민주적 권
위를 갖게 된다.
226) 반론권은 매우 일상적이고 일반화된 형태의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비판과 문제제기라는 점에
서 저항권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박효종, 2005: 896).
227) 정부의 실패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공동체의 권위
가 민주적 요소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정다운, 2009: 54).
228) 사회계약의 이상적 성격 정립을 위해서는 계약과 투표의 성격 차이에 대해 비교해 볼 필요
가 있다. 계약이란 이성의 공적 사용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공공헌장’을 도출하고자 하는 방법
(황경식, 2006: 520)의 한 형태로 단지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민 의사를 제한적으로 파악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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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독단적인 강제에 대항하여 항의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
며, 시민은 동의를 형식성을 넘어 그들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입헌적 내용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선택, 교정 및 파기에 관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229)
단, 그 전제로서 ‘공적 이성’을 가진 올바른 시민성과 함께 현실적인 ‘공
적 숙의(public deliberation)’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230) 사적 선호가 아닌
‘공적 이성’에 기초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자뿐만 아니라 시민에
게도 의사 결정의 원칙을 제공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계약은 공통
의 정의관 혹은 사회구조를 이끄는 원리에 대하여 만장일치에 기반한 사회
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 따라서 대의제는 숙의민주
주의에 기초한 구성적 사회계약과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로 거듭나
게 된다.
나) 자율성을 완성시켜주는 장치로서의 저항권

민주주의의 가장 주요한 의미는 스스로 지배하는 것(self-government)에
있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통해 일부 권리를 양도하였을지라도 필요시 저항
권231)을 행사가능하게 보장해 줌으로써 정치적 자율성을 보호해주어야 한
적으로 시행되는 투표와는 차이가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계약은 공동체의 장기적
미래지향적 비전 전반에 대한 의사를 결집하고 이의 실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서사
되는 반면, 투표는 (사회계약에 비해볼 때) 비교적 단기적이고 근시안적 사안에 대해 그 중대
한 필요성에 의해 국민 의사를 묻는다.
229)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자유주의는 숙의민주주의라는 틀을 통해 공화주의와 부합하는 면모를
보인다. 페팃(Philip Pettit)은 사람들은 하나는 작가적, 또 하나는 편집자적인 이상에 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상에 의거하여 한 손에는 선거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도와 또 한 손에는 절차
상의, 협의의, 그리고 전통적인 공화주의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합법적인 항소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정부가 행하는 정책을 공유할 수 있고 반대의 의견
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296). 그리고 시민들의 반론권은 명령과 일
방소통만을 위한 권위의 결핍된 부분을 완성시키는데 필수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정다운,
2009: 55).
230)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 주장, 대화와 설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반복 과정을 거쳐 사회의 본질이 구축되어 가기 때문에 ‘투표
중심’이 아닌 ‘대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정다운, 2009: 56).
231) 저항권(right of resistance)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
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두산백과사전)’로 저
항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법으로 존재하
는 것과 같이 저항권 역시 이러한 자연법을 지키기 위한 자연권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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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 사회는 임의적으로 가입, 탈퇴가 가능한 사회직능집단과 달리 태어
나면서 죽을 때까지 소속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에, 정치적 위협의 근
원에 관한 논의 그리고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권은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져야 한다. 시민사회의 정치운동으로서의 저항권은 헌법적인 가치를 제
고하기 위한 것이거나 설사 칸트가 주장한 시민불복종과 같은 소극적 저항
의 범주로 그 방식이 제한된다할지라도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
도록 공식적인 심의기제로 정상화되어야 한다.232)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의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는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에서 비
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크는 정부가 책임을 방관할 경우 인민은 정
부를 해체함으로써 자연상태에서 누리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새로운 통치
체를 설립할 권리를 가짐으로서 그들이 계약에 동참하게 된 동기인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하
였다. 어떠한 통치형태를 표방하든 입법자(혹은 통치자)들도 인간이기에 그
들도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정치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만 한다. 만약 책임을 맡아야할 소수의 입법자와 통치
자들이 자의적으로 신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어느 누구도 그들의
판단과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통제할 최소한의 자유가 없다면 이러한
정부가 자연상태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
론에서 ‘동의’ 여부 못지않게 ‘저항권’ 역시 중요한 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항권을 수용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악법의 기준은 개
인과 상황에 따라 가지각색인 만큼 악법에 대한 저항한다는 개념 자체가 애
매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판결이 개개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될
본다.
232) 합법적으로 존립하는 어떠한 공동체도 저항을 진압할 수 있을 정도의 상대적인 힘의 우위에
있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논리로 홉스와 칸트는 적극적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저항을 막기 위해, 혹은 공세적 비협력자와 방어
적 비협력자를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권위를 가진 정부는 분명 필요악에 해당한다. 칸트는 삼
권분립의 방식을 통해 견제의 여지를 제공하나 이러한 권력 분립으로 서로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연합하는 방식을 통해 각각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
음으로써 계약의 이념위에 군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된
행위에 대한 저항까지도 봉쇄해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며 저항권을 부여해주되 저항할 수 있는
범위 혹은 조건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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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면, 그 국가는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법과의 약속’이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여야만 다른 정치적 고려사항들 역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233) 이처럼 저항권이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두려워하여 이민의 자
유를 허락하고 절차를 마련해주며 소속된 공동체의 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개인 선택에 따라 국가를 변경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법적 제한, 경제적 비
용, 문화적 차이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과의 약속’을
함부로 어기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판단과 권리도 존중해주기 위해서는 저항
권을 보장해 주되 사회적 혼란을 수반하는 저항권의 행사를 최소화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하며 저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이러한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합의 및 이러한 저항권을 행사하는 합법적 방법을 미리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제된 통로
가 있을 때 시민은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서도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234)을 통해 악법에 저항함으로써 그 법
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불의한 법에 대한 대응 방식 역시 사회적 질서에 부합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즉, 국가는 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233) 소크라테스 역시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정당화시키는 가운데 ‘법과의 약속’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는 개인이 국가에 머무르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그 국가의 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되며, 올바
른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세 가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악법 또한 법이다’라며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불의한 방식으로 저항해서는 안된다며 ‘정의와
원칙’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사형을 받아들인다.
234) 시민 불복종은 ‘통상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변화를 가져올 의도로, 고의적으로 법률을 위
반하는 공공연한 행위’를 말한다. 시민불복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불복종의 주체는 개인의 처지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며, 실정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가져야 한다. 또한 시민불복종
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폭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시민불복종 행위는 최후적
인 수단일 때만 의의를 가진다. 시민불복종은 “불익을 감수할 줄 아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음
에서 가능한 행동이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부정의한 법에 대한 복종이 부당하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한 법이 다른 이에게는 정당할 수도 있다.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과 ‘질서 속에서의 개인
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가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갈등해결을 위해 정당성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개입하기 보다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비폭력적
으로 저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기 앞서 국가 차원에서 실
효성 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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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의 설정과 함께 개인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을 제시함
으로써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올바르게 개인의 권리를 행사가능
하도록 조치하여 올바르게 사회가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
히 예링은 정당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저항으로서의 정제된 장치들은 이
를 통해 객관적 혹은 추상적 법과 주관적 혹은 구체적 권리와의 관계를 심
장에서 흘러나와 심장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혈액 순환과 같이(예링, 2011:
83)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에 긍정적인 것이
라며 강조하였다.235) 법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존중받게 하면서 동시
에 법이 간과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형식적인 평화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쟁취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리를 위한 정당한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를
넘어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에 해당한다.236)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모
적 투쟁을 방지할 수 있고 개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다. 습속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계약에 토대한 자유주의 질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많은 세대에 걸친 상
호작용의 산물인 문화적 토양을 전제한다(김비환, 2002: 14). 자유주의 정치
이념 및 이러한 사회에서 도달해야 할 규범적 가치는 도구적 활동을 넘어
시민들의 모든 삶과 내면속에 깊이 침투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계약을
통해 획득하려는 공공선과 자유의 정신은 계약의 결과로 획득되어야 할 것
이지만, 사회계약이 제기능하여 정치공동체가 조직화되려면 계약을 맺을 당
시에 이미 그러한 정신이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퍼져 있어야 한다. 합리
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은 전제한다고 성취되는 것이
235) 예링은 법에 대한 기존 이론이 가르쳐준 순전히 일방적이고 단순히 수용적인 태도 대신에
상호성의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권리자의 저항은 국가적 과업에 대한 협력
으로서의 사명을 인정받게 된다고 한다. “침해받은 구체적 권리의 방어는 단순히 권리자 자신
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며, 간단히 말해 “국민 각
자는 사회의 이익 속에서 권리를 위해 태어난 투사다”고 말한다(예링, 2011: 86-87).
236) 단, 의무로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불법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적법한 투쟁을 의미하며
적법한 법집행이나 권리 행사에 대한 불법적 투쟁을 의미하지 않는다(예링, 2011: 12). 예링은
올바른 법이 탄생하기 위해 요청되는 정당한 투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까지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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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합성 있고 설득력 있는 사회계약구도를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그에 부합하는 시민성을 기르는 일도 중요하다.237)
이상적인 시민의 모습을 각 정체에 맞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
지않게 그러한 공동체의 가치가 반영된 이상적 시민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에게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인지 시민성 함양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고
민과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238)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의 자율성의 결합 방안으
로서 시민적 품위의 내면화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을 제안하
고자 한다. 먼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시민의 정치 참여는 권장되
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성의 함양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
다. 시민은 특정 교리나 공동체적 가치를 내재화할 것을 강요받을 수는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중요한 시민적 덕목이더라도 존엄한 인권의 영
역을 넘어서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덕목은 공적인 정신에 고무된
개인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의 결과로 발휘되어야 한다.
정치철학자들이 당면했던 항구적 문제에 해당하는 시민성의 육성과 관련
한 문제는 어떻게 시민들이 ‘자율에 기반하여’ 자신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국
가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와 관련하여 우리는 루소의 견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루소는 덕은 정
치적으로 “개별의지와 일반의지의 부합”으로 규정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유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서 의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그의 행동에서 모든 도덕성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용민, 2003: 95).
한편, 루소는 일반의지는 항상 옳지만 일반의지로 인도하는 판단은 항상 올
바른 것은 아니므로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는 자유스럽게 되도록 강제 되어야할(forced to be free)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이처럼 자유롭게 되도록 강제되면서도 ‘자율에 기반해야’한다는
237) 코널리는 이를 ‘정치의 역설(the paradox of politics)’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정치의
역설이란 시민적 덕성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긍정적 성품을 기르고 부정적 욕
정을 제어하도록 하는 정의로운 법이 필요한데 역설적인 점은 이러한 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러한 덕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으로 자율에
의거하여 규범적 토대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8) 시민적 덕목을 개인에게 내재화하도록 권할 때에 존엄한 인간으로서 지니는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장하면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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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시키는 시민적 덕성의 육성은 습속의 변화와 같은 우회적인 방
식으로 가능할 것이다.239) 이에 루소는 일반의지의 활성화를 위해 종교나
교육의 도움이 끊임없이 필요하며, 이로써 올바른 습속과 관습이 마음속에
새겨져 계몽된 이익과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 개개인이 정립한 법이 정치사
회를 떠받치는 힘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240)
시민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덕의 고양을 통
해 훈육되고 계발되는 것이다. 권리가 존엄한 만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
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요구되는 자격조건을 분명히 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
세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권리를 위한 개인
의 투쟁이 순수한 이해타산이라는 최하위 단계에서 출발하여, 인격의 주장
과 인격의 도덕적 생존조건이라는 이상적 동기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정의
의 이념이 실현되는 관점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예링, 2011: 103).
한편 사회계약은 현재에는 물론 먼 장래에도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리라
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문지영, 2011: 69). 그런데 자발
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따라
서 성공적인 사회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약 이후에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 역시 사회계약
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방향이 올바르다면 인간 본성에의 변화까
지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문제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공동체적 가
치’와 ‘삶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자율성’ 조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연
구자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개인의 삶의 계획을 조율하기 위한 해
법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1) 시민적 우정과 애국심

비롤리(Maurizio Viroli)는 ‘루소에 있어서 조국(patrie)은 무엇보다도 공
239) 이른바 ‘생활양식’ 속에 내재된 상징적 형식과 활동들과 같은 비공식적이고 비계약적인 요소
들을 활용해야만 한다(김비환, 2002: 14).
240) 정당한 통치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 『사회계약론』에서의 루소의 의도는 결국 교육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김용민, 200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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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자유(common liberty)를 의미하며, 자유와 시민이 없는 조국은 단지
땅(a pays)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해석하였다(Viroli, 1995: 82).241) 루소는
‘덕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애국심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기주의의 힘
과 덕이 지닌 모든 아름다움을 결합함으로써 이 애국심이라는 달콤하고 열
렬한 감정은 그 자신을 전혀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감정 가운데서 그
자신을 가장 영웅적인 감정으로 만드는 그러한 에너지를 획득한다’고 하였
다. 루소의 애국심과 관련한 해석을 인용해보겠다(김용민, 2003: 99-100).
마키아벨리나 몽테스키외와는 달리 루소는 자기애와 조국애는 양립될 수 있으
며, 애국심은 ‘자기애(self-love or love of oneself)’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자기애가
자기 신체 바깥으로 확장되면서 애국심이 생성되게 된다고 한다. 루소에게 있어 자
기애가 확장될 수 있는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 동정심(a pity)의 존재이다. 사랑이
지닌 확장력의 열렬한 옹호자인 루소는 홉스가 인간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동정심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홉스적인 인간은 전쟁상태에
서 살아야 하며, 유덕한 시민이 될 수 없도록 운명 지워져 있다. 반면에 사랑의 대
상을 확장하려는 루소적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동료 시민을 사랑하게 됨
으로써, 덕이 있고 애국심이 충만한 시민이 될 수 있다.

루소에게 있어 애국심은 국가라는 공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러한 공
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며 이에 이러한 애국심에 대한
관념은 시민적 우정과 연관되어 설명될 수밖에 없다.
우정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대표적인 학자는 키케로와 아리스토텔레스이
다. 키케로에 의하면 우정이란 그 자체가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키케로는
우정이 지닌 도덕성은 자기 이득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자기보다 더 사랑
할 수 있을 때 실현된다고 한다(김용민, 2011: 255).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시민적 책임감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치체제를 동시에 읽을 수 있
는 주제 역시 바로 ‘정치적 우애(philia politike)’ 개념이다(곽준혁, 2008:
140).242) 정치적 우애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연대감인데 이는 단순한 효
241) 파트리(Patrie)와 페이(Pays)는 페이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장소나 마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칭하지만, 파트리아는 자유를 존중하는 선한 정부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유와 법을 파트리아와 연관시킨 키케로(Cicero)의 주장처럼 공동선, 법치, 정의, 공동
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파트리 안에서 시민들은 비로소 진정한 애국심이 싹트게 된다.
242)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우정은 정치적 결속과 윤리적 결속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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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나 타협과는 다른 성격이면서 그렇다고 성인 경지의 덕성이나 천부적인
공동체적 연대감은 아니다. 이것은 사려깊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현
되는 행복에 해당한다.
이러한 두 학자를 통해 비교해볼 때 키케로가 그린 우정의 모습은 사적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친구 간에 공유되어야할 바람직한 품성’에 해당하
는 것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은 사적 영역에 있던 우정이 공적 영
역에 들어오며 변화를 겪고 난 이후의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우정이 바로
“지속성을 갖춘 ‘합리적’ 행위 유형”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
리스토텔레스가 제안하는 시민적 우정의 성격은 선택적 애호이기는 하나 단
순한 주관적 애정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행동에 앞서 행복을 가져오는 계산
을 수행하는 타산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것으로 보편적 자비와
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시민적 우정’은 공동체에 구속력 있는 효과를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시민들에 의해 공
유되는 목표와 가치들의 한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안
정성이나 이익을 위한 도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 관념
을 기반으로 특정 영역에 한하여 공동체 내의 많은 사람들의 선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구성원들 상호간에 우정의 연대가 형성되고 이는 애국심으
로 이어진 이러한 국가는 강하고 평화롭게 번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오수
웅, 2008: 177).
2) 계몽된 이기심 그리고 종교와 교육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제도와 습속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국에 민주주의
에 노정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폭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와 함께 습속의 변화를 통한 ‘참 자유’의 실천으로서의 시민성을 구
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장효민, 2012: 264). 그러한 습속을 변화시키
기 위한 방안 가운데 주목할 수 있는 바르게 이해된 자기애의 원리와 종교
그리고 교육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243)
친구들 사이의 일이며, 그리스의 폴리스는 유사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이익에 관해 합의하
고, 동일한 정책을 채택하며, 공동의 의지를 구현하는’ 장에 해당하는 것이다(박임희, 2010: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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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빌은 왜곡된 이기심이 아닌 “바르게 이해된 자기애의 원리”가 사회
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도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때때로 스스로의 이기심을 절제하여 ‘공동의 이익’을 고
려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바르게 이해된 자기애는 습관
에 의해 지속·강화된다.
바르게 이해된 자기애의 원리는 자기희생이라는 위대한 행동을 불러일으키지
는 않지만, 매일 자기부정이라는 작은 행동을 유발시킨다. 그것만으로 인간이
덕성스럽게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고
극기․자제․예견․자기통제를 달성한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의지
적으로 덕성을 행하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점점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르게 이해된 자기애의 원리는 우리 시대
에 살고 있는 사람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철학이론인 것 같으며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자제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윤리학자들은 설사 그들
에게 그것이 불완전하게 생각되더라도 그 필요성 때문에라도 그 방향으로 전
환하고 그것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Ⅱ』

한편,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습속 가운데 민주사회와
강하게 연결된 윤리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발휘가능하게 하는 ‘정치제도로
서의 종교와 교육의 기능’에 대해 강조하였다. 루소도 시민성의 함양과 관련
하여 종교의 힘을 강조하였다. 루소는 독립적 인간으로 하여금 일반의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의식 깊은 곳에 도덕심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
며, 이것은 종교와 교육의 힘을 빌릴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단, 이러한 종
교와 교육이 정치적 강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국무론의 특징
국무론은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구성적 사회계약론으로서 민주주의
적 이상으로서 공동체와 개인적 삶에 대한 규범적 가치가 반영된 비전을 담
243) 이하의 내용은 장효민(2012)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 218 -

지함을 목표로 한다. ‘자기이익의 계산(calculations of self-interest)’에 입각
하여 창출된 권력은 그것이 조건적인 권력인 한에서 그 목적이 고상할 수
없고, 자기 정당화의 굳건한 도덕적 토대를 가질 수 없다(김용민, 2001:
106). 그렇다면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구성적 사회계약에 입각한 정치
공동체 모델이 어떠한 방식으로 ‘숙의에 기초한 규범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주목하며 구성적 사회계약 모델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가.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연역적 방식의 구성적 사회계약론
사회정의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성에의 추구와 박
애와 같은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 달성을 위해 도덕적 자유주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자유주의적 관점
에 입각했을 때 정의로운 사회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자유를 시
민의 당연한 권리, ‘시민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사회이다. 천부적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권을 포함하는 시민적 권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불가피하게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권리

충돌과 같은 한정적인 상황 외에 어떠한 사회적 이익

이나 목적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국가의 핵심역할은 국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협동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
에게 부여된 사명을 모색하고 행하는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통치체도 계
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개인은 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의 통치를 받는 데
반해 국가는 자신을 규제해 줄 존재의 힘이 미약하기에 더욱더 자율적 의지
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하기에 견제 장치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
의 결단과 집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국가는 이러한 파
급력을 인식하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대한 역할에 대해 항시 신중하게 고
민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무론은 개인뿐만 아니
라 국가가 준수해야할 가장 필수적인 통치 원리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국가의 사명은 국민들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질서와 안전과 함께 최소
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정의에 기초하여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여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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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인간의 자아실현이 가능
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치적 사안은 모든 이들
의 권리와 이익에 관여하기에 논란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국가는 ‘숙
의’의 기능을 높여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도덕
공동체로서 시민과 국가에 ‘자율에 기반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도덕적 자유
주의에 기반한 연역적 방식의 구성적 사회계약론인 국무론의 논리구조를 정
리하여 제시하면 <표 Ⅴ-1>과 같다.
<표 Ⅴ-1> 국무론의 논리구조

[관련정보]

[상황인식]

[전제와 철학]

[주장]

[논리적 기대]

[하위 주장]

인간의 존재론적 가치는 ‘이성’과 그에 기초하여 획득되는
‘자율’에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해법은
권리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한편 오늘
날 정치공동체의 기본 단위는 국가이므로 대의제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가진 개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정치
문제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존엄성 실현과 같은 규범과 다
원성을 합당하게 조화시키는 일이다.
정치철학의 과제는 갈등을 받아들이되 그러한 갈등 속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표방하는 가치들을 조
화롭게 실현하는 것이다. 다원성을 포용할 수 있으면서도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질서
정연한 사회·정치 체제는 어떠한 형태일까?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면서 정치공동체
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원주의를 포용할 수 있는
메타적 포괄적 교설인 도덕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국가 형태로서 구성적 사회계약론
에 기초한 대의제 숙의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공동체에
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을 해결할 정치 규범을 정치공동
체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어
야 한다.
사회계약이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구성적 합의 장
치로 재탄생함으로써 이상적 도덕규범을 충족시킬 뿐만 아
니라 결과적으로 국가로 하여금 구성원들이 원하는 혜택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한다.
① 자유주의라는 포괄적 교설이 독단적 교설이 아닌, 롤즈
가 강조하였던 ‘정치적 안정성’을 획득하는데 기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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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강]

기 위해서는 ‘자율’, ‘책임’, ‘존중’의 가치를 통해 다른 포괄
적 교설들을 포섭할 여지가 큰 ‘메타적인 포괄적 교설’로서
“거듭”나야 한다.
② 사회계약적 구도와 교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들로
‘민주적 권위’를 형성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민주주
의 정치과정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다.
③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내용, 시기,
적용 영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장 방법을 다각화해야 한다.
④ 사회계약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정치
공동체가 합심하는 제도적·문화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인간에게는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절대적 권한이 있다.
② 인간은 그들이 속한 정치공동체를 그들 스스로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한편 그러한 권리를 올바르게 향
유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③ 물론 사회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선정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갈등은
회피하기 보다는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당면한
다원주의의 현실 속에서 안정성만을 추종해서는 민주주의
의 본질을 달성할 수 없다.
① 규범적 정당화를 통해서 잠정협정이 아닌 ‘합심’을 이끌
어낼 수 있다.
② 천부적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권, 적극적 보호권을 구분
하고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절대적 권
리로 보장해줌으로써 시민은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유
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이 향유할
권리를 확장해 갈 수 있다. 한편 독립적인 사법부는 이러한
다양한 권리를 그 속성에 따라 광범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③ 반론권과 저항권 등 교정 장치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를 완성할 수 있다.

먼저, 사회계약에서 구성주의를 통해 모든 것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기에
구성하기 전에 정치적 권리와 정의의 내용을 상술하는 실질적인 원칙들(the
substantive principl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awls, 2005: 104). 한편, 절차
를 통해서 이상적 사회관과 인간관, 입헌적 원리, 통치권의 역할과 입법 및
통치절차 등이 결정되며 이러한 절차는 기본적인 사회관과 인간관, 공동체
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이상을 담은 원리들, 실천이성의 원칙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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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정의관의 역할을 출발점으로 설계된 것이다.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구성적244) 사회계약론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
기 위해서는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moral constructivism)와 롤즈의 정치
적 구성주의(political constructivism)245)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는 구성적 정초주의246)로 이 때의 구
성주의는 심의적 성격을 가진 반면,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구성적 정합
주의로서 정황부합적 성격을 가진다.247) 칸트와 롤즈는 ‘이성’의 능력에 따
라 자율적인 규범을 정식화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로 공통된 면이 있으나,
칸트가 도덕법칙 자체를 이성의 사실로서의 도덕적 진리로 간주함으로써 선
험적인 도덕적 실재론을 담지한 규정적, 확인적 차원의 구성주의248)로 실천
규범을 규정하는 구성적 원리는 확고한 도덕적 관점과 원리를 전제하는데
반해, 롤즈의 구성적 정합주의는 합리성의 관점을 중시하며 어떤 정치적 신
념의 올바름은 이상화된 인식적 조건 하에서 다른 가치들과 정합적일 경우
에만 정치적 규범으로서 확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함축한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관은 도덕적 제한이 없어 자칫하면 정의의 문제를 전략의 문제로 전락
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도덕 법칙이 어떤 고유한 성격을 갖
는 행동 원리라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 때의 구성은 상당히 임의적
이며, 구성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
하게 되기 때문이다(맹주만, 1996: 76).
244) 구성적이라 함은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을 외적 요소에 의존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적 행위의 충분한 동기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는 인격성을 반영하는 이성의 원리로 구상된
구성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결정함을 의미한다.
245)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의 특징은 첫째, 정치적 정의의 원칙 또는 내용은 구성 절차의 결과
로서 나타나며 둘째, 이러한 구성 절차는 이론 이성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실천
이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며, 셋째, 다소 복잡한 인격과 사회 개념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Rawls, 1993: 93-94).
246) 칸트는 정초주의에 해당하나 스스로 실현해야할 구성적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자연주의나
직관주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47) 토대주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의 경우 어느 정도에서 정당화의 소급이 끝났다고 보고
그 기초적인 자명한 명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정당화가 요구되지 않고 그러한 자명한 명제
로부터 참된 명제를 연역해서 새로운 앎을 얻고자 하는 시도이다. 정합주의는 명제란 어떤 정
합적인 체계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명제들과 추론적인 관계를 통해 정당화된다.
248) 칸트의 구성주의는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을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나 원리가 아닌 방법적 절
차(정언명법)를 통해서 이를 명료하게 정식화하고 여타의 도덕 규칙들을 판정하고 그것을 해
명하는 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성적이다(맹주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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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정초주의와 정합주의를 함께 채택하되 각각이 다른 영역에서
기능하게 구상하였다.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구성적 사회계약을 통해
도덕적 이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적 정합주의에 입각하여 정치공동
체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사회상에 대해 하나의 공통된 합의에 도달할 것
을 제안한다. 도덕적 자유주의는 얇은 보편주의적 도덕적 기반 위에서 다원
성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구성적 사회계약은 이러한 다원성의
토대 위에 필요최소한의 정치공동체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부여하도록 한 장치이다.249) 이처럼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
써 정당성(보편성)과 합리성의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게 될 뿐
만 아니라 공동의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함으로써 문화의 다원
성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구조를 가지는 국무론의 구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Ⅴ-1] 국무론의 구도
249) 도덕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도덕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진
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전체가 하나로서 파악되는 성
질을 뜻하는 통일성은 다원화된 사회이지만 그 속에서 생성되는 문화가 가진 특성을 드러내주
는 단어이다. 도덕적 자유주의라는 메타적 포괄적 교설이 추구하는 보편성 위에 구성적 사회
계약을 통하여 공동체의 통일성을 드러내주는 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도덕적 자유
주의에 기초한 구성적 사회계약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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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가치는 인류가 바로설 수 있게 도와준다.
이 도덕의 한계 내에서 인류는 각자가 원하고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사방으
로 뻗어나간다. 정치공동체의 규범이 도덕이 지향하는 가치에서 벗어났을
때 정치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공동체의 규범이 도덕적 가치
에 부합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뻗어갔을 때 이러한 공동체는 굳건한 발전
을 지속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치공동체의 규범과 도덕이 합치하게 하는 바
로잡고자 시도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저항권이며, 도덕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치공동체 가치 가운데 그 독특한 성향을 결정함에 있어 의사를 표명하는
권리는 바로 반론권이다.
도덕적 자유주의는 도덕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양한 개성을 포
용할 수 있는 메타적 포괄적 교설을 의미하며,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연역적 방식의 구성적 사회계약론이란 도덕적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가치를
토대로 하여 그 기반 위에서 정치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목
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만, 그 과정은 정
합적 방식을 가짐으로써 구성적으로 도출된 사회계약의 내용이 도덕적 자유
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뿐만 아
니라 정치공동체는 사회계약의 내용이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나. 다차원성과 다층성
민주주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타인과의 공존을 위해 다원
성을 포용할 수 있으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며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영역
을 담보해주는 규범적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정치 원리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탄생한 도덕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연역적 방식의 사
회계약에서 공동체의 철학이 반영된 ‘약관’은 다차원성과 다층성을 지니고
있다.
다차원성과 다층성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차원
성이라 함은 공동체의 구체적인 이념(도덕적 자유주의) 및 형태(숙의민주주
의)에 대한 계약, 주권(저항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에 있어 계약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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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다층성을 가
지고 있다는 의미는 계약의 보편성을 보장해 주는 면과 함께 시대적 요구
및 개인성과의 조율을 위해 자신의 자유권에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자신의 권
한을 일부 위임하겠다는 결합의 계약, 자연법에의 구속에 동의하는 계약, 정
치공동체의 구성적 목적에 대한 계약을 함께 담지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
다.
<표 Ⅴ-2> 국무론의 다차원성과 다층성
계약의
단계
홉스의
사회계약

과거 이론에서의
절차와 방법
주권의 완전위임을 통한
복종

교정된 절차와
방법
주권의 제한적
위임

로크의
사회계약

자연법에 구속된
대의제 심의민주주의

대의제
숙의민주주의

루소의
사회계약

참여적
직접민주주의

시민적
자유주의

합리적
직관주의

칸트의
사회계약

대의제 공화주의

도덕적
자유주의

형이상학
적
구성주의

질서

칸트 이론을 바탕으로 공
정성 담보를 위해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한 합리적
선택이론으로서 최소극대
화 규칙에 입각한 정의 원
칙
원초적 입장에서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로부터 도출
된 ‘중첩적 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자유주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약관’으로
변경

합리적
구성주의

적극적
보호권

전기
롤즈의
사회계약

후기
롤즈의
사회계약

구성적
사회계약

정당화
방법론
외적
권위에
의존

획득되는
권리
평화와
안전
천부적
기본권,
저항권
시민적
자유권,
반론권

홉스, 로크, 루소, 칸트의 사회계약의 특징들이 ‘교정’된 채 반영되
어 있으며 이념적으로는 ‘도덕적 자유주의’를 추종하고 방법적으로
연역적 방식의 구성적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대의제 숙의민주주의’
를 채택하면서 ‘약관’을 통해 정치공동체가 추종해야 할 적극적 가
치를 설정, 공유하며 함께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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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소통과 신뢰
통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의무를 수용하고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에 정당성 있는 ‘민주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한편 이러한 통치권이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미학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통치체와 개인 모두가 합심하여 사회계
약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 유의할 점은 사회 질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당성 있는 규범에
입각해야 할 영역을 고수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창조적 생산이 극대
화되도록 자율에 맡길 수 있게 여러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정부의 권한과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동체가 표방해야 할
가치를 설정함에 있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의견 수렴과 합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함께 각각의 시민들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
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
는 것에 국한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이상인 시민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정치참여에의 제약을 극복하
기 위해 ‘참여정치’의 관점을 많이 반영할 뿐만 아니라 반론권과 저항권 등
과 같은 ‘교정장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숙의과정에 참여가능한 주권’을 회복
시켜주고자 주력하였다.
이에 구성적 사회계약론에서는 대의제가 숙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
되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론권, 저항권으로 대변되는 직접민주주의
의 요소를 가미하여 균형을 이루고 합의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며 ‘공적 이
성’에 입각할 수 있도록 교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장치들
로 인해 정당성을 담지한 ‘민주적 권위’가 형성 가능하다. 소통 가운데 이루
어지는 견제와 균형 과정에서 정부기관들은 정치사안에 대해서 근거있는 견
해를 확립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김주성, 2006: 18).250) 뿐만 아니라
250) 칸트에 따르면 모든 통치자는 공적으로 표명될 신민들의 견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황경식, 2006: 87-95). 공지성 원리에 대한 칸트의 옹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밀의 옹호론과
지극히 유사하며, 양자는 모두 그 누구도 진리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없으며, 사회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진리는 공적이고 개방된 토론의 기회가 규제되지 않을 경우에만 나타나게 된다
는 입장을 지닌다. 칸트는 언론의 자유는 권리에 대한 유일한 안전장치라며 충성스런 시민의
정부를 비판할 권리를 좋은 정부와 조화로운 사회로 가는 확고한 길로서 옹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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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시스템은 부패와 함께 주관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egocentric)인
의사에 머물러 오류가 발생하게 될 위험성을 방지해 준다. 하버마스 역시
권력이란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 행사
의 객체가 되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화용, 2010: 121-122).
각 개인들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정보, 제한된 경험, 자신의 관점에 기
초하여 그의 의사를 제안한다(유명철, 2005: 265). 각 개인 의사의 불완전성
과 불확실성은 또 다른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개인의 의사와 만나게 되면 불
일치와 갈등을 겪으며 서로 인지적인 자극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251)
을 통해 지식이 확대 심화되고, 이해와 안목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각 개인
들을 계몽하고 계발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252) 공적 토론의 영역은 토론과 숙의를 통하여 자신의 선호를
형성하고 세련화시키며, 다양한 관점과 이익들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공
동선으로 수렴되는 장으로서 자신들의 잘못된 선호를 교정할 기회를 제공한
다. 한편 이러한 소통의 틀 가운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신
뢰사회를 열어가야 한다. 소통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정신이 중요한데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은 국가의 이념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요컨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약관”을 전제적 준칙으로 공표할 뿐만
아니라 공적 토론을 중시하는 구성적 사회계약에 기초한 도덕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부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정치공동체에 부여된 사명이자 이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 ‘소통’과 ‘신뢰’를 핵심적 통치원리로 삼으며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가 아닌, 국민과 함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정부”
가 되고자 한다.

251) 바버(Barber)에 의하면 상호작용은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듣고, 함께 추론하
고, 함께 성찰함을 뜻한다(Barber, 1984).
252) 토론과 협의을 활성화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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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회계약론과 시민교육

이제까지 정치공동체 모델 마련을 위한 토대로서 사회계약론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이를 통해 도달해야 할 사회적 비전의 규정과 실현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처럼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계약을 구조화하고 구체화하
는 것도 중요하나, 또 다른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와 시민의 협력’을 이룩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해내는 것이다.253) 사회
계약이 아무리 잘 구성되고, 도덕적 자유주의가 아무리 유용한 것이라 하더
라도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로 내면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공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내면화와 관련하여 특히 공동체적 규범에 관한 도덕·윤리
적 판단에 관한 교육은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문성과 체계성
측면에 있어 합당하기에 학교교육 그것도 “도덕·윤리교과”에 그 일차적 책
임을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계약에서 요구하는 덕성은 자신이 참여
를 결정한 공동체의 목적을 승인하고, 그 목적을 자신의 것으로도 선택하였
음을 인정하며 그러한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 불거지는 문제에
함께 고민함으로서 공동체가 원만하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료
시민들에 대한 존중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감정주의
적인 선행과 다른 차원의 도덕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Ⅵ장에서는 사회계약적 구도를 토대로 도출된 정치공동체가 지향해
할 가치와 존엄한 존재로서의 개인의 자율성을 결합시키기 위한 도덕·윤리
교육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계약론과 도덕교육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다음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사회계약론에 내
재된 도덕적 함의를 토대로 사회계약론을 통한 도덕·윤리교육 발전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253) 민주주의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민주시민이란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
재라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의해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다운, 200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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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계약론과 도덕·윤리교육의 관계
사실 한국의 도덕교육은 군사정권시대에 이데올로기 교육을 담당하는
‘정치교육’에서 출발했다는 태생적 멍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문성학,
2005: 61-73).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의 정치적 삶과 도덕적 삶은 밀접한 연
관이 있기에, 도덕교육에서 정치·사회적 쟁점들과 관련한 논의들은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며 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치
이론과 도덕교육은 관련 맺게 된다.254) 도덕·윤리교육 역시 현대사회가 직면
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 실현과 다원주의의 구현이라는 정치적 과제를 외면
하거나 방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정치철학의
한 분파로서 사회계약론과 도덕·윤리교육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
고자 한다. 사회계약론과 도덕·윤리교육의 관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결정하는 정치철학이론으로
서 사회계약론이 담지한 규범적 함의 측면에서 도덕·윤리교육 간의 관련성
을 진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덕·윤리교육에 관한 역할 정립을 통해 사
회계약론과 윤리교육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공동체
의 이상을 원만히 구성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민적 덕성을 통해
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계약론에서 정치관을
설정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반성적 평형’과 같은 숙고 방식으로부터 사회계
약론과 도덕·윤리교육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추출할 수 있다.

가. 자율과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의 존중
사회계약론에 내재된 도덕적 함의는 공리주의와 비교하며 살펴볼 때 더
욱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먼저, 공리주의와 구별되는 사회계약론의 특성은
바로 동의로 인한 사회정치체제 정당화와 그러한 자발적 의사에 대한 책임
부여이다. 자율과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의 존중과 같은 근본적 가치들
은 복지나 공리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다.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사회에서

254)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개인적·도덕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함께 풀어가야 하는데 이 둘은 실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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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는

자기가

스스로를

규제하는

준칙을

형성한다는

자기지배

(self-rule)라는 의미에서 도덕적 자율성을 신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
다.255) 사회계약론에서의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존중은 시민 간의 상호존중
을 고양하기 위한 시도로서 공리주의자들과 달리 평등의 가치를 절대적 가
치로 간주하는 것에서 비롯된다.256) 다음으로, 사회계약론은 만장일치를 지
향하기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나 정보에 개
방적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관점에도 자율,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에의
존중의 정신이 담겨 있다.

나. 규범에 대한 정당화와 동기화
특히 사회계약론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덕·윤리교육적 의의가 깊다. 사람들은 공동체 속
에서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정치이론으로서의 사회
계약론과 도덕은 ‘관계성’에 기반하여 규범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밀접한 연
관이 있다. 실제 도덕·윤리교육에서는 합의의 결과뿐만 아니라 합의 도출과
정에서 필요한 사고과정과 자질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합의과정에의 노출과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형성된 배경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이상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좋은 삶이 지향하는 올바른 목표
와 가치를 개념화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 수용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실천적 삶의 바탕을
형성할 수 있다.257) 사회계약론은 윤리적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함으로
255)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기지배는 '단독입법자'로서의 자기지배는 아니지만, 자기 스스
로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도덕적 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조일수, 2012:
194-195).
256) 공리주의에서도 모든 개인의 선호에 평등한 비중을 부여한 결과로 도출된 공리를 극대화할
것을 지향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다른 개인들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된다고 설명하
기에 공리주의 역시 평등한 존중을 지향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리주의적
논의는 설득에 불과한 것이지 계약론적 구도에서 제기하는 ‘만장일치’적 절대적 존중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즉 공리주의에서는 평등한 존중이 의사결정주체로서의 평등성 부여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하나의 정보에 불과한 것이기에 얼마든지 묵인될 가능성
이 있어 의사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257)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평등한지 ‘이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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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윤리학의 전경으로 부상하게 되고 자율적 동의에 기초함으로써 실천적
행동을 동기화한다.258)
루소에 따르면 사회계약을 통해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라 사회인, 시민
이 된다는 것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동물적 본능에서 벗어나 공적 이성을
통해 일반의지가 무엇인지 고려하게 되고, 행동 하나하나도 양심의 소리에
한 치 어긋남 없이 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
는데 아무리 좋은 법, 제도로서의 사회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
율과 도덕성에 기초하여 이러한 구조에 적응하고 조화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다.259)
(사회계약을 통해서) 그의 능력은 단련되고 개발되며,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그의 감정을 고상해지며, 또 그의 영혼은 온통 고양되어서 만약 이 새로운 상
태의 남용으로 인간이 벗어났던 자연 상태 이하로 타락시키지만 않는다면, 그
는 자신을 자연 상태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주어, 어리석고 무지한 일개 동물
을 지적인 존재, 즉 한 인간으로 만들어 준 이 행복한 순간을 길이 축복해야만
할 것이다.
루소 『사회계약론』1부 8장

정의롭고자 하는 용기를 가진 시민들의 손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덕
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계
약론의 도덕·윤리교육적 함의는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260)

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상 자체는 공동체 속에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율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현실적·정치적 생활의 이상적 실현을 위해서
도 필요한 것이다.
258) 일반적으로 도덕교육 영역에서 윤리학에서는 정당화(justification)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
각되는 반면 정치철학에 있어서는 정당화 문제에 대한 검토보다는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동기
화(motivation)가 우선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정치철학적 담론과 달리 사회계약론은
동기화뿐만 아니라 정치구조나 규범에 대한 정당화의 문제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59) 루소에 따르면 도덕, 관습, 여론과 같은 마음의 법과 정치법, 민법, 형법과 같은 법 가운데에
서 특히 도덕이 중요하며, 법(law)이 한 채의 집이라면 도덕은 그 집을 받치고 있는 땅이므로,
땅이 튼튼해야 집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260) Robertson과 William(1995)은 윤리적 쟁점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가설 고안 및 경험
적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계약적 관점에 기초한 도덕·윤리교육의 함의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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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동체적 가치를 달성함에 있어 시민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사
실인 한편 교육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사회계약적 구도
는 동기화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의지와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을 취
한다는 점에서 윤리학과 윤리교육, 그리고 나아가 교육 전반과 관련한 정치
철학적 접근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의의를 보다 극대
화하기 위해 사회계약적 관점에 입각한 도덕·윤리교육에서 칸트와 같은 주
체적 입법자로서의 ‘도덕적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기획하고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 교육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유용할 뿐만 아
니라 개인의 자아 및 도덕성의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 이처럼 사회계약론을
통해 개인적 도덕규범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규범에 대한 도덕·윤리적 판단
역량을 겸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온전한 도덕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다. 시민적 덕성
사회계약론은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비전에 함께 참여·가담한다는 구조이
기에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을 준다. 사회계약적 구도에서는 국가가 시민
을 위해 해야 할 역할뿐만 아니라 이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시민의 참여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에 부여되는 의무를 분명
히 하는 한편으로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명
료히 강조하고 그에 맞는 시민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계약론에서 전제하는 공동체 정체성 개념은 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공통의 역사, 언어, 같은 지역에서의 지속적 거주를 통해 배태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발적 선택에 의
거한 ‘동의’라는 인위적 절차를 거쳐 형성된 정치공동체의 연대와 단결을 위
해 시민이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
력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시민적 유대감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계약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이 자연적으로 발달·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사회계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이
상을 실현할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상적인 정치공동체의 구현을 위
해서는 의미있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회계약적 정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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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한 도덕·윤리교육은 정의와 선의 관계, 개인 및 국가와의 관계, 올바
른 시민 육성을 위한 도덕·윤리교육의 본질 등과 같은 시민성의 측면들을
설명해준다.

라. 심사숙고로서의 반성적 평형
사회계약은 특히 자율적 참여의 기반으로서 ‘심사숙고’를 요구한다는 점
에서 도덕교육과 관계 깊다. 사회계약이론가들 가운데서도 롤즈는 그의 정
의관의 도출 방법이 ‘숙고’와 ‘반성적 평형’이라는 성찰적 방법임을 분명히
함으로서 반성적 평형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었다. 롤
즈에 따르면 정의론의 정당화 절차는 한편으로 정의 원리를 ‘원초적 상태’에
서 합의되는 원리로 도출하고 정당화한다는 사회계약적 이론 구성을 취하
고, 다른 한편으로 시행착오적인 자기반성에 의해 도덕원리와 도덕판단의
상호조정을 반복하며 양자가 합치하는 ‘반성적 평형상태’를 탐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최종고, 2005: 53), 롤즈의 숙고된 판단이란 우리의 도덕 능력
이 가장 왜곡됨이 없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러한 판단들로 주
어지는 것이다. 반성적 평형 상태라는 개념의 필요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한다(Rawls, 1971: 48). 도덕 이론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가진 도덕감
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은 어떤 정의관을 검토하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부합하는 설명이 아니라, 반성적 평형 상태 속에서 그의 판단
에 부합하는 설명이라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롤즈적 관점은 하버마스의 담론 이론과 만나 상승작용
(synergistic)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한다.261) 물론 각 개인은 스스
261) 롤즈와 하버마스의 반성적 평형의 숙고방법의 차이점은 구성주의를 통해서 설명 가능하다.
구성주의란 객관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이러
한 구성주의는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분가능하다. 먼저, 급진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주관적으로 구성해 가
는 것이라 보는 것으로 개인의 단독자적인 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유명철, 2005: 269). 이는
롤즈의 구성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구성주의는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인지발달의 근원으로 보는 관점으로 상호작용 속에서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주관적인 합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Fosnot, 2001). 지식
이란 홀로 주관적 인식에 따라 단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견해와 관점에 대한 자아 성찰과 좀 더 깊이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구성되
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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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구성해갈 수도 있지만 다른 사
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견해에 회의를 품게 되고 불평형 상태262)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불평형 상태를 겪을 때 반성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
력, 의사결정력, 창조적 사고력, 메타인지와 같은 고급사고력이 더욱 많이
작용하게 되어(유명철, 2005: 267) 유익한 것이다.263)
따라서 심사숙고로서 반성적 평형에 기초한 사회계약론이란 행위를 규율
하는 원칙에 대해 원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러한 사고방식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특히 고차원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보다 현명한 판단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계약론적 구도를 통한 교육은 미래의 시민들인 학

관적인 합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는 하버마스적 담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두 가지 방식의 구성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
안한다.
262) 불평형 상태란 기존의 인지구조와 새로운 지각사이의 모순이라 할 수 있고 이 불평형 상태
로 인지적인 혼란이 초래되어 새로운 평형상태를 위하여 동화와 조절이라는 기제를 활용하게
된다.
263)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단독입법자’로서가 아니라, 정치참여라는 ‘통합적 경험’에 의해
상호협력, 상호존중의 가치 및 타인본위적 가치를 배워 협소한 이기심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
러한 정치참여는 민주적 공동체의 개선과 민주적 권위의 질 고양에 기여함과 동시에 그 자신
역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박효종, 2005: 403-404). 이러한 상호작용에
토대로 한 교육효과는 콜버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콜버그의 구성주의는 칸트, 듀이, 롤즈,
피아제 등 다양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콜버그 이론 가운데 공동체적 상호작
용에 기초한 도덕교육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이정렬·정창우, 2012: 273).
콜버그에게 있어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은 상이나 벌의 조작이 아니라,
도덕적 상호작용이다. 콜버그가 의미하는 상호작용은 인지갈등의 유발을 가능케 하는 환경과
의 상호작용이다. 콜버그에 의하면 더 높은 단계의 추론에 노출되는 것은 인지적 불균형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인지적 비평형을 통한 도덕발달단계의 상승원리를 블래트 효
과(Blatt Effect) 또는 +1효과로 표현된다. +1효과를 적용한 도덕교육은, 발달 수준이 다른 단
계의 사람과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덕판단 발달단계의 상향적 이동을 도와주는
발달의 촉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Blatt & Kohlberg, 1975). 이후 콜버그는 도덕딜레마토론
의 한계를 인식하고 뒤르켐(E. Durkheim)의 관점을 반영하여 ‘정의 공동체 접근(Just
Community Approach)’을 도덕교육에 적용한다. 정의공동체 접근은 '정의'와 '공동체'의 균
형 및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정의'의 측면은, 프로그램의 민주적 절차와 제도,
도덕적 토론, 공정성과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고려에서 구체화된다. 공동체의 측면은 더욱 이
상적인 형태의 학교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드러난다. 정의 공동체 프로그램은 다
음 세 가지 기본적인 목적을 갖는다. 첫째, 도덕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의 도
덕추론능력을 확장시킨다. 둘째, 집단의 결속이나 공동체의 형성과 민주적인 규칙 제정을 통
해 도덕적인 문화를 창조한다. 셋째, 학생과 교사 모두가 도덕적 제도와 결정에 따라서 행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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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숙의 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숙의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
라 개인의 인지적 능력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추측된다.

2.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사회계약론의 도덕교육적 함의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통된 정의관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영된 도덕교육을 구성하는 것은 미래의 ‘정치공동체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민을 양성함에 있어 중요한 교
육 내용과 방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정치 영역에서
는 선택과목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사회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다
루고 있는데264) 사회계약이 담지하고 있는 도덕적 요소를 중심으로 제시되
기 보다는 정치철학 가운데서도 자유주의의 한 분파로 소개되어 있다(천재
교육, 2012). 중등 교육에 맞는 인지발달 단계가 고려된 다양한 도덕성들을
포함하며 구성되어야 하는 도덕교과에서는 사회계약적 논의들이 다양한 형
태의 시민적 덕으로 변화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사회계약론에 내재된
도덕교육적 함의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사회계약론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
로 전달하는 데 주목하기보다 사회계약론에 내재된 도덕적 함의와 역량을
추출하고 이러한 역량들이 교육 내용 구성과 교육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시사
점을 던져줄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가. 관점: 자율·책임·존중, 숙의와 소통에 기초한 협력의 역량 강화
올바른 도덕 행위나 윤리적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도덕철학이나 윤리는
무용한 일이기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간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를 갖추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여 도덕·윤리교육에 접근하는 관점에서의 시민교육은
264) 7차 교육과정(1997-2007)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원화
되면서 도덕과 내용 체계 및 계열화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초등학교-고등학교 1학년까지 10
년에서는 도덕과, 11학년과 12학년에서는 선택과목(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으로 계열
화되었다. 이후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중시하는 2007 개정교육과정을 거쳐 2009개정교육과정
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공통교육과정과 선
택교육과정으로 계열화되는 7차 교육과정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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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책임있게 능동
적으로 실현하면서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그것과 조화, 균형을 이루며 실현하는 시민의 역량과 민주시민의 정
체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종렬, 2009: 165). 특히 도덕적 자유주
의에 기반한 사회계약적 구도에서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도덕·윤리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관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통치 구조의 ‘자율적’ 구도를 이해하는 능력의 함양, 둘째, 다
양한 입장에 대한 관점 채택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과 숙의와 협력의 역량개
발, 셋째, 적극적 참여 자세와 책임감 육성, 넷째, 관용의 정신과 상호존중의
태도 형성이다. 국가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근거하여 시민들에게 자율적 삶
을 고양하도록 권장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원리는 도덕·윤리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첫째, 정치공동체의 자율적 구도를 이해하는 능력 함양과 관련하여 학생
들은 사회계약론을 통해 통치체 및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가 어떻게 규정되
고 작동하게 되는지 배우게 된다. “도덕이냐 아니냐?”하는 도덕의 구속적
성격을 넘어 도덕생활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을 형성할 수 있게 된
다.
둘째, 사회계약론은 타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타인의 관점을 비판
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관점 채택에 기초한 의사소통과 숙의·협력의 역량
개발을 요구한다. 관점 채택에 입각한 교육은 문학적·예술적 측면의 감수성
을 길러주는 감성 교육과 달리 ‘이성’의 인도를 받은 적극적인 감정이입
(empathy)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상상265)함으로써 타인의 입장을 헤아
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감수성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타인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한편 숙의를 위해서는 비판 정신뿐만 아니
라 정치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합당하게 실현하기 위
해 상대방을 설득하여 정당화하는 능력과 함께 개방적 태도와 창의적 사고
가 요구되는데(이종렬, 2009: 180) 이러한 시민적 덕성은 앞으로의 시민교육
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265)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감정이입을 단순한 감정적 전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
황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Nussbaum, 2008: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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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지니고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자이자
복잡한 갈등 상황을 파악하여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주체로
서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부당하게 지배하는 목적과 불합리한 도덕 개념에도 수동적으로 따
르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이 판단한 목적과 도덕 개념이 사회적 가
치와 상충할 때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의식과 책임감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해체되고 고립된 개인들을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시민으로 전환
되기 위해 ‘관계성’에 초점을 둔 관용의 정신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도덕적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도덕’과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어 상호관계
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사회계약론은 포괄적이나 메타적인 교의를 장
려함으로써 개인에게 복잡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원과 능
력을 갖추게 한다. 정리하자면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구성적 사회계약
론에 내재된 ‘자율·책임·존중’, ‘숙의와 소통’에 기초한 협력의 역량 강화라는
시민교육의 관점은 이성의 공적 활용을 통해 인지체계를 확장시켜 줌으로써
적극적이고 성숙한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삶뿐만 아니라 정치공동체에도
유익한 도덕교육적 함의를 지닌다.

나. 교육 내용 구성에 주는 시사점
연구자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충돌 및 해결과 관련한 소재 개발과 관
련한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한 사회계약론의 함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민주주의 정치 구조 및 정의와 관련한 교육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
사회계약에 기초한 시민 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에서 민주주의 정치 구조 및 정의 덕목이 어떤 근거로 도출되었으
며 우리는 이것을 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설명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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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한다.266) 정부 형성과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민으로서
의 참여 의지가 고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역할에 대해 학습함으
로써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 민주 정의 실현
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267)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위는 자신에게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공존 속
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다. 이처럼 사회계약론은 시민 교육과 관련하여 시민권(civil right)과 정의
덕목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의교육과 법교육의 방향성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노찬옥, 2005: 37).268) 학생들은 사회계약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한 정의 덕목의 함양과 함께 이러한 덕목을 실
천하기 위한 동기 및 습관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모색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정치적 합의를 위한 사고의 방법과 기
술, 공적 이성에 입각한 결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 등을 배우게 된다.
둘째,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구성적 사회계약론을 통해 도출된 정치
공동체에 부합하는 시민성을 길러주는 교육은 지식교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덕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 자유주의 이념을 중심
으로 도덕·윤리교육을 재구성하는 것은 시민적 덕성을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계약에 기초한 정치공동체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치·사회적 규범 마련을 위한 자율적 판
266) 이것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민주주의의 자율의 이념과 일치하는 도덕발달론적 접근(도덕교
육에 있어서 아동이 스스로 도덕적 문제를 생각하여, 어떤 행위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대고
합리적 추론을 통해 도덕적 원리를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려는 교육방법)이 우세하게 된
것(이원봉, 2011: 169)과도 관련이 있다.
267) 학생들이 도덕적 인격으로 성숙해 가면서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계약론을 접함으로써 자신이
지켜오고 지켜가야 할 시민 윤리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그 정당화 과정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스스로 동기화 할 수 있게 되어 그러한 사회·정치 원리들을 재확인하고 준수하고
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굳건히 하게 되는 것이다.
268) 정의교육은 도덕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노찬옥(2005)은 시민교육에 있어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는 정의와 정의 교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1) 시민
적 자질에 있어서 정의 덕목의 함양은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 참여를 조장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연쇄 효과를 낳는다. 2) 미래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의 학생
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시민권에 대한 지식과 권리 행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정의 교육은 이러한 측면에 기여할 수 있다. 3) 민주주의를 정의 실현의 가
치와 관련지어질 것이 요구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
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합당한 가치란 모두가 합의하는 정의란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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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준거를 세워 스스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립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
치에 대해서도 숙고하고 객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다른 공동체 시민들에 대
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적 덕성을 반복하여 가르칠 수 있
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개인에게 타인을 존중하라는 요청이 의미하는 것
은 계약론적 구도에서 시민이 평등한 위치에서 공동체의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상호 간의 동등성에 대한 강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존중의
가치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포용력을 높이는 것이
자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이해관심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분별력이
있는 시민적 덕은 상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두기를 통해 자신이 확신하는
신념이나 철학일지라도 반성할 수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며 또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초래될 또 다른 결과는 없는지에 대한
숙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을 지닌다(정다운, 2009: 81)
셋째,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충돌 및 그의 해결과 관련한 소재와 역량
개발의 측면에서 시민 교육의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는
점차 다원주의 사회로 변하고 있기에 도덕 교육 또한 ‘다원주의의 사실’을
반영하는 교육, 즉 다원주의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 윤리 교육이 시
행되어야 한다. 사회계약적 구도에서는 다양한 개인의 의사를 결집하여 공
동의 비전을 세울 수 있어야 하기에 이것이 올바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양
한 갈등 소재(다양한 개인들의 관점과 권리의 충돌 문제)에 노출되어 직접
합당성과 합리성을 조화시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치며 윤리
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험을 제공해주어야
한다.269) 다양한 갈등 소재의 대표적인 예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태도 문제,
남녀 불평등 문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 포용 문제 등이 있다.270) 이
269)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논리이기에 정치·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소
수 계층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장일치에 의한 사회계약적 합의방법에 의한 정의
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고려함으로써 다원성에의 존중을 가능하
게 해준다.
270) 한 예로 다문화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단일 언어와 문화에 기초
한 단일 민족의 성격이 짙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이 다분하여, 최근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국제 결혼의 증가, 북한 이탈 주민
들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multiculture)와 관련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민족이나 문화를 초월하여 특정 정치 사회의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계약론은 하나의 해법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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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가정, 학교 등과 같은 공동체 내에서의 적극적인
의견을 모집하고 반영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 교육 방법에 주는 시사점
사회계약적 정의 원리는 사회계약적 의사 결정 과정의 체험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에 있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대화를 통한 합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된 토대를 찾
는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271) 이것은 사회적 문제해결과 실천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그들의 주관을 타인에게
공표하고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합의를 위한 숙고와 토론 문화는 시민의 지적 능력과 공적 사고를 발
달시키는 데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노찬옥, 2005: 37),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의 통로가 되며 서로 상대방에 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지도 마련
한다는 점에서 도덕 및 윤리 교육의 중요한 인프라가 아닐 수 없다(황경식,
2006: 534).272) 이러한 활동은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시민적 덕성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상호 존중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의 개인과 집단 간의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권리보다는 인간으로서 지니는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는 “천부권(human rights)”에의 존중을
통해 편협한 인종관이나 문화관을 극복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기능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타 공동체적 화합이 요구되는 문제에 사회계약적 관점을 적절히 적
용함으로써 학생들은 조화로운 해결 방법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갈 수 있을 것이다.
271) 민주주의에서 정부의 결정은 자유롭고 열띤 토론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에 공적담론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것은 단지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 혹은 자
신의 관점을 알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
면서 반응함으로써 대화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정다운, 2009: 59). 특히 사회계약적 정
의원리는 종속을 반대하는 만장일치의 정의 원리를 추구해야 하기에, 합의를 위한 토론이 중
요시된다고 주장한다(노찬옥, 2006: 34-35). 다원주의 사회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만
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은 기존의 특정 정의 원리의 강요가 아니라 모두가 종속 배격
을 위해 합의할 수 있는 정의 원리의 탐색 과정인데 정의 교육은 이런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
을 수업 시간에 구현함으로써 부정의에 대한 피해자의 호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
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토론 교육의 모습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272) 대화의 방식은 개인이 자신의 개별적인 경험과 우선적인 고려사항을 타인의 견해와 결합함
으로써 공통으로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은 개인이 다른 측면의 목소리
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높임으로써 자신이 목표 설정을 재고할 수 있게 한다(김상현·김회용,
2010: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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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권리 보장을 위한 철학적·규범적 논쟁과정에서 ‘가치 판단을 위한
반성적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구성한 목적으로서 기본 사
회 체제의 가치들을 기준으로 삼되 도덕적 숙고는 정식화되고 형식적인 의
사결정 절차를 넘어서야만 한다. 이론이나 원리의 기계적 적용을 넘어서는
도덕적 숙고는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충돌하는 가치
가운데 더 중요시되어야할 원리들이 내포하는 의의 및 한계를 명료히 진단
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정치적·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모색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학생들이 정치철학과 관련한 ‘도덕·윤리교육’을
어렵고 고도의 암기를 요구하는 지루한 과목으로 여기지 않게 하며, 이로써
도덕·윤리 교과는 인간과 인간이 속한 사회의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부분을
다루는 핵심교과로 거듭날 수 있다.
셋째, 학교공동체에서 사회계약과 같은 절차를 겪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
양하고 새로운 문제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유연하고 신
축성 있는 도덕적 사고교육이 중요한데(황경식, 2009: 436), 이러한 사고 교
육을 이론적으로만 학습하기보다 학교 공동체의 실제적인 운영 과정에서 등
장하는 문제를 토대로 타인과 어울리며 자기와 다른 이를 용납하고 관계를
맺는 경험을 지속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반성적 숙고를 통해 정치적 핵심 규범을 결정하는) 사회계약에 입
각한 의사결정 능력과 기술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인성과 시민성의 함양은 실천적 체험의 맥락을
요구한다(박효종·손경원, 2003: 184). 교실 수업의 제한된 맥락 안에서의 가
상적 체험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사회계약론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도 중
요한 만큼 교실 속에서의 실천적 체험도 도덕과 교육이 지향하는 인성 및
시민적 덕성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축소된 공동체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 봉착해 봄으로써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보다 합리적
이면서도 올바른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 과정 속에서 반성적
숙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도덕적 판단력과 지혜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교육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발달단계
와 같은 도덕 교육 구상의 전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273)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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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율적 도덕 판단력 개발과 같은 사고교육은 규범에 대한 최고차적인 판
단력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피교육자에게 의식적, 반성적 능력이 개발되는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도덕적 자유주의
에 기초한 사회계약론과 관련한 도덕적 역량들은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사고
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기에 반복실천에 의한 단련과 수행이 요구된다는 점
을 유념해야 한다.274)

273) 윤리학적 전제가 없는 행동주의나 정신분석학과 같은 도덕심리학에 근거한 도덕교육은 심리
학자의 오류를 범한다며 도덕심리학적 관점과 윤리학적 관점을 종합함으로써 도덕발달 및 도
덕교육의 문제를 논의한(정창우, 2004: 35) 콜버그에 따르면 도덕성 발달 단계는 3수준(인습전,
인습, 인습 후) 6단계로 표현되는데 사회계약과 관련한 도덕적 판단은 인습 후의 단계에 속한
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74) 이론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현실의 도덕문제에 봉착할 경우 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현실의 문제 상황에서 당사자의 권리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 관련된 모든 이의 이해관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이론적
교육의 추상성과 공허성을 깨닫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처한 공동체의 현실
속에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직접 부딪혀 봄으로써 보편적 이론의 현실적 적용이
라는 뼈아픈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부족한 점들을 단련하여 도덕 윤리적 사고력 및
판단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 학습은 도덕적 덕목의 습관화 및 내
재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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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도덕과 정치 규범은 그 기원이 관계 속에서 도출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측면이 있다. 자유와 도덕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정치 규범 역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개인의 자유가 행사, 실현될 때만이 개인은 덕스러
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 실현할 수 있다(김비환, 2000: 242). 그리고 덕스러운 적극적 민주시민
의 자유행사를 통해서만 자유주의 정치질서는 권위주의적인 질서로 타락하
지 않고 자유로운 질서로 유지될 수 있다(김비환, 2000: 242).
사회계약은 자유롭고 싶지만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짊어져야할 멍에인 한편, 구성하기에 따라서 개혁의 가능성을 담지한 씨앗
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계약은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든 담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역사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변화해 왔는데
그 발전 과정 속에서 각각의 이론들은 중요한 정치철학적 의미를 지닌다.
이에 연구자는 사회계약이 등장한 출발점에 해당하는 홉스의 이론부터 주요
사회계약론들을 분석적으로 되짚어 봄으로써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회계약
론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앞서 살펴본
주요 사회계약론들의 다양한 논리를 요약적으로 정리하며 이어서 연구자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인들의 계약으로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지금은 진부한 설명이지만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처음 등장하던 17세기
에는 ‘혁명’이었다(이종렬, 2009: 173). 공동체적 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
떠한 사회적 관계도 맺지 않은 평등한 개인들을 규제할 절대적 힘이 없는
상태인 홉스의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요약된다. 이
와 같은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공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
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폭력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찬) 자연상태와 (본성적
으로 사회성을 타고나지 않는다는) 인간관에 대한 전제는 그의 이론적 토대
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두렵게 하는 공통의 힘, 다시
말해 그 구성원 모두를 굴복시킬 수 있는 최대의 권력, 즉 주권적 힘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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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할 수 있는 ‘리바이어던’이 논리적으로 등장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
러한 리바이어던은 통치 권한의 정당성을 판별할 검증도구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로크는 갈등해결의 주체가 없는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
로 선천적으로 부여된 자연법에 대한 자율적 집행 권한을 포기하고 동의에
기초하여 ‘자연법’에 제한을 받는 합법적인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모든 사
건에 관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게 된다. 그리고 위임받은 통치체가
자연법을 어길 경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로크의 견해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모
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담지한 이성이 단지 자연법을 모색하는 수단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루소는 자연상태를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기에 개인이 통치
체로 결합함으로써 받게 되는 일정한 제한을 감내해야만 하는 원인이 어디
에 있는지 제시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자연 상태를 방해하는
외적 제약으로부터의 탈피 필요성과, 계약을 토대로 도출된 국가의 ‘자기통
치적인’ 성격 및 조국애의 당위성으로부터 찾았다. 루소는 인간이 연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모두에게 결합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연합의 형태로 “사회 계약”적
구도를 제시한 것이다(이환, 2002: 195). 그러나 루소는 통합된 의견을 추출
하기 위한 절차를 단순히 다수결에 입각한 직접민주제에 의지함으로써 현실
적 실행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칸트는 법과 도덕을 분리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도덕적 자유와 의무론의
관점에서 그의 법론을 수립하였다. 계약이란 법적 의무들의 도덕적 정당성
을 해명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로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법이란 자유의 유지
를 위해 선험적으로 주어진 보편적 의지를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로써
칸트의 이론은 정치적 영역에서 선험적인 도덕적 가치를 부각시켰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는 반면 현실적인 고려를 소홀히 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롤즈는 『정의론』에서 좋은 삶에 대한 각자의 관점이 다르
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세계에서 국가는 개인
이 정의의 관점에서 좋은 삶에 대한 개념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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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초기 롤즈는 자신의 정
의론의 역사적 상황성을 강조하며 ‘칸트적 인간관’을 기치로 들고 나와 원초
적 입장과 그 속에서의 추론과정을 재정비하여 사회적 기본가치들을 재해석
함으로써 칸트적인 도덕철학적 이해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구체화하며 칸트의 도덕관에 기초한 자신의 정의론을 합리적 선택이론에 입
각한 전략적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특히 가
상적 구도와 함께 최소극대화 규칙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후기
롤즈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수용과 함께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며 정치적 의
사결정에 있어 ‘현실성’과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그 결
과 포괄적 교설에 입각하여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전
제에 입각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정치적
자유주의』로 입장을 수정하였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목적은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합당한 공적
정당화의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찾는 것이 되었으며, 롤즈는 이것이 곧 광
범위한 견해의 선들과는 구별되는 정치적인 선의 개념들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정치적 정의관 자체의 의도를 넘어서는 특정한 형이상학적 이
론에 의지하지 않은 채 ‘공적인 정치 문화 속에 내재하고 있는 기본 이념들
에 입각하여’ 정치적 자유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적이고 포
괄적인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칸트나 밀과 달리 롤즈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서로 합의를 얻기 어려운 종교, 철학, 도덕과 관련된 형이상학과는 분리된
채 공정으로서 정의가 자립된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중첩적 합의의 초점이
되고 공적 이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정으로서
의 정의관은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보편적인 도덕 이론이 아니라, 다원주
의 현실 속에서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확립하는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실
천적인 정치 이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정치적 문제도 결국 도덕적 선들 간의 충돌문제에 기초
하나 다만 공적 영역의 범주에서 더 강조될 뿐이라는 관점에서 정치는 삶,
도덕과 무관하게 결정될 수 없다는 칸트의 관점을 옹호한다. 이에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을 분별하고 포용할 수 있는 메타적인 포괄적 교설에의 대한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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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이론에서 미흡한 부분인 현실성 확보 문제, 자유민주주의의 확대에 따
라 불거진 다원주의와의 조화 문제, 합의를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보완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사회계약론에 대한 연구자의 주장은 매우 분명하다. 그것은 사회계약적
구도는 가치상대주의가 아닌 도덕적 규범 위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다원주의의 사실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규범을 포용력이 높은 메타적
인 포괄적 교설인 자율, 책임, 존중을 핵심 가치로 하는 도덕적 자유주의의
기반 위에 구성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로써 자유와 도덕,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이 공정한 것으로 기
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절차적 방법 측면에서의 보강을 통해 사회계약이
지배의 수단이 아닌 협력과 결집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회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계약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성숙한 인격체로서 간주하고 그
들의 자율성을 존중함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도덕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무론에서는 공적 숙고를 통해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정한 정치 규범을 진정으로 추
구할 만한 가치로 여겨도 되는지 의심할 수도 있다. 정치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이념을 설정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계약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몫으로 주어진다. 이와 같은 시민의 정치 참여는 그러한 참여과정에서 시민
이 가치에 대한 입장을 형성, 개선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공동체
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중
요하고, 또 필요하다.
이러한 자율성에의 존중은 나 외에 그 누구도 나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
이 속한 공동체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 당사자보다 더 잘 아는 사
람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것은 도덕적 능력의 소유자로서 인
간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가치관을 바꾸고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받음을 의미한다(황경식, 1994: 28). ‘자
율’, ‘책임’, ‘존중’의 가치로 대변되는 도덕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구성적 사
회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주관적 가치관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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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한 걸음 물러서서 ‘공적 숙의’를 통해 그들의 다양한 궁극적 목적들을 일
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존재로 존중받는다. 이로써 도덕적 자유주의는 자유
주의적 정치질서의 도덕적 토대인 개체주의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함께 담지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개인에게 모든 범위에 있어서 자유를 보장해줄 수는 없으므로 부가적인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본적 권리(씨앗이 되는 권리)에 대해
서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권리를 둘러싼 분쟁과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자의 제안이다. 이러한 기반이 되는 기본 권리가
확보될 때 개인은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신이 획득하고자 하는 부가적인 권리를 쟁취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연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토대로 자연 속에서 자연법칙의 테두리 안
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전 우주를 관통하는 자연의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인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구현하는 정치공동체의 주체는 바
로 그 구성원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사회계약적 구도는 단지 그들의 자
율적 선택이 조화롭게 성사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이나 절차 및 방법적 측면
에서, 그리고 그들이 벗어나서는 안 될 규범적 한계를 제안하는 정도에서
인도할 수 있을 뿐이다. 분명 정치공동체에 규범적 원리도 필요하지만 그것
은 다만 ‘인간’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도출된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안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한편 자율적인 정치적 판단에는 그러한 판단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필요하나 사후에 수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요구
된다. 자율적 선택이란 언제나 오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정치 이론은
이러한 어려움과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황경식, 1994: 28).
이에 연구자는 통치체에 대해 반론권과 저항권을 보장해주어야 함을 강조하
였다. 반론권의 행사를 통한 숙의와 토론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민주적 권
위를 성립함에 있어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반면 긍정적 기능도 있어 필요
하나 사회적 혼란을 수반하는 저항권의 경우 권리를 보장해주되 그 행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보편화된 법을 통해
사회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통치권의 오류에 대비하여 개인의 의사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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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정제된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침해받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인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어야 한다.
사회계약론의 요체는 문제의 원리가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박효종, 1995:
452). 롤즈는 계약 이론의 중요한 시금석은 우리로 하여금 광범위한 문제에
걸쳐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데 어느 정도 질서와 체계를 줄 수 있는가에 있
다고 하였는데 국무론이 그러한 시금석에 부합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
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각 사회계약이론가들이 내세우는 정당
화 논리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그에 내재된 이념에 대해 파악할 뿐만 아니
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자율적 통치 실현을 가
능하게 한다는 사회계약적 구도의 중요한 함의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이
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되길 희망한다.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
치가 정당화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작동가능한 질 높은 민주주의를 고
안하려는 노력은 사회계약론 내부에서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
다(임혁백, 200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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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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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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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legitimation of the political
community model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social contract theory.
To achieve this goal, this paper aims to explore critically the history of
social contract theory and study the classical social contract theory as
the foundation of modern political thought. In extracting the implication
of classical social contract theory, the logic of four representative
theories -Leviathan of Hobbes, Two Treatises of Government of Locke,
Du Contrat Social of Rousseau, and Die Metaphysik der Sitten of Kantare examined. The idea of the "social contract" teaches that by living
under a state it brings us obligation for liberty, equality, an obligation to
human dignity, philanthropy and justice.
Rawls restructures social contract theory in the late 20th century, by
suggesting 'justice as fairness', that a "well-ordered society", one that is
stable and relatively homogeneous in its basic moral beliefs,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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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Rawls changes its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in a fundamental way.
His

Political

Liberalism

provides

political

justice

that

adapts

not

philosophical but political conception. The reason is that this is desirable
for the formation of the social order and the maintenance of the
pluralistic

society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But

I resist

his

separation between political justice and comprehensive doctrines. I persist
that political community can be united into its basic moral beliefs
through the meta-value of our society.
In conclusion, this paper provide ‘a theory about the obligation of
political

community’

based

on

the

Kantian

moral

liberalism

as

a

meta-comprehensive doctrine focusing on 'autonomy', 'responsibility',
and 'respect'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onstitutive and deductive
social contract including deliberative democracy. By accepting these
values we consent and subordinate to provision of social contract. Even
under the social contract, the state can face resistance through correction
process such as the right of resistance or the right of reply if it
becomes oppressive and so breaks its side of the contract. Lastly, I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tract theory and citizenship
education. For the higher ethics education, we must focus on cooperative
moral competency involving deliberation and communication to realize
civic virtue.
keywords: Social Contract Theory, Moral Liberalism, Constitutive
Social Contract, Deliberative Democracy, Immanuel Kant,
John Raw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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