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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사실성과 타당성』에

서 정립한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시민교육적 함의를 탐구한다. 본래 하

버마스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전개한 목적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상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안된 개념적 자

원과 논증 경로는 다양한 학문 분과를 아우르는 생산적 논의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일차적인 문제의식이 시민교육의 이

론적·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지는 않았기에, 민주적 법치국가 이

론이 제공할 수 있는 시민교육적 함의를 탐색하는 과제는 아직 맹아의 상

태로 남아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전

제하는 바와 함축하는 바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시민교육의 몇몇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유용한 자원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하버마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시민교육적 함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논증 역량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심의정치 모델은 암묵적으로 시민의 규

범적 논증 역량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규범적 논증 역량의 개념을 명료화

하여 미래 시민이 규범적 문제를 탐구하면서 함양해야 하는 규범적 논증

역량의 중요성과 교육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심의민주주의 관련 도

덕과 교과서 서술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다른 민주주의 모델과 구별되는 심의민주주의의 결정적 특징을 밝혀준다. 

본 연구는 그 특징에 근거하여 심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및 참여민주

주의의 관계를 선명히 하는 교과서 서술을 제안할 것이다. 셋째, 도덕과 교

육과정에서의 시민상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율적 시민상’

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

여 이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자율적 시민상의 측면을 부각해야 한다

는 점을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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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밝힌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시민교육적 함의는 하버마스가

출발점으로 삼은 자율성의 이념을 큰 줄기로 묶은 결과물이다. 자율성의

이념에 따르면 시민들은 법의 수신자로서 법에 종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항상 자신을 그 법의 저자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성의 이념은

늘 다양한 제재의 위협을 의식하여 법에 타율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시민이 자기 자신을 그 법의 자율적 저자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다. 결국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적 지향은 자율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모

든 시민에게 법의 저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이 지점에서 시민교육의 개입이 요구된다. 모든 시민의 저자 자격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저자가 될 바로 그 시민을 적극적으

로 교육해야 한다. 저자 자격을 능숙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누리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정치질서를 배후에 둔 시민교육의 가

장 중대한 임무이다. 본 연구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모든 시민이 저자 자격

을 누리는 데 시민교육이 공헌해야 한다는 기본 논제를 정당화하고, 후속

연구와 결합하여 시민교육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개진함

으로써 이와 같은 임무에 부응한다.

주요어 : 하버마스, 민주적 법치국가, 시민교육, 규범적 논증, 심의민

주주의, 도덕과 교육과정

학 번 : 2019-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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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주장한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Theorie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의 시민교육적 함의를 탐구한

다.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사실성과 타당성』(Fakzitität 

und Geltung)에서 고도로 체계화되었으며, 이후 철학과 사회이론을 아우르

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유용한 통찰과 개념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하버마스가 이 이론을 고안한 의도가 기본적으로 “법과 정의 그리고 민

주주의와 권리의 화해”1)를 실현하는 것이었음에도, 이 이론이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자체가 그에 상응하는 시민교육

의 뒷받침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하버마스는 이러한 전제를 명시적으로 표

현하거나 강조하지 않았다. 한 예로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서

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심의정치’ 이론은 이른바 제도화 테제

를 핵심으로 삼는다. 제도화 테제에 따르면, 심의정치의 핵심은 제도화된

심의와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공적 의견 사이의 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절

차와 의사소통 전제의 제도화에 있다. 즉 적절한 심의 제도가 마련되면 심

의정치 혹은 심의민주주의의 이상이 구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심의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심의정치 실현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실제로 심의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이 적정 수준의 공적 논증

(public argument)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형식적인 창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예상한 하버마스는 심의정치의 구현을 위해 제도

화와 더불어 합리화된 생활세계를 추가 조건으로 제시한다. 추가 조건은

1)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1998), “Introduction: Habermas’s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Habermas on Law and Democracy: Critical Exchanges, eds.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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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정치문화가 일정 수준 발달하고 계몽된 정치적 사회화가 이루어

지며 시민사회의 결사체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

을 요구한다. 이는 매우 정확한 통찰이지만, 문제는 하버마스가 이후 “자

유로운 정치문화”, “계몽된 정치적 사회화”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

체화하거나, 이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 이처럼 하버마스가 심의정치의 구현에 필

요한 “합리화된 생활세계”를 비교적 소략하게 다루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심의정치를 촉진하는 환경이 자생적으로 형성될 것을 기다려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잘 설계된 시민교육이 개입함으로써 심의정치에 우호

적인 환경, 나아가 하버마스가 체계적으로 논증한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상

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환경을 보다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가령 심의

정치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민의 역량을 탐색하고, 그 교육 방법을 모색하

는 것은 하버마스의 이론이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간 부분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둘째,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서 시민교육적으로 유용한 자

원을 찾을 수 있음에도, 종래의 도덕교육 및 시민교육 분야는 이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도덕교육 및 시민교육 분야에서 수행한 하버마스 관련

연구를 살펴보자. 우선 논증대화윤리(Diskursethik)를 도덕교육 방법론에 적

용한 연구를 들 수 있다.2)3) 이 방면의 연구는 논증대화윤리에서 말하는

‘대화’와 ‘상호주관성’에 주목하여 참신한 교육 방법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4) 그러나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논증대화윤리와 상당

2) 강수정(2016),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에 기초한 다시점(多視點) 내러티브의 도덕교육적
의의」,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51호, pp. 29-57; 허윤회(2017), 「담론윤리의 도덕
과 교육에의 함의와 적용 방안」,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55호, pp. 51-77.

3) 종래의 윤리교육학계에서는 독일어 Diskurs의 번역어로 ‘담론’을 채택하고 있으나, ‘담
론’은 문제시된 타당성 주장을 두고 논거를 제시하며 논증을 수행하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반성적 형식이라는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논증대화’가 번역
어로 적합하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obert Alexy(1991),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Die Theorie des rationalen Diskurses als Theorie der 
juristischen Begründung, 변종필·최희수·박달현 역(2007), 「옮긴이 서문」, 『법적 논증
이론: 법적 근거제시 이론으로서의 합리적 논증대화 이론』,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pp. 10-11.

4) 사회교육 분야에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하버마
스의 논증대화윤리를 적용하자고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호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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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구별되는 개념과 자원을 동원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

한편 의사소통행위이론에 주목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5) 이 방향의

연구가 지닌 가치는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의사소통행위이

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의

사소통적 행위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활용하여 일정한 도덕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구도를 취한다.6) 반면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의사소

통적 행위 일반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좀 더 특수한 의사소

통적 행위를 다루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민교육적 함의를 탐색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치 영역에서는 주로 법과 정책의 규범적 정

당성을 주제로 하는 의사소통적 행위가 중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의민주주의를 주제로 삼는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시민교육

의 측면에서 하버마스 이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7) 이 연구들은 주

로 심의민주주의의 이론적 제안을 고찰하는 구도에서 대표적인 심의민주

주의 이론인 하버마스의 심의정치 모델을 다룬다. 다만 하버마스의 심의정

치 모델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일부로서 권리의 체계 및 법치국가 원

리와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을 고려하여 민주적 법치국

「의사소통능력과 그 합리성의 기준: 사회과 수업을 위하여」, 『사회과교육』, 제51
권, 제1호, pp. 31-47.

5) 유병열(1991), 「도덕교육의 의사소통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J.Habermas의 의사소통행
위이론과 담론의 윤리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2호, pp. 287-320; 윤
건영(1993), 「도덕·윤리교육에서의 ‘합리성’에 대한 재해석」, 『도덕윤리과교육연
구』, 제4호, pp. 219-248; 한기철(2014), 「하버마스 사회이론과 교육: 교육적 의사소
통의 기준으로서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분석」, 『도덕교육연구』, 제26권, 제2호, pp. 
1-30.

6) 교육학 분야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적 함의를 논한 연구로 다음
을 보라. 심승환(2011), 「시민 교육의 방향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찰: 것맨과 하버마스
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제25권, 제2호, pp. 91-122. 초등교육 분야에서는 서
용선(2013), 「하버마스 사상에 근거한 시민교육의 방향: 인식관심, 공론장, 의사소통
합리성의 맥락과 의미」, 『한국초등교육』, 제24권, 제2호, pp. 25-43을 보라. 두 연구
는 하버마스의 이론을 시민교육에 접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버마스의 법이론·정
치이론 저작 대신 의사소통행위이론·논증대화윤리 저작을 주로 참고하는 데 그친다.

7) 조주현(2007), 『심의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민주 시민 교육의 관점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주현(2013), 『공화주의적 심의의 정당성 구축을 위
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주현(2018), 「심의민주주의와 도덕과 교육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60호, pp. 2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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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론의 시민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두 번째 문제의식은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

론을 중심 주제로 다룬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의 전체 틀을 검토하여 시민교육적 함의를 논증하는 시도가 부재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권리의 체계, 법치국가 원리, 동근원성 테제, 제도

화 테제 등 하버마스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적 질서를 이론화하면서

도입하는 개념과 논증은 매우 정교하며, 근대 서구 사회가 이룩한 민주주

의와 법치국가의 이상을 절묘하게 통합하는 자원을 제공해준다. 시민교육

은 그와 같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가공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몇몇 이론적·실천적 과제를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암묵적으로 전제

하거나 함축하는 바에서 시민교육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후, 재구성 작업을 바탕으로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

서 도출할 수 있는 시민교육적 함의를 제시한다. 논의 과정을 아래의 연구

물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핵심 내용과 중심 논증은 무엇인가?

2)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하버마스의 응답은 무엇인가?

3)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시민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서 시민교육적 함

의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이론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구

성에 상응하여 연구 물음 1)에 답하는 이론의 재구성 단계에서는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핵심 텍스트를 탐구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사실성과 타당성』은 저자가 산발적으로 발표한 논문을 모은 선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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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계획한 저술이다.8) 『사실성과 타당성』은 그

자체로 완결된 저술로,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논리적·체계적 순서에 따

라 전개하고 있다.9)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실성과 타당성』의

순서를 따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사실성과 타당성』(FG, 한상진 & 박영도 역)을 주 텍스트로 삼

되, 독일어판과 영어판을 보조 텍스트로 활용한다.10) 또한 『사실성과 타

당성』이 광범위한 하버마스의 이론 체계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

사소통행위이론』(TkH 1·2, 장춘익 역)을 비롯한 하버마스의 주요 저서를

참고한다. 하버마스의 여타 이론과 마찬가지로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도 의

사소통행위이론을 토대로 삼는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제시한 비판적 사회이론의 언어적 전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여기서 체

계적으로 규명한 형식화용론, 2단계 사회이론 등을 참인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의사소통행위이

론』의 구상을 설명하고, 이 구상이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문제의식에

이르는 과정을 밝힐 것이다.

한편 하버마스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서 개진하는 논증은 상당 부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으나, 심층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11) 이처럼

8)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 서문에서 저술 배경을 술회한 바 있다. 하버마스는
독일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라이프니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료들과 제자들을
이끌고 5년 간 법이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단행본을 한 권씩
출간한다. 『사실성과 타당성』은 하버마스가 내놓은 결과물이다. FG, pp. 21-22. 이하
에서 독일어판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면수를 표기하며, 특별히 초판이
아닌 4판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 면수’로 출처를 밝힌다. 영어판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영: 면수’로 출처를 밝힌다.

9) 영어권에 하버마스의 주요 저서를 번역하고 소개한 매카시(Thomas McCarthy)는 『사
실성과 타당성』을 존 롤스의 『정의론』에 비견될 정도로 건축학적으로 복잡하다고
평한다. Thomas McCarthy(1994), “Kantian Constructivism and Reconstructivism: Rawls 
and Habermas in Dialogue”, Ethics, Vol. 105, No. 1, pp. 44-63, 44.

10) 『사실성과 타당성』 한국어판 본문은 독일어판 초판(1992)을, 각주와 4판 후기는 4
판(1994)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다. 이런 이유로 독일어판의 경우 초판과 4판을 모두
참고한다. Jürgen Habermas(1992, 1994),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Jürgen Habermas(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trans. William Rehg,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1) 이 점이 곧 하버마스의 이론에 결점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로크모어(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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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연구자의 논의와 비판을 동원할 것이다. 

『사실성과 타당성』 출간에 기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민주적 법

치국가 이론을 논의한 선집 Habermas on Law and Democracy(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 편)를 보조 텍스트로 참고한다.12) 하버마스는

이 선집에서 제기된 다양한 비판에 성실하게 응답하였는데, 이를 수록하고

있는 『이질성의 포용』(EdA, 황태연 역)도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 대한

비판과 그 응답을 재구성할 때 참고한다. 이 텍스트들은 주로 연구 물음 1)

과 2)를 답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

다음으로 연구 물음 3)에 답하는 시민교육적 함의 도출 단계에서는 교육

과정 문서와 검정 교과서를 주 텍스트로 삼는다. 이는 어떤 이론의 시민교

육적 함의를 논증하는 양상과 관련이 있다. 임의의 이론 T의 시민교육적

함의는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이론 T는 X라는 사실을 밝혀준다.” 식의 일

반화된 진술로 표현할 수 있다.13) 가령 본 연구는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시민교육이 시민의 규범적 논증 역량

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준다.”라는 함의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시민교육적 함의를 단순히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시민교육

적 함의는 논증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시민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전제되는 규범과 원리를 탐색하고, 

Rockmore)는 이러한 해석상의 난점이 텍스트 해석에서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논
평한다. “기본적으로 기이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모든 사상가는 곧바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곧바로 이해된 모든 새로운 사상가는 깊이가 없거나 오해된 것이다. 
다른 사람 견해의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점과 단절된 근본
적으로 새로운 관념은 오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수용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
다.” Tom Rockmore(1989), Habermas on historical materialism, 임현규 편역(1995), 『하
버마스 다시읽기』, 서울: 인간사랑, p. 187.

12)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 eds.(1998), Habermas on Law and Democracy: 
Critical Exchang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3) 이 진술은 러셀(Bertand Russel)이 말한 명제함수에 해당한다. 러셀은 “변항(變項, 
variable)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表現, expression)인데, 그 변항에 값이 주어지자마자
명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명제함수라고 정의한다. 이를테면 “x는 사람이다.”라는 표
현은 명제함수이다. x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고양이, 말, 바위 등 적당한 값을 넣으면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가 된다. Bertrand Russel(2007), My Philosophical 
Development, 곽강제 역(2008), 『나는 이렇게 철학을 하였다』, 파주: 서광사, pp. 
114-115. 마찬가지로 T와 X에 적당한 값을 대입하고, 그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방법
은 어떤 이론의 시민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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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문서와

검정 교과서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기초 자료이다. 예를 들어 심의민주주

의 관련 교과서 서술 개선 방안을 논하려면, 현행 교과서 서술이 심의민주

주의와 여타 민주주의 모델의 관계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야 한

다. 도덕과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특정한 내용의 시민상을 보다 강조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보이려면,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 서술에서 그러한 내

용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위 방법을 따라 (Ⅱ) 먼저 의사소통행위이론을 개관하고 민주적 법치

국가 이론의 문제의식을 논한다.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하버마스는

프랑크푸르트학파 1세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판이론의 언어적 전

환을 감행하는데, 이때 뼈대를 이루는 것은 형식화용론이다. 하버마스는

형식화용론을 기초로 생활세계와 체계로 분화된 2단계 사회이론을 제안

한다. 형식화용론과 2단계 사회이론을 사전 지식으로 받아들여야만 법이

사회통합의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

다.

(Ⅲ) 다음으로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 원리인 권리의 체계와 법치국가

원리를 재구성한다. 권리의 체계는 “시민들이 공동의 삶을 실정법을 통하

여 정당하게 규제하기를 원한다면 서로에게 인정해야만 하는 권리가 무엇

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며, 이를 위해 두 가지 논리적 기반이 필요하다. 하

나는 동근원성 테제이고 다른 하나는 논증대화원리 및 법과 도덕의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법치국가 원리는 권리의 체계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정치

권력의 정당화 문제에 답하며, 마찬가지로 두 가지 논리적 기반이 필요하

다. 하나는 법과 정치권력의 동근원성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적 권력과

행정권력의 분화이다.

(Ⅳ) 이어서 이원화된 심의절차와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을 논한다. 이

부분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천적 함축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다. 민주

적 법치국가의 심의절차는 이원화된 심의정치의 제도화 테제로 설명할 수

있다. 제도화 테제에 따르면 의회와 공론장으로 이원화된 심의정치를 제도

화해야 한다.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비전이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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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을 공유한다

면,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상을 널리 구현하는 셈이다.

(Ⅴ) 더불어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 대한 비판과 응답을 다룬다. 하버마

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등장 직후 “의심의 여지없이 … 가까운 미래

에 법이론과 민주주의론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평

이 예견했듯이 다양한 비판을 받고 있다.14) 이 중 이론의 핵심을 건드리는

비판을 선별하여 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하버마스가 자세히 말했어야 했으나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간 부분을 표면

화한다. 이 부분은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시민교육적 함의와 연결된다.

(Ⅵ) 마지막으로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서 추출할 수 있는

시민교육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규범적 논증 역량의 교육 방향을 설정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중 심의정치

모델은 암묵적으로 시민의 규범적 논증 역량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이를

끄집어내어 미래 시민이 규범적 문제를 탐구할 때 함양해야 하는 규범적

논증 역량의 중요성과 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심의민주주의 관련 도

덕과 교과서 서술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

국가 이론은 다른 민주주의 모델과 구별되는 심의민주주의의 결정적 특징

을 밝혀준다. 본 연구는 그 특징에 근거하여 심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및 참여민주주의의 관계를 선명히 하는 교과서 서술을 제안한다. 셋째, 도

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시민상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하

는 자율적 시민상’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자율적 시민상의 측면

을 보다 부각해야 한다는 점을 논한다.

14)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1998), p. 1.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주
제로 한 논문 선집으로 다음을 볼 것.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 eds.(1998); 
René ́ Von Schomberg & Kenneth Baynes eds.(2002), Discourse and Democracy: Essays 
on Habermas's Between Facts and Norm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Hugh Baxter(2017), Habermas and Law, Abingdon, Oxon; New York: Routeledge, Talyor 
& Franci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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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토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논의 대상은 민주적 법치국가이다. 민주적 법치

국가에서 ‘법치국가’(Rechtsstaat)는 개념상 특정한 법의 기능을 전제한다. 

따라서 우선 법에 주목하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 제1장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 원리와 구조를 탐구할 때 전

제가 되는 법의 기능을 설명한다.

그런데 하버마스의 주요 저작(magnum opus)인 『의사소통행위이론』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의 골자를 숙지하지 않으면, 『사실

성과 타당성』에서 다루는 법의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15) 아래에

서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의 구상이 사회통합 메커니즘으로서 법을 요청

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문제의식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 과정

을 명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형식화용론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이해를 통해 행위조정에 이르는 

상호작용 형태로서 의사소통적 행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의사소통적 

행위는 전략적 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도입된다.

- 2단계 사회이론에 따르면 의사소통적 행위는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 기

능을 수행한다. 특히 행위조정의 측면에서 보면, 의사소통적 행위의 기능은 

사회통합과 연대를 산출하는 것이다.

- 분화와 다원화가 심화되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의사소통적 행위만으로 

사회통합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 이는 의사소통적 행위에 내포된 의견

불 일치 위험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 법은 점증하는 의견 불일치 위험을 정당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이다. 그리하여 법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사회통합을 담당

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된다.

15) 베인스는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Kenneth Baynes(2016), Habermas, New York: 
Routledge,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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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소통행위이론

1) 1세대 비판이론의 한계

하버마스는 프랑크푸르트학파 2세대에 속한다. ‘2세대’라는 세대 구분에

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하버마스의 학문 여정은 1세대 비판이론의 한계를 인

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하버마스가 극복하고자 한 한계가 무엇인지 알려면

1세대 비판이론의 대략적인 논지를 살펴보아야 한다.16)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왜 인류

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

는가”라는 핵심 물음으로 『계몽의 변증법』(Dialektik der Aufklärung)의 논

의를 시작한다.17)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인간적 상태”와 “야만 상

태”를 극적으로 대조한다. 서구 근대의 이상에 비추어볼 때, 인간적 상태

란 근대의 계몽 이념을 이상적으로 실현하여 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

회상을 말하고, 야만 상태란 반대로 그러한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암울한

사회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위 핵심 물음을 “왜 인류는 근대에 이르러 바람직한 사회를 이

룩하지 못하고 암울한 사회 속에서 살게 되었는가”로 다시 기술할 수 있

다. 재기술된 물음에 대한 1세대 비판이론의 답은 매우 냉소적이다. 호르

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보기에 근대는 이러저러한 우연적 사정으로 정상

16) 1세대 비판이론의 극복이라는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이론을 개관한 연구로 다음을 보
라. John Sitton(2003), Habermas and Contemporary Society, 김원식 역(2007), 『하버마
스와 현대사회』, 고양: 동과서, pp. 59-81; Arie Brand(1990), The Force of Reason: An 
Introduction to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이성의 힘』, 김원식 역
(2000), 고양: 동과서, pp. 21-34. 박영도(2011), 『비판의 변증법: 성찰적 비판문법과
그 역사』, 서울: 새물결, pp. 371-410. 시튼은 베버와 서구 마르크스주의를 비판적으
로 계승하는 맥락에서 하버마스가 1세대 비판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다루며, 
박영도는 1세대 비판이론이 발흥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추적한 후 1세대 비판이론
의 난점을 “총체적 이성비판의 딜레마”로 집약한다. 브랜트의 개관은 하버마스의 의
도를 살려 1세대 비판이론에서 2세대 비판이론으로의 전환을 ‘패러다임 전환’으로 요
약한다.

17) Theodor W. Adorno & Max Horkheimer(1969),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김유동 역(2001),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학과지성사,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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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발전 노선을 따르지 못하여 야만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다. 근대는

처음부터 야만 상태로 전락할 씨앗을 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몽은

자기 파괴적이다. 곧 계몽은 신화로 회귀한다.

우리는 우리가 뒤엉켜 들어간 구체적인 역사적 형태나 사회 제도뿐만 아니

라 이 계몽 개념 자체가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퇴보의 싹을 함

유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 ‘계몽’이 이러한 퇴

행적 계기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계몽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

는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18)

1세대 비판이론에 따르면 ‘계몽의 자기 파괴’를 추동하는 원천은 도구적

이성(instrumentelle Vernunft)이다. 도구적 이성(혹은 주관적 이성)의 기능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것”19)으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도구적 이성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때는 목적 그 자체가 합리적인지의 여

부는 중요하지 않다.

1세대 비판이론이 보기에 서구 근대는 도구적 이성의 지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도구적 이성은 계몽의 자기 파괴를 추동하므로, 바꾸어 말하

면 서구 근대가 사회 전 영역에 자리 잡을수록 오히려 서구 근대를 가능하

게 했던 계몽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형국이 된다. 이는 역설이다.

하버마스의 문제의식은 1세대 비판이론이 역설을 진단한 사고 과정과

관련이 있다. 하버마스가 보기에 1세대 비판이론이 묘사한 서구 근대의 암

울한 자화상은 실은 도구적 이성을 이성의 전부로 오해한 데서 연유한다. 

여기서 하버마스가 주목한 것은 1세대 비판이론가들도 어떤 식으로든 서

구 근대를 ‘비판’하는 제스처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무언가를 비판하기 위

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하는 규범적 척도가 있어야 한다. 도구

적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가 그릇되었다고 비판하려면, 그러한 상태가 그릇

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모종의 기준이 필요하다. 1세대 비판이론은 어디

18) Theodor W. Adorno & Max Horkheimer(1969), p. 15.
19) Max Horkheimer(1967), Zur Kritik der instrumentellen Vernunft, 박구용 역(2006), 『도
구적 이성 비판』, 서울: 문예출판사,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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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기준을 끌어올 수 있는가?

1세대 비판이론가들이 직면한 아포리아는 자신의 이론 체계 내에서는

비판의 규범적 척도를 끌어올 수 없다는 데 있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니체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만약 

그들이 마지막 폭로의 효과를 포기하지 않고 비판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그

들은 모든 이성적 척도들의 부패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온전한 이성적 

기준을 남겨놓아야만 한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전복시키는 비판은 이런 패러

독스에 직면하여 방향을 잃는다.20)

이로써 선배들의 과오를 극복하고자 하는 2세대 비판이론가 하버마스의

과제는 분명해졌다. 그 과제란 사회 비판의 규범적 척도인 “하나의 온전한

이성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도구적 이성의 지배라는 명백히 현존하는

서구 근대의 병리현상을 진단하면서도 패배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

는 비판적 사회이론의 규범적 토대를 정초하는 것을 말한다. 하버마스는

이 만만치 않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개별 논증을 훌

륭하게 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의

미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것이 의사소통 패러다임으로의 전

환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행위이론에서는 목표지향적 행위에서 의사소통행위로의 패

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그것은 세계이해의 탈중심화와 함께 가

능하게 된 근대적 합리성 개념을 재구성하는 시도에 있어서는 전략의 전환

을 의미한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객관화된 자연에 대한 인식과 통

제 그 자체가 아니라―개인들 상호간 및 심리 내부의 차원에서―가능한 상호

이해의 상호주관성이다. 이로써 탐구의 초점은 인지적-도구적 합리성에서 의

사소통적 합리성으로 이동한다. 후자의 경우에 전형이 되는 것은 고독한 주

체가 표상되고 조작될 수 있는 객관세계의 어떤 것에 대해 맺는 관계가 아

니라, 언어 및 행위능력이 있는 주체들이 어떤 것에 관해 서로 이해를 도모

20) Jürgen Habermas(1985),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Zwölf Vorlesungen, 이
진우 역(1994),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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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맺는 관계이다.21)

이러한 모티프에서 출발한다면,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언어

및 행위능력이 있는 주체들이 어떤 것에 관해 서로 이해를 도모할 때 맺는

관계”를 해명해야 한다. 형식화용론은 이를 이론화한 산물이다.

2) 형식화용론 체계화

하버마스가 제안하는 의사소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형식화용론

(Formalpragmatik)을 뼈대 삼아 이루어진다. 언어이론으로서 형식화용론의

목표는 “화자가 비판가능한 타당성을 제기하고 청자로 하여금 합리적 동

기에서 나온 입장표명을 취하도록 하는 발화행위의 사회통합적 구속력을

해명”22)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형식화용론에 몇 가지 변화를 주다가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최종 형태를 체계화한다.23) 형식화용론은 의사

소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구체적으로는 비판적 사회이론의 언어적 전환

(linguistic turn)과 도덕철학에서 논증대화윤리, 정치철학과 민주적 법치국

가 이론, 칸트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진리이론24)에 이르는 하버마스 이론의

중심축이다.

형식화용론을 가장 평이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간단한 대화 상황을 분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형식화용론의 핵심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1) TkH 1, pp. 569-570.
22) WR, p. 25. ‘형식’화용론이라는 명칭이 암시하는 것처럼 하버마스는 이 이론을 경험
적 화용론과 대비되는 구도로 도입한다. TkH 1, pp. 480-492; Jürgen Habermas & 
Niklas Luhman(1971),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이철 역(2018), 『사회이론인가, 사회공학인가? 체계이론은 무엇을
수행하는가?』, 서울: 이론출판, p. 122 이하.

23) 초기에 하버마스는 이 이론을 보편화용론(Universalpragmatik)이라고 불렀다. 초기 이
론에서 타당성 주장은 진리, 정당성, 진실성, 이해 가능성 네 가지이지만, 『의사소통
행위이론』에서 의사소통적 행위와 함께 제기하는 타당성 주장이 진리, 정당성, 진실
성 세 가지로 줄어든다는 차이가 있다. 초기 이론의 타당성 주장 개념에 관해서는 다
음을 보라. Jürgen Habermas(1971), Theorie und Praxis, 홍윤기 & 이정원 역(1982), 
『하버마스의 이론과 실천』, 서울: 종로서적, p. 24.

24) WR,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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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 한 컵 좀 가져다주십시오.

 예를 들어 학술 세미나에서 교수 갑이 참석자 을에게 요구 (a)를 발화

한다고 생각해보자.25) 먼저 갑이 을에게 요구 (a)를 제기하는 행위는 의사

소통적 행위(kommunikatives Handeln) 아니면 전략적 행위(strategisches 

Handeln) 둘 중 하나이다. 하버마스는 두 개념의 구별 기준을 점층적으로

심화하면서 의사소통적 행위를 명료하게 규정한다. 의사소통적 행위를 전

략적 행위와 대조하여 규정하는 과정은 행위자의 직관적 태도(i), 발화수반

적 효과와 발화수단적 효과의 구별(ii), 타당성 주장의 개념(iii)을 동원하여

순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i) 첫째 구별 기준은 행위자의 직관적 태도이다. 행위자는 직관적으로

의사소통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 요구 (a)를 제기할 때, 

갑이 성공지향적 태도를 취했다면 (a)는 전략적 행위이고, 이해지향적 태

도를 취했다면 의사소통적 행위이다.26) 성공지향적 태도의 ‘성공’이란 인

과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소망한 상태가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다.27) 전략

적 행위는 성공지향적 태도를 취하는 사회적 행위 유형이다. (a)가 전략적

행위인 경우, 갑은 을에게 외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물 한 컵을 얻는다.”라

는 상태를 야기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 의사소통적 행위는 이해지향적 태

도, 즉 상호이해(Verständigung)를 지향하는 사회적 행위 유형이다. 상호이

해란 “언어 및 행위능력이 있는 주체들 사이에 합의를 이루는 과정”28) 혹

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어떤 발언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루

는 것”29)이다. (a)가 의사소통적 행위인 경우, 갑은 을에게 타당한 근거에

따른 동의를 구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의사소통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를 단순히 행위자의 직관적 태도

로만 구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1인칭 행위자가 취하는 의도를 구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버마스가 거부한 의식철학 패러다임에 빠질 우려가

25) 이하의 사례 분석은 다음을 참고하라. TkH 1, pp. 450-451.
26) TkH 1, p. 424.
27) TkH 1, p. 423.
28) TkH 1, p. 425.
29) TkH 2,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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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ii) 하버마스도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둘째 구별 기준으

로 발화수반적 행위(illocutionary act)와 발화수단적 행위(perlocutionary act)

의 구별을 도입한다. 위 대화에서 갑과 을 모두 오직 발화수반적 목표만을

추구하는 화행을 했다면 그 화행은 의사소통적 행위이고, 갑과 을 중 적어

도 한쪽이 발화수단적 효과를 야기하고자 화행을 했다면 그 화행은 전략

적 행위이다.30) 하버마스는 오스틴(John L. Austin)의 화행이론(speech act 

theory)을 인용하여 이 구분을 심화한다.

화행이론에 따르면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다.31) 

발화행위(locutionary act)는 무언가를 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대화에서

갑은 “물 한 컵 좀 가져다주십시오.”라는 발화행위를 하였다. 한편 이렇게

말하면서 갑은 을에게 물 한 컵을 떠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처럼 “물 한 컵 좀 가져다주십시오.”라는 발화행위에 ‘수반하는’ 행위(가령

부탁)가 발화수반적 행위이다.32) 다른 한편 만약 갑이 이렇게 말하면서 을

로 하여금 ‘물 한 컵을 떠온다.’라는 결과를 얻어냈다면, 이는 발화수단적

행위이다.33) 즉 발화수단적 행위는 “물 한 컵 좀 가져다주십시오.”라는 발

화를 ‘수단으로 하여’ 특정한 결과를 성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요컨대 화

자는 발화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말하여서 행위하며, 무

언가를 말하여 행위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야기한다.34)

하버마스는 오스틴의 화행이론이 제공한 개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를 좀 더 선명하게 구별한다. 하버마스의 구별 전략은

30) TkH 1, p. 435.
31) 이하에서 화행이론에 관한 설명은 John L. Austin(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김영진 역(1992), 『말과 행위』, 파주: 서광사, pp. 124 이하를 따르되, 설명에
사용한 예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을 따랐다.

32)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발화수반적 행위의 수행을 “어떤 것을 말하는 행위의 수행
과 대립되는, 어떤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의(말하는 가운데서의) 행위의 수행”으로 정
의할 수 있다. John L. Austin(1975), p. 129.

33)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흔히 또는 심지어 일상적으로, 청중, 화자 또는 다른 사람
들의 느낌, 사고 또는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효과(consequential 
effects)를 나타낸다. 그리고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나타
내겠다는 계획, 의도 또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John L. 
Austin(1975), pp. 130-131.

34) TkH 1, pp. 42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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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행위가 의사소통적 행위에 기생적임을 논증하는 것이다.35) 의사소

통적 행위가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본 설정(default)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전략적 행위가 성공할 수 없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의사소통적 행위와 전

략적 행위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위장된 전략적

행위”를 분석하여 이 점을 보여준다. 위장된 전략적 행위란 “최소한 참여

자의 한쪽은 전략적으로 행동하면서, 발화수반적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보통 필수적인 전제들을 그가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

른 참여자들이 모르게 하는 상호작용”이다.36) 예를 들어 갑이 요구 (a)를

한 동기가 실은 을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여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보자. 갑이 ‘을을 당황하게 만든다.’라는 발화수단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을이 갑의 의도를 몰라야 한다. 만

약 갑이 “물 한 컵 좀 가져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을 당황하

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한다면 “을을 당황하게 만든다”라는 갑의

발화수단적 목표는 실패할 위험이 크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갑은 자

신이 전략적으로 행위하고 있음을 감추어야 한다. 즉 갑의 전략적 행위가

성공하려면 상대방인 을은 갑의 행위를 진지한 의사소통적 행위라고 전제

해야 한다. 이는 을의 예상 반응 (b)에서 드러난다.

(b) 싫습니다. 당신이 제 상관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씀을 하실 수 

있지요? 참 당혹스럽군요.

그러므로 전략적 행위는 의사소통적 행위에 기생적이다. 반면 의사소통

적 행위는 발화수반적 목표를 은폐하지 않고 공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37) 

35) 오스틴도 발화수반적 행위와 발화수단적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여러 가지 제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은 in 공식과 by 공식이다. 영어 동사의 동명사 형태를 in의 목
적어로 취하는지 by의 목적어로 취하는지에 따라 전자는 발화수반적 행위를, 후자는
발화수단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John L. Austin(1975), pp. 152-153, 
161-162. 하버마스는 오스틴 자신의 구별 방법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TkH 1, pp. 
429-432. 그러면서 하버마스는 오스틴이 “화행의 발화수반적 구속효과를 분석할 때
단서로 삼는 이런 상호작용들이, 발화수단적 효과가 등장하는 상호작용들과 유형이
다른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저 구도를 흐려버리고 만다”는 이유로 오스틴의 구별
방법이 불충분하다고 본다.

36) TkH 1, p.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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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a)의 발화수반적 목표가 실제로 물을 가져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일

경우, (a)를 “물 좀 가져와달라고 부탁드립니다.”라고 진술해도 발화수반적

목표 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을은 있는 그대로 (a)를 부탁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처럼 의사소통적 행위는 전략적 행위와 달리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모르게 해야 하는 유보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략적

행위와 구별된다.

(iii) 마지막 구별 기준은 비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의 결합 여부이다. 화

자가 비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을 결합하는 화행만이 의사소통적 행위이

다.38) 둘째 구별 기준까지만 해도 화자와 청자 모두 발화수반적 목표만을

추구했다면 의사소통적 행위였지만, 마지막 구별 기준에 와서 발화수반적

목표만을 추구하더라도 전략적 행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밝

혀진다.

명령이 그 경우이다. 위 상황에서 을이 단순한 세미나 참석자가 아니라

갑의 비서이고, 갑은 요구 (a)를 명령으로 발화한다고 해보자. (a)를 “나는

물 한 컵 좀 가져다달라고 당신에게 명령합니다.”라고 기술할 수 있다. 이

때 갑은 을로 하여금 발화수반적 목표를 모르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둘째

기준에 따르면 전략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이러한 순수한

명령의 경우도 전략적 행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수한 명령의

경우 타당성 주장을 제기하는 대신 권력 주장을 제기하며, 명령에 따라야

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제재의 위협(가령 비서의 직무를 수행하

지 않은 대가로 해고될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a)가 권력 주장과 결합

한다면, 을은 (a)가 타당하든 그렇지 않든 제재의 위협이 사실적으로 유효

한지만을 따져 ‘예/아니요’를 결정한다. (a)가 타당성 주장과 결합한다면, 

을은 (a)의 타당성을 비판할 수 있고, 갑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비판을

방어함으로써 을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하버마스는 세부적인 차이를 반영하여 의사소통적 행위를

비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을 결합하는 화행으로 정의한다.39) 그렇다면 타당

37) Arie Brand(1990), p. 51.
38) TkH 1, p. 450.
39) 하버마스가 제시한 구별 기준을 모두 숙지하면, 의사소통적 행위 역시 실은 모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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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장이란 무엇인가? 갑이 요구 (a)를 제기했을 때, 청자인 을은 세 가지

타당성 측면에서 갑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a-1) 싫습니다. 수도가 멀리 있어서 세미나가 끝나기 전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2) 싫습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직원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a-3) 싫습니다. 사실 당신은 나를 그저 다른 세미나 참석자들 앞에서 이상하

게 보이도록 하려는 것이겠지요.

(a-1), (a-2), (a-3)은 각각 a의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을 부정한 것이다. 

(a-1)은 갑이 주어진 상황에서 참으로 전제해야 하는 사실명제를 부정함으

로써 (a)를 반박한다. (a-2)는 갑의 요구가 주어진 규범적 맥락에서 옳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a)를 반박한다. (a-3)은 갑이 특정한 발화수단적 효과

를 노린다는 이유로, 말하는 바가 진심이라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a)를

반박한다.

갑이 순수한 명령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행위로써 을의 비판을 방어하려

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a-1`)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 전 아주 가까운 곳에 정수기가 생겼습

니다.

(a-2`) 직원처럼 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호의를 베풀어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숨기고 있는 ‘목적론적’ 행위이므로 의사소통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는 부적절
한 구별이라는 비판은 오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오해에 빠진 사례로는 윤평
중(1988), 『담론이론의 사회철학』, 서울: 문예출판사, pp. 156-157을 보라. 하버마스
는 의사소통적 행위를 하는 행위자도 특정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을 전적으로 인정
한다. “의사소통행위 모델은 행위를 의사소통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언어는 상호이해
에 기여하는 의사소통의 매체이다. 반면에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 상호이해를 도모할
때 행위자들은 각자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목적론적 구조는
모든 행위 개념의 근저에 있다. 사회적 행위의 여러 개념은 상호작용 참여자들의 목
표지향적 행위들에 대한 조정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TkH 1, 
pp. 179-179; ND, p. 76. 이러한 오해를 충실히 해명한 논의로 김원식(2015), 『하버마
스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pp. 113-11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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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정말입니다. 별 다른 속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목이 말라서 

물 한 컵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을은 재차 위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문제시된 타당성 주장을 주제화하여 가설적 태도에서 해명하는 의

사소통적 행위의 반성적 형식을 논증대화(Diskurs)라고 한다.40) 의사소통적

행위는 언제든지 논증대화로 전환되어 타당성 주장을 검토·반박·옹호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의 잠재력을 지닌 언어적 상호작용 형태라 할 수 있다.

언어 및 행위능력이 있는 주체들이 구사할 줄 아는 가장 일반적인 의사소통

구조는 특정한 맥락들에로 접근통로를 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구조는, 일견 그렇게 보이듯이―참여자들을 한낱 특수성의 영역

으로 끌어들이는―맥락에 연결하게 하고 그런 맥락을 계속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동일한 의사소통구조가 동시에, 주어진 맥락을 뚫

고 들어가, 필요할 경우 사실적으로 형성된 합의에 깊숙이 개입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오해를 고치는 등의 일을 위해 그 맥락을 내부로부터 폭파하고 초

월할 수 있는 비판적 수단을 제공한다. 상호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동일한 구

조가 또한 상호이해 과정을 성찰적으로 자체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

해 준다.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자가 잠재적 참여자로서 일상적 행위의 맥락

에 관여할 때, 그 맥락으로부터 빠져 나와 그것의 특수성에 대항하여 작용하

도록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행위 자체에 들어 있는 비판의 

잠재력이다.41)

하버마스의 논증이 건전하다면, 형식화용론은 전략적 행위로부터 의사

40) TkH 1, p. 68; WR, pp. 121, 397; TkH 2, p. 127. 하버마스는 이러한 의미의 논증대화
(Diskurs)와 논증(Argumentation)을 혼용하고는 한다. FG, p. 150(127), 589. 한편 WR에
서는 칸트적 실용주의(Kantian pragmatism)의 맥락에서 논증대화 개념을 더 정교화한
다. 비인식적 진리 개념을 중심으로 칸트적 실용주의를 해설한 연구로 윤형식(2017), 
「하버마스의 비인식적 진리개념과 그 이론전략적 의의」, 『철학』, 제131집, pp. 
97-123을 볼 것. 하버마스가 미국 실용주의의 통찰을 지속적으로 수용한 과정에 관해
서는 다음을 보라. Richard J. Bernstein(2010), The Pragmatic Turn, Cambridge: Polity 
Press, 제8장; Richard J. Bernstein(2017), “Neopragmatism”, The Habermas Handbook, eds. 
Hauke Brunkhorst, et. a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88-195.

41) TkH 1,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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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적 행위를 예리하게 구별하고 의사소통적 행위에 내재한 비판의 잠재

력을 조명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여기서 ‘비판의 잠재력’은 하버마스가

형식화용론을 체계화한 본 목적을 암시하고 있다.

3) 2단계 사회이론 정립

하버마스는 순수하게 새로운 언어철학을 고안할 목적으로 형식화용론을

정립하지 않았다. 그 본 목적은 더 나아가 언어적 전환을 통해 비판이론을

쇄신하여 사회의 합리화 과정과 병리현상을 조망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 틀이 2단계 사회이론이다. 2단계 사회이론은 사회의 합리화 과정과 병

리현상을 생활세계(Lebenswelt)와 체계(System)라는 틀로 해석하는 비판적

사회이론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2단계 사회이론은 의사소통적 행위의

상보적 개념인 생활세계 개념(i),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화(ii),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테제로 구성된다(iii).

(i)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상보적 개념으로 생활세계를 도입한

다. 의사소통적 행위와 생활세계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생활세계는 의사

소통적 행위의 배경 맥락과 지평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적 행위는 생활세계

의 상징적 재생산에 필수적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적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자가 화자의 발언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맥락을 이루는 암묵적 지평이 필요하다. 이 암묵적

지평이 생활세계이다.

상황에 몰입해 있는 시각에서 보면 생활세계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협동적 

해석과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명한 사실들 혹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들의 

저장고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개별 요소들, 즉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한 사실들은 상황에 대해 중요성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합의된, 그러나 동

시에 문제시될 수 있는 지식의 형태로 동원된다.42)

42) TkH 2,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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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지평과 배경을 이룬다. 의사소통적 행위

는 반드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생활세계는 그 상황에서 필

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사실이나 신념을 제공하는 ‘저장고’

로 기능한다. 앞서 요구 (a)를 제기한 교수 갑은 이 상황에서 특별히 필요

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이나 신념을 동원하고 있다. ‘여기는 세

미나 장소다.’, ‘나는 교수이다.’, ‘가까운 곳에 정수기가 있다.’, ‘세미나 때

목이 마를 것이다.’ 등 그 예이다. 이러한 사실과 신념은 참여자들이 의사

소통적 행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수적인 배경 맥락을 형성한다. 이

런 점에서 “의사소통 행위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생활세계의 지평 내에서 

움직인다. 그들은 이것의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43) 물론 생활세계가 단

순하게 문화적 해석의 자원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생활세계는 결코 문화적 확실성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배경은

―그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배경확신들에 못지않게―또한 개인적 숙련성, 

즉 어떤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직관적 지식, 그리고 사회적으로 

익힌 실천방식들, 즉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의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직관적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와 인성은 제약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원으로서도 기능한다. 의사소통행위가 이루어질 때 배경이 되는 생활세계의 

당연성은 또한 행위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를 믿을 수 있고 검증된 능력

을 지닌 덕에 갖는 확신에 기인하는 바도 있는 것이다.44)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행위가 잘 작동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연대감과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생활세계와 의사

소통적 행위의 관계는 이렇다. 한편으로 생활세계는 그 상징적 구조인 문

화, 사회, 인격의 세 측면에서 의사소통적 행위의 배경과 자원으로 기능한

다. 다른 한편으로 의사소통적 행위는 생활세계의 상징적 구조를 재생산하

는 기능을 담당한다. 생활세계의 구조적 요소인 문화, 사회, 인격은 각각

상호이해의 측면에서 문화적 재생산, 행위조정의 측면에서 사회통합과 연

43) TkH 2, p. 206.
44) TkH 2,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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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산출, 사회화의 측면에서 개인적 정체성의 형성으로 재생산된다.

상호이해라는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의사소통행위는 전통과 문화적 지식의 

갱신에 기여한다. 행위조정의 측면에서 보면 의사소통행위는 사회통합과 연

대의 산출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의사소통행위

는 개인적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한다.45)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은 이해지향적 행위인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

해서만 가능하다.46) 이와 대조적으로 생활세계의 또 다른 재생산 메커니즘

은 의사소통적 행위를 거치지 않고서도 작동할 수 있다. 전통과 문화를 계

승하고 사회통합과 연대를 도모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물질적 재생산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적 행위가 필수적이지 않다. 여

기서 체계 개념이 도입된다.

(ii) 2단계 사회이론은 사회진화 과정 혹은 사회합리화 과정을 두 층위로

이해한다.

나는 사회적 진화를 이차적 분화과정으로 이해한다. 체계와 생활세계는, 전

자의 복잡성과 후자의 합리성이 증가하면서 각각 체계와 생활세계로서 분화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로로부터도 분리된다는 말이다.47)

초기 인간 사회, 가령 원시 부족사회에서는 생활세계를 사회와 동일시할

수 있다.48) 사회의 분화 수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활세계의

합리화(Rationalisierung der Lebenswelt)가 진행되면서 의사소통적 행위에

의존하는 행위조정의 의견 불일치 비용이 커진다.49) 생활세계의 합리화는

전통과 권위에 의존한 행위조정의 비중이 줄어들고, 보다 나은 논거의 권

위, 즉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따르는 행위조정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말

45) TkH 2, p. 224.
46) TkH 2, p. 409.
47) TkH 2, p. 245.
48) TkH 2, p. 248 이하.
49) TkH 2, pp. 28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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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0) 생활세계의 구조적 요소를 틀로 하여 생활세계의 합리화의 소실점

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의 경우에는 유동화되고 성찰적이 된 전통

이 지속적인 수정의 대상으로 된 상태, 사회의 경우에는 정당한 질서가 규

범의 제정과 정당화 과정에서의 형식적 절차에 의존하는 상태, 그리고 인

성의 경우는 고도로 추상적인 자아정체성을 끊임없이 스스로 조절하면서

안정화시키는 상태.”51)

체계의 등장은 생활세계의 합리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생활세계의 합리

화가 심화되면서, 즉 확립된 전통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행위조정이 이루어

지기보다는 매번 논증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행위조정이 이루어

지면서, 참여자들이 처리해야 할 정보가 늘어나고, 논거 교환에 더 많은 시

간이 필요하며, 논증을 해석하는 비용이 커진다. 이처럼 의견 불일치 비용

을 경감하기 위해 화폐와 권력 같은 조절매체가 등장한다. 조절매체로 운

행되는 사회 영역은 점차 복잡해지면서 체계로 떨어져 나간다. 행위조정의

양상은 조절매체의 유무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진다.

갑: 사과가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들 사가세요.

을: 사과 5개를 딸기 10개와 교환하고 싶습니다.

갑: 안 됩니다. 이 사과는 제가 직접 길렀고 바로 어제 수확했습니다.

을: 제 딸기도 직접 길렀고 바로 오늘 수확했습니다.

갑: 믿기 어렵습니다. 딸기 12개는 주셔야 합니다.

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과와 딸기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정보, 시간, 해석 비용이 커

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화폐를 조절매체로 도입하면 행위조정의 양

상이 훨씬 간단해진다.

50) 이는 논의의 초점을 고려하여 단순화된 정의이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합리화를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첫째, 생활세계가 구조적으로 분화되며, 둘째, 형식과 내
용이 분리되고, 셋째,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이 성찰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TkH 
2, pp. 234-236을 보라.

51) TkH 2,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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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사과가 정말 맛있습니다. 가격은 5개에 3,000원입니다.

을: 너무 비쌉니다.

갑: 그래도 다른 가게보다 훨씬 싼 가격입니다.

을: 확인해보니 그렇군요. 5개 사겠습니다.

을은 화폐로 표시한 가치를 가늠하여 상품의 구매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

할 수 있다. 갑 역시 설정한 가격에 따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팔면

되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을 인하하면 된다. 조절매체로서 화폐는 의

사소통적 행위에만 의존하는 행위조정의 비용을 낮춘다. 위 사례처럼 화폐

를 매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목적합리적 행위의 부분체계가 바로 경제체계

이다. 한편 행정체계는 권력을 매체로 삼는 체계이다.52)

사회합리화 과정에서 체계는 생활세계에서 분화되지만 생활세계로부터

완전히 자립할 수는 없다. 체계는 생활세계에 닻을 내려야 한다. 체계가 생

활세계에 닻을 내리려면 특정한 제도복합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화폐를

조절매체로 도입할 경우 부르주아 사법(私法)이라는 제도복합체가 필요하

다.53)54)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체계는 생활세계에서 법적 제도화의 근거를

얻기 때문에,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별 다른

사회병리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2단계 사회이론은 사회

병리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iii) 2단계 사회이론의 핵심 도식은 체계와 생활세계를 구별할 수 있고, 

체계는 복잡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생활세계는 합리화가 진전되는 방식으

로 사회합리화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체계복잡성이 커지는 것, 가령 경제

체계가 더욱 세밀하게 분화되어 경제적 분업이 고도화되는 것 자체는 사

회병리현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사회병리현상은 체계가 생활세계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 때 발생한다.

52) 조절매체로서 화폐 개념에 관해서는 TkH 2, pp. 413-419, 권력 개념에 관해서는 TkH 
2, pp. 419-422를 보라.

53) 하버마스는 사회진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체계분화 메커니즘의 순서에 따라 사회구성
체와 제도복합체를 대응한다. TkH 2, pp. 262-265.

54) 사법(private law)은 공법(public law)의 반대 개념으로,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주로 다
루는 법을 말한다. 민법이나 상법과 같이 개인 간의 거래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는 법들이 사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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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의 식민지화 테제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논제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는 체계 메커니즘이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한 합의로 행위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 즉 생활세계의 상

징적 재생산 영역의 고유 메커니즘을 대체할 때 일어난다.55)

우리는 파슨스의 매체이론을 살펴보면서,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충족

시키는 행위영역들만이 조절매체들로 전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 

매체는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화의 영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

지 못한다. 그것들은 이런 기능들에서는 상호이해라는 행위조정 메커니즘을 

대체할 수 없다. 생활세계의 물질적 재생산과 달리 상징적 재생산은 병리적 

부작용 없이는 체계논리에 따른 통합의 기반으로 이전될 수 없다.56)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발생하는 한쪽 국면은 체계가 생활세계를 물화

(Verdinglichung)하는 현상이다. 하버마스가 드는 사례는 교육 영역의 법제

화 현상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학교는 원래 형식적으로 조직된 행위영역

이 아니다. 학교는 미래 세대의 사회화를 촉진하고,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

며, 사회통합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 기능

을 수행한다. 이처럼 학교는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을 주 기능으로 삼

는 영역이므로, 체계 메커니즘이 학교의 고유 기능을 대체하려고 할 때 생

활세계의 식민지화가 발생한다. 학교가 과도한 행정적-사법적 통제로 침윤

됨에 따라, 교육 당사자들이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사회화에 기여한다는 교육 본연의 의미는 퇴색

된다.

교육이 법매체 아래 포섭되면서,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은 능력 및 경쟁

체계 속에서, 개별화된 법 주체들로서 추상적 결속을 이룰 따름이다. 여기서 

55) “종국에 체계 메커니즘은 합의에 의존한 행위조정이 대체될 수 없는 영역에서도, 그
러니까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이 문제가 되는 곳에서도 사회통합의 형식을 밀어
낸다. 그러면 생활세계의 부속화(Mediatisierung)는 식민지화(Kolonialisierung)의 형태를
띤다.” TkH 2, p. 307.

56) TkH 2, pp. 4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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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성은 학교법의 규범들이 해당 인물들과 그들의 필요 및 이익관심을 고

려하지 않은 채 통용되며, 그들의 경험을 단절하고 그들의 생활연관을 토막

내버린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교사의 교육적 자유와 자발성을 위협할 수밖

에 없다. 성적의 근거를 법적 소송에서도 문제없도록 확실하게 해야만 하거

나, 교과과정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교사의 탈개성화, 혁신에 대한 주저감, 

책임의식 붕괴, 경직성 등과 같은 현상들을 일으킨다.57)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발생하는 다른 쪽 국면은 생활세계의 문화적 빈

곤화이다. 이 현상은 체계가 생활세계를 물화하는 현상의 “상보적 현상”이

다.58) 문화적 빈곤화 현상은 생활세계가 합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진전되면서 진리, 정당성, 진실성의 타당성 주장은

각각 과학, 도덕, 예술의 가치영역으로 분화되며, 각 가치영역을 전문적으

로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 생겨난다. 학계로 구성된 과학자 공동체, 도덕이

론 및 법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 예술생산 및 예술비평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가 집단 등이 그렇다.59) 문화적 빈곤화는 전문가 집단이 고도의 합리

성을 향유하는 데 반해, 여기서 형성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잠재력이 일

반 대중의 일상 문화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일어난다. 동시에 대중들은 생

활세계의 합리화에 따른 결과로, 암묵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전통이 평

가절하되는 이중고를 겪는다. “전문화의 결과로 전문가 문화와 광범위한

대중 사이의 거리가 커진다. 전문가 취급과 성찰을 통해 문화에서 증가하

는 부분이 곧바로 일상실천의 소유로 되지는 못한다.”60)

결국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는 체계의 생활세계 물화 현상과 생활세계의

문화적 빈곤화 현상이 서로 맞물리면서 더욱 강화된다.61) 물론 상황이 비

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버마스가 1세대 비판이론의 냉소주의를 극

복하고자 했다는 데서도 추정할 수 있듯이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는 필연적

인 현상이 아니다. 2단계 사회이론의 논리적 귀결은 정반대를 시사한다. 

57) TkH 2, p. 570.
58) TkH 2, p. 504.
59) 하버마스는 이 점을 막스 베버(Max Weber)의 도식을 수용하여 다듬는다. 이에 관해
서는 TkH 2, pp. 504-505를 보라.

60) TkH 2, p. 505.
61) TkH 2, p.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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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논리가 생활세계의 고유 영역을 잠식하는 것을 막고, 전문가 문화

에 갇혀 있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잠재력을 일상 문화로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면, 시민들이 생활세계의 합리화로 풀려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추

구하면서도 행정체계와 경제체계의 효율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수준 높은

물질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이다. 하버마스가 『의사소통행위이

론』의 후속작인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제안

한 의도는 부분적으로 이와 관련이 있다. 즉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일정

부분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를 합당하게 제어하는 해법이라 할 수 있다.62)

2. 법의 사회통합 기능

1) 의사소통적 행위의 의견 불일치 위험

2단계 사회이론에서 의사소통적 행위는 생활세계의 상징적 구성요소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였다. 특히 행위조정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적 행위는 사회통합과 연대를 산출하는 데 기여한다. 의사소통적 행위는

사회통합의 일차적 매체이다. 시민들이 사회에 소속감을 품고 연대하고자

할 때 의지하는 정당한 사회질서는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서만 재생산될

수 있다.63) 다시 말해 사회통합은 원칙적으로 권력, 화폐 등의 체계 메커니

62) 이렇게 보면 김원식과 같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사실성과 타당
성』의 관계를 “현대 사회에 대한 진단”과 “실천적 대안”이라는 틀로 설명하는 것은
설명상의 이점이 있다. 김원식(2015), p. 12. 다만 김원식의 해당 저서는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라는 상호 대등한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 김원식도 “하버마스의 토의 민주주의 이론은
법에 대한 그의 탐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를 자신
의 저서 구성에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식(2015), p. 200.

63) TkH 2, pp. 224-225. 하버마스의 이론을 벗어나더라도, 제재 위협과 자기 이익을 저울
질하는 전략적 행위만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거나 규범을 준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후생경제학에서 자기 이익만으로는 행
위자의 규범 준수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연구로 Daniel M. Hausmann & Michael S. 
McPherson(2006), Economic Analysis, Moral Philosophy, and Public Policy, 주동률 역
(2010),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 파주: 나남출판, pp. 173-175 참고. 또한 권
리의 체계는 자기 이익이나 위협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는 히스의 논증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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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으로 성취될 수 없으며, 오직 타당성 주장과 근거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의사소통적 행위는 태생적으로 의견 불일치 위험이 높다. 우리는

합당한 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려다가 상대방 역시 못지않게 합당한

논거를 들어 결국 설득에 실패하고는 한다.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 근거

를 해석하고 수용하며 행위조정을 하는 데에는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

다.64)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의견 불일치 위험을 제어하는 메커니

즘을 생활세계, 고대 제도, 법의 순서로 재구성한다.

이미 2단계 사회이론에서 의사소통적 행위와 생활세계의 관계를 살펴보

았으므로 생활세계가 의사소통적 행위의 의견 불일치 위험을 어떻게 제어

하는지도 추론할 수 있다.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행위를 수행하는 참여자

들이 공유하는 확신과 배경 맥락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통의 확신은 대체

로 문제없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갑: 오늘 점심은 회사 앞 중식당에서 먹는 게 어떻습니까?

을: 그 식당은 아직 리모델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갑: 지금쯤이면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럼 한번 가봅시다.

갑과 을은 공통의 생활세계를 배경으로 의사소통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

으며, 그 결과 중식당의 존재, 리모델링 여부, 통상적인 리모델링 소요 기

간 등을 공통의 확신으로 끌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적 행위의 의

견 불일치를 비교적 부드럽게 해소할 수 있다.65) 그래서 하버마스는 다음

Joseph Heath(2009), Filthy Lucre: Economics for People who hate capitalism, 노시내 역
(2009),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서울: 마티, pp. 48-49.

64) “근거들은 처음부터 이중의 측면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념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뒤집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류의 여지가 있는 타당성의 가정에
의존하는 사회적 행위기대가 기껏해야 불확실한 안정성밖에 갖지 못하는 이유가 어
디에 있는지도 설명해준다. 그 안정성은 항시 근거 있는 반론에 의하여 무너져버릴
위험을 물리쳐야만(abwenden) 하는 사회적 통합의 성과 덕분에 생긴다.” FG, pp. 
69-71(54-55).

65) 하버마스는 나중에 WR에서 이 점을 칸트적 실용주의의 핵심 논점으로 재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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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주장한다.

명시적인 상호이해는 처음부터 당연시된 공통의 확신이라는 지평 속에서 움

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것은 언제나 이미 친숙한 것들이라는 자

원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경험과 모순, 우연성과 비판으로 인해 끊

임없이 생겨나는 불안정과 동요는 일상적 실천 속에서는 생활세계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합의된 해석틀, 헌신성, 숙련이라는 부서질 수 없는 

넓은 암반에 부딪혀 깨어진다.66)

생활세계와 더불어 고대 제도 역시 과거에 의사소통적 행위의 의견 불일

치 위험을 제어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 바 있다. 고대 제도란 원시 부족

사회를 통치하는 신성한 권위를 말한다. 고대 제도는 구성원들에게 공포감

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한다. 원시 부족 사

회의 각종 의례는 고대 제도를 근거로 성립하며, 고대 제도가 유효하게 작

동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금기(taboo)를 설정한다. 구성원들은 고대 제도에서

“아우라의 광채 속에서 신성함을 보장받는(auratisch verklärten) 근원적인

규범적 합의”67)를 형성함으로써 의사소통적 행위의 의견 불일치 위험을

제어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었다.

생활세계와 고대 제도의 공통점은 사실성(Faktizität)과 타당성(Geltung)이

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생활세계가 제공하는 공통의 확신은 명시적인 타

당성 주장으로 문제시되지 않는 이상 배후 지식에 머문다. 배후 지식은 지

우리는 순진한 생활세계를 배경으로 행위할 때는 수행적 태도를 취하지만, 행위가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재의 저항’이 발생하면 반성적 태도
로 이행한다. 반성적 태도에서 논증대화를 거쳐 논증된 명제는 다시 생활세계로 복귀
하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는 자명한 진리의 지위를 유지한다. 생활세계는 이
처럼 행위와 논증대화, 수행적 태도와 반성적 태도를 오가는 진리 탐구의 모형에서
핵심 개념이다. WR, pp. 316-318.

66) FG, p. 52(38, 영: 22). 독일어판에서 “생활세계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합의된
해석틀, 헌신성, 숙련이라는 부서질 수 없는 넓은 암반”에 대응하는 대목은 “breiten, 
unerschütterlichen, aus der Tiefe herausragenden Fels konsentierter Deutungsmuster, 
Loyalitäten und Fertigkeiten”이다. “a sprawling, deeply set, and unshakable rock of 
background assumptions, loyalties, and skills.”라고 옮겨 원문을 존중한 영어판과 달리, 
한국어판 역자는 원문에 없는 ‘생활세계’(Lebenswelt)를 문맥상 필요하다고 여겨 삽입
한 것으로 보인다.

67) FG, p.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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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다르다. 참여자가 지식을 말할 때는 오류 가능성을 의식하지만, 배후

지식을 말할 때는 오류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는다. 배후 지식은 결코 거짓

일 수 없다. 배후 지식의 타당성 여부를 명시적으로 따지는 순간, 더는 배

후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배후 지식의 타당성은 소박하

게 가정되며, 배후 지식으로 머무는 한에서 하나의 사실로서 다가오는 셈

이다.68) 고대 제도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성과 타당성을 융합한다. 원시 부

족 사회에서 제재 위협과 규범적 타당성은 고대 제도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금기를 어기면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는 금기가 신성한 권위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타당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금기가 규범적으로 타당한 이

유는 금기를 어길 경우 처벌받기 때문이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 규범의 사

실적 효력과 타당성은 분화되지 않은 채 결합해 있다.69)70)

근대법은 두 메커니즘과 달리 사실성과 타당성의 분화를 받아들이면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메커니즘 역할을 한다. 법이 보유한 두 가지 타당성

차원을 예리하게 구별함으로써 이 점을 해명할 수 있다.

2) 법의 두 가지 타당성 차원과 사회통합

우선 법의 타당성 차원이 분화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사

68) FG, pp. 53-54.
69) FG, pp. 55-56.
70)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틀은 『사실성과 타당성』 제1장 전반부에서 의사소통행위이
론을 재론할 때 처음으로 등장한다. 형식화용론에 따르면, 대화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적 행위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전제조건들을 참이라고 가정한다. 하버마스는 대화 참
여자들이 수행적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조건들을 불가피하게 가정할 수밖
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형식화용론적 전제조건이라고 부른다. 사실성과 타당성의 긴
장은 형식화용론적 전제조건 자체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 “비록 이 전제가 근접적으
로만 충족될 수 있는 이상적(idealen) 내용을 갖고 있을지라도, 모든 참여자들이 진술
의 진리를 주장하거나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타당성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
여 논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실상(faktisch) 이 전제를 가정해야만 한다.” FG, p. 
45(31). 하버마스 특유의 이상화 전략을 상세하게 해설한 후 롤스의 원초적 입장
(original position) 등 경쟁하는 이상화 전략에 비해 갖는 강점을 분석한 연구로 다음
을 보라. 최은광(2016), 「하버마스 담론윤리의 이상화 전략」, 『윤리연구』, 제109권, 
pp. 85-110. 또한 다음과 같은 베인스의 설명도 볼 것. “비록 그러한 이상화가 언제나
반사실적 가정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상화는 사회통합과 사회적 재생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도 유효하다.” Kenneth Baynes(2016),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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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론에서 생활세계는 점차 합리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

한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진전되면서 체계가 생활세계에서 자립해 나간다

는 점도 지적하였다. 두 논점을 결합하여 의사소통적 행위의 의견 불일치

위험을 제어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규범의 두 가지 요건을 이끌

어낼 수 있다(i). 법의 두 가지 타당성 차원은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한다(ii).

(i) 생활세계의 합리화는 전통과 권위에 의존하는 행위조정의 비중이 줄

어들고, 보다 나은 논거의 권위, 즉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갖춘 상호이해 메

커니즘에 따른 행위조정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진전될수록 생활세계의 배후 지식에 비판적 검사를 요구하는 정도도 강해

지므로, 공통의 확신에 의지하여 의견 불일치 위험을 제어하기도 어려워진

다. 또한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에서 고대 제도가 지닌 신성한 권위는 탈

마법화(Entzauberung)되어 구성원들을 결속하는 빛과 아우라를 상실한다.71) 

생활세계의 합리화는 생활세계와 고대 제도가 의사소통적 행위의 의견 불

일치 위험을 충분히 제어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차적 원인이다.

한편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에서 물질적 재생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

는 체계가 분화된다. 2단계 사회이론에 따르면, 사회 진화는 생활세계의

합리화와 체계복잡성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체계, 특히 자립화된 경제

체계는 고유의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행위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71) 베버(Max Weber)는 칼뱅주의 교리가 서구 자본주의 발전을 추동했다고 주장하면서
칼뱅주의의 탈마법화 경향을 언급한다. “세계의 ‘탈마법화’, 즉 구원 수단으로서의 마
술을 배제하는 것이 가톨릭 신앙에서는 청교도적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오직 유대교에
만 있는) 경건성에서와 같이 철저히 수행되지 않았다.” “칼뱅주의자들에게 우호적이고
인간적인 위안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톨릭과 루터주의자들처럼 결함과 경솔의 시
간을 다른 시간의 고양된 선의지로 보상한다는 것을 바랄 수도 없었다. 칼뱅주의의
신은 신도에게 개별적 ‘선행’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체계로 끌어올려진 선한 생활을
요구했다. 죄, 회개, 속죄, 평안 또다시 새로운 죄 사이의 지극히 인간적인 가톨릭의
기복起伏이라든지, 전 생애의 결산을 현세적 형벌로 속죄하고 교회의 구원 수단을 통
해 청산한다는 것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일상인의 윤리적 실천은 그
무계획성과 비체계성을 벗어버리게 되었고 전 생활방식의 일관된 방법으로 발전되었
다.” 자세한 것은 Max Weber(1920),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박성수 역(201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
예출판사, pp. 103-105를 보라.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베버를 논하면
서 탈마법화를 상세히 설명한다. TkH 1, p. 391 이하. 또한 뒤르켐(Emile Durkheim)을
논할 때도 신성한 권위의 탈마법화를 생활세계가 합리화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본다. 
TkH 2,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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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행위를 수행할 여지를 넓혀준다. 체계복잡성이 증가할수록 경제체

계의 분화 정도와 전략적 행위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

여기까지 하버마스가 전개한 논증 궤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통합은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생활세계의 합리화로, 생활세계와 고대 제도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의견 불

일치 위험을 충분히 제어하는 사회통합 메커니즘으로 적합하지 않다.

- 체계복잡성의 증가로, 행위자들이 전략적 행위를 할 여지가 확장된다.

이에 따라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은 핵심 물음을 던진다.

생활세계가 분화되고 다원화되고 탈마술화되고, 이와 동시에 신성한 권위의 

구속에서 풀려나고 강력한 제도로부터도 해방된 의사소통행위 속에서 의견

불일치의 위험이 늘어난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생활세계가 사회적 통합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근대 경제사회가 실증하듯이 

사회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전략적 상호작용이 더 많이 해방된다면, 늘어나는 

통합의 요구는 상호이해 메커니즘으로는 해결전망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부

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72)

방법은 전략적 행위 자체를 규범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행위자들이 상호

이해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뒷받침하는 규범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이 규범은 행위자에게 사실적 강제를 가

해야 한다. 그 까닭은 제재를 비롯한 사실적 강제를 부과하여 행위자가 전

략적으로 행위를 조절하고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요건

은 이 규범이 바로 전략적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따라 나온

다. 둘째, 이 규범은 규범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 까닭은 규범적 타당

성이 있는 규범만이 행위자에게 의무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

72) FG, p. 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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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요건은 이 규범이 행위자들로 하여금 상호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며, 사

회통합 메커니즘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따라 나온다.73)

두 요건은 생활세계와 고대 제도에서 혼융되어 있던 사실성과 타당성의

분화에 부합한다. 행위자의 관점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은 상호 배제하는 차

원이다. 행위자가 사실성의 관점을 취하면 성공지향적 행위 유형에서처럼

모든 정보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조형하고 해석하게 된다. 반대로 행위자

가 타당성의 관점을 취하면 이해지향적 행위 유형에서처럼 상호주관적으

로 인정된 타당성 주장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두 요건을 만족하는 규범을 준수하는 이유도 두 차원

에서 제시할 수 있다. 행위자는 제재 위협과 제재로 얻을 이익을 저울질하

여 전자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규범을 준수할 수도 있다. 또 제재의 두려

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이 정당하다는 믿음과 그에 따른 의무

감으로 규범을 준수할 수도 있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통합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규범은 그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사실적 강제와 정당한 타당성 모두를 통하여 산출해야만 

할 것이다.74)

(ii) 하버마스는 법이 오늘날 민주적 법치국가를 배경으로 할 때 두 요건

을 만족하는 유일한 규범이라고 본다. 하버마스는 법의 타당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를 논증한다. 법의 두 가지 타당성 차원은 하버

마스가 의지하는 칸트 법이론에서도 이미 두드러진 도식이라 할 수 있

다.75)

73) FG, p. 59
74) FG, p. 59(44-45, 영: 27). 독일어판에서 “사회통합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규범”에
대응하는 대목은 “Die gesuchte Sorte von Normen”(그와 같은 유형의 규범)이다. 영어
판과 달리 한국어판 역자는 앞 문맥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으로 풀어서 옮긴 것으로 보인다.

75) 하버마스는 FG 서문에서 이미 칸트 법이론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자신의 정
치이론과 법이론을 통칭하여 ‘칸트적 공화주의’라고 부르곤 한다. FG, p. 15; EdA, pp. 
131-132. 법과 도덕의 구별을 중심으로 칸트와 하버마스를 비교 고찰한 문헌으로는
김석수(2005), 『칸트와 현대 사회 철학』, 서울: 울력, pp. 183-210을 보라. 한편 가설
적 합의(hypothetical agreement)와 현실적 동의(actual consent)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 34 -

칸트에 따르면 법은 자유의 법이자 강제의 법이다. 법이 자유의 법인 이

유는 칸트의 보편적 법원리에 잘 나타난다. 보편적 법원리에 따르면 “행위

가 또는 그 행위의 준칙에 따른 각자의 의사의 자유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

어느 누구의 자유와도 공존할 수 있는 각 행위는 권리가 있다.”76) 보편적

법원리에 따라 권리가 있는 행위는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

다. 칸트는 이로부터 권리가 있는 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것

이라는 점을 도출한다. 논리적으로 권리가 있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다

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칸트는 보편적

법원리를 통해 법의 정당성이 자유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

어 법이 강제의 법인 이유는 법과 강제하는 권한이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권리가 있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 즉 자유의 방해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다

시금 자유의 방해를 저지하는 것이 곧 법이다. 자유의 방해를 저지하는 것

은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다. 그리하여 칸트는 법의 개념

을 “보편적이고 교호적인 강제를 어느 누구의 자유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설명한다.77)

하버마스는 칸트가 제시한 법의 두 가지 타당성 차원을 법의 사실적 효

력과 법의 정당성이라는 틀로 명료화한다.78) 먼저 어떤 법 L의 사실적 효

칸트와 하버마스를 비교한 후, 하버마스의 논증대화이론에 관한 대안적 해석을 제안
하는 Cristina Lafont(2012), “Agreement and Consent in Kant and Habermas: Can Kantian 
Constructivism Be Fruitful for Democratic Theory?”, Philosophical Forum, Vol. 43, No. 3, 
pp. 277-295도 참고하라. 하버마스의 이론 전반에 나타나는 칸트의 영향과 하버마스가
칸트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Matthias Lutz-Bachmann(2019), 
“Immanuel Kant”, The Cambridge Habermas Lexicon, eds. Amy Allen & Eduardo 
Mendiet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4-589를 보라.

76) 이 부분은 한국어 번역본을 참고하되 마지막 부분 “각 행위는 법적이다/권리가 있
다/정당하다/옳다.”를 간단하게 “각 행위는 권리가 있다.”로 고쳐 옮겼다. Immanuel 
Kant(1797, 1798), Metaphysiche Anfangsgründe der Rechtslehre, 백종현 역(2012), 『윤리
형이상학』, 파주: 아카넷, p. 151(AB33=VI230). 독일어판으로는 Immanuel Kant(1870), 
Die Metaphysik der Sitten, Leipzig: Verlag der dürr'schen Buchhandlung, p. 32를 참고하
였다. 독일어판을 참고하여 고쳐 옮긴 부분은 독일어 ‘recht’이다. ‘recht’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한국어판 역자는 고육지책으로 ‘법적이다/권리가 있다/정당하다/옳다’를
모두 살리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독일어 명사 ‘Recht’도 ‘법’과 ‘권
리’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하버마스도 명사 ‘Recht’의 다의성에 유의하고 있다. 
FG, pp. 126-127. 여기서는 FG의 한국어 역자가 ‘recht’를 “권리가 있다”로 옮긴다는
점을 따른다. FG, p. 130.

77) Immanuel Kant(1797, 1798), p. 153(AB35=VI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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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L이 해당 사회에서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고 관철되는가에 따라 결정

된다. L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정법인 경우, L의 사실적 효력은 L을 위반

할 시 부과되는 제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테면 형법 제269조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79)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폐지론이 제기되고는 했다.80) 이때 폐

지론의 근거 중 하나는 이미 사법당국이 낙태죄를 잘 처벌하지 않아 ‘실효

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법의 타당성의 한 측면이 사실적

효력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의 정당성은 L이 제기하는 규범적 타당

성 주장이 논증대화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L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정법인 경우, 궁극적으로 논증대화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입

법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획득한다.

하나의 규범의 법적 타당성(Rechtsgültigkeit)은 다음 두 가지가 동시에 보장된

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나는 필요한 경우 제재를 통하여 강제되는 평균적 

규범준수라는 의미의 행위의 합법성이며, 다른 하나는 법에 대한 존경에서 

나온 규범준수를 항시 가능하게 만드는 규칙의 정당성이다. 바로 여기에 규

범의 법적 타당성의 요점이 있다.81)

그리하여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이 사회통합의 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

는지를 알 수 있다. 법은 사실적 효력이 있어야 하고, 위법행위의 제재를

통해 사실적 효력이 보장될 때 사실적 강제의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법은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과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할

때 규범적 타당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법은 한편으로는 제재를 수단으로

시민들의 평균적인 준법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한 입법절차

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무감을 산출하여 사회통합의 핵심 메커

니즘으로 기능한다.

동시에 법은 사실성과 타당성의 분화를 인정함으로써 의사소통적 행위

78) FG, pp. 63-64.
79)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 결정.
80) 이재상(2013),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pp. 92-93.
81) FG, p. 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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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 불일치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첫째, 원칙적으로 어떠

한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행위와 달리, 제재와 결합된 법은 일단 그 법의 정당성을 납득하지 못한

시민도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 국면에서 논증에 성

공하더라도 그 국면을 벗어나면 의견 불일치 위험이 재점화되는 의사소통

적 행위와 달리, 법은 의사소통적 행위 및 논증대화를 제도화한 입법절차

를 통해 정당성을 얻고 그 정당성을 널리 공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82)

그런데 법이 제재와 결합되어 사실적 강제로 작용한다는 점은 이해하기

쉬운 반면, “정당한 입법절차”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버마스는

“정당한 입법절차”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82) FG,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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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권리의 체계와 법치국가 원리

법의 기능을 설명한 하버마스는 본격적으로 법의 재구성 작업을 수행한

다. 법의 재구성이란 이미 사실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근대 실정법의 근

본 원리와 전제를 반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근대 실정법이 사실적 효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규범적 정당성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법의 재구성은 근대 실정법이 보유한 사실적 효력과

규범적 정당성이 어떠한 근본 원리와 전제에 뿌리박고 있는지를 최선의

모습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의 재구성 작업은 근대 실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

리, 권력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성과 타당성』

제3장과 제4장에서 하버마스는 권리의 체계를 재구성함으로써 법과 권리

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법치국가 원리를 재구성함으로써 법과 정치권력의

연관성을 밝힌다.

1. 권리의 체계의 재구성

권리의 체계를 재구성하는 논증은 다음과 같다.

-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은 민주적 입법절차에서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런데 

법이 특정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음을 뜻하는 ‘합법성’에서 정당성이 발생

하는 것은 일견 역설적이다. 이 역설을 해결하려면 민주적 입법절차가 뿌

리박고 있는 국민주권 원리, 즉 시민들의 공적 자율성을 해명해야 한다.

- 공적 자율성은 사적 자율성과 똑같이 근원적이다. 즉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은 서로를 전제한다. 권리의 체계는 두 가지 자율성의 동근원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 동근원성을 반영하는 권리의 체계를 재구성하려면 법과 도덕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찰해야 한다. 실정법은 자연법이나 도덕에 종속되지 않는다. 법과 

도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상이한 자율성 개념을 토대로 삼는다. 이 점

은 법과 도덕을 규율하는 핵심 원리인 민주주의 원리와 도덕원리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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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논증대화원리에서 분화된 원리이기 때문이다.

- 위 논증을 하나로 엮으면 권리의 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 권리의 체계는 

논증대화원리와 법형식의 상호 침투를 통해 재구성되며, 시민들이 법의 수

신자로서 법에 종속됨과 동시에 스스로를 법의 저자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자율성의 이념을 구현한다.

1) 합법성에서 정당성이 발생하는 역설

권리의 체계 재구성의 핵심 물음은 “시민들이 공동의 삶을 실정법을 통

하여 정당하게 규제하기를 원한다면 서로에게 인정해야만 하는 권리란 무

엇인가?”이다.83) 권리의 체계란 시민들이 공동의 삶을 실정법을 통해 정당

하게 규제하고자 할 때 서로에게 인정해야만 하는 권리 범주의 집합을 뜻

한다.

앞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법의 기능을 해명한 바에 따르면, 법은 사회

통합의 두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사회통합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이 통찰이 옳다면 위 핵심 물음의 조건절인 “시민들이 공동의 삶을 실정법

을 통하여 정당하게 규제하기를 원한다”는 참이라 할 수 있다. 이 조건절

에서 자세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정법을 통한 정당한 규제의 의미이

다. 말하자면 시민들이 공동의 삶을 규제하는 데 동원하는 실정법은 정당

한 법이어야 한다고 할 때,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은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정당성

을 얻는다. 이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이미 현존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에

서 법의 정당성은 입법절차를 통과했다는 절차적 속성에 근거한다. 하버마

스의 논증은 법이 정당성을 얻는 원리를 재구성적으로 해명하는 논증에

가깝다.

재구성의 관점에서 하버마스는 법이 특정한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되었

음을 뜻하는 ‘합법성’(Legalität)이 곧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설명이

필요한 역설로 본다. 이 역설은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 합법성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적 자율성은 사적 자율성과 동일한 주관적 권리의 형식을 띤

83) FG, p. 129(109). 한국어판의 번역을 일부 수정하여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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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공적 자율성을 행사하는 동기는 개인에게 열려 있다. 심지어

사익만을 좇는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적 자율성

을 행사하는 시민은 민주적 입법절차 속에서 공동선의 지향이라는 규범적

기대를 떠안는다. 이는 민주적 입법절차가 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천

이, 시민들이 수행하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사회통합력(sozialintegrative Kraf

t)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84) 그러므로 합법성에서 정당성이 발생하는 역설

은, 공적 자율성이 취하는 주관적 권리의 구조상 시민들이 민주적 입법절

차에 참여하는 동기를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시민들이 공동선 지향

이라는 규범적 기대에 부응해야만 민주적 입법절차에서 정당성이 산출되

는 것을 말한다.

이 역설을 풀어가는 열쇠는 공적 자율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공적 자율

성 혹은 정치적 자율성은 시민들이 국민주권 원리(Prinzip der Volkssouverä

nität)에 따라 행사하는 자율성이다. 민주적 법치국가를 살아가는 시민은

합법성에서 정당성이 도출되는 이유를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즉 민

주적 법치국가의 입법절차는 바로 민주적 입법절차이고, 이 절차에는 시민

들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국민주권 원리가 작용하고 있으므로 정당성의 근

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전략은 공적 자율성을 사적 자율성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

는 것이다. 합법성에서 정당성이 발생하는 역설 자체가 이 전략을 암시하

고 있다. 공적 자율성도 사적 자율성과 주관적 권리라는 동일한 법적 형식

을 띤다. 가령 헌법에서 사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본권과 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본권은 똑같이 “모든 국민은 R을 가진다.”85)로 진술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84) FG, p. 131(111).
85) 알렉시는 이와 거의 똑같은 형식 “a는 G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를 “권리에 관한 문
장”이라고 부른다. Robert Alexy(1994), Theorie der Grundrechte, Suhrkamp Verlag, 이준
일 역(2007), 『기본권이론』, 파주: 한길사, pp.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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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 간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하버마스는 이를 동근원성(Gleichursprünglichkeit) 테제

로 풀이한다.

2)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동근원성 테제

동근원성 테제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동근원성 테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은 서로를 전제하고 서로를 가능

하게 한다는 점에서 똑같이 근원적이다.

『사실성과 타당성』 전체를 검토할 때, 하버마스가 동근원성 테제를 설

명하는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찾을 수 있는 설명 전략

은 직관적 설명이다.

사적 자율성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권력위치에 의해서도 위협받으며, 또 그

것 자체는 시민들이 민주적 시민의 의사소통 권리와 참정권을 어떤 방식으

로 어느 정도나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86)

사적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을 때 비로소 시민들이 민주적 참정권에 의해 보

증된 공적 자율성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다. 공적 자율성의 적절한 행사가 

사적 자율성의 ‘발생의 보장’에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적 자율성의 

보장은 공적 자율성의 ‘발생의 보장’에 봉사할 수 있다.87)

직관적 설명을 따를 때, 공적 자율성이 없다면 시민들은 어느 범위까지

사적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기

본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려면 정치에 참여하여 의견을 밝혀야 하기 때

86) FG, p. 356(320, 영: 264). 한국어판의 번역을 일부 수정하여 옮긴다. 영어판과 달리
한국어판은 독일어판에서 “effektiv”라고 쓴 대목을 생략하였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려
면 ‘유효하게’를 첨가해야 한다.

87) FG, p. 538(492). 



- 41 -

문이다. 반대로 사적 자율성이 없다면 시민들은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법

인격의 자격으로 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시

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실정법으로 제도화된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실

정법이 있으려면 사적 자율성을 통해 법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인 법인격

지위를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설명 전략은 일종의 변증법적 설명이다. 하버마스는 이성법 전

통의 정치철학사를 끌어온다. 한쪽은 인권과 법치국가를 통해 사적 자율성

을 보장하는 경로를 따랐고, 다른 한쪽은 국민주권과 민주적 입법절차를

통해 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로를 따랐다. 전자는 이른바 근대인의 자

유를 대표하고, 후자는 고대인의 자유를 대표한다. 하버마스는 근대 정치

철학의 계보에서 전자를 대변하는 사상가로 칸트를, 후자를 대변하는 사상

가로 루소를 거론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칸트와 루소는 각각 자유주의

와 공화주의로 경도되었고, 그 결과 인권과 국민주권의 동근원성, 혹은 사

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동근원성을 올바르게 포착하지 못했다. 따라서

칸트와 루소를 더 높은 수준에서 지양하고(aufheben) 종합해야 한다.

하버마스가 보기에 칸트는 사적 자율성을 공적 자율성과 무관하게 도덕

적으로 정당화한다. 이 점은 칸트가 생각하는 사회계약의 구도를 보면 확

인할 수 있다. 칸트 법이론에서 말하는 사회계약은 자연상태에서 시민적

상태로의 이행이자, 사법(私法) 상태에서 공법(公法) 상태로의 이행이다.88) 

시민들이 국민주권을 발휘하여 사회계약을 수립하기 전인 자연상태에서도

사법과 사법이 보장하는 자연권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인간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하는 ‘자연권’은 주권적 입법자의 의지에 선행한다.”89) 따라

서 칸트는 사적 자율성을 공적 자율성보다 우위에 두었고, 두 자율성의 동

근원성을 충실히 성찰하지 못한 셈이다.

한편 루소는 공적 자율성을 먼저 행사하고 사후적으로 사적 자율성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점은 루소 사회계약론의 구도를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을 한낱 사인이었던 개인들이

일반의지에 따름으로써 시민으로 거듭나는 구도로 설명한다. 이때 일반의

88) Immanuel Kant(1797, 1798), p. 256(A155=B155=VI306).
89) FG,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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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르는 시민들은 마치 한 몸처럼 전체를 이루는 일부가 된다.90) 시민

들은 무제한적인 자연적 자유 대신 일반의지에 따라 제한되는 사회적 자

유를 누린다. 일반의지가 가능하려면 일정한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며 상당

한 동질성을 유지하는 소규모 공동체, 그리고 여기에 뿌리 내린 시민들의

덕성을 전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적 자유를 윤리적 실체와 끈끈

하게 결합한 일반의지에 입각해 구성할 경우, 사적 자율성이 공적 자율성

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루소는 사적 자율성을 공

적 자율성에 종속하였고, 칸트와 마찬가지로 동근원성의 통찰을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스는 루소와 칸트가 공통적으로 의식철학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기에 동근원성 테제를 이론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칸트

가 생각하는 예지적-초월적 주체와 루소가 염두에 둔 거대 주체 모두 단

하나의 주체일 뿐이다. 일관되게 의사소통 패러다임을 따른다면, 시민들이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로서 문제의 규범이 타당한지 검사할 수 있는

복수 주체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 즉 동근원성 테제는 복수 주체가 문제의

규범에 ‘예/아니요’ 입장을 표명하는 구도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국민주권과 인권 사이의 내적 연관(interne Zusammenhang)은, 정치적으로 자

율적인 입법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형식 자체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

는 조건이 권리체계에 의해 제공된다는 사실 속에 들어있다. …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Adressaten)이 동시에 그 법의 저자(Urheber)라는 자기입법의 모

티프를 논증대화이론에 의거하여 독해할 때 비로소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

율성이 똑같이 근원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제 인권

의 실체는 그 속에서 국민주권이 법적 형상을 취하는 논증대화적 의견형성 

및 의지형성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형식적 조건 속에 자리잡는다.91)

복수 시민들이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로서 규범의 타당성을 주제로

하는 토론에 참여하여 공적 자율성을 행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의사소통

90) Jean-Jacques Rousseau(1762, 1964), Du Contrat social, 이환 역(1999), 『사회계약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20-21.

91) FG, pp. 156-157(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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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어떻게 공적 자율성을 그와 같이 제

도화할 수 있는가? 바로 법코드(Rechtskode)가 있어야 한다. 실정법을 통해

공동의 삶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권리의 체계는 법코드를 구성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권리의 체계는 공적 자율성을 제도화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시민들이 공동의 삶을 실정법을 통해 정

당하게 규제하고자 할 때 서로에게 인정해야만 하는 권리”의 체계는 반드

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공적 자율성을 행

사할 권리. 둘째, 공적 자율성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사적 자율성의 권리. 

권리의 체계는 두 가지를 결합하여 사적 자율성이 공적 자율성을 제도화

하는 법코드를 창설하고, 공적 자율성이 사적 자율성에 속하는 권리를 구

체화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권리의 체계 재구성

은 동근원성 테제를 충실히 반영하는 구도에서 수행해야 하며, 동근원성

테제는 권리의 체계 재구성의 첫 번째 논리적 기반이 된다.

3) 논증대화원리 그리고 법과 도덕의 상호보완적 관계

이어서 권리의 체계 재구성의 두 번째 논리적 기반이 필요하다. 하버마

스가 이를 도출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이성법 전통의 오류와 관련이 있

다. 이성법 전통은 의식철학 패러다임과 더불어 법과 도덕의 그릇된 관계

설정으로 인해 동근원성 테제를 포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법과

도덕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떠받치는 원리로 논증대화원리

를 제안한다. 이것이 권리의 체계 재구성의 두 번째 논리적 기반이다.

하버마스는 이성법·자연법을 실정법보다 우위에 두고, 그에 따라 도덕을

법보다 우위에 두는 견해에 반대한다.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어느 정도 진

전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법과 도덕은 상호보완적이다.

탈형이상학적 정당화의 차원에서 볼 때 법적 규칙과 도덕적 규칙은 전통적

인 인륜적 삶(Sittlichkeit)으로부터 동시에 분화되어 나왔으며, 비록 서로 다르

지만 서로를 보완하는 두 종류의 행위규범으로서 나란히 병존한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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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가 법과 도덕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명하는 전략도 두 가지로

일별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기능적인 보완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도덕이 문화적 지식에 그치는 반면, 법은 문화적 지식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구속력도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93) 도덕은 사람들의 관념과 합

의 속에서 비교적 간접적인 형태로 행위를 구속하는 반면, 법은 성문화된

법령과 제재 수단을 통해 제도적 구속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법을 단순히

“최소한의 도덕”으로 보는 견해는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도덕을 보완한다.94)

첫째, 인지적 부담 경감. 도덕적 판단은 행위 주체가 독자적으로 내려야

한다. 이는 행위 주체가 규범을 정당화하고 적용하는 인지적 부담을 모두

떠안음을 의미한다. 반면 법은 다양한 수단으로 도덕의 인지적 부담을 줄

여준다. 그 수단에는 의회의 입법절차, 제도화된 법정의 판결, 법 도그마틱

(Rechtsdogmatik)의 체계적 연구 등이 있다.95) 예시한 수단의 도움으로 법

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특

정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를 얻을 수 있다. 가령 ‘의회 과반

수 찬성을 얻은 법률은 유효하다’, ‘확정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은 그 사안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법률조항 A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해서 제1설과 제2설이 있고 판례는 제1설을 지지한다’ 등등.

둘째, 동기의 불확실성 완화. 개인이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동기는 내면

의 의사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 개인은 의지를 발휘하여 도덕적으로 행위

해야 한다. 반면 법은 개인에게 법을 준수하는 동기를 열어둔다. 법은 제재

위협을 가함으로써 개인이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도 규범을 평균적

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당한 규범을 준수

하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성립한다. 규범을 위반하는 일탈 행위에 대항하여

92) FG, p. 158(135).
93) FG, p. 160.
94) FG, pp. 170-174.
95) 법 도그마틱은 법해석학이라고도 한다. 크릴레에 의하면 “법해석학의 과제는 다양한
해석가능성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용자들에게 근거 있는 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Martin Kriele(1979),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홍성방 역(2013), 『법과
실천이성』, 서울: 유로서적,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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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규범이 현실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합리적 기대

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법이 부과하는 제재는 타당한 규범의 보편적 준

수라는 합리적 기대를 형성한다.

셋째, 조직적 제약 대처. 현대 사회의 복잡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이 아닌 제도의 힘을 빌려야 한다. 가령 제3세계 빈민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단지 개인의 도덕적 의지만으로는 다루기 어렵고, 법에 따라 권한

을 부여하고 조직을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 예컨대 “식량, 의약품, 의복, 하

부구조들을 원조하는 일은 결코 개인이 주도할 수 없는 일로서 개인의 행

동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96)

기능적인 보완 관계를 설명하는 전략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다

른 일반적 행위규범에 비해 법규범이 갖는 고유성을 근본적으로 해명하기

에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또 다른 설명 전략으로 원리상의 분

화를 제시한다. 논증대화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법과 도덕의 분화는 가장

추상적인 원리의 분화로 설명할 수 있다. 법규범과 도덕규범은 동일한 근

본 원리인 논증대화원리(Diskursprinzip)에서 분화된 두 가지 원리에 따라

각각 정당화된다.

D: 가능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행위규범만 타당하다.97)

논증대화원리 D는 오직 “정당화의 탈인습적 필요조건”만을 표현한다. 

즉 해당 사회의 전통이나 관습에 기대지 않고 오직 논증적으로 규범을 정

당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진술한 원리이

다. 논증대화원리는 법규범과 도덕규범에 관하여 중립적인 추상 수준에 있

다. 논증대화원리를 법과 도덕의 영역으로 각각 구체화할 때 비로소 그 영

역을 규제하는 원리도 따라 나온다.

논증대화원리가 법규범에 관여할 때는 민주주의 원리가 되고, 도덕규범

에 관여할 때는 도덕원리가 된다.98) 도덕원리(Moralprinzip)란 하버마스가

96) FG, p. 172(149).
97) FG, p. 16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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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에서 논증대화윤리를 제안할 때 핵심으로 삼

은 보편화 원리 U를 말한다.99)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들이 실정법을 통

해 공동의 삶을 규제하고자 할 때는 법규범이 현안이 되므로, 민주주의 원

리(Demokratieprinzip)를 상술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원리를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법적으로 구성된 논증대화적 입법과정 속에서 모든 시민들(Rechtsgenossen)이 

동의할 수 있는 법규들만이 정당성(legitime Geltung)을 주장할 수 있다〔.〕100)

민주주의 원리는 법규범을 정당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기술한다. 

오직 도덕적 근거만을 원용할 수 있는 도덕원리와 달리, 민주주의 원리는

도덕적 근거, 윤리적 근거, 실용적 근거를 모두 원용할 수 있다. 도덕적 근

거는 정의에 호소하는 근거로, 어떤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좋은

가를 따진다. 윤리적 근거는 내가 누구이며, 또 누구이기를 원하는가, 우리

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따진다. 실용적 근거는 목표와 선호

가 주어졌을 때 이를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따진다.101) 법을 정당화하는 근

거는 도덕적 근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이나 법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과 같은 윤리적, 실용적 근거도 포함한다.

논증대화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의 문언을 살펴보면 법의 고유성이 선명

하게 드러난다. 먼저 논증대화원리에서 “가능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민

98) 이처럼 논증대화원리와 도덕원리의 관계를 근본 원리와 영역특수적 원리의 관계로
설정한 것은 하버마스의 입장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하버마스가 처음 두 원리를 제
시했을 때는 각각의 위상을 다소 모호하게 설정했다. MkH, pp. 143-144.

99) “모든 개인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규범을 일반적으로 따를 때 장차 발생
하는 결과들과 부작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아무런 강제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MkH, p. 143.

100) FG, pp. 164-165(141, 영: 110). 독일어판에서 “모든 시민들”에 대응하는 대목은
“aller Rechtsgenossen”으로, 직역하면 ‘모든 법적 동료’로 옮길 수 있다. 즉 민주주의
원리에서 법규의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주체는 “역사적 입법자의 결정에서 비롯
되며, 지리적으로 분명히 구별된 법적 영역”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법적 동료이다. 한
국어판 역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을 뜻하는 ‘시민’이 ‘법적
동료’의 의미를 손실 없이 표현하면서도 친숙한 어휘라는 점에 주목하여 역어로 택한
것 같다. 이와 유사하게 영어판도 ‘citizens’로 옮겼다. 한국어판의 해당 부분 번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국어판을 그대로 인용한다.

101) FG, pp. 2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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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원리에서 “모든 시민들”로 바뀐다. 법규범은 일반적 행위규범과 달

리 그 규범에 종속되는 주체이자 규범을 승인하는 주체를 특정한 법 공동

체의 시민으로 한정한다. 다음으로 논증대화원리에는 없었던 “법적으로 구

성된 논증대화적 입법과정”이 민주주의 원리의 절차적 제약으로 도입된다. 

법규범은 일반적 행위규범과 달리 이를 정당화하는 논증대화 혹은 의사소

통 형식 자체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법규범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행위는 일부 개인의 내면적 사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규범은 의

회, 공론장 등 제도화된 의사소통 흐름 속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원리의 도입 과정을 “논증대화원리와

법형식의 상호 침투”(Verschränkung von Diskursprinzip und Rechtsform)로

이해한다.102) 고도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논증대화원리와 고유한 특성을

지닌 법형식이 상호 결합하면서 민주주의 원리가 도출된다.

상호 침투가 이루어지면서 “권리의 논리적 발생”(logische Genese von Re

chten)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권리의 체계가 비로소 재구성된다. 하버

마스에 따르면 민주주의 원리는 권리의 체계의 핵심으로서만 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과 도덕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이를 논증대화원리의 분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권리의 체계 재구성의 두 번째 논리적 기반이 된

다.

4) 논증대화원리와 법형식의 상호 침투

이제 권리의 체계 재구성에 착수할 개념적 자원을 구비하였다. 하버마스

의 논의를 정돈하여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 권리의 체계 재구성의 첫 번째 논리적 기반: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은 

똑같이 근원적이다.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 어느 한쪽을 우위에 두는 

방식으로 권리의 체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권리의 체계 재구성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이 서로를 전제하고 서로를 가능하게 만드는 측면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02) FG, pp. 178-17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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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체계 재구성의 두 번째 논리적 기반: 법과 도덕은 상호보완적 관계

이다. 도덕을 법보다, 그리고 자연법을 실정법보다 우위에 두는 방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법과 도덕의 분화는 보다 추상적인 논증대화원리의 구

체화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논증대화원리와 법형식의 결합은 민주주의 

원리를 창출하며, 권리의 체계 재구성은 이러한 논증대화원리와 법형식의 

상호 침투 과정을 따라가면서 수행될 수 있다.

두 통찰을 토대로 재구성한 권리의 체계는 아래와 같다.

(1) 가능한 최대의 평등한 주관적 행위자유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으로 자율

적인 조형으로부터 생겨나는 기본권.

(2) 법적 동료들의 자유의지적 연합체 속에서 그 구성원의 지위에 대한 정치

적으로 자율적인 조형으로부터 생겨나는 기본권.

(3) 권리의 소송가능성으로부터 그리고 개인적 권리보호에 대한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조형으로부터 직접 생겨나는 기본권.

(4) 시민들의 정치적 자율성이 행사되고 정당한 법이 산출되는 의견형성과 

의지형성 과정에 시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

(5) 생활조건의 보장에 대한 기본권: 이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1)에서 (4)까지 

언급한 시민적 권리를 균등한 기회를 갖고서 사용하는 데 반드시 요구되

는 한에서 사회적, 기술적, 생태적으로 보장된다.103)

하버마스의 권리의 체계 재구성 논증을 3단계로 엮을 수 있다. 1단계는

논증대화원리를 법형식에 적용하여 법코드를 산출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사적 자율성과 법의 수신자 지위가 규정된다. (1)~(3)의 권리 범주가 해당

한다(i). 2단계는 이론가의 관점에서 시민의 관점으로 전망을 교체하여 민

주주의 원리를 제도화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공적 자율성과 법의 저자 지

위가 규정된다. (4)의 권리 범주가 해당한다(ii). 3단계는 (1)~(4)가 함축하는

권리 범주를 이끌어내는 단계이다. 여기서 두 자율성을 행사하는 데 필요

한 물질적 조건에 대한 권리가 규정된다. (5)의 권리 범주가 해당한다(iii). 

완성된 권리의 체계는 네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iv).

103) FG, pp. 179-180(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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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단계. (1)~(3)은 “논증대화원리를 법이라는 매체 자체에 적용하는 순

간” 도출된다.104) 하버마스가 이를 자세히 부연하지 않으므로 어떤 추론을

거쳐 (1)~(3)을 도출하는지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 논증대화원리, 권리

의 체계의 핵심 물음, 대안과의 비교라는 세 가지 재료를 결합하여 권리의

체계 재구성 논증을 최선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리의 체계의 핵심

물음을 논증대화원리에 입각하여 답하되, (1)~(3)에 비해 명백한 흠결이 있

는 대안과 비교함으로써 (1)~(3)을 도출할 수 있다.

권리의 체계의 핵심 물음은 “시민들이 공동의 삶을 실정법을 통하여 정

당하게 규제하기를 원한다면 서로에게 인정해야만 하는 권리란 무엇인

가?”이다. 먼저 (1)은 모든 시민들이 가능한 최대한의 평등한 주관적 자유

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105) 이를 다음 대안과 비교해보자.

(1-1) 불평등한 권리의 체계: 특정 집단은 권리 R1을 누리고, 그 외 집단은 

R1을 누리지 못하는 권리의 체계.

(1-2) 과도하게 확장된 권리의 체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리는 권리의 체계.

(1-3) 잉여적 권리의 체계: 모든 집단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만, 여전히 권

리 확장의 여지가 남은 권리의 체계.

(1-1)은 논증대화원리를 통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1-1)은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권리의 체계이다. ‘그 외 집단’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R1을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한 권리의 체계를 ‘아니요’

라고 말하며 합당하게 거부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체계는 시민들이 서

로에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1-2)도 마찬가

지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조차도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확

장된 권리의 체계는 심대한 부자유 상태를 허용한다. 홉스가 말한 자연상

104) FG, p. 180(156).
105) FG, p. 130에서 하버마스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는 칸트의 보편적 법원리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에 나타난 사상이다. 롤스의 제1원칙에 따르면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John Rawls(1971, 1999), A Theory of Justice, 황
경식 역(2003), 『정의론』, 이학사,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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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과도하게 확장된 권리의 체계가 허용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잘 보여준다.106)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권리의 체

계를 합당하게 거부할 것이다. 이 또한 시민들이 서로에게 인정할 수 없는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1-3)의 경우,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들은

모든 집단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복수의 권리의 체계들에 똑같은 점수

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평등한 자유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1-2)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마저 허용하지만 않는다면, 자유를 확장할

여지가 남은 잉여적 권리의 체계를 합당하게 거부할 것이다. 이는 시민들

이 서로에게 인정할 수 없는 권리를 포함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권리를

서로에게 인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107)

(1)은 위에서 열거한 대안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권리의 체계이므로 우월하다.108) (1)의 문언과 각각을 비교

하면 이를 확증할 수 있다. (1-1)과 비교하면 ‘평등한’이, (1-2)와 비교하면

‘주관적 행위자유’가, (1-3)과 비교하면 ‘가능한 최대의’가 있으므로 (1)은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1)만으로는 법코드를 수립할 수 없다. (2)와 (3)을 통해 특정한 법

공동체의 범위를 획정하고 서로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해야 한다. (2)는 법 공동체의 구성원 지위, 즉 시민권을 규정하는 권리 범

주이다. 행위 주체 일반에 적용되는 도덕과 달리, 법은 “역사적 입법자의

결정에서 비롯되며, 지리적으로 분명히 구별된 법적 영역”을 전제로 하여

“사회적으로 구획가능한 집합체”109)에 적용된다. 예컨대 원칙적으로 국내

106) “모든 사람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는 서로의 몸에 대해서까지도 권
리를 갖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만물에 대한 자연권이 존속하는 한, 어느 누구도
자연이 허락한 삶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Thomas Hobbes(1904),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l, 
최공웅 & 최진원 역(2009), 『리바이어던』, 서울: 동서문화사, pp. 135-136.

107) 이상에서 (1-1)과 (1-3)은 각각 롤스가 제안한 정의의 제1원칙에 위배되는 두 가지
경우에 상응한다.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큰 자유를 가질
경우나 혹은 자유가 당연히 그래야 할 것보다 덜 광범위한 경우, 자유는 평등한 것이
되지 못한다.” John Rawls(1999), p. 278. 한편 (1-2)는 롤스의 관점에서 자유의 제한은
오직 자유 자체만을 위해서 가능하다는 논지에 상응한다.

108) 대안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체계의 우월성을 보이는 논증을 구성한 사례로 다음을
보라. 이민열(2016),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파주: 경인문화사, pp. 96-97.

109) FG, pp. 181-182(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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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영토 내에서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외

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런 이유로

법코드는 법 공동체에 속하는 시민과 속하지 않는 비구성원을 구별하는

권리 범주를 요구한다. 이를 다음 대안과 비교할 수 있다.

(2-1) 구성원 없는 권리의 체계: 법적 동료들의 자유의지적 연합체에 속한 구

성원 지위를 전혀 규정하지 않는 권리의 체계.

(2-2) 경계 없는 권리의 체계: 모든 인간이 법적 동료들의 자유의지적 연합체

에 속한 구성원 지위를 누리는 권리의 체계.

(2-1)의 경우 논증대화원리를 법규범에 적용하는 ‘당사자’ 자체가 실체를

잃는다. 곧 문제의 법규범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합리적 논증대화

의 참여자가 사라진다. 구성원 없는 권리의 체계를 채택한다면 법코드 자

체를 구성하지 못할 것이다. (2-2)의 경우 법을 도덕에 동화하는 결과를 낳

는다. 논증대화원리를 적용하는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를 모든 인간으

로 확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도덕규범에 특화된 도덕원리와 동일시

함으로써 법과 도덕의 구별을 폐기하는 셈이다. 모든 인간이 동일한 법 공

동체의 구성원 지위를 누리는 것은 지리적·사회적으로 구획된 특정 공동

체 내에서 작동하는 법코드의 특성과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경계 없는

권리의 체계를 채택한다면 법코드를 구성하지 못할 것이다.

(2)는 위에서 열거한 대안들과 비교할 때 법코드 구성을 염두에 둔 합리

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권리의 체계이므로 우월하다. 

시민과 비구성원을 구별하고, 다른 법 공동체와 구획된 경계를 설정하는

(2)가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이다.

(3)은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구제를 보장

하는 권리 범주이다. 법은 강제성이 있으므로, 갈등 발생 시 법을 구속력

있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특수한 절차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소송 절차에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다음 대안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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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적 구제의 권리 없는 권리의 체계: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는 소송 

절차는 있으나 그 절차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권리의 체계.

(3-2) 법적 구제의 절차 없는 권리의 체계: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는 소송 

절차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나 그러한 절차가 없는 권리의 체계.

(3-1)과 (3-2)는 논증대화원리를 통과할 수 없다.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

자들은 법코드 작동에 반드시 필요한 강제적 절차와 함께 그에 대한 평등

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권리의 체계를 합당하게 거부할 것이다. 법적 구

제의 절차나 그에 대한 권리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소송 가능성을 보장함

으로써 강제력을 띠는 법코드를 구성하는 데 실패한다. 두 권리의 체계는, 

권리 침해를 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지 못한다.

위에서 열거한 대안들과 비교할 때 (3)은 강제력 있는 법코드로 평등한

주관적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권리의 체계이므로 우월하다.

이로써 하버마스가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한 (1)~(3)의 권리 범주를 논증

함으로써 법코드, 사적 자율성, 법의 수신자 지위를 재구성하였다.

종합하자면, 구성원 권리와 법적 구제의 보장에 대한 권리를 동반한 평등한 

주관적 행위자유의 권리가 법코드 자체를 확립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

한 권리들이 없다면 정당한 법은 없다.110)

(ii) 2단계. 1단계에서 취한 이론가의 시각에서 시민의 시각으로 전망을

교체하는 단계이다. (1)~(3)이 공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조형”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라고 명시한 것은 (4)를 통한 전망 교체를 예비하고 있다.

전망을 교체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도로 추상적인 권리의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피와 살이 있는 역사적

주권자로서 권리의 체계의 내용을 채운다. 이론가는 이러한 시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시민

들은 “자신을 법의 수신자로서 복종하고자 했던 그 권리의 저자로 이해하

110) FG, p. 1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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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그렇게 행위할 때, 비로소 법적 주체로서 자율성을 획득”한다.111) 곧

시민이 자율성을 발휘하여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려면 (4)의 권리가

필요하다. (1)~(3)이 법코드를 수립하고 법의 수신자 지위, 그러니까 법에

의거하여 사적 자율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한다면, (4)는 법의

저자 지위, 즉 공적 자율성을 행사하여 법의 구체적 내용을 해석하는 지위

를 보장한다. (4)는 의사소통적 자유와 정치참여의 권리를 뜻한다.

이 단계에서도 논증대화원리와 법형식의 상호 침투가 이어진다. 논증대

화원리가 법형식과 결합하려면, 입법과 관련된 모든 토론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권과 모든 사람이 비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112) 하버마

스가 말하는 ‘제도화 테제’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논제이다. 제도화 테제에 의하면 논증대화적 심의 과

정과 결정 과정의 의사소통 형식 및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이 공적

자율성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 형식과

절차들은 그 형식과 절차에 합당하게 얻어낸 모든 결과들이 정당할 것이

라는 추정을 보장해야 한다.”113)

즉 (4)가 없다면 법규범을 주제로 타당성을 논의하는 법적 논증대화의

최상 원리인 민주주의 원리도 없고, 민주주의 원리를 보장하는 기본권도

없고, 이러한 기본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심의절차 제도도

없고, 이러한 제도를 배경으로 “서로에게 인정해야만 하는 권리”를 구체적

으로 해석하는 시민의 정치참여도 없다. 따라서 (4)는 권리의 체계에서 필

수적인 권리 범주로 정당화된다.

(iii) 3단계. (1)~(4)의 함축을 이끌어내는 단계이다. (5)는 (1)~(4)의 기본

권을 향유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권, 생태권 등을 말하며, 오늘날 복지국가

111) FG, p. 184(160).
112) 이 대목에서 FG 한국어판은 참여권과 의사소통적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점의 근거 문장을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잠재적 당사자들이 합리적 토론
에 참여한다고 할 때 그들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만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옮긴다. 이는 오역으로 보인다. 독일어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에
대응하는 부분은 “Gemäß dem Diskursprinzip”이며, “논증대화원리에 따르면”으로 옮겨
야 한다. 영어판도 같은 의미로 옮기고 있다. FG, p. 185(161, 영: 127).

113) FG, p. 18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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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생활과 복지를 누릴 권리라 할 수 있다. 하버마스

는 (1)~(4)의 권리 범주가 (5)를 “함축”(implizieren)한다고 말한다.114)

실제로 (1)~(4)의 도출 양상과 (5)를 도출 양상은 다르다. (1)~(3)은 법코

드, 사적 자율성, 법의 수신자 지위를 형성하고 (4)는 민주주의 원리, 공적

자율성, 법의 저자 지위를 명시하는 범주이다. 동근원성 테제에 따르면, 사

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1)~(3)을 통해 법코드를 창출한 후, (4)가 보장하는

공적 자율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다음, 시민들은 그렇게 제도화된

민주적 절차를 활용하여 헌법적 기본권을 구체화하게 된다. (5)는 이와 같

은 순환 과정에서 도출되지 않고, (1)~(4)의 함축으로 도입된다.

이런 이유로 권리의 체계에서 (5)는 “상대적으로 근거지어진”(relativ 

begründeten) 권리이다.115) 반면 (1)~(4)는 논증대화원리와 법형식의 상호

침투를 통해 법의 수신자 지위와 저자 지위를 창출하며, 시민의 두 가지

자율성이 내포한 동근원성에 입각하여 “절대적으로 근거지어진”(absolut 

begründeten) 권리이다. 하버마스는 (1)~(4)에 비해 사회권과 생태권의 구속

력을 다소간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셈이다.

규범적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 자유권의 실질화와 새로운 사회적 권리〔급부

권〕(Leistungsrechten) 범주의 도입은 모두 다 상대적으로 근거지어진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주관적 행위자유의 평등한 배분―이것 자체는 절대

적으로 근거지어져 있다―과 관련하여 근거지어진다.116)

(5)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

다. (5)의 내용은 대체로 현대 복지국가의 보장 사항과 대동소이하다. 차이

가 발생하는 지점은 내용을 정하는 절차이다. 이 지점이 하버마스가 사회

114) FG, p. 181(156).
115) FG, p. 181(157).
116) FG, p. 531(485, 영: 403). 독일어판에서 “사회적 권리”에 대응하는 부분은

“Leistungsrechten”으로, 독일 법학에서 말하는 ‘급부권’을 의미한다. 알렉시는 넓은 의
미의 급부권을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통상적인 사
회권을 좁은 의미의 급부권으로 규정한다.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
부조, 노동, 주택, 교육에 관한 권리라고 말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좁은 의미의 급부
권을 뜻한다.” Robert Alexy(1994), pp. 509, 580. 여기서는 원문을 살려 ‘급부권’을 병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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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대목

이다. 하버마스가 보기에 사회복지국가는 시민들을 복지의 수혜자로 만든

다. 그 결과 시민의 사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복지

제도가 도리어 자율성을 침해하는 셈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시민들이 공적

자율성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제도의 종류가 무엇이고, 국가 개

입의 한계선을 스스로 규정해야 한다.

(iv) 재구성된 권리의 체계는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사적 자율

성과 공적 자율성의 동근원성을 올바르게 반영한다. 앞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동근원성을 권리의 체계에 반영할 때, 법의 정당성을 근거

짓는 시민의 공적 자율성 개념을 해명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논증

대화원리와 법형식의 상호 침투를 통해 권리의 체계를 재구성함으로써 동

근원성을 반영할 수 있다. 먼저 사적 자율성은 논증대화원리를 근대법의

형식, 즉 법형식에 적용하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는 점에서 근원적이다. 

또한 공적 자율성은 추상적인 권리의 체계를 시민의 시각에서 헌법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에서 근원적이다. 나아가 공적 자율

성을 통해서만 사적 자율성이 헌법에 녹아들 수 있고, 법 공동체의 구성원

지위와 자유권 및 소송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코드를 창출하는 사적

자율성을 조건으로 해서만 공적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다.117)

시민의 정치적 자율성의 공간이 실행만 기다리고 있는 자연적 권리나 도덕

적 권리에 의해 제한되지도 않으며, 또 개인의 사적 자율성이 주관적 입법을 

위해 단순히 도구화되지도 않는다. 법매체 자체와 의사소통적 사회구성 일반

의 조건에 내장되어 있는 논증대화원리를 제외하면 시민의 자기결정에 앞서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은 없다.118)

둘째, 상호주관적 권리 개념을 채택한다. 하버마스는 개인주의적 권리

개념에 입각하여 권리의 체계를 재구성하지 않는다. 개인주의적 권리 개념

에 따르면, 고립된 개인은 국가와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117) FG, p. 186.
118) FG, p. 186(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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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립된 개인들은 “원자론적이고 소외된 개인들”로서 서로 대립하

는 구도로 묘사된다.119) 하버마스는 권리 개념이 내재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호주관적으로 권리 개념을 이해할 것을 주문한다. 

이는 출발 물음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시민들이 공동의 삶을 실정법을

통하여 정당하게 규제하기를 원한다면 서로에게 인정해야만 하는 권리가

무엇인가?” 상호주관적 권리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고립된 개인이 1인칭

관점에서 갖기를 원하는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시민들이 서로

에게 인정해야만 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권리를 찾는다. 권리의 체계를

도입할 때 법형식과 결합하는 논증대화원리는 바로 이러한 상호주관적 권

리를 논증하는 구도에서 적용된다.

셋째, 시민들의 구체적인 헌법 해석을 요한다. 권리의 체계는 초월적 자

연법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시민들은 헌법을 제정하면서 권리의 체계가

지닌 핵심을 이미 의식하고 있다. 하버마스가 제시한 권리의 체계는 시민

들이 헌법을 제·개정할 때 어렴풋하게 의식한 이념을 논증대화이론의 시

각에서 재구성한 산물이다.120) 시민들이 헌법을 해석할 때는 논증대화원리

를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법형식의 특성을 숙지하면 족하다. 나아가 시민들

의 헌법 해석 활동은 헌법의 하위 법령들을 제정·개폐하는 과정에서도 지

속된다.

119) 하버마스는 독일 민법 이론과 홉스의 권리 이론을 예로 든다. 특히 홉스의 자연권
개념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선명하다. “‘자연적 권리(right of nature)’는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힘을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각
자가 가진 자유이며, 따라서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
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홉스의 제1자연법 개념도 자연상태에 있
는 고립된 1인칭 개인의 관점에서 갖는 권리를 기술한다. “만인은 자연적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 …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
지며, 심지어는 서로의 몸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Thomas Hobbes(1904), pp. 
135-136. 하버마스의 홉스 평가에 관해서는 FG, pp. 142-143을 보라.

120) 이런 점에서 권리의 체계 재구성 작업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합리적 재구성(rationale 
Rekonstruktion)에 해당한다. 합리적 재구성이란 참여자가 구체적인 실천에서 사용하는
직관적·암묵적 지식을 가설적·명시적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FG, p. 100; 
Jürgen Habermas(1983), p. 58의 정의를 참고하라. 박영도는 합리적 재구성을 약한 초
월적 논증의 한 형식으로 분석한다. 박영도(2011), p. 488 이하. 바버라 풀트너는 합리
적 재구성의 목표를 “철학이 역사적 맥락을 초월한 시점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수용”하면서도 “배경문화를 비판적으로 검사하는 철학의 역량을 보존”하는 것으로 규
정한다. Barbara Fultner(2014), Jürgen Habermas: Key Concepts, New York: Routledge,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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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는 200년이 넘는 유럽의 헌법 발달사가 충분한 수의 헌법 모델

을 제공하고 있다고 첨언한다. 하버마스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

상 서구의 헌법 모델을 충실히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도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표 1>과 같이 대한민국 헌법의 일부 조항을 권리의 체

계에 대응할 수 있다.

(1)

가능한 최대한의

평등한 자유의 권리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법 공동체의

구성원 지위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3)

법적 구제와

법적 보호의 권리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
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의사소통적 자유와

정치참여의 권리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
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5)

생활조건

보장의 권리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를 진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표 1 권리의 체계와 헌법 조항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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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헌법 해석과 입법 과정에 참여할수록 공적

자율성을 수행적으로(performativ) 행사하는 셈이며, 동근원적인 사적 자율

성과 공적 자율성을 함께 강화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모든 헌법은 하나의 프로젝트이며, 이 프로젝트는 입법의 모든 차원에서 끊

임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헌법해석이라는 양태 속에서만 존립할 수 있

다.121)

넷째, 심의절차의 제도화를 요구한다. 권리의 체계에서 (4)는 공적 자율

성의 권리이자 법의 저자 지위를 규정하는 권리 범주이다. (4)는 그 자체로

시민들이 의사소통적 자유를 행사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요

청한다. 이 절차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

은 나머지 (1)~(3)을 구체화하지 못하여 사적 자율성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으며, 마지막 (5)를 구체화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생활조건 보장에 필요

한 권리를 규정할 수도 없다. Ⅳ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인 제도화 구상의

핵심은, 모든 시민들이 자신을 종속하는 법의 수신자이면서 동시에 법의

저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공론장으로 구성된 이원화된 심의절차를 제

도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논증대화이론의 틀로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과 권리가 맺는 관계

를 해명하였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동

근원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논증대화원리와 법형식의 상호 침투로 재구성

되는 권리의 체계를 토대로 해서만 존립할 수 있다. 법은 권리의 체계를

구체화한 헌법적 기본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권리의 체계와

이를 구체화한 기본권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하버마스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를 보충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리이다.

121) FG, p. 18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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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치국가 원리의 재구성

법치국가 원리를 재구성하는 논증은 다음과 같다.

- 권리의 체계를 안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보장하려면 국가권력이 

필요하다. 국가권력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

의 정당화는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법과 정치권력은 똑같이 근원적이다. 법은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결

정하기 위해 권력 작용에 의존한다. 정치권력의 행사는 법의 형식을 취함

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 법과 정치권력의 밀접한 관계에서 정치권력 행사를 목적으로 법을 오남용

할 위험이 생긴다. 법치국가 원리는 이러한 ‘법의 도구화’를 막고, 정치권

력을 행사하려면 정당한 법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는다. 정

당한 법은 두 가지 분화된 정치권력, 즉 행정권력과 의사소통적 권력 모두

와 연결된다.

- 위 논증 라인을 묶을 때 법치국가 원리를 재구성할 수 있다. 법치국가 원

리가 함축하는 전통적인 국가권력 조직 원리, 가령 권력분립 원리 등은 상

이한 논증대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1) 권리의 체계의 구속력 확보와 정치권력의 정당화 문제

권리의 체계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은

다음 물음에 답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시민들이 서로에게 인정해야만 하

는 권리의 체계의 정당성을 납득하고 선언함으로써 권리의 체계의 구속력

도 자동으로 확보되는가? 답은 ‘아니요’이다. 시민들이 서로의 권리를 인

정하는 순간은 일종의 “은유적 사건”(metaphorisches Ereignis)에 불과하다. 

이 사건을 되새기고 의례화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권리의 체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122) 이런 논거로 하버마

스는 정치권력을 끌어들인다. 즉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과 권력이 맺는 관

122) FG, p. 19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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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해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를 풀이하는 하버마스의 논증을 권리의 2단계 재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는 시민들이 수평적 차원에서 서로에게 인정해야만 하는 권리

를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이때 논증대화원리와 법형식이 상호 침투하면서

권리의 체계가 나온다. 상호 침투로 나온 권리의 체계와 이를 구체화한 헌

법적 기본권은 규범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권리의 체계의 구속력과 안정

성을 보장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단계는 시민들이 수직적 차원

에서 권리의 체계 보장을 위해 정치권력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정치권력은

권리의 체계의 구속력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 역으로 국가권력도 정당

화를 요구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정치권력은 법의 형식을 빌려 정당화되

어야 한다.

2단계 재구성의 핵심 통찰은 세 가지 명제를 엮어내 확증할 수 있다. 첫

째, 법은 권리의 체계가 제도화된 산물이다. 둘째, 법은 정치권력이 필요하

다. 셋째, 정치권력을 행사하려면 법이 필요하다. 첫째 명제는 민주적 법치

국가의 법과 권리의 관계를 재서술한 것으로, 권리의 체계 재구성을 통해

해명하였다. 남은 두 명제는 법과 정치권력의 긴밀한 연관성을 시사한다. 

하버마스는 이 연관성을 법과 정치권력의 내적 관계 혹은 동근원성으로

개념화한다.

2) 법과 정치권력의 동근원성

하버마스가 법과 정치권력의 동근원성을 설명하는 전략을 두 가지로 살

펴볼 수 있다. 하나는 권리의 체계의 함축을 설명하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

는 법과 정치권력의 동근원적 구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이다.

첫째 전략의 경우, 하버마스에 따르면 권리의 체계 (1)~(5)는 모두 특정

한 정치권력을 함축한다.123) 가능한 최대한의 평등한 주관적 자유의 권리

는 기본권으로 구체화된다.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관철되려면 실정법이 제

정되어 기본권 침해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적 제재를 허

123) FG, pp. 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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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는 한, 제재는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 조직인

국가가 제재를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1)은 국가의 제재력을 함축한다.

법 공동체의 구성원 지위는 시공간적 경계가 분명한 집합체를 전제한다. 

이 집합체는 대외적으로(외국을 대상으로) 대내적으로(내국인들을 대상으

로) 단일한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해 중앙 기구 조직권력이 필요하다. “소

속원들은 이 집합체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고, 또 자신의 행위를 집합체

의 동일한 상호작용 맥락의 일부로 여길 수 있다. 이러한 집합체는 전체를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중앙의 층위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법 공동체로

구성된다.”124) 따라서 (2)는 국가의 조직권력을 함축한다.

법적 구제와 법적 보호의 권리는 독립적 사법부를 대상으로 일정한 소송

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사법

체계 조직을 요구한다. 또한 사법체계는 권한 있는 판결을 근거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재력을 요한다. 따라서 (3)은 국가의 제재력과 조직권력

을 함축한다.

의사소통적 자유와 정치참여의 권리도 기본권으로 구체화된다. 입법부

는 시민들의 의사를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전환하는 입법 활동을 수행하

고, 행정부는 행정권력을 행사하여 제정된 법에 따라 실제로 계획을 세우

고 법을 실행한다. 또한 사회권, 생태권 등을 구현하는 구체적 기준과 집행

능력은 행정권력의 도움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4)와 (5)는 국가의 행정권

력을 함축한다.

권리의 체계를 제도화하는 법은 이와 같이 일정한 형식의 정치권력을 함

축한다. 한편 이 함축관계는 정치권력도 법의 형식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는 점도 암시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기본권 침해 행위의 제재를 독점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국가의 제재력 행사 자체가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렇

다면 무엇이 국가의 제재력 행사를 정당화하는가? 유력한 답은 법의 형식

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부당한 법이 아니라 정당한 법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의 체계는 정치권력의 기능적 필요성뿐

만 아니라 법과 정치권력의 동근원성을 함축한다.

124) FG, p. 19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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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략의 경우, 역사적 고찰의 도움을 빌려 법과 정치권력의 동근원

성을 설명할 수 있다.125) 전근대 사회에서 왕은 갈등 해결의 기능을 독점

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다. 신성법(sakrales Recht)과 사회적 권력(soziale 

Macht)은 왕의 지위를 떠받치는 양대 원천이었다. 게다가 신성법과 사회적

권력은 상호보완적이다. 먼저 신성법은 사회적 권력을 정당화한다. 왕은

신성법을 해석하는 독점적 권한을 행사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에 규

범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반대로 사회적 권력은 신성법에 제재력

을 부여해준다. 전근대 시기 왕은 동시에 재판관이기도 했는데, 이는 왕이

물리적 강제력에 기반한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여 신성법을 위반한 자를

제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전근대 시기에 이미 법과 정치권력의 동근

원성의 뿌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정치권력은 법의 사실적 관철을 돕고, 

법은 정치권력의 정당화를 돕는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된 두 과정은 서로

에게 피드백된다.”126)

근대 사회가 되면서 종교적-형이상학적 세계상이 보편적 설득력을 상실

하고 관료제가 등장한다. 이로 인해 정치적 지배는 국가조직을 통한 지배

형식을 띤다. 법은 국가권력의 조직 수단이 된다. 즉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

은 법의 형식을 빌릴 때에만 정당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면 권력은 법

정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즉 권력은 법을 국가의 일부로 조직하

고 제도화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권력코드를 창출하고, 권력은 법코드

를 창출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법과 정치권력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현상의 반대급부

로 정치권력이 법을 ‘도구화’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위험은 법의 형식을

빌려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법을 오남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위험을 인지한 하버마스는 법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기능적 관점에

125) FG, pp. 202-204. 이 대목에서 FG 한국어판은 법과 정치권력의 “고유한 기능”과 “상
대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코드로서의 법과 권력이 사회 전체를 위하여 담당하는 고
유한 기능과 법과 도덕이 서로를 위하여 담당하는 기능을 구별한다.”고 옮긴다. 이는
오역으로 보인다. 독일어판에서 “법과 도덕이 서로를 위하여”에 대응하는 부분은
“die Recht und Macht füreinander”이며, “법과 권력이 서로를 위하여”로 옮겨야 한다. 
영어판도 같은 의미로 옮기고 있다. FG, p. 204(178, 영: 143).

126) FG, p. 2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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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법이 보유한 정당화의 힘은 오직 법

이 정의의 원천으로 작동하는 한에서만 발휘할 수 있다. “정치권력이 강제

수단을 폭력의 자원으로 상비하고 있듯이, 법은 항상 정의의 자원으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127)

이에 비추어 볼 때, 법과 정치권력의 동근원성은 단순히 법과 정치권력

의 기능적 관계를 밝혀주는 논제에 그치지 않는다. 권리의 체계의 안정성

과 구속력을 확보해주는 정치권력은 법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

치권력을 정당화하는 법 자체도 정당해야 한다.

법치국가의 이념이 요구하는 바는 이렇다. 국가권력은 그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법을 사용해야만 하며, 국가권력이 내린 집합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

은 단순히 법의 형식이라는 외관을 취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자체 정당

하게 제정된 법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128)

법이 정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은 이 논점을 뒷받침한다. 법치국가 원리

의 일차적 목적은 법 일반이 아니라 정당한 법으로 정치권력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치권력이 법을 도구화할 위험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

것이 법치국가 원리 재구성의 첫 번째 논리적 기반이다.

3) 의사소통적 권력과 행정권력의 분화

정치권력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정당한 법이란 무엇인가?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 여러 곳에서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법의 정당

성은 궁극에는 의사소통적 제도(kommunikatives Arrangement)에 달려 있

다.”129) “논증대화적 의견형성과 의지형성 과정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법적 인격체들에 의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만이 정당

하다.”130) “법의 민주적 발생의 절차적 조건만이 실정법(gesatzten Rechts)

127) FG, p. 206(180).
128) FG, pp. 194-195(169). 번역을 일부 수정하였다.
129) FG, p. 156(134).
130) FG, p. 19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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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성을 보장한다.”131) “탈형이상학적 조건에서는, 평등한 권리를 가

진 시민들의 논증대화적 의견형성 및 의지형성 과정에서 나온 법만이 정

당한 것으로 간주된다.”132) 등등. 법은 의사소통적 제도, 혹은 논증대화적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의 제도를 통과한 경우에만 정당하다.

법의 정당성을 창출하는 의사소통적 제도는 의사소통적 권력을 산출하

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법치국가 원리를 재구성하려면 의사소

통적 권력과 행정권력의 개념적 분화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적 권력과 의사

소통적 자유의 개념을 설명하고(i), 클라우스 귄터(Klaus Günther)의 논의를

경유하여 두 개념의 관계를 해명한다(ii). 결론적으로 의사소통적 권력과

행정권력의 관계를 법의 기능에 비추어 명료화한다(iii).

(i) 의사소통적 권력(kommunikative Macht)이란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

의 훼손되지 않은 상호주관적 구조”에서 형성된 권력을 말한다.133)

의사소통적 권력은 오직 왜곡되지 않은 공론장 속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오

직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의 훼손되지 않은 상호주관성 구조로부터 나온다.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의 장소에서 “자신의 이성을 모든 점에서 공적으로 사

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거침없는 의사소통적 자유를 통해 ‘확장된 정신’의 

생산력이 관철될 때 의사소통적 권력이 생겨난다.134)

바꿔 말하면 의사소통적 권력은 강제, 강요, 기만 등 왜곡이 배제된 상태

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의사소통적 행위와 그 반성적 형식인 논

증대화를 수행함으로써 산출한 권력이다. 이 뜻풀이를 이해하려면 의사소

통적 권력의 가족 개념인 의사소통적 자유(kommunikative Freiheit) 개념을

동원해야 한다.

권리의 체계에서 (4)가 의사소통적 자유와 정치참여의 권리 범주를 의미

한다는 데서 의사소통적 자유를 언급한 바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의사소

통적 자유란 “상대방의 발화와 그 발화 속에서 함께 제기되고 상호주관적

131) FG, p. 355(320).
132) FG, p. 538(492).
133) FG, p. 209.
134) FG, p. 20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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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에 의존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하여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

한다.135)

(a) 물 한 컵 좀 가져다주십시오.

의사소통적 행위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예를 상기해보자. 교수 갑이 (a)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몇 가지 타당성 주장을 암묵적으로 제기한다. 가령 “세

미나 참석자는 교수에게 마치 직원처럼 물을 떠올 의무가 있다.”라는 규범

적 정당성 주장을 전제했다고 하자. 이에 청자인 참석자 을이 “싫습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직원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a-2)라고 대응하는 행

위 경로가 열려 있는가? 그렇다면 을은 의사소통적 자유를 누린다. 자신에

게 제기된 타당성 주장에 ‘예/아니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

문이다. 반대로 갑이 단순히 (a)를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실탄을 장

전한 총을 겨누고 진심으로 위협하며 (a)를 발화할 경우, 을이 (a-2)처럼 말

할 행위 경로가 닫혀 있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강제와 억압이 의사소통을

왜곡하는 상황에서 을은 의사소통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136)

(ii) 의사소통적 자유와 의사소통적 권력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에 관해 하버마스의 설명은 다소 불친절하다. 하버마스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적 자유를 행사할 때 의사소통적 권

력이 발생한다는 점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귄터의 논의는 하버마스의

135) FG, p. 176(152).
136) ‘행위 경로가 열려 있다/닫혀 있다’에 함축된 자유관은 벌린의 자유관에 가깝다. 

“자유롭다는 것은 강제당하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선택이라면
당연히 서로 경합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최소한 두 개의 방해받지 않고 “열려 있
는” 대안이―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또한 어떤 길이 열려 있고 어떤 길이 닫혀
있느냐고 하는 외부 세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한 사람 또는 한 사회가 누리는
자유의 정도에 관해 논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열려 있는 길들의 폭과 범위, 이를테면
열려 있는 문의 수, 그리고 열려 있는 정도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다.” Isaiah 
Berlin(2002), Liberty: Incorporating Four Essays on Liberty, 박동천 역(2006),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서울: 아카넷, p. 513. 기본권 논증의 맥락에서 벌린의 자유관을 발
전시켜 경쟁 이론인 홉스의 자유관과 페팃의 자유관보다 우월함을 보인 논의로 다음
을 보라. 이민열(2016), pp. 128-148. 이 논의도 법적 자유의 개념을 ‘행위 경로가 법적
으로 열려 있다/닫혀 있다’의 이진코드(binary code)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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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훌륭하게 보충해준다.137)

귄터는 의사소통적 자유가 민주적 입법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되

는 권리로 이해한다. 이러한 절차는 앞으로 논의할 민주적 법치국가의 심

의절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맥락에서는 이 절차가 강제, 강

요, 기만 등 왜곡이 최대한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법

과 정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증대화를 수행하도록 보장한다는 점을 지적

하면 충분하다. 귄터에 따르면, 이 절차를 통과한 법은 시민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이 절차를 통과한 법에 복종할 동기가 생긴다. 왜 그런

가?

자유롭게 입장을 취할 권리는 공적인 민주적 의지형성 및 입법 절차를 가리

키는 법적 권리로서, 그러한 절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절차로부터 나오는 

법규범에 복종하는 동기부여의 자원인 의사소통적 권력을 산출하도록 한다. 

… 의사소통적 권력의 원천은 모든 시민에게 의사소통적 자유를 평등하게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를 수용하는 데 있다. 법규범이 그러한 절차의 

결과라면, 이 법규범을 지지하는 이유를 합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절차의 수용은 이 법규범에 복종

할 동기를 산출할 수 있다.138)

간단하게 말해서 그 이유는 시민들이 법에 복종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원

천으로서의 민주적 입법절차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민주적 입법절차를 수

용하는 것은 쟁점이 되는 법의 타당성을 수용하는 것과 다르다. 개별 법규

범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이 법규범을 제정한 절차만큼은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소통적 자유는 민주적 입법절차가 의사소통

적 권력을 창출하는 원천이자 조건이 된다. 가령 전근대 국가의 왕이 법을

제정하는 경우처럼, 의사소통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입법절차는 그 외의

137) 이는 하버마스가 의사소통적 자유를 논하면서 명시적으로 귄터를 인용한다는 데서
도 드러난다. FG, p. 176.

138) Klaus Günther(1998), “Communicative Freedom, Communicative Power, and 
Jurisgenesis”, Habermas on Law and Democracy: Critical Exchanges, eds.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34-254,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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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나 강제력은 발휘할 수 있어도 의사소통적 권력을 생성하지는 못한

다.

귄터는 의사소통적 자유와 의사소통적 권력의 관계를 이와 같이 이해해

야만 소수자 문제(the minority problem)를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다.139) 소수자 문제란 다수결 원리를 적용한 결과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소수자들이 생겼을 때, 소수자들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법에도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문제를 말한다. 귄터에 따르면, 반론과 반대 논거

를 논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다수를 설득하고 자

신의 반론이 그럴듯하다는 점을 보여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점을 정당

화할 수 있다.140) 같은 맥락에서 하버마스도 미래에 보다 나은 논거가 등

장할 시 번복될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 다수결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번복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는 다수결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는 다음과 같은 

해석에 기초한다. 즉 소수파가 훗날 더 나은 논지를 사용하여 다수자가 되고 

이미 내려진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다수

자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해석에 기초한다.141)

특정 절차가 소수자들에게 법에 대한 복종 의무를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적 권력 덕분이다. 그리고 이 절차가 바로 의사소통적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적 입법절차이다.

요컨대 귄터의 논의를 통해 의사소통적 자유와 의사소통적 권력의 관계

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의사소통적 권력은 의사소통적 자유가 보

장되는 민주적 입법절차에서 나온다. 이는 그러한 민주적 입법절차가 법과

139) 소수자 문제는 민주주의론과 정치철학에서 유서 깊은 문제이다. 존 듀이(John 
Dewey)는 다수결 원리가 “선행적인 논쟁, 소수의 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견해의 수정, 
소수에게도 기회가 있었으며 다음 번에는 성공적으로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
해 소수에게 주어지는 상대적인 만족감”이 제공되는 한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John Dewey(1927, 2008), The Public and its Problems, 정창호 & 이유선
역(2014), 『공공성과 그 문제들』, 서울: 한국문화사, pp. 203-204. 아래에서 다룰 하
버마스와 귄터의 논의는 이러한 듀이의 논지를 논증대화이론의 개념적 자원으로 강
화하고 있는 셈이다.

140) John Dewey(1927, 2008), pp. 252-253.
141) FG, p. 247(220).



- 68 -

정책의 타당성을 합당한 논거에 입각하여 논증할 기회와 조건을 원칙적으

로 보장하기 때문이다.142)

(iii) 반면 행정권력은 권력코드를 통해 운행되는 행정체계의 고유한 권

력이다. 행정권력은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2단계 사회이론을 정교화

하면서 도입한 행정체계의 권력 매체를 의미한다. 체계 메커니즘은 의사소

통적 행위의 의견 불일치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체계 메커니

즘을 운행하는 조절 매체로는 화폐와 권력이 있다. 권력코드의 구조적 특

징은 명령하고 복종하는 표준적인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143) 실제로 국

가기구의 행정권력은 통상적으로 상급기관(상급자)의 명령과 하급기관(하

급자)의 복종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작동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대통

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규정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중요 공직자를 임

명할 권한과 행정 정책 결정 및 집행, 행정입법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행정권력 작용을 뒷받침하고 있다.144)

의사소통적 자유에 뿌리를 두는 의사소통적 권력과 행정체계의 권력코

드로 작동하는 행정권력은 매우 이질적이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민주적 입법절차와 결합하여 법의 정당성을 창출하는 의사소

통적 권력과 달리 행정권력은 “목표실현의 효율성”145)을 중시할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정치권력의 분화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의사소

통적 권력은 정당성을 이끌어내는 권력이지만, 행정권력은 그 자체로는 정

당성을 창출할 수 없는 권력이다. 법과 정치권력이 동근원적이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법을 도구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실은 정당성 원천인 의

사소통적 권력과 절연된 채 고삐 풀린 행정권력이 부당하게 자립할 위험

을 환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치국가 원리는 의사소통적 권력이 행정권

력을 통제함으로써 행정권력의 부당한 자립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142) 귄터의 해설에 하버마스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Jürgen Habermas(1998), “Reply to 
Symposium Participants,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Habermas on Law and 
Democracy: Critical Exchanges, eds.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81-452, 381.

143) TkH 2, p. 420.
144) 헌법 제66조 ➃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성낙인(2019), 
『헌법학』, 파주: 법문사, p. 516.

145) TkH 2, p.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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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이것이 법치국가 원리 재구성의 두 번째 논리적 기반이다.

4) 상이한 논증대화 양상에 상응하는 권력분립 원리

이제 법치국가 원리의 재구성에 필요한 개념적 자원을 구비하였다. 하버

마스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 법치국가 원리 재구성의 첫 번째 논리적 기반: 법과 정치권력은 똑같이 근

원적이다. 기능적 관점에서 법과 정치권력은 서로를 전제하고 서로를 가능

하게 만든다. 나아가 정치권력의 행사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정당한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법치국가 원리 재구성의 두 번째 논리적 기반: 정치권력은 의사소통적 권

력과 행정권력으로 분화된다. 행정권력과 달리 의사소통적 권력은 정당성

의 원천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권력은 행정권력을 통제하여 행정권력의 

부당한 자립화를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적 기반에서 도출된 법치국가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권력코드를 통해 운영되는 행정체계를 법을 제정하는 의사소통적 권력에 결

속시키는 동시에 행정체계를 사회적 권력의 영향으로부터는, 즉 특권적 이익

의 사실적 관철로부터는 분리시켜야 한다는 요청146)

위 정의에 따르면 법치국가 원리를 행정권력이 의사소통적 권력과 연결

되어 있되, 사회적 권력의 영향에서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원리로 읽을

수 있다. 행정권력이 의사소통적 권력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위 두 가

지 논리적 기반을 종합하면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 사회적 권력은

“한 행위자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

을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의 척도”를 말한다.147) 예를 들어 행정부 유관부

146) FG, pp. 212-213(187).
147) FG, p. 242(214).



- 70 -

처에 로비를 벌여 사업 허가를 얻은 기업은 사회적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첫 번째 논리적 기반에 따라 행정권력이 정당한 법을 근거로 행사되도록

하려면, 행정권력의 자립화뿐만 아니라 특권적 이익의 부당한 영향도 통제

해야 한다. 이러한 주안점에 따라 법치국가 원리를 구체적인 통치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네 가지 권력분립 원리로 집약된다.148)

(1) 대의민주주의와 자율적 공론장 및 복수정당 보장

(2)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개인적 권리의 포괄적 보호

(3) 행정의 합법성 원리에 따른 행정부의 규범통제

(4) 국가와 사회의 분리 원리에 부합하는 시민사회149)

권력분립 원리를 정당화하는 논증은 국민주권 원리를 논증대화이론에

따라 해석한 결과물이다. 여기서도 하버마스는 재구성적으로 작업한다. 즉

이미 현존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통용되는 권력분립 원리를 최선의 모

습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국민주권 원리의 논증대화이론적

해석에서 출발하여 네 가지 권력분립 원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i), 

법치국가 원리의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한다(ii). 

(i) (1)에 의하면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원

리는 논증대화이론에 따라 “모든 정치권력은 시민의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부터 나온다”로 재해석된다.150) 의사소통적 권력은 민주적 입법절차에서

형성된다. 민주적 입법절차가 법과 정책의 정당성을 산출하려면, 시민들이

이를 주제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

든 시민들이 직접적이고 단순한 상호작용 차원에서 심의와 의결을 수행할

148) 법치국가 원리에 권력분립 원리를 포함하는 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예
를 들어 헤르만 헬러는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이 법치국가의 조직상 기초를 이룬
다고 본다. Hermann Heller(1930), “Rechtsstaat oder Diktatur?”, 김효전 역(1996), 「법치
국가냐 독재냐?」, 『법치국가의 원리』, 서울: 법원사, pp. 5-26, 8. 크리스티안 슈타
르크는 법치국가 원리가 권력분립 원리,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복수정당제, 인간의
자율성 등을 포함한다고 본다. Christian Starck(1992), “Der Rechtsstaat und die 
Aufarbeitung der vorrechtsstaatlichen Verganggenheit”, 김효전 역(1996), 「법치국가와 전
법치국가적 과거의 극복」, 『법치국가의 원리』, 서울: 법원사, pp. 253-288, 257-259.

149) FG, pp. 236-244.
150) FG, pp. 236-23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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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으므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대의기구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런 이유로 대의원리(parlamentarische Prinzip) 혹은 대의민주주의가 요청된

다. 더불어 국민주권 원리를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공론장과

복수정당을 보장해야 한다. 제도화된 공론장인 의회는 정해진 절차에 의거

하여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잠정적 결정을 내리는 기능을 하지만, 

반대로 시민들이 의견, 입장, 기고, 안건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논거를 주고

받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자율적 공론장을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

다. 자율적 공론장이 의회 밖에서 의회를 보충한다면, 의회 안에서는 복수

정당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의회 내 심의와 의결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런 이유로 권력분립 원리는 대의민주주의와 자율적 공론장 및 복수정당

보장을 요구한다.

(2)에 의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법률제정권과 법률적용권의 논증 논리

상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재해석된다. 하버마스는 입법부의 법률제정권은

정당화 논증대화에 속하고, 사법부의 법률적용권은 적용 논증대화에 속한

다고 본다.151) 정당화 논증대화는 어떤 규범이 정당한지를 합의하는 논증

대화인 반면, 적용 논증대화는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규범 중에서 사안에

적용해야 하는 규범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논증대화이다. 정당화 논증대

화는 어떤 규범이 정당한지를 주제로 삼으므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 작

용에 부합하며, 적용 논증대화는 주어진 사안에서 어떤 규범을 어떻게 적

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법부의 소송, 재판, 판결 작용에 부합한다. 논증

논리상 적용 논증대화는 어떤 규범이 정당한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자

연스럽게 사법부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직접 법을 창설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사법부가 현행법에 구속되

어야 한다는 원리가 도출된다.152) 이처럼 권력분립 원리는 논증 논리상 사

법부가 독립성을 누리도록 하되, 판결의 근거로 원용하는 규범의 정당성은

151) 이는 귄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Klaus Günther(1991), “Universalistische 
Normbegründung und Normanwendung in Recht und Moral”, 이상돈 역(2003), 「법과 도
덕에서 보편적인 규범창설과 규범적용」, 『대화이론과 법』, 서울: 법문사, pp. 37-40.

152) FG,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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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입법절차에 의존한다고 봄으로써 개인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

할 것을 요구한다.

(3)에 의하면, 행정의 합법성 원리 혹은 법치행정 원리는 권력분립의 핵

심으로 재해석된다. 법치국가 원리에 따르면 행정권력은 오직 시민들의 의

사소통적 권력에 의해서만 재생산될 수 있다.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이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행정부의 행정명령, 행정규칙, 행정처분보다 우위

에 있음을 의미한다.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부의 조치는 효력을 잃거나 취

소될 수 있다. 또한 강력한 행정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견제 장치

를 도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처분으로 기본권

을 침해당한 시민이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헌법소원 절차를 보장

한다.153) 그리고 행정의 합법성 원리를 재구성함으로써 수평적 차원에서

시민들이 상호주관적으로 인정한 권리의 체계가, 수직적 차원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방어권의 의미를 얻는다. 이제 권리의

체계를 구체화한 헌법적 기본권은 시민들이 서로에게 인정해야만 하는 권

리의 역할과 함께, 강력한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행정기구에 대항하여

사적 자율성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보장받을 권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권력

분립 원리는 행정부가 부당하게 자립하거나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폐단을 방지하도록 행정의 합법성 원리에 따른 규범통제를 요구한다.

(4)에 의하면, 국가와 사회의 분리는 국가와 상호 독립적인 자율적 시민

사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재해석된다. 먼저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어느 정

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가 시민사회를 전면적으로 좌우하거나 시

민의 의사소통적 권력을 마음대로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도

시민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여러 조

153)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 심사를 통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
한 기본권 침해를 통제하고 있다. 헌법 제111조 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
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 중 5는 헌법재판소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1항 “공권력의 행사 또
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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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집단, 단체 등이 행사하는 사회적 권력이 행정권력에 분별없이 영향력

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가령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력 있는 기업이 로비

등의 방법으로 행정체계에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

다. 그러한 영향력 행사를 방치할 경우, 행정권력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권력에 따라 정당성을 얻는 대신 특정한 사회적 권력에 영합하는 당파적

권력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권력분립 원리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를 요구한다.

(ii) 권력분립 원리로 전개된 법치국가 원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합리적 재구성의 산물이다. 권리의 체계와 마찬가지로 법치국가 원

리는 무에서(ex nihilo) 창조되지 않았다. 법치국가 원리는 현존하는 민주적

법치국가들이 널리 채택하는 유효한 규범이다.154) 하버마스는 이러한 원리

를 최선의 형태로 정당화하는 재구성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155) 합리적 재

구성을 거쳐 최선의 모습으로 재구성된 법치국가 원리는 규범적으로 견고

해질 뿐만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의 전체 체계 속에 조화롭게 자리 잡을

수 있다. 특히 하버마스가 이해하는 법치국가 원리는 처음부터 권리의 체

계의 구속력과 안정성 확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합리적 재구성에 성공할

경우 권리의 체계와 법치국가 원리는 민주적 법치국가를 떠받치는 양대

핵심 원리로서 서로 합치할 수 있는 셈이다.

둘째, 법은 의사소통적 권력을 행정권력으로 번역하는 매체로 기능한다. 

의사소통적 권력은 법을 매개로 할 때에만 행정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법이 없다면 행정권력은 의사소통적 권력이 함유한 정당성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일종의 매체로 기능한다. 그렇다면 법치국가 원

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권력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행사해

도 좋다는 권한을 부여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거꾸로 법이 매체로 기능

154) 헌법학에서는 법치국가 원리 혹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파생원칙으로 신뢰보호의 원
칙, 소급입법의 금지,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의 결정 논
거로 원용되고 있다. 성낙인(2019), pp. 257-262.

155) 이런 의미에서 법치국가 원리의 재구성은 드워킨이 말한 구성적 해석에 해당한다. 
드워킨에 따르면 “구성적 해석은 대상이나 관행을 그것이 속하는 형식이나 장르에서
가능한 최선의 예로 만들기 위해 목적을 부여하는 해석이다.” Ronald Dworkin(1986), 
Law’s Empire, 장영민 역(2004), 『법의 제국』, 파주: 아카넷,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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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적 권력이 행정권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한하는 의미도 있다. 행정권력은 고유한 작동 논리로 운행되는 행정체계

의 권력이므로, 적당한 매개 없이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권력이 있는 그대

로 작용할 경우 그러한 작동 논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행정

권력은 상하기관의 명령-복종이라는 단순명료한 메커니즘으로 고도의 효

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치국가 원리가 법을 번역 매체로 간주하는 것은, 

이처럼 행정권력의 고유한 작동 논리가 갖는 효율성을 촉진하면서도, 효율

성을 추구하는 작동 논리의 정당성 자체는 의사소통적 권력에서 끌어오라

는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심의절차의 제도화를 요구한다. 재해석된 법치국가 원리는 행정권

력을 의사소통적 권력의 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한다. 하버마스의 논의와

귄터의 연구를 종합하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의사소통적 권력을 산출하

는 민주적 입법절차는 반드시 시민들이 의사소통적 자유를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민주적 입법절차는 전통적인 대의민

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출과 의회 내에서의 대표의

활동으로 환원될 수 없다. 시민들이 의사소통적 자유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의회를 보충하는 자율적 공론장이 필요하다. 민주적 법치국가는

의회와 자율적 공론장을 포괄하는 심의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권력분립 원리의 내용도 이 요점과 관련이 있다. (1)은 국민주권 원리의 완

전한 실현 조건에 자율적 공론장의 보장을 요구하고, (4)는 공론장의 배경

을 이루는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요구한다. (2)는 판결에서 적용 논증대화

를 수행할 때 끌어오는 규범의 정당화를 위해 세밀하게 설계된 심의절차

를 요구하고, (3)은 의사소통적 권력을 기초로 삼아 행정부의 규범통제 근

거로 기능하는 규범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한다. 심의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민주적 법치국가는 법치국가 원리를 충실히 준수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논의를 통해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 권리, 권력이 맺는 관계를 요약할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법은 권리의 체계를 구체화한 헌법적 기본

권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이러한 기본권은 법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안정적 보장은 권력 작용을 요구하고,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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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당한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법은 시민들의 의사

소통적 권력을 창출하는 민주적 입법절차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민주적 법

치국가의 법, 권리, 권력의 관계에 관한 탐구는 결국 정당한 법을 제정하는

민주적 입법절차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다시 말해 민주적 법치국가의

심의절차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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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원화된 심의정치와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법을 재구성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핵심 물음에 도

달하였다.156) 민주적 법치국가의 심의절차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하버마스는 이원화된 심의절차 구상을 답으로 내놓는다. 민주적 법

치국가의 심의절차는 이원화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절차주의적 법 패러

다임이라는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명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제도화 테제에 따르면 공식적 공론장인 의회와 비공식적인 자율적 공론장

을 이원화하고, 두 공론장의 의사소통 흐름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원화된 

심의정치에서 의회는 정당화의 맥락으로서 구속력을 행사하고, 공론장은 

발생의 맥락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 이원화된 심의정치에서 정치권력의 순환 과정을 수문 모델로 구체화할 수 

있다. 수문 모델은 정치권력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잇는 수문의 규제 작용

으로 심의정치의 작동 양상을 설명한다. 수문 모델에서 공론장은 그 배경

인 시민사회에 뿌리 내려야 한다. 한편으로 시민사회를 활성화해야만 이원

화된 심의정치가 촉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는 일정한 자기 제한

을 준수할 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56)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하버마스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심의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사법부의 판결이론을 검토한다. 먼저 하버마스는 법해석학, 법현실주의, 법실증주의, 
그리고 드워킨의 통합성으로서의 법이론을 다루며 사법적 논증대화이론을 발전시키
고(제5장), 특히 독일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논증 관행을 비판하며 대안적 해석을 제안
한다(제6장). 두 장은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전체 맥락을 구조
적으로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5장의 사법적 논증대화이론을 다룬 중요한 논의로는 알렉시의 연구를
보라. Robert Alexy(1998), “Jürgen Habermas’s Theory of Legal Discourse”, Habermas on 
Law and Democracy: Critical Exchanges, eds.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26-233. 제6장의 기본권 논증 논의를 미국, 
독일, 프랑스의 사법심사제와 연결하여 다룬 논의로 다음을 보라. András Sajó(1998),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Light of Discourse Theory”, Habermas on Law and 
Democracy: Critical Exchanges, eds.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36-370. 한편 제6장에 제시된 규범(Norm)과 가치
(Wert)의 구별을 발전시켜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논증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논증한 연구도 보라. 이민열(2017),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
결」, 『법철학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pp. 13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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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비전이다.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을 공유해야만 민주적 법치국가

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이 확산됨으로써 사회

복지국가 법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권리의 체계를 보다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

1. 이원화된 심의정치의 제도화 테제

이원화된 심의정치는 두 가지 공론장을 구별하고, 양 공론장을 관류하는

의사소통 흐름을 제도화하는 제안을 핵심으로 삼는다. 아래에서는 이 제안

을 이해하기 위해 제도화 테제의 의미 및 의회와 공론장의 협업 구조를 설

명하고(i), 이원화된 심의정치의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한다(ii).

(i) 하버마스는 심의정치의 핵심을 제도화로 설명한다.

논증대화이론에 의하면, 심의정치의 활성화는 집합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시

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심의와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공적 의

견 사이의 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의사소통 전제의 제도화에 달려 있

다.157)

심의정치의 핵심은 시민들의 집단 행위에 있지 않다. 이를테면 시민들이

집회, 시위로 빈번하게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집단 행위가 심의 제도와 체계적으로 연

결되지 않는다면, 민주적 법치국가의 의사소통적 권력 형성 과정이 시민들

이 간헐적으로 발휘하는 열성에만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 법의 정당성을

창출하는 의사소통적 권력 형성 과정이 일종의 요행에 기대는 취약성을

내포하게 된다. 하버마스가 원칙적으로 제도화를 주문하는 핵심 모티프도

157) FG, p. 400(361-362). 본 연구는 독일어 ‘deliberative Politik’을 ‘토의정치’ 대신 ‘심의
정치’로 옮긴다. 토의는 ‘어떤 문제를 검토하고 협의함’을 뜻하고, 심의는 ‘어떤 문제
를 심사하고 토의함’을 뜻하는데, 시민들이 합당한 논거를 교환하며 법과 정책의 타
당성을 논의하는 논증대화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으려면 ‘심사’와 ‘토의’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심의가 적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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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의사소통적 권력 형성 과정이 우연적·일

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의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158) 제도화(Institutionalisierung) 테제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

다.

제도화 테제: 심의정치의 핵심은 제도화된 심의와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공적 

의견 사이의 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의사소통 전제의 제

도화이다.

여기서 제도화된 심의는 공식적 공론장인 의회에서 이루어지며, 비공식

적으로 형성된 공적 의견은 비공식적인 자율적 공론장, 간단하게 말해서

공론장에서 형성된다. 이원화된 심의정치란 의회와 공론장의 투 트랙(two 

track) 협업 구조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정치를 뜻한다.159)

공론장(Öffentlichkeit)은 “내용과 입장표명(Stellungsnahmen)의 소통을 위

한, 따라서 의견들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이다.160)161) 공론장은 제도나

조직으로 개념화될 수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론장은 전문 언어보다는

일상 언어로 의견을 표명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이해 가능성을

요구한다. 공중으로서 시민들은 공론장을 배경으로 삼아 일상 언어로 정치

적 문제에 의견을 개진한다.

158) 제도화 테제를 강조한다는 사실은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 모델과 참여민주주의
모델을 예리하게 구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에 관해서는 Ⅵ-2를 참고하라.

159) 투 트랙이라는 표현은 베인스에게 빌려왔다. Kenneth Baynes(2016), pp. 131, 182.
160) FG, p. 479(436). 번역을 일부 수정하였다. 
161) 공론장은 하버마스의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을 저서로 낸 『공론장의 구조변동』
이래 하버마스 사회이론의 대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Jürgen Habermas(1962,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한승완 역(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파주: 나남출판. 하버마스는 몇
몇 비판에 대응하여 이 저서에서 제시한 초기 공론장 이론을 『사실성과 타당성』에
서 더욱 정교화한다. 일부 비판과 하버마스의 대응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Nancy 
Fraser(2008),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김원
식 역(2010), 『지구화 시대의 정의』, 서울: 그린비, pp. 143-150. 또한 공론장 이론을
토대로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책을 모색한 장명학(2003),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
론과 토의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제12집, 제2호, pp. 1-35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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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심의정치는 이러한 공론장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버마

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제시하는 투 트랙 협업 구조를 <표 2>와 같

이 도식화할 수 있다.

의회 공론장

정당화의 맥락 발견의 맥락

강한 공중 약한 공중

구속력 행사 영향력 행사

표 2 이원화된 심의정치의 투 트랙 협업 구조

하버마스는 전통적인 민주주의론에서 강조한 것은 의회라는 점을 감안

하여 의회의 상대적 결점을 부각하고 공론장이 협업 구조에서 필요한 이

유를 논증하는 데 주력한다.162) 먼저 의회의 강점은 공정한 절차를 강제함

으로써 일상생활에서처럼 권력·화폐와 같은 사적인 힘이 공적 의견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의회는 공론장

과 달리 제한된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163)

반면 의회의 약점은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데 둔감하다는

점이다. “시간의 압력 아래 결정을 내리는 제도들은 기존 관행으로는 파악

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파악되는 잠재적 문제들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한 문제를 주도권을 잡고 성공적이고 극적으로

처리해갈 창발성도 별로 없다.”164)

공론장의 강점은 새로운 문제를 포착하고 주제화하는 민감성이 높다는

점이다. 제도화된 정치 기구가 이미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공인된 문

제를 다룬다면, 공론장은 생소한 문제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주제화하며 경

우에 따라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격상한다. 의회는 공론장에서 공

162) FG, pp. 412-414.
163) 한 예로 헌법은 국회 회기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47조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헌법학에서는 국회의 의사원칙이 민주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더불어
능률성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 제도는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전제한다. 성낙인(2019), pp. 401-404.

164) FG, p. 47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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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문제로 부각된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수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공론장의 문제 포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의 문제

해결 기능은 반쪽짜리로 전락한다. 이런 점에서 앤드루 아라토(Andrew 

Arato)에 따르면, 공론장이 없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심

의절차는 규범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셈이다.

공식적인 정치기구의 공공성에는 규범적 결핍이 있다. 민주적 정당성의 논증

대화적 해석에서 보면, 그러한 의사소통의 제한은 오로지 공식적인 정치적 

공중을 시민사회의 공적 의사소통 과정에 특별히 민감한 국가구조 내의 전

초기지(outposts)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165)

<표 2>에서 의회는 정당화의 맥락이고, 공론장은 발생의 맥락이다. 정치

적 문제를 발굴하고 확인하는 공간은 발생의 맥락인 공론장이고, 정치적

문제를 선택하고 사법적 해법을 심의하는 공간은 정당화의 맥락인 의회이

다. 공론장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뿐, 스스로 효력 있는 법을 만들어 문

제의 해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공론장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회

는 주어진 문제의 해법을 정당화할 수 있을 뿐, 스스로 현안으로 삼을 만

한 쟁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회는 구속력을 행사한다.

<표 2>에 나오는 강한 공중과 약한 공중의 구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발전시킨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약한 공중(weak public)과 강한 공중(strong public)을 구별한다. 약

한 공중은 여론을 형성하지만 구속력 있는 법률을 창출하지 못하는 공중

이고, 강한 공중은 심의가 주권적 결정으로 귀결되는 국가 내부의 공중이

다.166) 하버마스는 이 구별을 받아들이면서 약한 공중의 역할을 강조한다. 

약한 공중은 여론의 “운반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자생적으로

165) Andrew Arato(1998), “Procedural Law and Civil Society: Interpreting the Radical 
Democratic Paradigm”, Habermas on Law and Democracy: Critical Exchanges, eds.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6-36, 
33.

166) Nancy Fraser(2008), p. 147; Nancy Fraser(1990),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25/26, pp. 56-8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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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167) 강한 공중과 달리 약한 공중은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다종다

양한 결사체 속에서 성장한다. 이런 이유로 약한 공중은 공식 기구로 완전

히 편입할 수 없는 공론장에서 활동하며, 강한 공중은 제도화된 정치기구

내에서 일정한 권한과 지위를 누리며 활동한다. 의회는 강한 공중에, 공론

장은 약한 공중에 상응한다.

이원화된 심의정치 구상은 약한 공중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런데 약한

공중은 합리화된 생활세계를 배경으로 성장한다. 합리화된 생활세계는 자

유로운 정치문화, 계몽된 정치적 사회화, 의견을 형성하는 결사체들의 주

도적 발의라는, 심의정치가 실현되는 토양을 제공한다.168) 말하자면 이원

화된 심의정치를 성공적으로 제도화하는 배경 조건은 합리화된 생활세계

이다.169)

(ii) 이원화된 심의정치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자유

주의보다는 강하고 공화주의보다는 약한 규범적 함축을 띤다.170)

민주주의 과정에 자유주의보다는 강하지만 공화주의보다는 약한 규범적 함

축을 부여하는 논증대화적 민주주의 이론은 다시 한 번 두 입장의 요소들을 

수용하여 새롭게 종합한다. 이 이론은 공화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견

형성과 의지형성 과정을 이론의 중심에 두지만, 그렇다고 법치국가의 헌법을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보았듯이, 법치국

가적 원리를 민주적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의 요구수준이 높은 의사소통 형식

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일관된 대답으로 이해한

다.171)

이원화된 심의정치는 법치국가의 헌법에 근본적인 위상을 부여한다는

167) FG, p. 413.
168) FG, pp. 404-405.
169) 제도화 테제가 일정한 수준의 “자유로운 정치문화, 계몽된 정치적 사회화, 의견을
형성하는 결사체들의 주도적 발의”에 의존한다는 점은 아래에서 설명할 번스타인의
비판에 하버마스가 응답하는 핵심 근거이다.

170) 여기서 ‘자유주의’란 로크에서 출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일컫는다. 하버마스는
롤스와 드워킨이 주도하는 현대 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FG, p. 398.

171) FG, p. 40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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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자유주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정치적 과정을 자기이

익을 추구하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정당 간의 경쟁으로 본 점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자유주의는 정치적 과정에 거는 규범적 기대를 너무 낮게 설정

하였다. 반대로 이원화된 심의정치는 심의를 통한 정치적 의견형성 및 의

지형성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화주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공화주

의가 정치 공동체 혹은 법 공동체를 마치 하나의 에토스로 통합된 공동체

로 이상화하는 점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공화주의는 정치적 과정에 거는

규범적 기대를 너무 높게 설정하였다.172)

두 입장을 종합하기 위해 이원화된 심의정치는 심의를 통한 정치적 과정

을 중시하되, 그 이론적 정당화와 실천적 구현 방안을 절차주의적으로 재

구성한다. 제도화 테제는 그러한 재구성을 집약한 논제이고, 이원화된 심

의정치의 투 트랙 협업 구조는 그 실천적 구현 방안이다.

둘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그릇된 이분법을 거부한다. 공론장은 전

통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문제화하여 공적 영역의

의제로 전환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 가정폭력 문제는 가정 내 문제였다

는 점에서 사적 영역에 속하였으나, 의회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를 수용하여 관련 법률을 입법한 사례이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구체적으로 예증한다.

이 법률의 제정 이유는 “가정내의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산되고 가

정구성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다. 동법 제3조는 “(가정의 보호와 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

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

172)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비판적 종합을 지향한
다. 예를 들어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역할 설정에 관한 자유주의 모델과 공화주
의 모델의 강점과 약점을 지적하고 제3의 대안인 절차주의 모델을 제안한다. FG, pp. 
363-378. 제7장에서는 이원화된 심의정치의 적절한 좌표 설정을 위해 자유주의와 공
화주의를 종합한다. FG, pp. 398-405. 그러나 명시적으로 표출하는 이론적 지향과 별
개로, 하버마스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이에서 정확하게 중도를 추구하는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흥미로운 주제이다. 간단히 언급하자면,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롤스와 드워킨이 대표하는 현대 자유주의 진영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최
상의 이론적·실천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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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

의 가정 보호 역할을 적극적 권고사항으로 명시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

역의 이분법을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이러한 법률의 제정 이유

를 설명하기 어렵다.173)

이처럼 이원화된 심의정치에서 발생의 맥락을 담당하는 공론장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쟁점을 공적 영역에 속하는 쟁점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

능을 수행한다.

확실히 친밀성의 영역은 낯선 사람의 침입과 비판적 시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야 한다. 그러나 사적 개인의 결정에 맡겨지는 모든 것들이 공적으로 주제화

될 수 없고 비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규제

를 필요로 하는 모든 용무들은 공적으로 토론되어야 한다.174)

셋째, 선호 전환 가능성을 인정한다. 기존의 모델인 선호집약 민주주의

(aggregative democracy)는 시민들의 선호를 고정된 것으로 보았다. 가령 유

권자 총 3명이 정책 A와 B를 선택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A를 선호하는

시민이 2명이고 B를 선호하는 시민이 1명이라면, A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

가 B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될 것이다. 그러나 선호 고정 모

델은 선호 개념 자체의 개념적·실천적 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175) 반면

이원화된 심의정치는 여타 심의민주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선호를 고정

되지 않고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본다. 시민들의 선호는 심의와 논증을 거쳐

173) 물론 가정 자체가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변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 김소연은 “가정
폭력 문제를 과거와 같이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 문제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근절시켜야 할 ‘범죄’로 바라보고 다루어야 한다는 쪽으로 사회적․
규범적 시각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라고 평하면서도, 경찰이 초기 대응을 목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사적 영역인 가정에 영장 없이 진입하는 행위가 헌법상 비례성을 충
족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김소연(2018), 「사적(私的) 영역에 개입하는 국가권력
작용의 비례성 판단: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없는 현장출입의 가능성을 중심으
로」,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pp. 207-236, 208.

174) FG, p. 422(381).
175) 후생경제학 문헌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은 선호의 변화 가능성을 간과한다는 점 외
에도 여러 난점이 있다. 잘못된 믿음에 따른 선호, 선호 충돌, 선호의 위급성 차이, 비
싼 취향과 반사회적 선호, 잘못 형성된 선호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으로는 Daniel M. Hausmann & Michael S. McPherson(2006), pp. 239-24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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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 심의정치에 따르면 “가치와 태도의 정치적 변화는 맹목적 적응

과정이 아니라 건설적인 의견형성 및 의지형성의 결과”이다.176)177)

하버마스의 이원화된 심의정치 모델은 선호의 변화 가능성을 받아들이

기 때문에 선호 고정 모델에서 나타나는 난점에서 자유롭다. 정치적 과정

의 초점은 시민들의 고정된 선호를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와 논증을

통해 시민들이 각자의 선호를 정당화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옮겨간다.178)

2. 심의정치에서 정치권력의 순환

이원화된 심의정치의 협업 구조는 의회(강한 공중)와 공론장(약한 공중)

이 각각 정당화의 맥락과 발견의 맥락에서 구속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의회와 공론장의 협업은 의사소

통적 권력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이제 의회와 공론장의 협업

구조를 전체 정치권력의 순환 과정이라는 거시적 틀 내에 포섭해야 한다.

중심부 수문 주변부

행정부
의회

사법부

→

→

←

←

공론장 시민사회

표 3 수문 모델

176) FG, p. 451(408).
177) 선호 전환 가능성을 명쾌하게 해설한 문헌으로 다음을 보라. “심의민주주의의 주된
주장은, 고정된 선호라는 개념에 작별을 고하고, 그런 고정된 선호를 어떤 학습 과정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위
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일련의 이슈들에 익숙하게 되는―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David Held(2006), Models of Democracy, 박찬표 역(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 서
울: 후마니타스, p. 442.

178) 이런 의미에서 하버마스의 심의정치 모델은 롤스의 공적 이성 모델과 함께 선호 전
환 가능성을 부정하는 민주주의론에서 선호 전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민주주의론으로의 이행, 즉 ‘심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을 이끌었다. John S. 
Dryzek(2002),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1. 심의적 전환의 해설로는 장동진(2012), 『심의민
주주의』, 서울: 박영사, pp. 9-19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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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는 그러한 틀로 ‘수문 모델’(Schleusenmodell)을 제시한다.179) 수

문 모델은 심의정치의 정치권력 순환 흐름을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있

는 수문(水門)의 규제 작용으로 설명한다. 이를 <표 3>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180)

중심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공식적인 기구로 구성된다. 중심부

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중심부 내부에서도 분업이 이루어진다. 행

정부는 주어진 문제를 처리하는 전문성 면에서 중심부 가장 깊숙이 있다. 

의회와 사법부는 중심부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 입구가

수문과 연결되어 있다. 공론장에서 형성된 여론은 의회와 사법부 입구에

있는 수문을 거쳐 중심부로 투입된다. 의회와 사법부가 내린 결정과 함께

행정부는 그 출구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처분을 내려 주변부에 행

정권력을 행사한다. 주변부에서 수문으로 이어지는 의사소통 흐름에는 공

론장이 있다. 공론장은 민감하고 창발적인 문제화를 담당한다. 이는 중심

부 기구가 대체로 관행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을 내

리고, 관료들은 법률안을 준비하고 세부 시행사항을 정리하며, 의회는 법

률과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런 이유로 중심부 기구들은 기존 관행으로 파

악되지 않는 문제에 감수성이 떨어지며, 새로운 문제를 의욕 있게 처리해

나갈 창발성도 부족하다.181)

수문 모델에서는 공론장이 새로운 의제를 문제화하는 규범적 기대를 떠

안는다. 수문 모델을 따르는 심의정치의 관건은 자율적 공론장(autonome 

Öffentlichkeit)이 활성화되고 합리화된 생활세계(rationalisierte Lebenswelt)가

형성되는 것이다.

제도화되지 않은 공적 의사소통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자생적인 의견형성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한에서만, 주변부가 이런 강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

다.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이러한 종류의 자율적 

179) 하버마스의 수문 모델은 페터스(Bernhard Peters)의 모델을 활용한 것이다.
180) FG, pp. 472-477.
181) 하버마스는 핵 문제, 유전자 연구, 환경 문제, 국제 빈곤, 이민 등 오늘날 새롭게 대
두된 문제들 가운데 “국가기구, 거대 조직, 혹은 사회적 기능체계의 대변자들이 먼저 
쟁점으로 제기한 것들은 거의 없다.”고 단언한다. FG, pp. 5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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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이 가능하려면 이 공론장이 시민사회적 결사체들 속에 사회적으로 정

박해야 하며, 자유로운 정치문화와 사회화 유형 속에 배태되어 있어야 한다. 

요컨대 그것은 그것을 환영하는 합리화된 생활세계에 의존한다.182)

그런데 위 인용문에 따르면 자율적 공론장은 “시민사회적 결사체들” 속

에 닻을 내려야 한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약한 공중으로서 활동하는 공

론장의 배경이다. 시민사회(Zivilgesellschaft)의 제도적 핵심은 “자유의지에

기초하는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연결망과 자발적 결사체들”이다.183) 시

민사회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만나는 곳이다. 먼저 시민들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을 영위한다.184) 시민들은 가족, 학교, 이웃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적 관계를 맺는데, 그 안에서 일상적 의사소통에 기초

한 자발적 활동과 주도적 발의가 배태된다. 공적 관심을 표현해야 할 문제

가 있으면 결사체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통로로 공론장에 진입하고 여론

을 형성한다. 수문 모델에 따르면 여론은 이 과정을 거쳐 의회와 사법부의

입구에 있는 수문으로 진입한다.

물론 공적 관심을 표명하는 시민사회적 결사체들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와 거대 행위자, 시장조사 기구와 여론조사 기구, 정당과 각종 단체의 홍

보, 선전, 광고도 공론장에 투입된다. 다만 일차적으로 공적 관심에 정향된

공중을 공론장에 공급하는 원천이 시민사회에 있을 뿐이다.185)

시민사회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분화 양상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에 세 가지 자기 제한을 권한다.186) 첫째, 시민

사회의 활성화는 그 구성원인 약한 공중의 성장 조건과 일치한다. 즉 시민

사회의 활성화는 합리화된 생활세계에 의존한다. 자유로운 정치문화, 그에

상응하는 사회화, 침해되지 않는 사적 영역이 보장될 때 시민사회가 발전

할 수 있다. 역으로 덜 합리화된 생활세계를 배경으로 삼는 시민사회는 생

182) FG, p. 477(434).
183) FG, p. 486(443).
184) 하버마스는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사적 영역이 침해되는 상황을 전체주의
적인 국가사회주의 사회를 예로 설명한다. FG, p. 489. 

185) FG, p. 487.
186) FG, pp. 49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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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세계의 고유한 전통을 무분별하게 고수하려는 민중주의 운동으로 변질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시민사회와 공론장은 영향력만 얻을 수 있을 뿐, 정치권력은 얻지

못한다. 이는 이원화된 심의정치와 수문 모델에서 그대로 따라 나온다. 시

민사회의 결사체들이 공론장에서 형성한 여론은 반드시 공식적 기구의 제

도화된 절차라는 수문을 통과해야만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전환되어 합당

한 구속력을 획득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는 체계 메커니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가 고

도로 분화된 행정체계와 경제체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간접 조정을 꾀할

수는 있으나, 체계 메커니즘 자체를 직접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시장 메커니즘의 가능성과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시민사

회가 정제되지 않은 규범적 상(image)을 시장 경제에 투사하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187)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의

직접 개입 대신 정당한 법에 근거한 섬세한 체계 통제를 주문한다. 이러한

섬세한 해법은 이원화된 심의정치와 수문 모델의 경로를 따라 형성된 의

사소통적 권력의 뒷받침을 요구한다.

몇 가지 자기 제한을 요구하기는 해도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역할은 중대

하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사회통합이라는 법의 기

능에서 출발하여, 법, 권리, 권력의 관계를 권리의 체계와 법치국가 원리

재구성으로 풀이하였다. 하버마스의 논증이 옳다면 권리의 체계와 법치국

가 원리는 규범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권리의 체계를 구체화한 헌법적

187) 조지프 히스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를 겨냥하며, 시장 메커니즘이 유발한 왜
곡을 한낱 시민들이 선호하는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해
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히스에 따르면 테일러는 “근대사회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파악”했다. Joseph Heath(1996), “Rational Choice as Critical 
Theory”,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Vol. 22, No.5, pp. 43-62, 57-58. 히스가 드는
또 다른 사례는 임금 문제이다. 시장경제에서 특정 직군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경우
는 흔하다. 히스는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노동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
하고, 단지 우리 사회가 그 직군에 부여하는 가치가 낮기 때문에 저임금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경우 “사회적 인정의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한다. 저임금이
초래하는 빈곤을 퇴치하려면 임금 자체를 조정하여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대신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낫다는 것이다. Joseph Heath(2009), pp. 268-269. 두 사례는 모두 시
민사회가 이미 고도로 분화된 시장의 고유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모종의 규범적 잣대
를 맹목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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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및 법치국가 원리에 따르는 권력분립이 현실에서 올바르게 작동하

려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장이 공론장이고, 공론장이 시민사회에 뿌

리를 둔다면, 시민사회의 활성화 조건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자유로운 공론장과 시민사회의 활동을 헌법으로 보장한다. 집회·결

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우편 등 사생활의 자유, 주거침

입의 금지와 같은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188) 둘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를 강화한다. 

시민들이 특정 사안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그 사안의 해결에만 기여하

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 시민들은 보다 넓은 틀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의사소통적 권력 형성 과정 자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데 공헌한다.189)

첫째 조건은 현실의 민주적 법치국가들이 통상적으로 잘 충족하고 있다. 

일정한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데는 상당한 수렴이 이루어졌다. 그러

나 둘째 조건도 충족해야 비로소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법치국가의

심의절차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한 보장만으로는 자유로운 공론장과 시민사회의 왜곡을 방지할 수 

없다. 공론장의 의사소통 구조는 오히려 활기찬 시민사회에 의해 손상없이 

보존되어야 한다. 정치적 공론장은 특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자원에 의해 스

스로 안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민사회의 의사소통적 실천의 자기관련성

(Selbstsbezüglichkeit der zivilgesellschaftlichen Kommunikationspraxis)이라는 독

특한 성격에서 잘 드러난다. … 공적 논증대화의 명시적 내용이 무엇이었든, 

그 논증대화의 수행적 의미(performative Sinn)는 왜곡되지 않은 정치적 공론

장 자체의 기능을 현실화시킨다. 자유로운 의견형성의 제도와 그 법적 보장

은 능동적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소통이라는 흔들리는 기초에 의존한다. 시민

들은 이 제도와 법적 보장을 사용함으로써 동시에 그것의 규범적 내용을 해

석하고, 방어하고 급진화하는 것이다.190)

188) FG, pp. 488-489.
189) FG, p. 490.
190) FG, p. 49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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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엇보다도 시민들 스스로 시민사회와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적 권

력을 창출하고 공적 자율성을 행사함으로써 수행적으로 헌법의 의미를 재

해석할 때,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이 간직한 시민권의 보편적 실현이라는

이상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재구성적 시각에서 보면, 법치국가의 기본권과 원리는 다름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자기구성이 갖는 수행적 의미를 명시화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실천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조직형식 속에서 

영구화된다. 역사 속의 모든 헌법은 시간에 대해 이중의 관계를 맺는다. 역

사적 기록으로서 그것은 그것 속에 해석되어 있는 설립행위를 기억시켜준다. 

그것은 시간 속의 출발점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것의 규범적 성

격은 권리체계를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제는 모든 세대에게 새롭게 제기된다

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의로운 사회의 기획으로서 헌법은 현재적 미래의 기

대지평을 표현하는 것이다.191)

3.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

하버마스는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목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리의 체

계, 법치국가 원리, 심의절차를 종합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prozeduralistisches Rechtsparadigma)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비전을

집약한다.

법 패러다임이란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관행에 전망을 제공하는, 사

회에 대한 암묵적 이미지(impliziten Bilder)”192)이자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

범적 내용을 주어진 사회구조와 그 발달경향이라는 지평 속에서 효과적으

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종의 생각”193)을 말한다. 권리의 체계, 

191) FG, p. 508(464-465, 영: 384). 독일어판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대응하는
부분은 “freien und gleichen Rechtsgenossen”으로, 그대로 옮기면 “자유롭고 평등한 법
적 동료”를 뜻한다. 한국어판 역자는 FG, pp. 164-165(141, 영: 110)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동료’ 대신 ‘시민’을 역어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영어판에서도 동일
하다.

192) FG, p. 518(472).
193) FG, p. 52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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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원리, 심의절차를 포괄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획은, 모든 구

성원들이 개략적으로라도 헌법이 지향하는 규범적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야 성공할 수 있다. 법 패러다임은 그러한 비전을 제공한다.194) 법률가가

아닌 한, 일반 시민들이 전문적인 법 도그마틱이나 복잡한 판례 법리를 숙

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노동자, 기업가, 학생, 교사, 관료 등 시

민들은 최선의 모습으로 해석된 민주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법 패러다임

을 적정 수준에서 이해하고 정치적 실천의 근거로 원용하면 족하다.

즉 시민들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상에 부합하는 법 패러다임을 공통 기

반으로 삼아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법 패러

다임의 기능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Rechtsgenossen)의 연합체를 실현

하는 프로젝트에 그 방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195) 다시 말해 자

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연합체인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상이 현실과 완전

히 접맥되려면 충분한 수의 시민들이 바람직한 법 패러다임을 추구할 만

한 비전으로서 일정 수준 지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 패러다임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공식적 통치기구뿐만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

의 모든 행위자가 공유해야 하는 비전이다. 시민들은 권위 있는 전문가가

외부에서 주입하거나 부과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여 법 패러

다임을 지지해야 한다.196)

그렇다면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들은 어떤 법 패러다임을 채택해야 하

는가? 하버마스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독일의 법 패러다임 변천 과정을

3단계로 재구성한다. 핵심은 자유주의적 법 패러다임과 사회복지국가 법

패러다임을 거쳐,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이야말로 오늘날 복지국가의 위

194) 토머스 쿤은 패러다임(paradigm)을 “어느 일정한 시기에 전문가 집단에게 모범이 되
는 문제와 풀이를 제공하는, 보편적으로 인식된 과학적 성취”로 정의한다. Thomas S. 
Kuhn(1962, 201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김명자 & 홍성욱(2013), 『과학
혁명의 구조』, 서울: 까치글방, p. 55. 법 패러다임과 과학 패러다임은 특정 시기에
널리 공유된 실천의 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문가인 과학자들
이 공유하는 과학 패러다임과 달리, 법 패러다임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민주적
법치국가의 그 외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
는 원인은 하버마스가 쿤뿐만 아니라 독일 관념론 전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 관계에 대한 지적으로는 Andrew Arato(1998), p. 27을 보라.

195) FG, p. 518(472).
196) FG, pp. 5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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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극복하고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동근원성을 충족하며 결과적

으로 시민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1단계로 자유주의적 법 패러다임은 소극적 자유로 표현되는 사적 자율

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자유주의적 법 패러다임을 따를 경우

개인이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가능한 한 폭넓은 행동 영역을 확

보하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된다. 법은 불법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계

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확고하게 보장해야 한다.197) 그러

나 자유주의적 법 패러다임은 곧 한계에 봉착한다. 단순히 시민들에게 법

적 자유를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2단계로 사회복지국가 법 패러다임은 ‘권리의 실질화’를 통해 시민들이

사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에서 예를 들어 노동법, 사회법, 경제법 등 새로운 법률 영역

이 등장하였고,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법 등이 일정 부분 변화하였다. 

법은 형식적 자유를 보장하는 과제를 넘어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촉진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임무를 맡는다. 사회복지국가 법 패러다임이 시

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향상하였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복지국가가 시민들을 복지의 수혜자로 만든다는 점이다. 시민의 사적 자율

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복지제도가 도리어 그 사적 자율

성을 침해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198)

3단계로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은 자유주의와 사회복지국가라는 양 패

러다임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은 법의 임무

를 배타적으로 사적 자율성의 형식적 보장으로만 설정하지 않으므로 자유

주의 법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사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에

서 공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문제를 예민하게 포착하므로 사회복지국가 법

패러다임에서 벗어난다. 양자는 똑같이 동근원성 테제와 그에 상응하는 시

민의 이중 지위, 즉 법의 수신자이자 저자로서의 지위를 법체계에 올바르

게 반영하지 못했다.

197) FG, p. 525.
198) FG, pp. 53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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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사적 자율성과 시민적 자율성의 내적 연관을 보지 못하며, 따라서 

법적 공동체의 자기조직이 갖는 민주주의적 의미도 시야에서 사라진다. 아직

도 해결되지 않은 양자간의 논쟁은 법질서의 수신자로서 법적 인격체의 지

위를 보장하기 위한 사실적 전제를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인격체가 수신자로서 법에 종속될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을 그 법의 저자로 

이해하는 한에서만 그는 자율적이다.199)

사회복지국가 법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복지국가의 자율성 침

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동근원성 테제를 일관되게 관철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공적 자율성을 행사함으로써, 필요한 복지제도의 종류와 국가 개

입의 한계선을 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행정권력이 시혜적으로 베풀

어주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권력이 근거를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권력

은 심의정치로 구현된 민주적 입법절차 속에서 형성되고, 민주적 입법절차

는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동근원성을 올바르게 포착하는 권리의

체계 및 법치국가 원리가 떠받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절

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을 주창한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절차주의적 법 패

러다임을 공유한다는 말은 곧 심의정치로 제도화된 민주적 입법절차 속에

서 두 가지 자율성을 행사하고, 그럼으로써 동시에 자율성의 기반 자체를

다시금 수행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시민들이

“권리의 체계의 완전한 현실화”200)를 지향점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입각하

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버마스가 결국 심의정치의 두 축 중

에서 비공식적 영역인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가 현명한 조언자나 절차적 법률을 제공하는 감독관의 역할을 하는 경

우에도, 그 절차법을 제정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이해가능하고, 통제가능한 

방식으로 입법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한 특별한 지침

은 없다. 의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한 법의 발생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공론

장이다. 따라서 부당한 권력의 자립화에 대항하여 ‘자유의 수호자’(Palladium 

199) FG, p. 538(491-492).
200) Andrew Arato(1998),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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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Freiheit)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혹의 눈길을 던지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활기찬 공론장뿐이다.201)

권리체계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토대는 자연발생적으로 작동하는 시장도, 의

도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복지국가의 조치들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민사

회와 공론장으로부터 나와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전화

되는 의사소통의 흐름과 공적 영향력 속에 있다.202)

결론적으로 하버마스가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비전은 이렇다. 한편으로 시민들이 이미 존재하는 시민사회와

공론장에 참여하여 여론 형성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

의 활동이 의회와 접속되도록 이원화된 심의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의사

소통적 권력 형성 과정을 강화하며 헌법에 녹아 있는 권리의 체계를 더욱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201) FG, p. 581(532).
202) FG, pp. 581-582(5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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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 대한 비판과 응답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폭과 포부로 치면 막스 베버의 법

사회학과 헤겔의 법철학을 연상하게” 할 만큼 수많은 쟁점을 건드린다.203) 

이로 인해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생산적인 논의

를 자극하고 있으며, 『사실성과 타당성』 출간 이래 다양한 층위에서 비

판을 받고 있다. 하버마스가 각 비판에 성실히 응답한 덕분에 이와 같은

후속 논의는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전제와 함축을 더욱 명료화하고, 그

시민교육적 함의를 탐구하는 발판이 된다. 아래에서는 하버마스의 이론에

가해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비판을 소개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

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첫 번째 비판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언어철학적 토대인 형식화용론을 

겨냥한다. 이 쟁점에서 하버마스가 지향하는 의사소통 패러다임으로의 전

환이 갖는 의의를 재확인할 수 있다

- 두 번째 비판은 권리의 체계에서 사회권이 점유하는 위상을 토론에 부친

다. 이를 통해 권리의 체계 내에서 사회권을 이론적으로 근거 짓는 작업과 

헌법적 기본권으로 정착한 사회권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구별할 

필요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세 번째 비판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채택하는 도덕과 윤리의 구별을 

쟁점으로 부각한다. 이 쟁점은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시민적 덕성의 위상과 

역할을 비판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한다.

1. 비결정성 문제와 의사소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자크 르노블(Jacque Lenoble)은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여러

차원에서 비판한다.204) 르노블이 제기한 다차원적 비판에는 위계가 있다. 

203)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1998), p. 1.
204) Jacque Lenoble(1998), “Law and Undecidability: Toward a New Vision of the 

Proceduralization of Law”, Habermas on Law and Democracy: Critical Exchanges, eds.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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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식화용론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언어철학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

는데, 형식화용론이 그릇된 이론이므로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도 심각한 난

점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르노블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여타 난점, 가

령 정당화 논증대화와 적용 논증대화의 구별이 내포한 문제점도 형식화용

론의 난점에서 파생된다고 본다. 이 논점을 다음 논증 구조로 재구성할 수

있다.

1)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형식화용론을 토대로 삼는다.

2) 형식화용론이 그릇된 이론이라면,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그르다.

3) 형식화용론은 그릇된 이론이다.

4)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그르다.

1)이 참이라면 2)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3)이 참이라면 4)는 논리적

으로 타당하게 도출된다. 그러므로 르노블이 제기한 비판의 건전성은 1)과

3)에 달려 있다. 논의의 목적상 1)은 인정할 수 있는 명제이다. 앞서 밝혔

듯이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토대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이며, 의사소통행

위이론은 형식화용론을 통해 1세대 비판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안된

이론이었다. 곧 형식화용론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전제이다. 예를 들

어 법치국가 원리를 재구성할 때 도입한 의사소통적 자유 개념은 “상대방

의 발화와 그 발화 속에서 함께 제기되고 상호주관적 인정에 의존하는 타

당성 주장에 대하여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타당성 주장과 입

장 채택 가능성의 개념은 형식화용론의 기본 개념이다.

따라서 르노블의 비판이 성공적인지 보려면 3)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을 공략하는 핵심 키워드는 언어행위 혹은 의사소통적 행위의 비

결정성(undecidability)이다. 르노블이 보기에 하버마스는 현실에서 이루어

지는 의사소통적 행위가 ‘진정한’ 합의를 성취할 가능성을 과대평가한다. 

르노블은 현실의 의사소통적 행위는 하버마스의 희망과 달리 온갖 비결정

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포커 게임을 생각해보자. 포커 게임에 참

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속임수를 쓰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결코 확신할

수 없다.205) 블러핑(bluffing)이라는 기술이 있다는 점을 보면 추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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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포커 게임은 상대방의 발화가 진심인지 기만인지 알 수 없다는 의미

에서 비결정성이 지배하는 놀이이다.

르노블에 따르면 포커 게임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적 행위에

서도 비결정성이 나타난다. 갑은 을과 수차례 약속을 한 바 있고, 지금까지

성실히 이행했다고 하자. 갑과 을은 여느 때처럼 새로운 약속을 한다. 이때

을은 갑이 약속을 준수하는 동기를 확실히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을

의 관점에서는 갑이 예전에 보여준 신의를 존중한다는 동기로 약속을 준

수하는지, 아니면 그 외에 불순한 동기로 약속을 준수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식화용론의 틀로 조망하면 갑과 을이 약속했고 갑이 이

를 이행했다면, 가감 없이 합의와 의사소통적 행위에 따른 행위조정에 성

공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환상이다. 외관상 합의에 이르렀다

고 볼 수 있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기저에는 모든 언어행위가 회피할 수 없

는 비결정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르노블은 하버마스에게 “이상화된 논증적 교환이 유일하고 타당한 명제

의 합의로 이끈다는 환상”을 포기할 것을 주문한다.206) 그렇다고 해서 일

상생활과 정치적 실천에서 합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

만 합의가 가능하기 위한 토대를 이론적으로 올바르게 인식하자는 논지이

다. 진정한 합의의 토대는 바로 관습이다.

현실적 합의는 관습적 대용물의 도움이 있는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합의하게 해주는 관습적 참조 지점이다. 정의상 이 합의는 항상 불안

정한데, 그 까닭은 어떤 방식으로든 관습에 의존하는 것은 동시에 (관습이 

작동하는 논리적 성질에 주의를 기울이면) 합의의 토대가 지닌 순전히 관습

적이고 불안정한 특성을 노출하기 때문이다.207)

르노블의 비판은 적중했는가? 르노블은 3)이 참임을 성공적으로 보였는

가? 비결정성 논증이 타당하려면 형식화용론을 올바르게 해석했다는 전제

205) Jacque Lenoble(1998), pp. 46-47.
206) Jacque Lenoble(1998), p. 53.
207) Jacque Lenoble(1998),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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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해야 한다. 형식화용론을 오독한 데서 출발한 논증은 형식화용론을

논박하지 못한다.

하버마스는 바로 이 점을 꼬집으며 르노블의 비판에 대응한다. 르노블은

형식화용론이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포착하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란 주체철학 혹은 의식철학 패러다임에서 의사소통 패러

다임으로의 전환이다. 상이한 패러다임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상이하게 이

해한다. 주체철학 패러다임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서로에게 불투명한 정신

들간에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르노블이 포커 게임과 약속 사례를 설명하

는 방식은 정확하게 주체철학 패러다임에 속한다. 이를테면 정신 1과 정신

2가 약속을 했고, 정신 1은 약속을 준수했지만, 정신 2는 정신 1의 약속 준

수 동기를 알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신 1과 정신 2는 서로에게 불투명하

다.

반면 의사소통 패러다임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공적으로 접근가능한 상

징적 표현들을 매개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갑과 을은 “나는 100만

원을 일주일 내에 갚기로 약속합니다.” 따위의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여 약

속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적 실천에서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렇게 약속함으로써 향후 약속 준수의

책임을 떠맡는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사실”도 창출된다.

어떤 주장이나 명령에 대한 긍정적 입장표명으로 청자는 그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간에 상관없이 하나의―공개적으로 검증가능한―사회적 사실을 

창출한다. 수신자가 이로써 스스로 떠맡은 (참이라고 받아들인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하고, 그 동기가 무엇이든간에 명령된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

을 위반하는지 아닌지도 그 이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

혀지게 된다.208)

일관되게 의사소통 패러다임을 취할 경우 일방 당사자가 여타 ‘불순한’ 

동기로 약속을 준수할 가능성 자체는 합의와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한 행

위조정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약속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208) EdA, pp. 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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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 약속이 정직한 것이었는

지는 그 뒤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는 진지한 노력

을 통해서만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209)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 지

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약속 준수 노력 등이 우리가 일상에

서 참여하고 관찰하는 행위조정의 토대이다.

하버마스는 일상적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모호성, 우연성, 오해 가능성

혹은 ‘비결정성’을 부정하지 않는다.210) 의사소통 패러다임의 핵심 통찰은

‘비결정성’을 마치 없는 것처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론적 분석

의 출발점을 타당성 주장을 교환하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행위조정 메커니

즘으로 설정할 뿐이다. 분석의 출발점을 이렇게 설정할 때, ‘비결정성’에서

기인하는 오해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포섭할 수 있다. 오해를 오해로 판명

할 수 있는 것은 유능한 화자인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해를 전제하기 때문

이다.211)212)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위장된 전략적 행위가 때때로 성공하는

구조적 원인은 전략적 행위가 의사소통적 행위에 기생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의사소통 패러다임은 일상적 의사소통이 내포한 오해, 기만, 위장, 속임

수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적절하게 이론화할 수 있는 분석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요컨대 르노블은 3) 형식화용론이 그릇된 이론이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했다. 비결정성 논증은 형식화용론이 의사소통 패러다임을 취한

다는 점을 간과한 데서 초래된 오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4) 형

식화용론을 논박함으로써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전체 기획을 무너뜨리

209) EdA, p. 358.
210) EdA, pp. 359-360.
211) “만약 참여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표현에 동일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공통의

(혹은 번역가능한) 언어에 기초하여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계 속의 그 무엇에
관해 상호이해에 도달한다는 의도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오해도 오해로 판명될 수 있다(Mißverständnisse können sich erst als 
Mißverständnisse heraustellen).” FG, p. 49(35).

212) 이 점은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Hans-Georg Gadamer)가 모든 텍스트 이해 과정의 형
식적 전제로 제시한 ‘완벽한 의미의 선취’와 유사한 통찰이다. “그 형식적 전제란 의
미의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는 것만이 이해될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가 어떤 텍스트
를 읽을 때는 항상 그러한 완벽함을 전제한다.” Hans-Georg Gadamer(1960, 1990),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이길우 외 3인 역
(2012), 『진리와 방법 2』, 파주: 문학동네,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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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시도는 수포로 돌아간다.

2. 사회권의 위상과 상대적 근거짓기

귄터 프랑켄베르크(Günther Frankenberg)는 권리의 체계 재구성 과정에서

전개된 사회권의 정당화 논증을 비판한다.213) 프랑켄베르크가 보기에 하버

마스는 사회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 사회권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

율성을 실현하는 한낱 기능적 전제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율성을 실

현하는 핵심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하버마스가 제안하

는 권리의 체계에서 (1)~(4) 권리 범주와 달리 (5)는 상대적으로 정당화된

다. 프랑켄베르크의 불만은 이러한 사회권의 위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방식의 사회권 정당화는 사회권을 기능적 전제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절하한다. 가령 사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로 축소된 사회권

은 기껏해야 경제적 보장에 봉사하는 도구에 불과할 것이다.214)

그렇다면 사회권을 상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근거 지어야 하는가? 그

렇다. 이때 프랑켄베르크는 연대성(solidarity)에 호소한다. 사회권을 시민들

간의 연대성을 고양하고 보장하는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 본래 시민들이

향유하는 자율성은 사회 속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사회권도 사회적 자율

성을 토대로 정당화해야 한다.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율성을 제한하는 자발적 

책무로서 사회권을 논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설득력 있을 듯하다.215)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자율성을 누리려면 역설적으로 자신의

자율성을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민의 제한되지 않는 자율

성으로 인해 자신의 자율성이 더욱 극적으로 제한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213) Günther Frankenberg(1996), “Why Care?: The Trouble with Social Rights”, Cardozo 
Law Review, Vol. 17, pp. 1365-1390.

214) Günther Frankenberg(1996), p. 1384.
215) Günther Frankenberg(1996), p.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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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의무가 발생하며, 연대성은 이 의무를 떠받치

는 원천이다. 시민들이 동료 시민이자 동료 인간임을 의식하고 자신의 자

율성을 제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시민이 자율성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을 기본권으로 집약한 것이 사회권이다.

이 관점에서 사회권은 모든 시민들이 소속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 삶에 완전히 참여할 잠재적 권한을 부여하는 기본권에서 따

라 나온다. 완전한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소속을 정

의하고, 삶을 조직하며, 필요한 지원을 규정할 권리가 요구된다. 보건, 주

택, 공적 원조 등 공공 자금과 공공 서비스 등 통상적으로 사회권의 보장

사항이 여기에 속한다.216) 프랑켄베르크는 이러한 방식의 사회권 정당화

논증이 하버마스의 사회권 정당화 논증보다 선호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이 비판은 사회권이 연대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떠맡는다는 가정에

의지한다. 프랑켄베르크가 사회권의 상대적 정당화를 문제 삼는 동기도, 

그러한 정당화 방식으로는 사회권과 연대성의 내적 관계를 살릴 수 없다

는 데 있다.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응 방식은 사회권을 연대

성과 결부하여 해석하지 않더라도, 연대성을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 적절

하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 방식을 취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

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연대성에 뿌리박

고 있다. 프랑켄베르크와 달리 하버마스는 연대성을 유지하고 심화하는 길

을 사회권이 아니라 더욱 심층적인 차원에 있는 민주적 절차에서 찾는다.

복잡한 사회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시장경제의 생산성도, 공공행정의 조절

능력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소진되어 가는 생태경제(Naturhaushalt)의 자원과 

해체되고 있는 사회적 연대의 자원이야말로 부양이 필요한 자원이다. 오늘날 

사회적 연대의 힘은 의사소통적 자기 결정의 실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217)

216) Günther Frankenberg(1996), p. 1386.
217) FG, p. 585(536, 영: 445). 번역을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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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적 자기 결정의 실천”(kommunikativer Selbsbestimmungspraktiken)

은 자율적 공론장과 의회로 이루어진 이원화된 심의정치 구조를 말한

다.218)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서 연대성은 시민들이 공동으로

권리의 체계를 구체화하는 헌법 해석을 제시하고, 정치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의절차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촉진된다. 시민들은 정치

공동체의 문제를 폭력이나 기만 없이 의사소통적 자유의 폭넓은 행사에

따라 협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대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추상적인 형태의 연대는 정당한 법의 창출을 위한 시민들의 민주적

자치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남게 된다.”219)

이러한 이론 구성을 따르면, 처음부터 사회권을 연대성과 연결하는 논증

부담을 지지 않아도 연대성 창출 과정에 포섭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사회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는 작업 역시 시민들이 권리

의 체계를 구체화하고 심의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연대성은 사회권을 정당화하는 출발점이 아니라, 사회권을 비롯한 여

타 시민권을 더욱 온전히 실현하는 과정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자원에 가깝

다.

위와 같이 프랑켄베르크의 비판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 해

도 사회권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하는 쟁점이 있다. 사회권을 상대적

으로 근거 짓는 것은 사회권의 위상을 자유권, 참여권 등에 비해 낮게 설

정하는 것인가? 사회권을 상대적으로 근거 짓는 것은 사회권보다 자유권, 

참여권 등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보는 것인가?

하버마스가 사회권과 여타 기본권 간의 위상 혹은 우선순위 문제를 자세

하게 논하지 않았으므로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해석

이 있다.220) 첫째, 사회권의 상대적 근거짓기는 정당화의 논리적 순서를 반

영한다. 권리의 체계를 재구성하는 논리적 순서상 (5)가 (1)~(4)에 비해 나

중에 나올 뿐, 실제 권리를 현존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구현할 때는 선

218) FG, pp. 401-402.
219) EdA, p. 383.
220) David Ingram(2003), “Between Political Liberalism and Postnational Cosmopolitanism: 

Toward an Alternative Theory of Human Rights”, Political Theory, Vol. 31, No. 3, pp. 
359-391,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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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나 우열이 없다. 둘째, 사회권의 상대적 근거짓기는 제도화의 논리적 순

서를 제시한다. 실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각 권리를 실현하고자 할 때 (5)

는 (1)~(4)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다. 이 해석에서 (5)는 상대적으로 “덜 구

속력 있고 덜 긴요한”(less binding and imperative) 기본권 범주이다.

하버마스가 수행한 권리의 체계 재구성 논증의 성격과 이 논증이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전체 구도에서 점유하는 추상 수준을 고려하면, 둘째 해

석보다는 첫째 해석이 설득력 있다.221)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우선 권

리의 체계와 헌법은 다르다. 권리의 체계는 “논증대화원리와 법형식의 상

호 침투”라는 논리적 궤도를 따라 수행한 재구성의 산물이다. 반면 헌법은

시민들이 그러한 권리의 체계를 역사적·지리적으로 구획된 법 공동체 내

에서 구체화한 결과물이다.222) 따라서 권리의 체계 내에서 (5)가 (1)~(4)와

달리 상대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해서, 헌법상 사회권이 여타 기본권에 비해

열등한 기본권이라고 추론할 수 없다. 즉 권리의 체계의 정당화 순서에서

곧바로 헌법적 기본권의 제도화 순서를 이끌어낼 수 없다. 이 추론이 옳다

면 둘째 해석은 기각된다.

다음으로 시민과 철학자의 노동 분업을 준수해야 한다. 하버마스는 철학

자로서 실제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에 침전된 권리의 체계를 재구성한다. 

이는 민주적 법치국가를 최선의 모습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그 원리를 논

리적으로 짜 맞추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철학자의 몫이다. 

구체적인 헌법을 제정, 개정, 해석하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는 시

민이 떠맡아야 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철학자는 시민의 몫을 인정하고

221) 국내 연구자들은 대체로 첫째 해석을 따른다. 허성범은 라이너 포르스트(Rainer 
Forst)의 비판을 다루면서 첫째 해석을 지지한다. 허성범(2013), 『현대 다원사회에서
의 인권 정당화: 하버마스의 담론이론과 롤즈의 정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p. 302. 박구용과 장은주도 유사하게 (1)~(4)와 (5)의 관계를 위계적
인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박구용(2004), 「인권의 보편주의적 정당
화와 해명」, 『사회와 현실』, 제7호, pp. 153-196, 177-186; 특히 장은주의 다음과 같
은 언급을 볼 것. “우리는 사회권이 상대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사회권
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자유권에 무조건적인 우선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장은주(2006), 「사회권의 이념과 인권의 정치」, 
『사회와 철학』, 제12호, pp. 187-216, 207-208.

222) 물론 시민들이 헌법을 제정할 때 권리의 체계를 명시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는 없
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헌법을 제정하는 시민들은 논증대화원리와 법형식을 직감적
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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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겸손함”을 추구한다.223) 실제 시민들과 정치

인들이 헌법에 녹아든 권리의 체계를 특정한 기본권으로 실행할 때는 철

학자가 취한 재구성 순서를 그대로 따를 이유가 없다. 둘째 해석이 옳다면

철학자가 구체적인 기본권의 제도화 순서도 미리 결정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는 하버마스가 지향하는 시민과 철학자의 노동 분업에 위배된다. 

반면 첫째 해석을 취할 경우 이러한 노동 분업과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해석을 따라 사회권의 상대적 근거짓기가 단지 정당화의 논리적 순

서를 함축하고, 제도화의 순서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그리는 전체 구도를 감안할 때, 사회권의 제도

화 순서와 그 구체적 내용은 구체적인 법 공동체에 속한 시민들이 결정할

몫이라고 봐야 한다. 이 점은 사회권의 특수성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이다. 

통상적인 자유권이 방어권으로서 국가의 소극적 행위 혹은 부작위를 요구

하는 반면, 사회권은 일종의 급부권으로서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한

다.224) 예를 들어 자유권은 국가에게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헌법 제12조 1

항) 식의 소극적 의무를 부과한다. 국가가 소극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는

특별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권은 국

가에게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라.’(헌법 제34조

4항) 식의 적극적 의무를 부과한다. 국가가 이러한 적극적 의무를 실행하

기 위해서는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

223) 이 점이 하버마스가 롤스에게 제기하는 비판 가운데 하나이다. “절차주의적으로 기
안된 이러한 도덕이론 및 법이론은 롤스의 정의론과 비교할 때 더 겸손하면서도 동시
에 더 야심차다. 이 이론은 공적 이성 사용의 절차적 측면에 한정되고 법체계를 법적
제도화의 이념으로부터 도출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다. 이 이론은 더 많은 문제를 미
결상태로 남겨 둘 수 있다. 이 이론은 이성적 의견형성 및 의지형성의 과정에 더 많
은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롤스의 경우에는 비중이 달리 배분되어 있다. 정의로운
사회의 합의 가능한 이념을 전개하는 일이 철학에 유보된 반면, 시민들은 이 이념을
기존의 제도와 정치를 판단하는 정강정책으로 사용하는 꼴이다.”(용어를 일부 수정) 
EdA, p. 102. 이에 대한 롤스의 응답으로는 John Rawls(1993, 2005), Political 
Liberalism, 장동진 역(2016), 『정치적 자유주의』, 파주: 동명사, 강의IX를 보라. 하버
마스-롤스 논쟁의 전개 과정과 그 성과는 그 자체로 방대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요하
므로, 여기서는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철학자의 역할을 ‘겸손함’이라는 키워드로 요약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224) Robert Alexy(1994), pp. 509, 518-522, 580.



- 104 -

수준에 비추어 비교적 미진한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도 있다.225)

이와 같이 사회권의 보장 수준이 해당 국가의 우연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점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주문하는 것처럼 시민들

과 입법자들이 사회권과 여타 기본권의 제도화 순서 및 해당 시점에서 사

회권의 제도화 방향과 내용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도덕과 윤리의 구별 및 시민적 덕성의 문제

리처드 번스타인(Richard J. Bernstein)이 제기하는 실용주의적 비판은 하

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채택하는 도덕과 윤리의 구별 도식이

문제해결에 유용한 구별인지를 문제 삼는다.226) 번스타인에 따르면 하버마

스가 취하는 도덕과 윤리의 엄격한 구별은 논증대화이론을 통해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상을 구현하는 시도에 방해가 된다. 번스타인은 두 가지 요

점을 논증함으로써 이 구별의 문제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한다.

1) 민주적 에토스를 공유하지 않는 민주적 법치국가는 성공할 수 없다.

2) 도덕과 윤리의 엄격한 구별을 채택하는 이론은 (1)을 간과한다.

1)과 2)가 옳다면, 하버마스가 도덕과 윤리의 엄격한 구별을 고집하는 것

은 자충수이다. 그로 인해 민주적 법치국가의 비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1)부터 살펴보자. 번스타인은 민주적 에토스(democratic ethos)를

“어떻게 토론, 논쟁, 논증을 실천하는지의 조건을 형성하고 그에 영향을

225) 헌법재판소는 사회권의 적극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
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 가능한
재량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해서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바 있다. 헌법재
판소 1997.5.29. 94헌마33 결정.

226) Richard J. Bernstein(1998), “The Retrieval of the Democratic Ethos”, Habermas on Law 
and Democracy: Critical Exchanges, eds.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8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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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에토스”로 정의한다.227) 즉 민주적 에토스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심

의절차에서 진행하는 심의 및 논증대화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태도와 정신

을 말한다. 번스타인은 민주적 에토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존 듀이(John 

Dewey)를 인용한다.

듀이는 “논쟁, 토론, 설득”을 논하면서 그저 형식적인 의사소통 규칙을 언급

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으로 보면 민주적 논쟁은 경청하고, 반대

자의 의견을 평가하며, 소수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자신의 확신을 뒷받침하

는 논거를 성실하게 개발하며, 새로운 증거나 보다 나은 논거를 접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바꿀 용기를 가질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228)

여기서 열거된 민주적 에토스는 대표적인 시민적 덕성이다. 경청하기, 

반론을 평가하기, 소수 입장을 존중하기, 논거를 성실하게 제시하기, 보다

나은 논거를 접하면 기꺼이 입장을 수정하기 등. 시민들이 적정 수준의 민

주적 에토스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하버마스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비전으

로 제시한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적 권력 형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

다.229)

다음으로 2)를 살펴보자. 도덕과 윤리의 구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민

주적 에토스의 중요성을 흐려버리기 때문이다. 이 논점을 이해하기 위해

하버마스가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227) Richard J. Bernstein(1998), p. 290.
228) Richard J. Bernstein(1998), p. 291. 실제로 듀이는 민주적 에토스를 공공성 활성화와
연결한다. “논쟁, 토론, 설득의 방법과 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공성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런 개선이 본질적으로 탐구 및 탐구의 결과를 유
포시키는 과정을 자유롭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드는 데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 필요한 탐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사람이 지식과 기술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공통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지식의 함의를 판단할 수 있
는 능력이다.” John Dewey(1927, 2008), pp. 204-205.

229) 이와 유사한 비판을 제기하는 또 다른 실용주의자 매카시와 공화주의자 미첼만의
논의도 볼 것. Thomas McCarthy(1998), “Legitimacy and Diversity: Dialectical Reflections 
on Analytic Distinctions”, Habermas on Law and Democracy: Critical Exchanges, eds.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15-153; 
Frank I. Michelman(1998), “Family Quarrel”, Habermas on Law and Democracy: Critical 
Exchanges, eds. Michel Rosenfeld & Andrew Arat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0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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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규범과 법규범이 각각 분화되면서, 논증대화원리가 오직 도덕적 근거

만을 채택할 수 있는 보편화 원리와 도덕적 근거, 윤리적 근거, 실용적 근

거를 모두 끌어올 수 있는 민주주의 원리로 분리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여기서 도덕은 어떤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좋은가에 답한다. 

윤리는 내가 누구이며, 또 누구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

이란 무엇인가에 답한다.

예를 들어 내 꿈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꿈을 이루기 위해 당장

출판사에서 인턴을 할지 아니면 관련 전공을 대학에서 공부할지를 실용적

근거에서 결정하면 족하다.230) 그런데 애초에 꿈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면 우리는 보통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봐.” 등의 조

언을 할 것이다. 이러한 조언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우

리가 어떤 인격으로 존재하고 동시에 어떤 인격이고자 하는가”에 답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윤리를 고찰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해석학

적 자기이해의 전통은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데 특화되어 있다. 윤리적 문

제를 고찰하는 과정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상호주관적으로 공유하는 전통

및 역사와 떨어질 수 없다. “나에게 좋은 삶은 역시 우리에게 공통적인 생

활형식들과 접해 있다.”231)

그러나 단순히 좋은 삶의 문제, 자아의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복수 행위

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이에 따른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해야 하는 상

황도 있다. 이 경우에는 윤리가 아니라 도덕을 고찰해야 한다. 한 예로 갚

을 의사가 없으면서 타인을 기만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가 허용 가능한가

하는 물음은 자신의 인격을 깊이 이해하는 문제도 아니고, 공동체의 전통

과 역사를 참고하는 문제도 아니다. 그 대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준칙에 따라 행위하기를 모든 사람이 바랄 수 있는가”에 답한다. 하버마스

230) 이 사례는 EzD, pp. 127-129에서 가져왔다.
231) EzD, p. 130. 같은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으뜸가는 좋음을 가장 훌륭하
게 추구하는 공동체로 규정하면서, 국가가 시민의 미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Aristoteles(1957), Aristotelis Politica, 천병희 역(2013), 『정치학』, 파주: 
숲, pp. 15(1252a1), 157(1280b6). 괄호 안의 숫자는 Bekker판의 쪽수를 의미한다. 아리
스토텔레스주의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는 샌델은 개인의 인격 이해와 공동체의 관
계를 더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Michael J. Sandel(1998),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이양수 역(2012), 『정의의 한계』, 서울: 멜론, p.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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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대답은 “주관적 목적과 선호체계”에도, “성공한 좋

은 삶”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232) 이 제한 조건은 도덕적 문제

가 쟁점이 되는 정치적 논증대화를 수행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가 탈형이상학적 사유의 조건을 회피할 수 없기 때

문이다.233) 탈형이상학적 사유의 조건에서는 더 이상 종교적-형이상학적

세계상이 규범의 정당성을 보증할 수 없다. 도덕적 문제의 경우 “서로 경

합하는 이익과 가치정향을 헌법을 통해 해석되고 조형된 권리체계의 틀

안에서 보편화 검사에 부치는 논증대화”234)를 통해 해법을 논증하는 경로

만이 남는다.

이 지점이 번스타인이 표적으로 삼은 지점이다. 번스타인이 보기에 위와

같은 구별 도식에서 윤리는 한낱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문제로 수

축한다. 그 결과 민주적 법치국가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민주

적 에토스도 윤리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중요성이 평가절하된다. 민주적

에토스는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문제로 남겨두기에는 너무

나도 중대하다. 민주적 에토스가 뒷받침하는 민주적 법치국가만이 시민들

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건전하게 공적 자율성을 행사하여 의사소통적 권력

을 창출한다는 이상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과 윤리의 구별은 바

로 이 이상을 배반한다.

번스타인이 보기에 하버마스는 학문 여정 내내 칸트적 초월철학과 듀이

적 실용주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해왔다. 이제 번스타인은 듀이적 실용

주의의 편에 서서 하버마스에게 “모든 사회이론과 정치이론이 윤리적 지

지와 전제조건을 포함하기 마련이라는 실용주의적 통찰에 더 철저히 충

232) EzD, pp. 132-133.
233) 탈형이상학적 사유(nachmetaphysisches Denken)는 하버마스의 접근법을 설명하는 용
어이다. ND, pp. 43-70을 보라. 베인스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탈형이상학적 사유가 현
대 분석철학의 분과로 발전한 분석 형이상학을 겨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한다. Kenneth Baynes(2017), “Postmetaphysical Thinking”, The Habermas Handbook, 
eds. Hauke Brunkhorst et. al.,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71-74. 이런 점에서 하버마
스의 탈형이상학적 사유가 분석 형이상학을 거부한다는 인상을 주는 회슬레의 서술
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Vittorio Hösle(2013), Eine Geschichte der Deutschen 
Philosophie: Rückblick auf den Deutschen Geist, 이신철 역(2015), 『독일 철학사: 독일
정신은 존재하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pp. 400-401.

234) FG, p.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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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할 것을 권고한다.235)

구조상 1)과 2)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번스타인의 요점은 하버마스가 도

덕과 윤리를 융통성 없이 구별한 결과, 민주적 에토스의 중요성을 적절하

게 고려하는 이론 구성을 소홀히 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비판을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버마스가 민주적 에토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하버마스는 1)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이원화된 심의정치는 일정

한 민주적 에토스를 명백히 전제한다.

심의정치는, 그것이 제도화된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의 공식적 절차에 따라 이

루어지든 비공식적으로 정치적 공론의 네트워크 속에서만 이루어지든 간에, 

그것에 우호적인(entgegenkommenden) 합리화된 생활세계의 맥락과 내적 관계

를 갖고 있다. 생활세계의 자원들은 상당정도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산출되

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체계가 직접적 개입의 방식으로는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데, 다름아니라 심의과정을 통해 걸러지는 정치적 의사소통은 이러한 생

활세계의 자원들에, 그러니까 자유로운 정치문화와 계몽된 정치적 사회화, 

그리고 무엇보다 의견을 형성하는 결사체들의 주도적 발의에 의존한다.236)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심의정치의 성공은 “자유로운 정치문화와

계몽된 정치적 사회화, 그리고 무엇보다 의견을 형성하는 결사체들의 주도

적 발의”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사회의 정치문화가 억압적 권위주

의에 지배되어 자유롭지 않거나, 가정·학교·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화가 적정 수준으로 계몽되지 않았거나, 시민사회의 결사체들

이 태생적으로 민감성이 떨어지는 중심부에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자발

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원화된 심의정치는 실패한다. 이원화된 심의

235) Richard J. Bernstein(1998), pp. 289-290. 번스타인은 오랫동안 하버마스의 작업에 개
입하며 잔존한 칸트적 유산을 탈초월화(Detranszendentalisierung)하라고 제안해왔다. 이
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Richard J. Bernstein(1983), Beyond Objectivism and 
Relativism: Science, Hermeneutics, and Praxis, 황설중 외 2인 역(2017), 『객관주의와 상
대주의를 넘어서』, 서울: 철학과현실사, pp. 347-348; Richard J. Bernstein(2010), pp. 
168-199.

236) FG, p. 4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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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패한다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법의 정당성을 창출하는 의사소

통적 권력 형성도 실패한다. 따라서 민주적 법치국가도 실패한다.

하버마스가 명시적으로 (번스타인 식으로) 민주적 에토스 혹은 (하버마

스 식으로) 우호적인 합리화된 생활세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1)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논박하는 쟁점이 될 수 없다.237)

게다가 위 논거로 2)의 위력도 반감된다. 2)의 핵심은 하버마스가 도덕과

윤리를 너무 엄격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민주적 에토스의 필요성을 이론적

으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이원화된 심의정치

구상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민주적 에토스에 상응하는 합리화된

생활세계를 제시하였으므로, 도덕과 윤리의 구별이 엄격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민주적 에토스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혐의

를 벗는 셈이다.238)

물론 번스타인의 편에서 합리화된 생활세계를 언급하는 것이 민주적 에

토스로 집약되는 시민적 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의문

을 품을 수 있다. 하버마스가 제도화 테제를 논증하는 데 할애한 노력과

비교할 때, 민주적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시민적 덕성의 목록, 비중, 교육

방법 등을 논의한 대목은 확실히 약소하다.239) 하버마스 스스로 민주적 법

치국가의 성공 조건으로 합리화된 생활세계의 자원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러한 자원에 해당하는 시민적 덕성의 내용, 혹은 시민의 역량을 구

체화하는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이 갖춰

야 할 역량을 논의함으로써 제도화 테제를 보충해야 한다.

237) EdA, pp. 311-313.
238) 하버마스가 민주적 에토스의 중요성을 통찰하지 못했다는 번스타인의 비판과 별개
로, 도덕과 윤리의 구별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중요하다. 같은 글에서 번스타인은
규범과 가치의 구별에도 유사한 취지의 비판을 가한다. 하버마스에게 규범과 가치의
구별은 일차적으로 기본권 논증에 동원되는 논거 유형에 적용된다. 실용주의적 관점
에서 보면, 규범과 가치의 구별은 실천적 문제해결에 유용한 경우에만 타당한 구별이
다. 기본권 논증의 맥락에서 이러한 유용성을 입증한 연구로 이민열(2017)을 보라.

239)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시민적 덕성을 직접 논의한 대목으로는 FG, pp. 189-190. 
그 외에 고전적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성 논의를 비판하고 제도화 테제를 강조한 대목
으로는 FG, pp. 374-375, 403-404, 456-457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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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시민교육적 적용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재구성하고, 이 이론에 제기된 비판과 그 응답

을 논함으로써 이 이론을 시민교육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작업이 이

루어졌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시민교육에 적용하려면 이러한 기초 작

업을 시민교육의 목표 및 제반 조건과 연결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지금까

지 재구성한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개념적 자원을 시민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1. 규범적 논증 역량의 교육 방향 설정

규범적 논증 역량은 도덕교육에서 중점적으로 길러주어야 하는 핵심 역

량이다. 규범적 논증 역량을 충분히 함양하지 않은 학습자는 장래에 합당

한 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시민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선호를 타

인에게 투사하거나 감정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시민이 될 것이다. 도덕교

육이 후자의 시민이 아니라 전자의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

견이 없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학습자가 첨예한 쟁점에서 합당한 논증을

구사함으로써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규범적 논증 역량을 교

육할 필요가 있다.

<표 4>는 규범적 논증과 관련이 깊은 시민의 능력을 규정한 대표 사례

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각의 규정은 그 외연에서 적잖은 차이가 있으나, 

규범적 논증 역량의 발현 양상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분명

한 예로,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인 도덕적 사고 능력은

규범적 논증 역량을 포함한다. 일상에서 접하는 도덕적 문제를 주제로 타

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규범적 논

증을 평가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쿠퍼(John W. Cooper)가

말한, 상충하는 의견이 있을 때 분별 있는 판단을 내리는 능력 역시 규범

적 논증과 관련이 깊은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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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퍼

(John W. Cooper)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을 때 분별 있는 판단을 내리는

능력240)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일상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인식하고 도덕적 판단 및 추

론의 탐구 과정을 거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

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 능력241)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사태를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 및 자신

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242)

박재창

단지 민주적인 윤리나 덕성을 훈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 제시, 옹호, 보호하는 정치적 행위

능력243)

표 4 규범적 논증 역량과 관련된 시민의 능력

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규범적 논증 역량은 크게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소극적 측면으로, 다른 시민이 제기한 규범적 논증을 올바르게 평

가하는 역량을 포함한다. 이를 규범적 논증 평가 역량으로 칭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 측면으로, 스스로 합당한 논거를 들어 규범적 논증을

수행하는 역량을 포함한다. 이를 규범적 논증 수행 역량으로 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규범적 논증 역량을 이해할 때,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규범

적 논증 역량 교육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진다. 우선 민주

적 법치국가 이론이 규범적 논증 역량을 갖춘 시민을 암묵적으로 전제·요

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하버마스가 확실히 강조하지

않은 점을 명료화하는 동시에 규범적 논증 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는 강력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i). 나아가 하버마스의 이론이 보다 실용

적인 공헌도 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즉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서

규범적 논증 역량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자원을 발굴

240) John W. Cooper(1994), “Can Schools and Colleges Help Restore Citizenship?”, eds. 
John W. Cooper & Don. E. Eberly, Building a Community of Citizens: Civil Society in 
the 21st century, London: The Commonwealth Foundation, p. 133-147, 141.

24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도덕과 교육과정』, p. 3.
24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사회과 교육과정』, p. 3.
243) 박재창 & B. J. 젤리거 편(2007), 『민주시민교육의 전략과 과제』, 서울: 오름,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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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ii).

(i) 앞서 번스타인이 제기한 비판을 상기해보자. 번스타인에 따르면 하버

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민주적 에토스로 요약되는 시민적 덕성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한다. 이에 대한 하버마스의 응답은 이미 『사실성과 타

당성』에서 자유로운 정치문화, 계몽된 정치적 사회화, 의견을 형성하는

결사체들의 주도적 발의를 아우르는 합리화된 생활세계에 의존한다는 점

을 밝혔다는 것이다.244)

이 응답으로 번스타인의 비판을 물리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적으

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까닭은 실상 하버마스가 암묵적으로는 특

정한 시민의 역량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관련 요구 사항과 실현 방안을 명

시적으로 구체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규범적 논증 역량이 그러한 시민의 역량에 해당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적 이상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적정 수준의 규범적 논증 역량을 갖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귀류법으로 논증할 수 있다. 만약 규

범적 논증 역량이 없는 시민들만이 심의에 참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

면 최악의 경우 심의는 합당한 근거를 주고받는 논증대화의 과정이 아니

라 기만, 강요, 폭력, 비논리 등 비합리적 결정이 지배하는 과정이 될 것이

다. 최선의 경우 심의는 법과 정책의 타당성을 논증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오직 법과 정책이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만을 따지는 선호 집

약의 과정으로 퇴행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민주적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심의정치의 지향점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상을 실현

하려면 적정 수준의 규범적 논증 역량이 있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하버마스가 명시적으로 규범적 논증 역량을 언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시민의 역량을 상세히 논의한 바가 없으므로, 이 요건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단지 암묵적으로만 전제한 요구 사항이다. 그러나 역으로 하버마스

의 이론에서 이 요건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사소통적 권력은 정치권력의 행사를 통제하는 근거임과 동시에 권리의

244) FG, p.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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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헌법으로 구체화하는 핵심 원천이며, 심의정치는 그러한 의사소통

적 권력을 창출하는 핵심 제도이다. 이런 이유로 심의정치를 실현하는 두

가지 후속 과제가 잇따른다. 첫째, 이원화된 심의절차의 제도 디자인을 구

상하고, 둘째, 배경 조건으로서 자유로운 정치문화, 계몽된 정치적 사회화, 

결사체들의 주도적 발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기서 다소 막연했던 둘째

방안은 규범적 논증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방법을 통해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다. 특히 배경 조건 중 계몽된 정치적 사회화를 위해서는 비

합리적 수단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범적 논증에 기초하여 심의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이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결사체들의 주

도적 발의를 활성화하려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정치적 의견을 규범적

논증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규범적 논증 역

량의 필요성은 적정 수준의 규범적 논증 역량을 갖춘 시민들의 참여가 민

주적 법치국가의 심의절차가 온전히 작동하는 데 요구되는 조건이라는 점

에서 정당화된다.

(ii) 그렇다면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규범적 논증 역량의 필요성을 뒷

받침하는 것을 넘어 보다 실용적인 공헌도 할 수 있는가? 이 이론이 규범

적 논증 역량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하는 까다로운 문제에 일정한 방

향을 가르쳐준다면,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강력하고 창의적인 규범적 논증의 망으로 이루

어져 있으므로 규범적 논증 역량 교육에 유용한 모티프를 얻기에 적합하

다. 논증대화원리가 그 예이다. 논증대화원리에 따르면 “가능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행위규범만 타

당하다.”245) 논증대화원리는 특정 사회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존하지 않고

논증적으로 규범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달리 대안을 찾기 어려운 근본

원리이다. 이를테면 롤스가 『정의론』에서 정의의 원칙을 논증하기 위해

도입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도 논증대화원리를 구현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246)

245) FG, p. 161(138).
246) John Rawls(1999), p. 45를 보라. 단 원초적 입장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정
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데 특화된 사고실험 장치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경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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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대화원리는 특정한 종교적-형이상학적 전통에 의존할 수 없는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호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범용

성이 있다. 시민들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발생하는 규범적 쟁점을 두고

다른 시민과의 의견 불일치를 겪는다. 이때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특

정한 종교관·인생관·세계관 등을 근거로 드는 방식으로는 성공적인 논증을

개진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논증을 수신한 다른 시민은, 어렵지 않게 “나

는 그 종교·인생관·세계관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함으로써 타당성 주

장을 합당하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은 다음과 같

이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나의 주장이 각자가 지지하는 종교·인생관·세계

관에 관계없이 합당한 시민이라면 동의할 수 있는 규범에 기초하고 있는

가?” 이 물음을 던지는 시민은 이미 논증대화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

다.

이 점은 특정한 종교·인생관·세계관에 호소하지 않고도 학습자를 규범적

논증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시민교육에서 주목할 부분이

다. 그러나 시민교육에서 논증대화원리를 규범적 논증 역량 교육에 활용하

려면 고도의 추상성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규범이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범인지를 판정하는 기준

과 절차는 무엇인가? 이 물음의 답은 논증대화원리를 적용하는 내용 요소

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규범적 논증 일반론을 가르치는 방

식으로 규범적 논증 역량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규범적 논증 역량 교육은 가능하면 특정

한 내용 요소를 주제로 삼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규범적 논증 역량 교

육의 구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를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인 규범적 논증 역량 교육 방향을 3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표

5>는 3단계로 설정된 규범적 논증 역량 교육의 실행 절차와 그 사례를 도

식화한 것이다.

인 법·정책을 정당화할 때 논증대화원리와 법형식이 결합한 민주주의 원리에 호소하
듯이, 롤스의 경우 정의의 원칙을 추론할 때 논증대화원리가 도덕적 인간관, 무지의
베일, 상호 무관심성 등의 제약 조건과 결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15 -

단계 방법 사례

1단계

규범적 논증 역량

교수·학습에 적합

한 영역 선정

- 중학교 『도덕 1』 “인권의 도덕적 의미” 
단원의 ‘인권의 핵심 가치’를 선정

☞ 보편적 인권의 논증적 정당화 작업은

규범적 논증 역량을 다루기에 적합

2단계

선정된 영역에서

논증대화원리를

적용하는 기준과

절차 수립

- 인권의 개념을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

정해야 하는 평등한 자유의 권리”로 정의

- 논증대화원리의 적용 질문을 “이 상황은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정해야 하는 평

등한 자유의 권리에 비추어 정당한가?”로
설정

3단계

해당 기준과 절차

를 효과적으로 교

수·학습할 수 있

는 모형, 활동, 평
가 방안 구상

- 주어진 상황이 인권 침해 상황인지를 판정

하여, 인권 침해에 해당할 경우 학습자가

‘아니요’라고 외치는 교수·학습 활동으로

구성

☞ “남성만 사생활이 있고, 여성은 사생활

이 없는 상황”과 같은 사례를 주고 왜 ‘아
니요’라고 답했는지 논증하도록 지도

표 5 규범적 논증 역량 교육의 3단계 진행 흐름

1단계. 주제 영역 중에서 규범적 논증 역량을 교수·학습하기에 적합한

영역을 선정한다. 도덕과의 모든 내용 요소가 규범적 논증 역량을 목표 역

량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가령 중학교 『도덕 1』 “참된 우정이란 무엇인

가?” 내용 요소는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친구 간 갈등을 해결하

는 자세를 다루는 부분으로, 규범적 논증 역량보다는 도덕적 의사소통 능

력 중에서도 ‘공감 및 경청하기 능력’이 목표 역량에 가깝다.247) 반면 “정

의란 무엇인가?” 내용 요소는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과 공정한 경쟁의 조건

등을 다루는 부분으로, 다른 역량보다도 규범적 논증 역량을 목표로 삼을

만하다. 1단계는 두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교육과정 수준에서

적합한 단원과 내용 요소의 기능으로 규범적 논증 역량을 명시한다. 그리

고 교육과정 재구성 수준에서 교사가 규범적 논증 역량을 교수·학습하는

247)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도덕과 교육과정』,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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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요소를 탐색한다. 전자의 수준에서 규범

적 논증 역량을 명시하지 않은 내용 요소더라도, 교사의 판단하에 규범적

논증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조직할 수 있다.

2단계. 규범적 논증 역량을 교수·학습하기에 적합하다고 선정된 영역에

서 논증대화원리를 적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논증대화원리는 탈관

습적 규범 정당화의 필요조건만을 명시하는 최소주의적 원리이다. 이로 인

해 개별 내용 요소에서 논증대화원리를 적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

로 기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보 사회와 윤

리” 내용 요소 중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다룰 때와 중학

교 『도덕 2』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용 요소 중 폭력이

비도덕적인 이유를 다룰 때는 가치 관계의 범위, 주로 관여하는 규범의 성

격이 상이하므로, 논증대화원리의 적용 기준 및 절차를 달리 구성하는 것

이 적절하다. 전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다루므로 법규범이

관여하는 경향이 강하고, 후자는 특히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폭

력 문제를 다루므로 대체로 도덕규범이 관여한다.

3단계. 해당 기준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수업 모형, 

세부 활동, 평가 방안을 구성한다. 다른 역량과 마찬가지로 규범적 논증 역

량을 교수·학습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토의·토

론,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게임 모형 등을 내용 요소와 발달 수준을 고

려하여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지, 정서, 행동의 전통적인 구분

에 따를 때, 규범적 논증 역량은 인지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

다.248) 그러므로 전통적인 방식의 연습 문제 풀이와 서·논술 활동도 규범

적 논증 역량을 신장할 수 있다. 연습 문제 풀이는 규범적 논증에 필요한

기초적인 연역 논증과 각종 논리적 오류를 학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형식논리학의 규칙을 학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다

양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함께 서·논

248) 레스트(James R. Rest)의 4구성요소 모델을 따르면 규범적 논증 역량은 도덕적 추론
을 통해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행위 경로”를 탐색하는 2요소에 속한다. James R. 
Rest(1982), “A Psychologist Looks at the Teaching of Ethics”, The Hastings Center 
Report, Vol. 12, No. 1, pp. 29-36, 31.



- 117 -

술 활동은 학습자가 규범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교수·학습·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 단계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자. 1단계로 교사는 중학교 1

학년을 대상으로 『도덕 1』 “인권의 도덕적 의미” 단원에서 ‘인권의 핵심

가치’를 주제 영역으로 선정한다. 교과서는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

다.”를 인용하면서 인권의 핵심 가치를 자유와 평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사는 인권의 핵심 가치를 단순히 주입하는 대신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

을 정당화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실시하고자 한다. 보편적 인

권을 논증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규범적 논증 역량이 깊이 작용하는 대

목이므로, 이 내용 요소를 규범적 논증 역량을 교수·학습할 영역으로 선정

한 것이다.

2단계로 교사는 인권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논증

대화원리를 적용하는 질문을 구성한다. 우선 교사는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를 참고하여 인권의 개념을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정해야 하는 평등한

자유의 권리”로 규정한다. 문언상 이 정의는 이미 자유와 평등을 반영한

다. 그리고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활용한 상호주관적 권리

개념도 포괄한다. 이 정의를 통해 논증대화원리를 적용하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 상황은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정해야 하는 평

등한 자유의 권리에 비추어 정당한가?” 가능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합리

적 논증대화의 참여자로서 동의할 수 있어야만 규범이 정당하다는 논증대

화원리의 통찰은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정해야 하는”이라는 조건에 반

영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위 적용 질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논증대화원

리를 활용하게 된다.

3단계로 교사는 구체적인 활동을 조직한다. 이 활동을 ‘아니요’ 게임이

라 하자. ‘아니요’(No/Nein) 게임은 몇 가지 상황을 주고 각 상황이 인권 침

해 상황인지를 판정하여, 인권 침해에 해당할 경우 ‘아니요’라고 외치는

간단한 게임 활동이다. 대상 학습자가 중학교 1학년인 점을 감안하여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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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명백한 상황부터 시작한다. 한 예로 “남성만 사생활이 있고, 여성

은 사생활이 없는 상황”을 제시할 경우 학습자는 쉽게 ‘아니요’ 혹은 (취향

에 따라) No나 Nein을 외칠 것이다. 2단계에서 정한 논증대화원리의 적용

질문은 여기서 개입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왜 ‘아니요’라고 답했는지 묻고, 

몇 가지 답을 들은 다음 적용 질문을 이용하여 해설한다.

우리는 앞서 인권을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정해야 하는, 평등한 자유의 

권리로 이해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남성만 사생활이 있고, 여성은 사생활이 

없는 상황을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잘 답했듯이 이는 결코 평등한 

자유의 권리가 지켜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구는 사생활

이 있고, 누구는 사생활이 없는 것은 명백히 불평등한 자유를 누리는 상황이

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여성들은 물론이고 남성들도 인정할 수는 없습

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인권 침해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선 학습자가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다음 적용 질

문을 사용하여 규범적 논증을 수행하도록 지도할 경우 두 가지 학습 효과

가 기대된다. 첫째, 규범적 논증 평가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향후 학습자는

일상생활에서 특정 행위나 상황의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같은 행위나 상황을 두고 다른 시민이 내린 판단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

다. 위 활동을 통해 논증대화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한 학습자는 다

른 시민이 제시한 규범적 논증이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거를 갖춘 셈이다. 둘째, 규범적 논증 수행 역량을 기

를 수 있다. 학습자는 적어도 명백한 사례(clear-cut cases)를 접할 때 직관

적으로 결정한 인권 침해 여부를 논증적으로 정당화하는 절차를 학습하게

된다. 물론 좀 더 복잡한 사례(hard cases)를 다룰 때는 이처럼 간소한 절차

만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명백한 사례 해결 능력을 먼저 기르고 복잡한 사례 해결 능력을 점차 계발

해주는 방향을 취한다면, 명백한 사례를 먼저 다루는 것이 학습 위계상 적

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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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은 규범적 논증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이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요구함과

동시에 도덕교육의 틀로 구현할 수 있는 개념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탈관습적 규범 정당화의 필요조건만을 최소주의적으로 기술하는

논증대화원리는 규범적 논증 역량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개

념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규범적 논증 역량 교육의 방향은 논증대화원리를

각 상황과 주제 영역에서 적용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있다.

2. 심의민주주의 관련 도덕과 교과서 서술의 개선

1990년대 이래 심의민주주의는 기존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민주주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249) 도덕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심의민주주

의를 다른 민주주의 모델과 함께 유망한 민주주의 모델로서 도덕과 교육

과정에 포함하였다.250) 이는 적절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도덕교육은

현존하는 선호집약 민주주의를 유일한 민주주의 모델로 받아들이는 대신, 

보다 개선된 민주주의 모델을 탐색하는 과제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덕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심의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른 모델

과 견주어볼 수 있어야만 그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심의민주주의 관련 도덕과 교과서 서술의 정확성과 엄

밀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등 도덕과 교육과정을 통틀어 민주주의 모델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

는 교과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이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윤리와 사상』 ‘사회사상’ 영역의 민주주의 관련 내용을 <표 6>와 같이

제시한다.

249) John S. Dryzek(2002),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1; 장동진(2012), pp. 9-11.

250) 교육과정에 심의민주주의가 명시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다. 해당 교육과정에서 심의민주주의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민주주의와 참여’
에서 “민주주의(대의, 참여, 절차, 심의 민주주의)의 특징과 시민 윤리”의 내용 요소
중 하나이다. 교육부 고시 제2007-79호, 『도덕과 교육과정』,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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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지식

근대의 민주주의 사상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지향하며 현

대사회에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

고 있다.

내용 요소

4.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➀ 근대 민주주의의 지향과 자유민주주의
➁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 및 시민의 소통과 유대

기능

·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성찰하기

·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정당화하기

· 도덕적 사회 건설방안 제시하기

성취 기준

[12윤사04-04]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 사상

들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

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표 6 2015 개정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의 민주주의 관련 내용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이 상정하는 단원 학

습목표는 학습자가 민주주의의 규범적 특징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사회에

서 살아가는 시민의 자세를 둘러싼 여러 입장을 토론하는 것이다. 일반화

된 지식에서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대

변하는 민주주의 모델로 심의민주주의를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모델을 제

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가 각각의 모델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

판·성찰”하거나 “설명·정당화”하고, 궁극적으로 “도덕적 사회 건설방안”을

디자인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학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한 가지 전제조건은, 학습자가 각

민주주의 모델의 특징을 명료히 이해하고 서로의 장단점, 실현 방안을 구

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 민주주의 모델을

올바르게 비교·대조하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

해당 단원에서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모델인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등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는 여러 민주주의

모델을 비교·대조하는 역량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민주주의 모델이 언뜻 구별되는 듯하면서도, 각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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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핵심 원리와 실현 방안에서 일정한 개념적 혼동이 발생할 우려

가 있다. 예를 들어 “심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심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는 똑같이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데, 두 모델의 진정한 차이는 무엇인가?” 학습자가 이러한 질문에 올바르

게 답하지 못한다면 위에서 논한 학습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하버마스의 이원화된 심의정치는 다른 민주주의 모델과 구별되는 심의

민주주의의 특색을 확연히 보여주는 이론으로, 심의민주주의에 관한 도덕

과 교과서 서술을 개선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251) 도덕과 교과서가 심의

민주주의 개념을 명료하게 서술할수록 대표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올바르

게 비교·대조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목적하에 심의민주주의를 순서대

로 대의민주주의(i), 참여민주주의(ii)와 비교·대조해보자.

(i) 심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간단하게 말해서 심

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심의 요소를 첨가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모델이다. 따라서 심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

려 대의민주주의를 전제한다. 하버마스는 이 점을 분명하게 진술한다.

자율적 공론장의 보장이라는 원리와 복수정당의 원칙이 첨가되어 대의원리

와 결합할 때 비로소 국민주권 원리의 내용이 완전해진다.252)

대의원리란 심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대표 기구인 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모든 시민이 한 공간에서 직접적이고 단순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심의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표 기구가 필요하다. 이

점은 이원화된 심의정치의 구도를 상기해보아도 명백하다. 이원화된 심의

정치는 정당화의 맥락을 담당하는 의회와 발견의 맥락을 담당하는 공론장

의 협업 구조로 이루어진다. 비록 하버마스가 전통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251) 심의민주주의는 하버마스의 심의정치 외에도 다양한 모델이 있다. 본 연구는 민주
적 법치국가 이론의 구도에서 심층적으로 제시된 하버마스의 심의정치가 심의민주주
의와 다른 민주주의 모델을 구별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잠정적 판단을 따른
다. 이는 하버마스의 심의정치가 가장 유망하고 정교한 심의민주주의 모델이라는 강
한 주장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여타 심의민주주의 모델에 관해서는 장동진(2012)을 보
라.

252) FG, p. 23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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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체계적 관점

에서 보면 의회와 공론장은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업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이원화된 심의정치는 대의민주주의를 확고히 전제하면서, 기존 대

의민주주의가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는 심의민주주의 모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가 유의미한 것은 종종 심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

체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교과서 서술을 보

자.

심의 민주주의란 주어진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대의제와 달리 동등

한 기회와 지위를 가진 구성원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함으로써 

집단적 의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253)

여기서 “주어진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대의제와 달리”라는 표현

은 다소 오도하는 설명이다.254) 왜냐하면 심의민주주의도 심의 끝에 주어

진 대안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대의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모델을 올바르게 비교·대조하는 역량을 길러준다는 해당 단원의 학습목표

에 비추어 볼 때, 이 설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원화된 심의정치로 표현되는 심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위 설명의 원본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교정하면 다음과 같다.

심의 민주주의란 주어진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대의제와, 동등한 기

회와 지위를 가진 구성원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함으로써 집단

적 의사를 만들어 가는 제도를 결합한 것이다.

(ii) 심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참여민주주의와 달

리 심의민주주의는 제도화된 절차에서 산출되는 논거의 질을 중시한다. 따

253) 김선욱 외 7인(2014), 『윤리와 사상』, 서울: 금성출판사, p. 239.
254) 국내 연구에서도 심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상호 대립하는 관계로 설명한 사
례가 있다. 유명철(2005), 「심의민주주의와 구성주의: 인지적인 면에서의 관련성」, 
『중등교육연구』, 제53권, 제2호, pp. 261-276, 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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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심의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가 상정하는 시민의 ‘참여’가 양적으로

많아진다고 해서 심의가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다. 하버마스는 이 점을 제

도화 테제로 명료하게 보여준다.

논증대화이론에 의하면, 심의정치의 활성화는 집합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시

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심의와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공적 의

견 사이의 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의사소통 전제의 제도화에 달려 있

다.255)

“집합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시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표현은

양적으로 시민의 정치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곧바로 심의정치의 활성화로

보는 해석을 부인하는 것이다. 심의정치의 활성화는 직접적으로는 공식적

기구인 의회와 비공식적 공간인 공론장 사이를 순환하는 의사소통 흐름을

제도화하는 과제와 이어지며, 배경적으로는 자유로운 정치문화와 계몽된

정치적 사회화, 의견을 형성하는 결사체들의 주도적 발의에 의존한다.256) 

예를 들어 정치인의 스캔들에 분노한 시민들이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집단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심의정치가 성공했다고 보기 어

렵다.

이러한 대조가 유의미한 것은 심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혼동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257) 민주주의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자치의 정치 양식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

여, 심의민주주의가 참여와 토론을 강조하는 대안적인 민주주의 모델이라

고 설명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258) 이 설명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

다. 그러나 교사가 위와 같이 설명할 경우 학습자는 심의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차이를 올바르게 학습하지 못한다. 심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

255) FG, p. 400(361-362).
256) FG, p. 405.
257) 김주성은 적잖은 학자들이 “개념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고 선언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심의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로 이해”한다고 지적한다. 김주성(2008), 「심의민주주의
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제4호, pp. 5-32, 7.

258) 설한(2005), 「민주주의, 토의, 정당성」,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제1호, pp. 
45-68,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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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모두 나름대로 참여와 토론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여와

토론을 중시하는지의 여부는 두 모델의 구별 기준이 아니다.

심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구별 기준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

로 산출되는 논거의 질을 명시적으로 중시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논거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제도화를 중시하는가에 있다. 하버마스가 말하

는 심의는 논증대화로 이루어진다. 논증대화는 문제시된 타당성 주장을 주

제화하여 가설적 태도에서 해명하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반성적 형식이다. 

그러므로 논증대화는 기만·폭력·강요와 더불어 감정적 설득·화려한 수사로

점철된 비합리적 설득이 아니라, “보다 나은 논증의 강제 없는 강제력”259)

이 지배하는 것을 전제하고 또 이러한 전제의 실현을 명시적 목표로 삼는

다. 요컨대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곧 논증대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심의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시민의 참여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양질의 논거를 교환하며 보다 나은 논증으로 향하는 논증대화적

과정을 의미한다. 양질의 논거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는 자연적으로 형성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하버마스는 논거 교환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

하도록 이원화된 심의절차의 제도화를 역설한다. 심의절차의 제도화는 시

민들이 훌륭한 논거를 들어 정치적 쟁점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구속력 있는 제도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참여의 질은 곧 논거의 질이다. 심의민

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와 달리 참여 그 자체가 아니라 질 좋은 참여, 즉

질 좋은 논거를 산출할 수 있는 참여를 중시한다.260) 이를 기준으로 다음

과 같은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자.

심의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에서 시민이 사회적 쟁점을 깊이 있게 토론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를 지닌 

시민, 공직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민주적인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사

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권력이나 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심의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 누려야 하고, 토

259) WR, pp. 66-67.
260) David Held(2006), pp. 44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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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숙고를 통해 자신의 선호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261)

위 서술은 참여민주주의와 선명하게 대비할 목적으로 ‘참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일관되게 ‘심의’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인다. 대비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쟁점을 깊이 있게 토론하고 심의하는 과정”의 의

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특히 시민이 수행하는 토론과 심의

의 과정은 결국 훌륭한 논거를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원본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위 서술을 교정하면 다음과 같다.

심의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에서 시민이 사회적 쟁점의 타당성을 주제로 양

질의 논거를 주고받으며 심의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와 정치적 견해를 지닌 시민, 공직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이는 심의 과

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권력이나 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심의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

와 지위를 누려야 하고, 토론과 숙고를 통해 자신의 선호를 수정할 수 있어

야 한다.

결론적으로 심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직접 대체하지 않으며, 참

여 그 자체만을 중시하는 참여민주주의와 구별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민주

적 법치국가의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각 민주주의 모델의 특징과 상호 관

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 대비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

록 교과서 서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시민상 구체화

도덕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도덕

교육이 목표로 하는 좋은 시민의 모습을 설정하는 문제는 곧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의 시민상을 구체화하는 문제이기도 하다.262) 2015 개정 도덕과

261) 변순용 외 10인(2019b),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천재교과서, p. 192.
262) 시민상은 시민 개념(a concept of the citizen)보다는 시민관(a concep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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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중첩된 인간상을 지

향한다고 하면서 좋은 시민을 ‘정의로운 시민’으로 구체화한다.263) 그러나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좋은 시민을 ‘정의로운 시민’으로 바꾸어 표

현했을 뿐, ‘정의로운 시민’의 의미를 충분히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향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시민상을 구체화하는 과제는 미결

문제로 남아 있다.264)

이 과제를 수행하려면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시민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체화된 시민상은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의 시민

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시민상을 재설정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관건은 어떤 이론이 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은 그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아래

에서는 도덕과 교육과정이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

하는 자율적 시민상’의 측면을 좀 더 부각해야 한다는 점을 보인다. 먼저

자율성의 이념에 기대어 민주적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시민상을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율적 시민상’으로 명료화한다

(i). 다음으로 이 시민상을 준거로 삼아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이 자율적 시

민상의 측면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으며, 향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이 측면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함을 제안한다(ii).

(i)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상은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율적 시민상’이다. 이 시민상을 세부 요소로 분해하여 의미를

분명히 해보자. 우선 이 시민상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 전제인 자율성

citizen)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 정치 공동체에 속하며 그에 따른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람’이라는 시민 개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배경이 되는 정치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의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최선의 해석인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견은 상이한 시민관으로 표출된다. 도덕과 교육과정이 자유주의적 시
민을 길러내야 하는가, 공화주의적 시민을 길러내야 하는가를 논쟁할 때 쟁점은 시민
개념이 아니라 시민관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의 시민상 논의는 시민 개념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시민관에 관한 논쟁에 개입한다. 개념(concept)과 관점(conception)의 구
별에 관해서는 John Rawls(1999), p. 38을 보라.

26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도덕과 교육과정』, p. 3.
264) 이러한 지적에 관해서는 김혜진(2020), 「도덕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서 비교
연구: 2015 개정 도덕과와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제67호, 
pp. 153-179, 172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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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념(Idee der Autonomie)에서 추출한 것이다.265) 자율성의 이념에 따르

면 “시민들은 법의 수신자로 법에 종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항상 자신을

그 법의 저자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266) 자율성의 이념은 민주적 법

치국가의 시민상에서 ‘자율적 시민’의 의미를 분명히 해준다. 시민들이 정

치 공동체에서 법의 수신자이자 저자로서 살아가려면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자율성이 필수적이다. 시민들은 국가, 공동체, 타인

이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는 사적 삶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적 자율성을 향유한다. 또한 시민들은 권리의 체계를 조형하고

정치 공동체의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 입법절차에 참여할 정치적

자율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공적 자율성을 향유한다. 즉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누린다는 점에서 자율적 시민이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상에서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하는’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권리의 체계의 정당화 논증과 동근원성

테제를 참고해야 한다. ‘평등한 자유’(gleiche Freiheit)의 의미는 권리의 체

계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바 있다. 평등한 자유는 모든 시민이 서

로에게 인정해야만 하는 권리의 체계에 비추어 보장받는 자유를 뜻한다. 

이 자유는 모든 시민이 서로에게 인정해야만 하는 권리의 체계에 근거하

므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아무런 정당화 없이 더 많은 자유를 누

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만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정치질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가는

특정 집단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합당한 논거가 될 수 없

기 때문이다. 오직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보장받는 자유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한 하버마스는 평등한 자유의 개념을 빌려 권리의 체계

의 첫 번째 권리 범주를 정식화한다. 권리의 체계의 첫 번째 권리 범주는

“가능한 최대의 평등한 주관적 행위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으로 자

265) 하버마스는 자율성의 이념이 자신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간직한 거의 유일한
“도그마적 핵심”이라고 말한다. “확실히 이러한 이해방식〔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
도 법치국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그마적(dogmatischen) 핵심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율성의 이념이다.” FG, p. 586(537).

266) FG, p. 589(4: 663, 영: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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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조형으로부터 생겨나는 기본권”이다.267) Ⅲ-1-4에서 재구성했듯이, 

이 범주는 ‘불평등한 권리의 체계’, ‘과도하게 확장된 권리의 체계’, ‘잉여

적 권리의 체계’와 비교할 때 합리적 논증대화의 참여자가 동의할 수 있는

권리의 체계에 속한다.

권리의 체계의 첫 번째 권리 범주가 함축하는 바는 동근원성 테제와 결

합하여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하는’의 의미를 선명

하게 드러내준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권리의 체계는 각각의 법 공동체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으로 구체화된다. 애초에 권리의 체계는 실제 헌법

모델들로부터 역으로 재구성된 산물이기에, 현존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은 첫 번째 권리 범주가 말하는 평등한 자유의 개념을 적어도 명문상

으로는 훌륭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 “일부 국민만이 신체

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 않는다.268) 그렇다면 헌법에 평등한 자

유의 개념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동근원성 테제는 평등한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논제이다. 동근원성 테제에 의하면,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은 서로를 전제하고 서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똑같이

근원적이다. 한편으로 개인이 공적 자율성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

건은, 국가, 공동체, 타인이 임의로 침해할 수 없는 보호 영역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적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은 공적 자율

성을 행사하여 구체적인 권리의 보호 내용과 한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

을 때 사적 자율성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저 법적

으로 일정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자율성을 성취할 수

없다. 하버마스는 이 점을 올바르게 지적한다.

자유의 법적 제도(rechtliche Institutionen der Freiheit)는 자유에 친숙한 시민들

의 자발적 발의가 없다면 무너지고 만다 … 발의의 자발성(Spontaneität)을 단

267) FG, p. 179(155). 
268) 한국이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양천수(2018), 「민주적
법치국가의 내적 갈등」, 『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pp. 271-305, 274.



- 129 -

순히 법을 통해 강요할 수는 없다.269)

이 말은 헌법 및 법률이 시민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유에 친숙한 시민들의 자발적 발의”가 있어야만 자유를 보

장하는 제도의 효력과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동근원성 테제는, 평등한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평등한 자유를 정치질서에 더 깊이 실현하고 더 넓은 범위로 확장

하는 시민의 참여를 요청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논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민의 참여가 단순한

이론적 요청이 아님을 보여준다.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와 법질서에 대하여 비판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국법질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복종을 그 존립의 전제로 하고 있다.270)

다분히 추상적인 사고실험의 성격을 띠는 권리의 체계의 정당화 논증은

동근원성 테제와 연결됨으로써 역동적 의미를 얻는다. 자율적 시민은 구체

적인 정치질서에 불완전하게 구현된 평등한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고 더욱

269) FG, p. 189(165, 영: 130). 번역을 일부 수정하였다. FG 한국어판은 독일어판의 대응
부분 “rechtliche Institutionen der Freiheit”를 “자유의 민주적 제도”로 옮긴다. 이는 오역
으로 보인다. 영어판도 해당 대목을 “democratic institutions of freedom”이라 하여 “자
유의 민주적 제도”라는 뜻으로 옮겼다. FG 한국어판 역자 중 한 명인 박영도 박사는
나의 지적을 듣고, 한국어판(2007년 재판)과 영어판(1996년판)이 오역을 범했으며 “자
유의 법적 제도”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해당 부분을 “자유의
법적 제도”로 이해할 경우, 이어서 나오는 문구 “Deren Spontaneität”도 “민주적 제도의
자발성”보다는 “발의의 자발성”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대목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하는 것을 법적 의무의 형식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자유의 전통과
자유로운 정치문화를 지닌 연합체에서 자연스럽게 창출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뜻으
로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270) 헌법재판소 2002.4.25. 98헌마425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일관되게 ‘자
유’민주적 법치국가로 쓰고 있다. 이 점은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적 기본질서”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쓰고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이미 본 연구는 하버
마스를 따라 민주적 법치국가가 ‘자유’의 측면을 내재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 시각에서 보면 ‘자유’를 빼고 ‘민주적 법치국가’로 읽는다 해도 의미가 크게 달라
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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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는 과업에 참여해야 한다. 자율적 시민은 구성원들에게 자유를 불평

등하게 보장하는 제도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를 허용하는 제

도를 교정하고, 모든 시민이 더욱 확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잉여 부

분을 탐색하고 채우는 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심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차이를 분석하며 밝혔듯이, 자율적 시민의 참여는 논거 교

환 기회를 보장하는 심의 제도가 뒷받침할 때 그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자

율적 시민은 다양한 영역에서 평등한 자유의 실현과 확장을 지지하는 질

좋은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처럼 자율적 시민이 참여를 통해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한다면, 

그 과정에 참여한 일부 시민의 자유가 증진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자유가 동시에, 동일한 만큼 확장되는 성과로 이어진다. 이렇

게 확장된 자유는 다시 모든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가

져온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적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평등한 자유를 실

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율적 시민상’은 시민 스스로 자율성의

이념을 실천하는 역동적 양상을 최선의 모습으로 집약하는 시민상이다.

(ii)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율적 시민상’에

비추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시민상을 검토해보자. 이를 위해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문서와 동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 서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표 7>은 자율적 시민상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중심

으로 2015 개정 중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영역별 핵심 가치와 일반화된 지

식을 도식화한 것이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을 핵심 가치로 설

정한다. 네 가지 가치가 바람직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네 가지 가치가 다른 가치를 제치고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할 정도로

압도적인 우선성이 있는지는 독립적인 논증이 필요한 사안이다.271) 특히

271) 이러한 논증 작업이 미진했다는 사실은 핵심 가치의 설정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
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기도 하다. 관련 비판으로는 다음을 보라. 박상욱(2020),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 및 쟁점 분석 - 중학교 도덕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68권, pp. 1-26, p. 5; 김국현(2019), 
「2015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도덕과 교사 요구 분석」, 『윤리교육연구』, 
제54권, pp. 1-3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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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육과정에서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핵심 가치를 정의로 설

정한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자율’이나 ‘자유’ 혹은 ‘평등한

자유’ 등을 핵심 가치로 상정하지 않은 결과, 교육과정 수준에서 자율적

시민이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동체 영역

에 참여하는 역동적 양상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과목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공통

교육과정

도덕

사회·공동체

와의 관계
정의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편 도

덕에 근거하여 보장하고, 한 국가공동체의

도덕적 시민으로 사회 정의 및 평화통일 실

현에 기여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

체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사회와 윤리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는 생명, 재산, 

인권을 보호할 의무와 사회보장과 복지를

증진할 의무 등이 있으며 시민의 정치 참여

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여 더 좋은 민주

주의를 실현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사회 사상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

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자율

적 연대를 통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한다.
근대의 민주주의 사상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지향하며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참여

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7 자율적 시민상과 관련된 교육과정 핵심 가치 및 일반화된 지식

같은 문제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에서도 나타

난다.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에는 ‘자율’, ‘자유’, 



- 132 -

‘평등한 자유’, ‘참여’ 중 어떠한 어휘도 없다. “한 국가공동체의 도덕적 시

민으로 사회 정의 및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과 “세계 시민

으로서 지구 공동체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여’의 측면을 희미하게 읽어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반화된 지식

을 아주 관대하게 해석하더라도 자율적 시민상의 나머지 요소를 찾기는

어렵다.

한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경우, 네 가지 핵심 가치 전부를 ‘사회와 윤

리’ 및 ‘사회 사상’ 영역의 핵심 가치로 설정한다. 네 가지 핵심 가치는 두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을 매끄럽게 포괄하는가?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물론 두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보다는 자율적 시민상의 측면을 명시적으로 진술한다. 예를 들어 국가

는 시민의 “생명, 재산,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명문으로 “개인의

자유”, “자율적 연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더

불어 “시민의 정치 참여”와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

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율적 시민상’이 핵심으로 삼는 평등한 자유

와 참여의 긴밀한 관계를 살리지 못한 채, 단순히 시민이 누리는 자유의

요소와 시민에게 요구되는 참여의 요소를 병렬적으로 제시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래 일반화된 지식을 도입한 취지는 핵심 가치 및 관련 개념 간의 관계

를 표현하는 진술문을 제시하고 도덕과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272) 이러한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포함된 관련 내용 요소에도 자율적 시민상의 측면

이 충분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중

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에서 자율적 시민상과 연관성이 높은 요

소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272) 박병기 외 20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Ⅱ 도덕과 교육
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25-4,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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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내용 요소

공통 교육과정

도덕

· 인권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 정의란 무엇인가?
선택 중심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 국가와 시민의 윤리: 참여는 시민의 의무인가?

➀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➁ 민주시민의 참여

선택 중심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 시민: 개체적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인가?

➀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➁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

·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➀ 근대 민주주의의 지향과 자유민주주의

➁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 및 시민의 소통과 유대
표 8 자율적 시민상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요소

교육과정상의 내용 요소는 검정 교과서에 구현되므로, 검정 교과서의 서

술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 출판사의 중학교 『도덕 1』 교

과서는 ‘인권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 내용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서술

한다.

인권의 특징은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보편성 … 둘째, 천부성으로, 

어떤 사람이든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권리이다. 셋째, 

항구성 … 넷째, 불가침성273)

국가는 다양한 제도 등을 통해 인권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인권 감수성이란 인권 문제에 대한 예민

함과 공감 능력을 의미한다.274)

273) 노영준 외 8인(2018), 『중학교 도덕 1』, 서울: 동아출판, p. 176.
274) 노영준 외 8인(2018),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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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술은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율적 시

민상’의 측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 서술이다. 자율적 시민상의 관점

에서 보면, 인권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천부적

권리로 이해하는 시각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시각은 자율적 시민상

을 떠받치는 동근원성 테제와 양립할 수 없다. 인권을 시민들의 공적 자율

성 행사와 무관한 천부적 권리로 본다면, 시민들 스스로 인권의 정당성을

논증하고 인권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며 구체적인 인권 목록을 확장해가는

역동적 과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275)

또한 인권 존중을 위해 개별 시민이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는 서술

도 자율적 시민상의 측면을 흐릿하게만 표현하고 있다. 인권 감수성을 갖

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동체 영역에서 쟁점이 되는 인권 현안

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위 서술만으로는 인권 문제에서 자율적 시

민이 인권 감수성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등한 자유에 비추어 합당

하게 거부할 수 없는 인권을 옹호하는 논거를 제시하는 시민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예로 한 출판사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국가와 시

민의 윤리: 참여는 시민의 의무인가?’ 내용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보장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민

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참여는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제

공하고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며,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한다.276)

제도적 노력 이외에도 가상 공간에서 여론을 형성하거나, 시민 단체가 국가

나 기업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 이처

럼 정치 참여는 시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에 권력을 부여하고 

275) 하버마스의 다음 언급을 보라. “만약 입법자가 인권을 미리 주어진 도덕적 사실로
발견하여 실정법으로 제정하기만 하면 된다면, 법의 수신자들은 자신을 법의 저자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FG, p. 596(4: 670, 영: 454). 하버마스의 논증대화이론은 롤
스의 정치적 관점과 함께 인권을 일종의 전정치적(pre-political) 자연권으로 보지 않는
대안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분석으로는 허성범(2013), pp. 10-12를 볼 것.

276) 변순용 외 10인(2019a),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천재교과서,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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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다스린다는 자기 지배로서의 ‘자율’을 구현하도록 돕는다.277)

위 서술은 중학교 『도덕 1』보다 자율적 시민상의 측면을 잘 드러내는

서술이다. 특히 정치 참여를 시민의 권리 행사와 민주주의의 질 향상과 연

결한 대목은 평등한 자유와 참여 간의 내적 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한 대목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참여 방법으로 투표 등의 제도적 참여와 여론

형성 및 시민단체 활동 등 비제도적 참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시민의

참여가 ‘자율’을 구현한다고 서술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위 서술에는, 시민들이 이미 보장받는 평등한 자유를 기반으로

참여 활동을 수행하고, 그 참여 활동의 결과로 모든 시민의 평등한 자유를

재차 확장하고 강화하는 선순환 과정이 다소 미약하게만 나타난다. 이처럼

시민의 참여로 촉발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과정이야말로 자율성의 이념과

동근원성 테제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모습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서술은

시민들이 참여 과정에서 질 좋은 논거를 공급할수록 “민주주의의 질”이 높

아진다는 통찰을 생략한다. 논거의 질은 참여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

인이며, 참여의 질은 민주주의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보

다 명료하게 서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

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내용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제도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278)

많은 시민이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적인 일에만 몰두하여 살아

간다면 어떻게 될까? … 이런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로 적절한 사람을 선

출하기도 어렵지만 선출하더라도 지도자가 시민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시민

과 사회보다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279)

277) 변순용 외 10인(2019a), p. 111.
278) 변순용 외 10인(2019b), p. 192.
279) 변순용 외 10인(2019b),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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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

다. 이는 이성적 통찰을 바탕으로 공적인 문제에 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며 공동선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280)

위 서술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때의 폐해를 근거로 정치에 참

여할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율적 시민상의 측면을 일정 부분 담고

있는 서술이다. 다만 시민이 사적 영역에만 매몰되는 현상의 문제점으로, 

지도자가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모든 시민의

평등한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평등한 자유와 참여의 긴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즉 평

등한 자유를 기반으로 참여하고, 다시 참여를 통해 모든 시민의 평등한 자

유를 견고하게 만드는 선순환이, 참여하지 않아 평등한 자유가 수축되고, 

이로 인해 다시 참여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대체된다는 서술도 들어가야

한다.

한편 참여의 바탕을 이루는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과 관련하여 “이성

적 통찰을 바탕으로”라고 설명한 부분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자율적 시민상의 측면에서 보면, 이성적 통찰이란 “보다 나은 논

증의 강제 없는 강제력”을 따르며 어떤 해법이 공적 문제 해결에 가장 적

합한지를 사고하는 것이다. 이성적 통찰의 의미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민주 시민이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는 논점도 모호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2015 개정 중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를 검토한 결과,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율적

시민상’의 요소가 불충분하게 부각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개정 도덕

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율적 시민상의 측면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교육과정 핵심 가치와 일

반화된 지식의 차원에서 자율적 시민상의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

어 ‘평등한 자유’를 핵심 가치 혹은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핵심 개념으

280) 변순용 외 10인(2019b), p. 192.



- 137 -

로 설정하면, 자율적 시민상이 참여의 목표로 삼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료

하게 보여줄 수 있다. 만약 한 영역에 복수의 핵심 가치를 둔다면 ‘평등한

자유’와 ‘참여’를 모두 핵심 가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동근

원성 테제에 따라 평등한 자유와 참여의 선순환 관계를 담아낼 수 있을 것

이다.

일반화된 지식이나 그에 상응하는 핵심 진술문은 ‘평등한 자유’, ‘참여’, 

‘자율’의 어휘를 모두 사용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일반화된 지식은 핵심

가치를 잘 담아내면서 해당 영역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는 준거가 되므로, 

자율적 시민이 평등한 자유를 기반으로 참여하고, 다시 참여 활동의 성과

로 평등한 자유를 강화하는 선순환 과정을 진술문에 담는다. 다음 예시는

이 점을 반영한 진술문의 일부이다.

한 국가공동체의 자율적 시민으로서 자신이 누리는 평등한 자유가 폭넓은 

참여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등한 자유의 실현과 확장을 위해 다

양한 사회·공동체 영역에 참여한다.

둘째, 내용 요소의 차원에서 자율적 시민상의 핵심 통찰을 풍부하게 반

영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경우, 이미 시민의 참여를 다루는 내용 요소

가 있으므로 이를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서술할 때 평등한 자유와 참여의

긴밀한 관련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반면 공통 교육과정의 경우, 시

민의 참여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량을 할애한다. 이런 점에서 공통 교육

과정에 시민의 정치참여를 다루는 내용 요소를 늘려야 한다.

덧붙여 추가되는 내용 요소에 동근원성 테제에 따른 평등한 자유와 참여

의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자율적 시민상의 측

면을 좀 더 부각하려면, 자율적 시민상의 뜻과 의미를 내용 요소에 직접

넣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시는 동근원성 테제를 받아들여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술이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시민으로서 누구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고 있다. 우리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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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유가 있기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

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마음 놓고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기 어

려울 것이다. 한편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마땅한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면, 그러한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

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 평등한 자유를 보호하고 확

대함으로써 자율적 시민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시민상을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

장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율적 시민상’의 측면에서 구체화할 경우, 교사는

도덕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시민이란 어떤 시민인지, 학습자는 자신

이 미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한층 선명한

상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시민

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 전제인 자율성의 이념을

현실화하는 과업을 교육적으로 수행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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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서 시민교육적 함의를 도

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 나타난

핵심 개념과 논증을 재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가 밝힌 세 가지 시

민교육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논증대화원리를 활용하여 규범적 논증 역량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방향을 따를 때, 학습자는 특정한 종교, 인생관, 세계관에 호소

하지 않고도 다른 시민을 논증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본 원리로서 논증

대화원리를 원용하는 법을 배운다. 논증대화원리를 규범적 논증 교육에 활

용할 때는 고도의 추상성을 완화하는 작업이 관건이 되는데, 이 관건은 도

덕교육의 내용 요소에 특화된 논증대화원리의 적용 기준 및 절차를 탐색

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을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가르치는 사례를 들었다. 

명백한 인권 침해 상황을 주고, 학습자가 “이 상황은 모든 인간이 서로에

게 인정해야 하는 평등한 자유의 권리에 비추어 정당한가?”라는 물음에 논

증적으로 답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규범적 논증 역량을 기를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하버마스의 이원화된 심의정치 모델은 심의민주주의 관련 도덕과

교과서 서술을 개선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대의민주주의와 비교할 때, 심

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대체하는 모델이 아니라, 기존의 대

의제도를 보완하는 심의 제도를 제안하는 모델로 서술되어야 한다. 참여민

주주의와 비교할 때, 심의민주주의는 참여 그 자체를 강조하는 모델이 아

니라, 시민들이 질 좋은 논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참여의 제도화를 중시하

는 모델로 서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심의민주주의가 각각 대의민주주의 및 참여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지점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대안적인 교과서 서술을 제시하였다.

셋째, 민주적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율적 시민상’은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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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향후 도덕과 교육과정의 시민상을 구체화하는 준거가 된다. 특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시 자율적 시민상의 측면을 효과적으로 강조하려면, 

교육과정 핵심 가치 및 일반화된 지식에 ‘평등한 자유’, ‘참여’ 등의 요소

를 삽입하고, 기존의 내용 요소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시민의 참여를 다루

는 내용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을 논증하기 위해, 기

존의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핵심가치,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교과

서에 자율적 시민상의 요소가 불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의 재구성, 비판의 검토, 시민교육적 함의의 도

출은 하버마스가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제시하면서 출발점으로 삼은 하

나의 이념을 큰 줄기로 묶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념인가?

시민들은 법의 수신자로 법에 종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항상 자신을 그 법의 

저자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281)

자율성의 이념은 늘 다양한 제재의 위협을 의식하여 법에 타율적으로 종

속될 수밖에 없는 시민이 자기 자신을 그 법의 자율적 저자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적 지향은 자율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모든 시민에게 법의 저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모든 시민의 저자 자격을 보장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원화된 심의

정치를 제도화하고 그 제도 내에서 시민들이 형성한 의사소통적 권력이

‘수문’을 통과하여 정치권력의 중심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한다는 하버마스

의 구상도 그러한 방법의 사례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교육의 개입이 요구된다. 하버마스의 본래 구상은 모든

시민의 저자 자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방법일 뿐, 충분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이 지닌 전반적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새로운 과제는 하버마스의 이론 체계와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하버마스 자

신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시민교육의 역할을 논증하는 것이다. 

모든 시민의 저자 자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저자가

281) FG, p. 589(4: 663, 영: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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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바로 그 시민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런 시민을 길러내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정치질서를 배경으로 두는 시민교육의 가장 중대한

임무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위 임무에 부응하여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서 세

가지 시민교육적 함의를 도출했다. 규범적 논증 역량의 교육 방향을 제시

하고, 심의민주주의 관련 도덕과 교과서 서술 개선을 제안하고, 도덕과 교

육과정의 시민상을 구체화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함의는 공통적

으로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적 질서를 재구성함으로써 밝혀낸 통찰과 시

민교육의 현안이 되는 문제를 접맥하여 이끌어낸 성과이다. 하버마스의 이

론은 시민교육의 과제를 정연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적 자원과

논증 경로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에서 찾을 수 있는 개념적

자원과 논증 경로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일부만을 다루었다. 여전히 많

은 것은 ‘불포화된’(ungesättigt) 상태로 남아 있으며, 후속 연구로 발굴되기

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의의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모든 시

민이 저자 자격을 누리는 데 시민교육이 공헌해야 한다는 기본 논제를 정

당화함으로써, 후속 연구와 결합하여 시민교육의 타당성을 점층적으로 높

여가는 연구 프로그램을 개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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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Habermas’ Theory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for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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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delves into the implications of Jürgen Habermas’ theory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for citizenship education. In developing the 

theory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in his major work, Faktizität und 

Geltung, Habermas aims at an integrative reconstruction of the ideal of 

democracy and ‘Rechtsstaat’, and its conceptual resources and arguments have 

promoted productive scholarly discussions until now. In contrast, the task of 

exploring implications that Habermas’ theory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can provide for citizenship education still remains unfulfilled, as Habermas’ 

primary concern is not with solving theoretical or practical problems in the 

fiel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purports to seek fruitful resourc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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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ng with several problems in citizenship education by exploring 

presuppositions and implications that have been implicitly incorporated in 

Habermas’ theory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Habermas’ theory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s follows. First, it helps to set the direc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for building citizen capacity for normative argument, as such citizen 

capacity is required for deliberative politics to be pragmatically employed to 

boost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existing democracies. Second, it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descript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that appear 

in recent moral education curricula and textbooks. Third, it helps better 

understand what kind of citizens should be promoted to advance the 

democratic purposes of citizenship education, as Habermas’ normative 

orientation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ultimately consists in guaranteeing 

all citizens reasonable qualifications for authors of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idea of autonomy. This is the very point that citizenship education needs to 

be involved in. If we are to ensure de facto qualifications for authors to all 

citizens, then the citizens who will soon become authors themselves should be 

deliberately educated. This study argues that this is the most overarching 

mission that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undertake in its efforts to foster 

citizens who can enjoy qualifications for authors in a skilled and reasonable 

manner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keywords : Habermas,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Citizenship Education, 

Normative Argument, Deliberative Democracy, Mo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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