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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이 

제시한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즉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관으로 제시된 ‘사회적 연결 모델(social connection model)’의 

논의구조를 자세히 해명함으로써 그 이론적 설명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사회적 연결 모델의 핵심 논제인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원리, 즉 “부정의한 사회구조적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이다.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행위자들이 구조적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이 명제가 책임 논의에 어떤 과제를 

제공하는지, 이는 기존의 행위중심적 책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룬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사회적 연결 모델의 실천적 개연성 

측면에서 공백지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는 것이다. 

4장과 5장에서는 정치적 책임이 행위자들에게 주어지는 데 있어 

생겨나는 난점을 다룬 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 논의를 통해 

나는 영의 정치적 책임 개념이 갖는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연결의 의미가 갖는 불분명성으로 인해 우리가 책임을 가질 당사자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했음을 보일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이 부정의의 개선을 위해 전작들에서 호소했던 숙의 민주주의적 

과정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문의 제안이다.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를 정치적 책임 개념과 연관지어 설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책임이 형성되는 과정을 더욱 설득력있게 보일 수 있다. 

2장에서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행위자들의 책임 대상이 되는 

사회구조적 과정이라는 개념 및 이 과정이 부정의하다는 설명을 자세히 

해명한다. 행위자들의 구조적 책임은 정의이론의 주제로서 사회 구조 

개념을 법이나 정치 등 공적 제도보다 넓게 파악할 때에만 가능하다. 

흔히 시도되듯 정의의 영역을 공적 영역에 한정적으로 이해할 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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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행위들과의 연관 속에서 발생하는 부정의의 문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정의의 문제가 올바른 제도를 설립하고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만 설명되는 한 행위자들이 사회 정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왜 이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저 행위자들의 개별 행위 층위로만 정의의 문제를 

설명할 경우, 이는 개별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시야에서 놓치게 된다. 가령 모든 개인이 자신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더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구성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정의에 대한 구조적 관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맥락에서 나는 롤스와 영의 구조적 

정의이론을 비교하며 사회구조적 과정을 해명한다. 영이 제시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구조적 과정은 행위자들이 서로 연관된 사회적 관계망의 

패턴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은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해 재생산되지만, 

동시에 재생산의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 사회적 연결 

모델은 이 구조적 제약들이 부정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개선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때 구조적 부정의는 사회구조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행위자들의 역량 계발 및 행사가 저해되거나, 행위자들의 

자기결정 능력이 침해받는 상황을 지칭한다.  

구조적 부정의 개념이 이처럼 해명될 때, 이로부터 행위자들에게 

제기되는 정치적 책임이 행위자들의 개별 잘못을 묻는 법적·도덕적인 

책임과 구분되는 점이 3장의 주제이다. 이 비교를 통해 영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행위자들이 갖는 책임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두 

책임관 사이에서 이루어질 비교의 내용은 다음 5가지이다. 첫째, 어떤 

관점에서 책임을 묻는가? 법적 책임 모델에서 행위자의 주변 맥락 및 

인물들의 영향을 배제하고 문제적인 행위를 선택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는 해당 개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끔 영향을 미친 배경조건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책임의 

대상 역시 달라진다. 법적 책임 모델의 핵심은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해 개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 있다면, 사회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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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초점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과정을 

문제시하는 데 있다. 셋째로 책임 추궁의 목적(방향)의 차이가 생겨난다. 

법적 책임 모델이 과거지향적 관점에서 잘못된 행위를 수행한 개인을 

처벌 또는 비난하거나 그에게 잘못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적 연결 모델은 이와 같은 부정의한 상태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네 번째로 이에 따라 책임의 주체 역시 

달라진다. 법적 책임 모델은 비난받을 행위를 한 개인 주체에게 해당 

책임을 짊어지도록 요구하는 반면,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책임은 

부정의한 구조적 과정에 참여한 모든 행위자들에게 함께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에서도 다른 설명이 주어지는데, 법적 

책임 모델에서 책임의 이행은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처벌받거나 배상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반해,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책임은 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의 참여를 요구한다. 나는 이 

비교지점들에 대해 각각 제기될 수 있는 비판적 의문들을 추가로 살펴본 

뒤, 사회적 연결 모델의 관점에서 가능한 대답들을 제시하려 한다. 

4장에서는 사회적 연결 모델이 갖는 실천적 개연성의 맹점으로서, 

행위자들이 자신의 책임 수용을 거부하는 논변을 살펴본다. 이 거부 

논변에서 핵심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위와 사회적 해악 사이의 연관을 

수용하지 않는 데 있다. 사회 구조와의 연관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할 때, 우리는 개별 행위자가 초래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위자들이 

무엇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구조적 관점에서 고찰되는 부정의는 매우 많은 행위자들의 

선택들이 관여되며, 또한 무척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복잡한 연관은 많은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갖는 영향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 이 인식적인 난점으로 말미암아,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의존적 방식으로 설명되는 사회적 연결성은 책임의 

실천적 층위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다. 사회적 연결의 의미에 대한 

해당 반론으로부터 주어지는 과제는, 행위자들이 타자의 고통을 

인식하거나 혹은 자신을 책임의 주체로 간주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이 

어떻게 가능한지다. 나는 이를 ‘구조적 무지’의 문제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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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디외의 설명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망각하는 문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사회구조적 과정의 논리가 행위자들에게 

체화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명시적인 규칙에 대한 행위자들의 

의식적이기보다 무의식적인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다. 부르디외가 

‘아비투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사회구조적 과정에의 참여 및 

재생산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역사적 위치 및 맥락을 망각하고 특정 

행위를 필수적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발생한다. 

행위자들이 구조적 문제에 대해 책임성을 다시 갖기 위한 조건은 

사회구조적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행위자들의 

선택을 통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정치적 책임이 형성되는 계기로서 공론장에의 

참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공론장 내에서의 소통 과정은 행위자들이 

사회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다른 집단들이 

경험하는 부정의의 문제를 인식하는 통로를 마련한다. 부정의에 관련된 

행위자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과정은 같은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기틀을 제공한다. 이처럼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에 접목시킬 때,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개선이라는 

과제가 “도덕적” 책임이기보다 “정치적” 책임으로 명명된 이유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광범위한 여러 관행들을 개선하려는 행위자들의 

책임은 도덕원칙을 통해 개인들의 내면에 요구되는 명령이 아니며,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실천이다. 이 실천은 제도, 기업, 

조합들과 같은 거대 주체들의 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을 지시하며, 부정의에 대한 타자의 호소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기여를 함께 고찰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숙의 민주주의적인 대화 과정이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상호이해를 촉진한다면 구조적 부정의가 발생하고 

재생산되는 복합적인 맥락을 놓치게 된다. 때문에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는 비대칭적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 영이 

제안하는 ‘비대칭적 상호성’은 행위자들의 구조적 차이가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 차이보존적 대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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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사회적 지식들은 부정의한 상태에 대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끔 하며, 나아가 행위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갖기 위한 

배경으로 자리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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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영의 저작에 대한 약호> 

 

자주 인용되는 영의 저작은 괄호에 다음과 같은 약호와 쪽수를 병기하고, 

검색의 용이성을 위해 한국어 번역판의 쪽수를 “/” 기호 뒤에 함께 기재한다. 

본문의 모든 인용은 기본적으로 필자의 번역이며, 번역판의 번역을 참고하거나 

따른 경우 인용에 별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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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의식 

 

오늘날 제기되는 사회적 정의의 요구는 국가적 경계를 넘어 전지구적인 

범위에 이르고 있다. 소득 불평등, 성차별, 인종차별, 생태적 위협 등의 문

제들은 단지 몇몇 개인의 책임으로만 간주되거나, 특정 국가들만의 문제들

로 간주될 수 없다. 혹자는 이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 또는 ‘구조적 문제’

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란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

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책임은 무엇인가? 특정 문제가 사회적∙구조적 문제

라고 언급될 때, 이는 개별 행위자 차원의 선의나 노력을 통해서만이 아닌, 

집단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거나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규칙을 개

선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들에

서는 관련된 몇몇 구성원들의 책임보다 그 배후에 있는 공동체의 시민들이 

함께 갖는 책임이 강조된다. 하지만 언뜻 생각하기에 사회나 공동체의 책

임을 물을 때, 이는 개별 당사자들의 책임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리면, “모두가 유죄인 곳에서는, 누구도 유죄

가 아니다.”1 그렇다면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합당하게 물을 수 있을까? 이때 책임은 무엇에 대해, 누구

에게 제기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본 연구는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이 제시한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대

한 책임, 즉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문에서 나는 영이 제시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원리(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for structural injustice), 즉 ‘부정의한 사회구조

 
1  Arendt, (1987)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J. W. Bernauer (ed.), Amor 

Mundi: Exploration in the Faith and Thought of Hannah Arendt, Boston: 

Nijhoff.,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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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이를 해결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영의 

핵심 주장을 구체화하고, 뒤이어 정치적 책임이 행위자들에게 생겨나는 것

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본문 2장과 3장에서는 행위자

들이 구조적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무슨 의

미이며, 이 명제가 책임 논의에 어떤 과제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한다. 이어

지는 4장에서는 정치적 책임이 행위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있어서의 난점들

을 소개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5장에서 민주주의적 참여 개념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해명은 아이리스 영의 마지막 저서 『정의를 

위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Justice)에서 제시된 정치적 책임 개념을 

그의 전작들에서 제시된 민주주의 개념과 더욱 정합적으로 규정하는 시도

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가 제시한 사회적 연결 모델을 민주주의적 담론 속

에서 재-정식화할 때,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조건이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제안이다.  

영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부정의 문제를 사회 구조와 민주주의라는 

틀을 통해 해명한 정치∙사회철학자였다. 『 차이의 정치와 정의 』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 교차하는 목소리들 』 (Intersecting 

Voices), 『포용과 민주주의』(Inclusion and Democracy) 등 저서들을 통

해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와 사회 정의 간 연관을 깊이 고

찰하던 그는, 유고 『정의를 위한 책임』(Responsibility for Justice)을 남

기고 2006년 57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책의 여는 글에서 누스

바움이 적은 바와 같이, 이 책은 사회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하려는 행위자

들이 갖는 책임에 대해 기존의 책임과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 새로운 시

도였다.2 영이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책임에 주목했던 이유는, 개별 사

건 중심으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기존의 도덕적·법적 책임 모델이 갖

는 한계 때문이었다. 오늘날 인종주의, 여성혐오, 빈곤과 노동착취, 생태적 

 
2  RJ, x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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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등의 사회적 문제들은 어느 특정 개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해결될 문

제가 아니며, 또한 몇몇 사건들에만 주목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문제들의 배경조건에 

대한 고찰이다. 1990년의 저서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 영은 이미 사

회의 구조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나아가서 이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기존의 비난중심적인 책임과 다른 방식으로 제기되어야 함을 언급

한다.3 『정의를 위한 책임』은 이 새로운 유형의 책임으로서 정치적 책임

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영의 저서에서 정치적 책임 개념은 그 기본 골격만이 제시되었을 

뿐 세부적인 여러 문제들은 드러나지 못한 채로 남았다. 본고에서 하는 작

업은 영의 정치적 책임 개념에 대한 논의를 숙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다음의 질문이다. 

구조적 부정의를 시정할 책임은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발생하는가? 책임의 

층위에서 행위자들은 타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나는 영이 구조적 관점에서 형성되

는 정치적 책임 개념을 제안하는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짚고자 한다. 기존

의 책임 개념을 둘러싼 배경 논의는 본문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로를 대

략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책임 개념에 관한 복잡하고 다양

한 논쟁들 가운데 영의 정치적 책임 개념이 위치하는 지점을 확인하는 작

업은 논의가 전개될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나는 책임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개인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언급하

고, 정치적 책임 개념이 이 원자론적인 책임관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3  JPD, 1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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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적 책임을 넘어서 

 

책임(責任/responsibility) 개념은 규범적인 실천 및 사유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개념 중 하나이다.4 이 개념은 그 어원에서부터 잘 드러

나듯이, 어떤 사태에 대해 행위자들에게 대응(response)하거나 해명

(account)하게끔 하는 연관을 지칭한다.5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책임을 물

음으로써 특정한 사태를 도덕적, 법적, 정치적으로 문제시하고 이에 대해 

사람들이 처벌, 배상 요구, 비난, 또는 명성에 대한 위협, 칭찬, 공적 등 다

양한 태도 또는 방식으로 관여하도록 요구한다. 6  책임성이 규범적 사유에

서 핵심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행위자와 사태 사이의 대응 연관이 도덕

이나 법과 같은 규범체계에서 기본 가정으로 위치함을 의미한다. 행위자들

에게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규범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논의에 그칠 뿐 현실의 문제들에 적용가능한 실천적 논의로 성립될 수 없

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 개념이 도덕 및 법에서 근본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사실로

부터, 이 개념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결론이 곧바로 따라 나

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책임 개념은 이를 둘러싸고 가장 치열한 논쟁이 이

 
4  한국어로 ‘책임’이라고 지칭되는 개념에는 다양한 유형의 개념들이 대응된다. 

여기에서 언급된 “responsibility” 뿐만 아니라, “liability”, “accountability”, 

“answerability” 등의 개념들 역시 한국어에서는 “책임”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이를 일의적으로 모두 묶어서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로 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liability”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나는 “법적 책임”이라고 옮기고자 하

며, 이외의 개념들은 “책임”이라고만 언급할 것이다. 다만 의미의 상세한 구분

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거나 원어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5  Lucas, (1993) Responsibility,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5. 

6  French, (1992) Responsibility Matters, 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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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개념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임의 규정에서 다음과 같

은 문제들이 핵심 논점이 된다. 누가, 무엇에 대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7 근대 이후 도덕철학적 주장들과 관점들에서 공통적

으로 전제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8  책임의 주체는 특정 행위를 수행한 

개인이며, 그가 책임져야 하는 대상은 자신이 수행한 행위이다.9 도덕적 책

 
7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전제되어야 할 지점은, 책임 규정에서 “무엇이 옳은가?”

라는 규범적 논의가 그 자체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행위자가 

거짓말을 한 데 대한 책임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

다.”라는 도덕적 명제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로빈 정(Robin 

Zheng)의 규정을 빌리면, 책임은 옳고 그름의 문제 자체를 논의하는 ‘1차적인 

실질적 윤리 이론(first-order substantive ethical theory)’과는 구분되며, 따라

서 책임 규정은 의무론/결과론/덕 이론/자유주의 등 다양한 논의와 결합되어 나

타날 수 있다(Zheng, (2019) "What Kind of Responsibility Do We Have for 

Fighting Injustice? A Moral-Theoretic Perspective on the Social Connections 

Model," Critical Horizons: Special Issue: Iris Marion Young and Responsibility, 

20(2), 115). 

8  매리언 스마일리(Marion Smiley)에 따르면, 책임을 다룸에 있어 개인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대적 사유의 특징이다(Smiley, (1992) Moral 

Responsibility and the Boundaries of Community: Power and Accountability 

from a Pragmatic Point of Vie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즉 

개인이 책임의 유일한 담지자로 생각되고, 더욱이 그 근거에서 개인에 내재된 

자유의지라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가정하는 것은 고대-중세의 사유방식과는 거

리가 멀었다. 고대 윤리학에서 개인에게 가해지는 비난이나 칭찬은 공동체적 

실천 속에서만 고려될 수 있었으며,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유의지-결

정론 논의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중세 철학에서 핵심은 

책임의 근거로서 자유의지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죄(sin)의 문제

를 다루는 것이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철학사적 논의에 더 깊이 관

여하는 대신, 5장에서 정치적 참여와 책임 사이의 연관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

다. 

9  토마스 스캔론(Thomas Scanlon)은 이처럼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에 대해 “귀속

(attribute)”되는 것으로서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덕적 책임’에 대

한 질문은 대부분 어떤 행위가 도덕적 평가의 근거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방식

 



 

6 

 

임을 할당함에 있어서의 제1원리는, 그 당사자는 오직 개인으로서, 그 자

신이 선택한 행위만이 그가 짊어지는 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원

리 하에서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관건은 행위자 자

신의 행동 근거에 있다. 이 일련의 물음과 해명 사이에는,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특정한 힘이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능력의 

발휘로부터 문제시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가정이 전제된다. 이러한 행위

능력의 발휘로부터 도덕적 책임이 행위자에게 생겨나는 원리를 크리스토퍼 

커츠(Christopher Kutz)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10 

 

1) 개인적 차이 원리(Individual Difference Principle): 나의 행위가 해악의 

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경우에만 나는 책임을 진다. 나의 행위와 무관하

게 행위가 발생할 경우였다면, 나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통제 원리(Control Principle):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행위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경우, 그리하여 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

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갖는다.
11

 

3) 자율성 원리(Autonomy Principle): 나는 다른 행위자가 자유롭게 선택

하여 발생시킨 해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으로 행위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가의 질문이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책임

을 귀속가능성(attributability)으로서 책임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 의미에서 누

군가가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를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으로서 이 행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을 의미한다(Scanlon, (1998) What We 

Owe to Each Other,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48). 

10  Kutz, (2000) Complicity: Ethics and Law for a Collective 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11  통제 원칙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토마스 네이글(Thomas Nagel)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 또는 자신의 통제를 넘어선 요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개연적”이라고 간주된다. (Nagel, (1979) 

Mortal Ques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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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리들은 책임성의 주체(subject), 대상(object), 그리고 책임성의 근

거(basis)에 대해 규정한다.12 도덕적 책임의 주체는 통제 원리에서 설명되

고 있듯이 행위를 선택하고 수행한 개인 행위자이다. 그는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한 의도(intention)13나 믿음(belief)을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개인으로 가정된다.14 둘째로, 책

임의 대상은 행위자에 의해 발생한 행위의 해악 또는 잘못이다. 이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행위자는 이에 대해 일정한 방식으로 비난, 

처벌받거나 배상할 책임을 갖는다. 가령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나는 거짓

말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다. 이 책임의 범위는 자율성 원리가 가리

 
12  Kutz, (2000) Complicity, 4. 

13  일반적인 행위이론 및 도덕이론적 관점에서는 어떤 행위를 ‘행위’로 간주하려면 

의도와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왔다. 우리가 상호작용의 범위에서 내리는 

도덕적 판단은 행위의 인과적 측면과 의도적 선택에 대한 일반적 연결을 가정

하는 현상학적 행위성에 의해 뒷받침된다(Scheffler, (2001) Boundaries and 

Allegiances: Problems of Justice and Responsibility in Liberal Thou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39).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연결을 가정하는데 

대한 비판으로, 의도와 행위의 관계가 단순히 일대일 대응 관계가 아닐뿐더러 

의도성이 행위의 전체 측면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비

판의 대표적인 논의로는 도널드 데이빗슨(Donald Davidson)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Davidson, (1971) "Agency," in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2nd edition, 46).  

14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비자발성과 무지의 관계에 대해 

덧붙이듯(1110b19-1111a20), 행위자가 믿음/의도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하

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행위 결과 및 조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문제는 과거 행위 시점에 무지한 채로 행위하여 잘못

을 저지른 이들이 비난받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 ‘비난받아야 하는 무지

(culpable ignorance)’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루어지기도 한다. 4

장에서 나는 이를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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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처럼 나 자신의 행위로 한정된다.15 마지막으로 행위자가 이러한 책

임을 갖게 되는 이유는, 개인적 차이 원리가 설명하듯 책임의 대상에 대해 

인과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통해 설명된다. 내가 길에 바나나 껍질을 버린 

행위로 인해 뒤의 행인이 넘어졌다면 나는 그의 부상에 책임이 있겠지만, 

내가 집에서 혼자 TV를 켰을 때 그 시간에 옆 도시의 도로에서 행인이 넘

어진 데 대해서 나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 행인이 넘어진 것과 내가 TV를 

켜는 행위 유무는 (엄청나게 큰 TV 소리가 그를 놀래킨 게 아닌 이상) 인

과적으로 무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책임 논의에서 그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근거가 설명되는 이 방

식에는 원자론적인 사고관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커츠는 이를 두 가지 

측면, 즉 관계적(relational) 원자론과 인과적(causal) 원자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16 한편으로 관계적 원자론은 책임의 관건이 되는 사태를 해명함

에 있어 오직 행위자 자신에게만 집중할 뿐, 그 주변인들 및 해악의 당사

자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관점을 의미한다. 개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촉발시킨 의지 및 의도의 내용을 통해서만 평가되며, 타인들이 여기에서 

행위자와 맺는 관계나 수행하는 역할 및 반응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다. 책임을 구상함에 있어 관건은 행위자가 무엇을 했는가이지, 다른 사람

들이 그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 혹은 대응해야 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책임은 그의 행위에 대응되는 응보적(retributive) 또는 응분적

(desert-based)인 개념처럼 구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인과적인 원자론적 

 
15  물론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의 책임을 짊어지거나, 혹은 계약관계상 대리인이 

피대리인의 책임을 짊어질 때 형성되는 간접적인 책임의 사례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간접적∙대리적 책임의 사례들에서 논의되는 책임은 법적인 의미의 

책임(liability)이며,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책임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Feinberg, (1970)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L. May & S. Hoffman (ed.), 

Collective Responsibility: Five Decades of Debate in Theoretical and Applied 

Ethic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60.). 

16  Kutz, (2000) Complicity,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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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란 문제시되는 사태와 행위자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개인적 차이 원리에서 표현된 것처럼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해

악의 발생과 인과적으로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 기여도가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다시 말해 나의 개입 여부가 사태의 발생에 크게 연

관을 갖지 않는 경우) 이 행위들은 책임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개인

을 둘러싼 환경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위성의 발현이 개인을 행위자로

서 간주하게끔 한다는 직관에 기반해 있다.17 

책임이 원자론적인 관점에서 개인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함축을 지닌다. 첫째, 행위성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

유의지의 가능성은 도덕적 책임 논의의 핵심 영역을 구성한다. 개인이 진

정으로 자유롭게 선택한 경우에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통

제 원리의 직관은, 이미 개인 행위자들의 행위가 결정되어 있을 경우 개인

에게 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론의 반론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자유의지-결정론 논쟁은 개인이 도덕적 책임의 당사자일 수 있는지, 애초

에 책임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논의로 자리매김한

다.18 둘째, 개인의 개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만이 책임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책임의 범위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생겨난 

해악만을 포함하며 그 밖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일 수 없다. 내가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은 타인이 대신 짊어질 수 없다. 책임에 

대한 하이웰 루이스(Hywel Lewis)의 표현을 빌리면, “참된 윤리적 의미에

서, 그 누구도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책임은 본질적으로 

 
17  Scheffler, (1995)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a Global Age,"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12(1), 219-36. 

18  가령 Frankfurt, (1971) "Freedom of the Will and the Concept of a Person," 

The Journal of Philosophy, 68(1),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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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속한다.”19 

그런데 책임 개념의 해명이 원자론적인 연관 속에서 개인의 행위성만을 

주목할 때 이는 현실의 문제들에 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최소한 두 가지 문

제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대부분의 해악들이 한 개인의 단독 행

위가 아니라 집단적 행위로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행위 모델

에 의거하여 책임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

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방식이 상대적으로 행위성이 발휘되는 배경

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첫째, 오늘날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은 대부분 한 개인의 행위 

결과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수많은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행위

한 복합적인 결과로 발생한다. 이 사실은, 행위 선택이 개인을 둘러싼 주

변 환경에 상당한 정도의 (문제라고 인지할 만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의 주요 전제와 상충한다. 가령 국제적인 부정의의 대표적 사

례로 흔히 언급되곤 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노동착취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20 이 문제는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만성적인 저임금 및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상황으로부터 선진국의 대기업과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는 

불공정을 지칭한다. 그런데 국제적 노동착취와 같은 현상을 기존의 책임 

개념으로 해명하려 할 경우 생기는 문제는, 특정 개인의 행위가 문제시되

는 해악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철수가 컵

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상황은 하나의 행위(컵을 떨어뜨림)가 직접적인 

 
19  H. D. Lewis, (1948)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L. May & S. Hoffman (ed.), 

Collective Responsibility: Five Decades of Debate in Theoretical and Applied 

Ethic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7. 

20  여기에서는 아직 ‘구조적 문제’ 또는 ‘구조적 부정의’에 해당하는 사태가 무엇인

지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규정은 본문의 2.2.에서 더 구

체적으로 수행된다. 나는 우선 구조적 부정의의 일반적인 사례 중 하나로 흔히 

간주되는 국제적 노동착취 산업의 문제를 일례로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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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컵이 깨짐)로 이어진다. 이 경우 혹자는 철수에게 컵을 깬 데 대한 책

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노동착취의 사례는 철수가 의류 매장에서 티셔츠 

하나를 구입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설명되기 어렵다. 철수 한 사람이 티셔

츠를 하나 구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착취적 상황이 해결되

는 것이 아니며, 이 문제는 수많은 행위자들이 해당 산업에 함께 관여함으

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수가 저가의 티셔츠

를 구입했다는 사실에서 곧바로 그가 타인에 대한 착취에 가담했다는 문제

제기는 어려워진다. 여기에서 한 개별 행위자의 기여 정도를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제적 노동착취와 같이 거대한 사회 문제에 대해 행위자들의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는 개별 행위자가 얼마만큼의 해악을 초래하는지 여

부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핵심은 관련 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동일

한 패턴으로 행위할 때 초래되는 영향이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소비자들

이 의류매장에서 저렴하게 티셔츠를 구매할 때 그저 한 행위자마다 개별적

인 영향이 평가되는 대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행위의 양식과 그 누적된 

영향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요구는 앞서 살펴보았던 도덕적 책임

의 원자론적 전제를 일정 부분 뛰어넘을 것을 전제한다. 즉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 논의는 개별 행위자와 그가 초래한 귀결 사이 직접적 연관을 넘

어, 그를 둘러싼 행위자 집단의 전체적인 행위 양식을 파악하며 이루어져

야 한다. 

전통적인 책임관에서 사회 문제를 다루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개인

이 위치한 사회적 환경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해악이 기존 책임의 고려범

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배경영역은 개인의 통제 영역 밖

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가령 조엘 파인버그(Joel Feinberg)는 

“행위자들의 도덕적 책임은, 행위자 자신이 지배권을 가지며 운에 자리를 

내주지 않는 내면세계의 영역으로 한정”되며, 그 밖의 “외적 해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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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어불성설(makes no sense)”이라고 단언한다.21  

책임을 개인의 내적 결정에 따른 행위 영역에 국한시키려는 시도는 오늘

날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라는 정치철학적 입장에서도 이어져 

왔다.22 가령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에 의해 제시된 운 평등주의

의 핵심 구분은 선택에 따른 책임과, 이 행위를 둘러싼 환경 사이에 성립

하는 경계이다. 그는 행위자들이 선택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만 책임이 생겨

난다고 보는 반면, 선택할 수 없는 배경적 영역의 영향은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한다. 드워킨에 따르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 결과는 

오직 행위자 자신만의 책임이다. 그러나 행위하기에 앞서 이미 사전에 존

재했던 환경적 불공정에 대해서는 행위자들이 책임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선택이 자유

롭게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후 우리의 선택이 다른 방식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우리는 자신을 

비난한다. ... 우리의 여건(circumstances)은 그와는 다른 문제다. 만일 그것들

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 선

택과 여건 사이의 구분은 일인칭 윤리에서 익숙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본질적인 것이기도 하다. …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우리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것 사이를 

 
21  Feinberg, (1970) Doing and Deserving: Essays in the Theories of 

Responsibilit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32. 

22  Arneson, (2000) "Luck Egalitarianism and Prioritarianism," Ethics, 110(2), 

339-49; Barry, (2006) "Defending Luck Egalitarianism,"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23(1), 89-107; Dworkin, (2002)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Tan, (2008) "A Defense of Luck Egalitarianism," The Journal of 

Philosophy, 105(11), 6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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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지 않고는 우리 삶을 계획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23 

 

선택적 운(option luck)의 보상불가능성과 비선택적 운(brute luck)의 보

상성에 의해 운 평등주의는 불평등과 평등의 요소를 혼합적으로 설명한다. 

이 불평등을 통해 개인의 책임이 설명되는 반면 비선택적 운에 대한 보상

은 제도적 과제로 남겨진다.24 만약 개인이 학교에서 수업을 게을리 듣거나 

도박에 손을 대는 등의 선택을 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겪는 불이익은 오직 

개인의 책임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생겨난 불평등 역시 보상될 수는 없다. 

반면 누군가가 선천적으로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남으로써 겪는 불이

익은 그가 선택할 수 없었던 문제로부터 생겨났으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이 도덕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

은, 장애나 질병, 성별 등 사회적 불이익을 겪는 조건들이 그저 자연적 질

서처럼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이 문제들은 천재지변처럼 

그저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비록 특정한 개인

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선택, 또는 집단의 관습

적인 행위를 통해 만들어낸 해악들이다.25 가령 인종차별적 행위에 동참한 

구성원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을 방관한 남성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행위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이 참여한 해악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아니며, 개인이 속한 집단 내에서의 직접적인 압력이나 지시, 

혹은 암묵적인 묵인과 동조 속에서 발생해 왔다. 또한 많은 사회적 해악들

은 개인 행위자의 개별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운

을 비롯한 외적 요소들, 혹은 많은 다른 행위자들의 행위가 함께 결합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전통적인 개인주의적 책임 이론에 따르면 

 
23  Dworkin, (2002) Sovereign Virtue, 323; 강조는 필자. 

24  Barry, (2006) "Defending Luck Egalitarianism," 90. 

25  나는 5.1.1.에서 이 논의를 더욱 자세히 전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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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및 성차별, 빈부 격차와 같은 대규모 해악들은 개인의 통제 바깥

에 놓인 것이며, 나아가 개인이 그 행위의 귀결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기

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에 존재

하는 인종주의나 성차별적 문화는 그저 자연발생적인 사실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주류 인종 및 남성들이 소수인종 및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차

별하고 억압함으로써 만들어낸 결과이다. 

쥬디스 슈클라(Judith Shklar)는 무엇이 우연적인 영역이며, 어디에서부

터 부정의한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일 수 없으며, 행위자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정치적 결정

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불운과 부정의 사이의 차이가 

피해자를 위해 행위하고, 비난하거나 용서하며, 도와주고, 짐을 덜어주며, 

보상하려 하거나, 혹은 그냥 외면하려 하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의지와 

역량에 흔히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려 한다.”26 슈클라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례로, 2005년 8월 미국 남부 지역에 발생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를 보자. 이 거대한 허리케인이 입힌 피해는 분명 자연재해이며 이 피

해 발생 자체에 대해 당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들이나 시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허리케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지역은 빈곤계층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뉴올리언

즈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이 평소 예산과 관심의 부족으로 

충분히 보수∙유지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나아가 허리케인이 지나간 이후 심

지어 지금까지도 충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미국 사회에 뿌리깊

은 소수인종 차별 문제를 떨어뜨려놓고 말할 수 없다.27 전통적인 책임이론

이 내렸던 구분, 즉 ‘선택’과 ‘환경’ 사이 구분이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

 
26  Shklar, (1990) The Faces of Injusti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 

강조는 필자. 

27  이현송, (2006) 「자연 재해의 사회적 과정: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수혜 사례

를 중심으로」, 『영미연구』, 15, 1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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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회적인 부정의가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고찰

할 필요가 있다. 

인종주의나 성차별과 같은 사회적 해악들에 대해 개인적 책임 논의가 적

용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는 기존의 개인적 책임관에서 가정하는 책임의 

전제들이 갖는 협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덕적 책임 담론이 사회적 해

악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행위자들이 결코 책임의 통제 원리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독립적이고 원자론적으로 결정하고 행위하는 ‘순수한 

존재’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상호의존적이고 연관된 방식으로만 행위한다

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함을 보여준다.28 

따라서 해당 해악과 관련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행위자

들이 전통적인 책임 개념과는 다른 관점에서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29 이 설명은 적어도 두 가지 과제를 낳는다. 첫째, 개

인적 행위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책임 논의는 정확히 무엇을 책임의 

대상으로 간주하는가? 둘째, 이 새로운 유형의 책임이 행위자들에게 요구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시도, 즉 개인의 원자론적인 행위성에 얽매이지 않는 유형의 

 
28  Walker, (1991) "Moral Luck and the Virtues of Impure Agency," 

Metaphilosophy, 22(1/2), 242. 

29  가령 마이클 짐머맨(Michael Zimmerman)은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와 같은 사

회적 해악에 기여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충분한 조

건(인지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책임의 할당은 도덕적 평가에 관여되는 몇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비난에 대한 면책이 결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

제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인다(Zimmerman, (1997) "Moral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Ethics, 107(3), 426). 내 생각에 짐머맨의 이러

한 언급은, 우리가 집단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들을 문제시하기 위

해서는 (즉 인종차별적 태도나 성차별적 행위를 드러내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

기 위해서는) 도덕적-규범적인 논의가 기존의 도덕적 책임 개념의 논의와는 다

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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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규명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20세기 중반부터 윤리학과 정치철학

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왔다. 가령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는 개인의 행위로부터 귀결되는 형사적인 범죄, 또는 도덕적인 죄를 넘어

서는 집단의 정치적∙형이상학적 죄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30  마찬가지로 데

이비드 쿠퍼(David Cooper), 피터 프렌치(Peter French), 안젤로 콜레트

(Angelo Corlett),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래리 메이(Larry May) 등

의 철학자들도 개인 행위자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 ‘집단적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을 다룬다. 31  집단 책임 개념은 책임의 주체를 

더 이상 개인으로 한정하여 이해하지 않으며, 국가나 기업, 혹은 공동체와 

같은 집단들 역시 책임을 갖는 주체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책임의 대

상 역시 기존의 논의보다 훨씬 폭넓은 범위로 확장됨으로써, 기존의 책임 

개념에서 문제시될 수 없었던 사회적 해악들이 논의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 새로운 책임 논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2차 세계

대전 중 발생했던 전쟁 범죄에 대해 독일 국민이 갖는 책임은 무엇인

가?(아렌트, 야스퍼스) 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비인간 주체들이 발생시킨 사

회적 해악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프렌치, 콜레트) 인종주의나 가부장

제와 같은 사회적 억압 기제에 대해, 과연 사회의 주류 집단이 책임을 져

 
30  Jaspers, (2000) The Question of German Guilt, (trans. by E. B. Ashton)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31  Arendt, (1987) "Collective Responsibility,"; Cooper, (1968)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L. May & S. Hoffman (ed.), Collective Responsibility: Five 

Decades of Debate in Theoretical and Applied Ethics (pp. 133-50), Maryland: 

Rowman & Littlefiled Publishers, 35-46; Corlett, (2001) "Collective Moral 

Responsibility,"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2(4), 573-84; French, (1979) 

"The Corporation as a Moral Person," in L. May & S. Hoffman (ed.), Collective 

Responsibility: Five Decades of Debate in Theoretical and Applied Ethics, 

Maryland: Rowman & Littlefiled Publishers, 133-50; May, (1992) Sharing 

Responsibi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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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가?(메이) 

영의 정치적 책임 개념은 이처럼 개별 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책임만을 

넘어서는 책임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개별 행위 및 그로부터 귀결되는 

결과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영의 정치적 책임 개념에서 주된 관심이 아니

다. 정치적 책임이 요구하는 바는, 개별 행위자가 위치한 좁은 행위 맥락

을 넘어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는 해악에 대한 행위자들의 기여를 포착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시민적 관점에서 통찰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역주: 구조적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협업할 책임)이 

사적인 도덕적·사법적 책임과 구분되는 특유의 정치적 책임이라는 아렌트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모델 하에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

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집단 행동의 조직에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정치(politics)”라는 개

념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들을 가장 정의롭게 조직하고, 우리의 행위

들을 가장 정의롭게 조율하기 위해 타인과의 공적인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것

을 의미한다.32 

 

사회적 해악에 대한 통찰과 행동을 요구하는 이 책임 모델을 영은 “사회

적 연결 모델(social connection model)”로 명명한다. 이 모델에서 영은 고

립된 원자론적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기존의 

책임 논의를 넘어, 사회구조적 과정 속에서 서로 연결된 행위자들이 책임

을 공유하고 공동 행위를 통해 사회적 제약들을 해결하는 구도를 제안한다. 

다시 말해 정치적 책임이란 행위자 자신의 독백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하거

나 개별 행위만으로 수행될 수 있는 책임이 아니며, 시민들이 공론영역 속

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공동으로 집단행동에 나섬으로써 실현

될 수 있다.  

 
32  RJ, 112/199;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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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해악에 대한 책임 논의를 통해 영은 앞서 제기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다. 다시 말해 무엇이 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책임 유형이 행위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

한 대답으로서, 영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첫째, 책임의 목적은 개별 행

위자를 비난 및 처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야 한다. 둘째, 책임의 대상은 개별적인 행위

가 아니라 이와 연관된 사회 구조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답에

서 영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집단 책임 논의에 몇 가지 중요한 보완지점들

을 덧붙인다.  

첫째, 종래의 도덕적 책임 논의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비난

중심적 접근을 전제해 왔으며, 이 전제는 집단적 책임 논의에서도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된다. 프랑케나의 설명을 빌리면, 책임 개념을 행위자에 대한 

서술어로 사용할 때 이는 서로 다른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 이를테면 “X가 

Y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라는 언급에서 행위자와 책임 간의 연관이란 1) 

“X는 과거의 행위 또는 범죄 Y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2) “Y라는 일이 수행되어야 할 때, X가 Y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3 가령 전자의 의미에서 김철수 과장은 지난 달의 영업 실

적에 대해, 혹은 길가에 담배꽁초를 투기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후자의 의미에서 그는 기업 직원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낼 책임을, 혹은 부모로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을 갖는다.34  

 
33  Frankena, (1973) Ethic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2nd edition) 71. 

34  이때 행위자 X가 문제 Y에 연관되는 방식은, 해당 책임 개념이 어떤 범주에서 

사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달리 설명된다. 가령 김철수 씨가 자신의 자녀를 제대

로 돌보지 않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 보자. 그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

아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이 사실은 그의 잘못이 비난받아 

마땅한(blameworthy/culpable) 행위라는 것을 설명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김

철수의 책임 유기는 비난의 방식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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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구딘(Robert Goodin)은 이러한 책임 개념의 양가적 의미를 행위

자 개인의 과거 행위에 대한 비난 및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비난-책임

(blame-responsibility)과, 행위자들이 앞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에 주목

하는 과업-책임(task-responsibility) 사이의 구분으로 설명한다.35 두 책임

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책임에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과업-책임의 판단은 사후적으로 그가 이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를 

검토하는 (그리하여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딘에 따르면 기존의 도덕적 책임 논의에서 표준

으로 간주되어 온 개념은 비난-책임이다.  

 

(법률가, 성직자, 그리고 칸트주의자들에 의해 옹호되어 온) 책임의 표준적

인 모델은 본질적으로 특정 사태에 대한 공적(credit), 혹은 그보다 더 흔하게

는 비난을 고정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이 모델을 ‘비난-책

임’의 하나로 부르고자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성격적 결함에 대해, 그리고 그

로부터 기인한 결과(특히 해악들)에 대해 전형적으로 책임을 진다. 악한 의도

 

례법을 위반한 데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논의된다. 물론 우리

는 법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을 논의한다. 가령 

김철수 과장이 지난 달 업무평가에서 저조한 실적만을 거둔 데 대해 추궁되는 

책임은 기업의 실무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이지,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책임과

는 거리가 멀다.  

35  Goodin, (1987) "Apportioning Responsibilities," Law and Philosophy, 6(2), 

168. 한편 조지 피처(George Pitcher)가 책임 근거를 논의하는 방식도 이와 유

사하다. 피처에 따르면 책임의 근거는 두 층위에 걸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행위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선택한 데에서 오는 결과로부터의 책임이며, 

다른 하나는 행위자가 갖는 역할에 대한 이행 여부로부터 생겨나는 책임이다

(Pitcher, (1960) "Hart on Action and Responsibility," The Philosophical 

Review, 69(2), 227-28). 행위자는 타인에게 행위를 통해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갖는 책임 사례와 같

이, 사회적 맥락에서 행위자들은 일정한 의무와 역할을 자신의 책임으로서 기

대받으며,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비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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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품은 사람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악을 끼쳤을 때, 그는 형법상 그리

고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관점에서도 가장 중대한 형태의 책임을 갖게 된다. 

그저 무지한 채, 비의도적으로 그러나 무모하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 민법상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도덕적으로 유사한 관점에서 더 가벼운 형태의 책임을 

갖는다.36 

 

비난-책임이 책임에서의 ‘표준(standard)’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은, 책임

의 당사자를 규정하고 책임을 할당하는 기본 원리와 목적이 그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와 의무를 설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향하는 비난이

나 처벌의 기준과 정도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난

중심적 책임 개념의 특징은, 비난의 귀속 당사자가 누구이며, 그가 얼마만

큼 비난받아야 하는지를 규정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 기준으로서 책임 당

사자가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행위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가 수행한 행

위가 행위자에게 예상가능했는지 등이 고려된다. 

비난중심적 책임 개념은 집단적 책임의 관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가

령 래리 메이는 행위자들이 직접적으로 부정의한 문화와 규범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상황에 대해 비난중

심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문제적인 행위를 한 행위자만이 책

임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를 둘러싼 부정의한 문화와 관행을 용인하는 태

도(attitude)를 형성하는 공동체 역시 책임의 당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37  

 

인종주의적 태도를 지닌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과 달리, 해악이 더 발생

 
36  Goodin, (1987) "Apportioning Responsibilities," 167-68. 

37  ‘태도’는 행위자가 지닌 믿음과 같은 인지적 상태를 넘어서는 정서적인 상태를 

지칭한다(May, (1992) Sharing Responsibility. 46). 특정 태도를 지닌 행위자들

은 해악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행위의 가능성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식의 습득상태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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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장의 핵심적인 주제로서, 

다른 구성원들이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발생시켰던 인종적 동기를 지닌 해악

에 대해 인종주의적 태도를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 문화적 인종주의의 경우, 오직 소수의 

공동체 구성원들만이 직접적으로 해악을 저지를 지 모르나, 이 구성원들의 대

다수 혹은 전체가 이 해악에 대해 책임을 공유한다.38  

 

물론 직접적인 인종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과, 이들 주변의 인종주의

적 태도를 공유하는 이들이 갖는 책임의 방식은 같지 않다. 가령 미합중국

의 대통령이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모욕한다면, 이는 직접적으

로 소수인종에 대해 인종차별적 행위를 수행한 경우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모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그를 비난할 수 있다. 반면 인종차별적 

발화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대통령과 동일한 태도를 

지니거나 혹은 이를 충분히 저지하지 않은 개인들이 자신의 태도에 가져야 

하는 책임은 부끄러움(shame) 또는 죄책감(feeling guilty)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여기에서 메이는 개인의 행위가 단지 내면적인 결정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 또는 문화와 매우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는 점

을 전제하며, 이 점에서 행위자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하지만 직접 행위를 수행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서로 다른 형태

의 책임(비난과 부끄러움)을 갖는다고 해도, 이들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동

일하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공유하도록 요구받는 것은, 자신이 

잘못된 행위에 동참했다는 의미에서 비난의 변형된 형태를 나누어 갖는 과

정이다. 이처럼 부끄러움을 행위자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메이의 논의는 비

 
38  May, (1992) Sharing Responsibility.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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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심적인 책임으로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39 왜냐하면 잘못된 태도에 

대한 반성으로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누가 얼마나 가져야 하는가를 두

고, 행위자들은 책임을 자신이 떠맡으려 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전가하기 때

문이다. 이는 비난의 언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책임 논의가 흔히 이르게 

되는 귀결이다.  

책임 논의가 비난에 중점을 둘 때, 개인이 잘못을 저지르는 배경조건의 

영향은 과소평가되거나 논의의 고려대상이 아니게 된다. 책임의 담지자로

서 주체가 개인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을 비난하는 책임 개

념은 부정의가 발생하는 맥락을 개선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들은 단지 몇몇 개인의 참여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의 공동 기여가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과

거와 현재에 이 기여를 수행한 모든 행위자들이 특정적으로 비난받거나 처

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인종차별적인 사회 문화와 규범, 관습

을 만들어낸 사람들 모두에게 비난을 가하는 것은 가능할까? 설령 인종주

의적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추상적

으로 비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잘

못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비난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영이 제안하는 정치적 책임 개

념은 개별 행위에 대한 비난 대신, 이 잘못들이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조건

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로버트 구딘의 책임에 대한 구분을 다시 

인용하면, 정치적 책임은 비난-책임이 아닌 과제-책임의 의미에 접근해 있

 
39  이를 지적하는 대표적인 논의로는 Oakberg, (2016) "There Should Not Be 

Shame in Sharing Responsibility: An Alternative To May's Social 

Existentialist Vision,"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19(3),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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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 

 

부정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공유된 책임에 의해 동기부여를 얻는 정치는 대

안적 행위의 과정에 대해, 이들이 어떻게 도입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무엇일

지에 관한 논쟁과 토론을 포함한다. … 정치적 논쟁에서 비난의 언어를 사용하

는 것은 집단적 행위를 통해 해소될 논쟁들을 가로막는데, 왜냐하면 이는 분

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이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관계보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끔 하기 때문이다.41 

 

영은 자신의 논의가 갖는 특성을 더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개인 행위에 

대한 기존의 비난중심적 책임을 ‘과거를 향해 뒤돌아보는(backward-

looking)’ 책임으로, 그리고 자신이 제안하는 정치적 책임 개념을 ‘미래를 

바라보는(forward-looking)’ 책임으로 규정한다. 42  미래지향적인 책임이라

 
40  그러나 구딘의 과제-책임 개념이 영의 정치적 책임 개념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특히 핵심적인 차이는, 구딘의 관심이 여전히 인과적으로 행위자들이 얼

마나 기여했으며 그에 따라 책임이 배분되어야 하는가에 놓여있는 반면(Goodin, 

(1987) "Apportioning Responsibilities," 181), 영은 책임의 규정에서 이와 같은 

인과적인 방식의 설명을 반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RJ, 99/180). 이들 간

의 자세한 차이에 대해서는 3.1.의 논의 참고. 

41  RJ, 113-114/201-202. 

42  RJ, 109/195. 한편 이와 같은 책임의 방향성 구분은 클로디아 카드(Claudia 

Card), 헨리 리차드슨(Henry Richardson)의 논의에서 등장한 바 있다(Card, 

(1996) The Unnatural Lottery: Character and Moral Luck,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Richardson, (1999) "Institutionally Divided Moral 

Responsibility,"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16(2), 218-49). 가령 카드는 다

음과 같이 언급한다.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 내가 지닌 생각은, …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이다. 여기에서 나의 관심사는 … 수용, 헌신, 배려, 

그리고 염려에 관련된 책임이다. 반면, 오늘날 책임에 대해 다루는 영미 도덕철

학의 대부분의 논의들은 과거를 바라본다(look backward). 이들은 처벌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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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을 통해 영이 설명하려는 바는, 과거에 잘못한 개인들을 특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해악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데 정치적 책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적 책임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개개인들의 내면 영역만을 향하지 않으며, 행위자들이 

서로 연관되는 관계의 층위를 겨냥한다. 개인의 행위는 단지 내면의 의사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치한 사회적 연관 속에서 발생

하므로, 개인의 내면적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동일한 해악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충분하지 않다. 

혹자는 위의 설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행위의 ‘배경조건,’ 

또는 ‘행위자들의 관계 층위’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인의 내면적 

결정 이외에 무엇이 행위의 발생에 기여하며, 또한 무엇을 개선함으로써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영에게서 제

시되는 두 번째 논점은, 부정의의 진단이 사회 구조라는 틀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영의 논의에서 부정의는 단지 개인의 행위 층위에서 

잘못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층위를 겨

냥한다. 영은 행위의 배경조건으로 놓여있는 이 층위를 “사회 구조(social 

structure)” 또는 “사회구조적 과정(social-structural process)”으로 명명

하며, 이 과정이 부정의할 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

시한다. 개별 행위자들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책임은 바로 부정의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진행중이며, 또한 사회적 과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속될 구조적인 사회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려 시도한다. 

특정 개인들이나 조직들의 행위가 갖는 개별적인 인과적 연관을 추적하는 것

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기여한 모든 이들에게서 그들의 기여

 

칭찬 또는 비난, 용서, 감형 등에 대해서만 사로잡혀 있다.”(Card, (1996) The 

Unnatural Lotter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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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따라 시정을 추구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 구조로부터 생산된 부정의들

은 종착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다. 핵심은 과거에 대해 배상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한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 기여한 모든 이들에게 

이 과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43 

 

사회 구조에 대한 이 규정이 갖는 함의는,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

다는 서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영이 ‘사회적 연결 모델’을 통해 제안

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은, 추상적인 가치나 본질적인 속성의 공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 구조의 재생산 속에 함께 

참여한다는 과정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나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 해악

의 발생에 유일한 그리고 중대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의 행위는 

사회적 해악의 발생과 재생산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여한다. 이는 행위자

들이 책임을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근거이자, 타인이 겪는 고통

을 도외시할 수 없는 근거이기도 하다. 

나는 책임의 대상으로서 사회 구조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2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여기에서는 구조 개념을 통해 사회적 해

악에 접근하는 논의가 갖는 장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적 책임 

개념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의식을 일부 공유하는 공리주의적 접근과 비

교해 보자. 전지구적 부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적 관점 중 하나로서 피

터 싱어(Peter Singer)의 공리주의적 관점은, 행위자들이 갖는 도덕적 책임

의 범위를 그저 자신이 수행한 일의 결과에 국한되거나, 자신과 가까운 관

계(가족, 친구, 동료 등)에서의 책임에 한정하여 이해하지 않는다. 싱어가 

제안하는 책임의 범위는 고통이 존재하는 모든 곳으로 확장되며, 도덕적으

로 행위하려는 이들은 이 고통을 최소화할 책임을 갖는다. 

 

방금 서술된 이 원칙(필자 주: 우리가 도덕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 

 
43  RJ, 10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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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은 별로 논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 제한된 형태로라도 이 원칙들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진

다면, 우리의 삶, 사회, 그리고 세상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원칙은 근접성이나 거리감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10야드 옆 이웃의 아이이든, 1만 마일 떨어져 내가 이름도 모르

는 방글라데시 사람이든지 여부는 도덕적 차이가 없다. 둘째, 이 원칙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지, 아니면 수백만 명 중 한 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구분을 두지 않는다.44 

 

싱어의 관점에서, 행위자가 책임을 갖는 이 해악은 행위자 자신에 의해 

야기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며, 행위자와 고통을 겪는 이들이 사전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또한 타인을 도울 의무의 당사자가 나 

혼자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도 함께인지 등도 문제시되지 않는다. 공리주의

적 도덕원칙은 단지 개별 행위에서의 잘못 여부를 따지거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사회에 존재하는 해악(구성원들의 고통)을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범세계적 공리주의(cosmopolitan utilitarianism)’라고도 지칭되는 이 접근

이 책임을 규정함에 있어 생겨나는 장점은 분명하다. 공리주의적 접근은 

개별 행위 맥락에 귀속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한다. 이를테면 싱어가 사례로 제시하는 방글라

데시 대지진의 피해는 어느 개인의 행위에 따른 귀결로 설명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충분히 개선되기 어려운 해악이다. 싱

어의 접근은 이 지진으로 발생하는 고통 자체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다른 모든 행위자들에게 요구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개입할 수 있는 길

을 제시한다. 이처럼 싱어의 공리주의적 관점은 원자론적 책임 원리에서 

벗어나 있으며, 행위자들에게 개별 행위 맥락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책

 
44  Singer, (1972) "Famine, Affluence, and Morality," Philosophy & Public Affairs, 

1(3), 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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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묻는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 제기되는 책임의 한계 역시 뚜렷하다. 싱어의 설명

이 갖는 문제는 최소한 두 가지인데, 한편으로 공리주의적인 책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직접적이라는 점이다.  

첫째로, 싱어는 행위자들이 타인을 도울 책임을 어떤 근거에서 지니는지

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행위자와 조력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추상적인 연관만이 생겨난다. 싱어의 설명에서 행

위자들이 타인에게 책임을 갖는 유일한 근거는, 세계에 존재하는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고통과 죽음이 나쁘다는 전제”는 

행위자들이 타자의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로서, 싱어는 이 전

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거부하기 위해

서는 매우 “기이한(eccentric)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45  가령 

물가에 빠진 어린이를 본다면 사람들은 (그 자신이 너무 큰 위험에 빠지지 

않는 이상) 아이를 구할 책임이 있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또는 빈곤 등의 사회적 문

제에 대해서도 행위자들이 같은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 싱어의 생각이다. 

그런데 타인의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지니는 이유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

되는 경우, 행위자들이 갖는 책임 개념 역시 모호하게 설명된다. 가령 2차 

세계대전 당시 인종학살 범죄에 참여하거나, 이를 방관한 시민들이 해당 

범죄에 대해 지는 책임의 내용은 단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인가?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이러한 부정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혹은 입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동료 시민들이 갖는 책임은 무엇

을 의미하는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

들에 대해 행위자들이 갖는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근거를 ‘고

통’이라는 개념을 통해 피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넘어 행위자들 간의 연

 
45  Singer, (1972) "Famine, Affluence, and Morality,"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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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한 더 상세한 맥락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46 내 생각에 싱어의 설명

은 이 문제들을 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는 공리주의에서 제시하는 책임의 설명방식이 너무 직접적이라는 

지점과도 맞닿아 있다. 물가에 빠진 어린아이에 대해 행인이 갖는 책임과, 

빈곤이나 인종주의의 피해자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책임을 비교하는 싱어

의 논의를 살펴보자. 아이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행인들이 곧바로 구해

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서도 행위자들은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싱어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 

비교는 그리 정확하지 않다. 행인이 물가의 아이를 돕지 않으면 아이는 곧

바로 물에 빠져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인의 조력이 가져올 결과는 

매우 직접적이다. 반면 빈곤이나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조력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얼마나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직관

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47 왜냐하면 빈곤 및 차별과 같은 문제들은 수많은 

사회적 권력관계들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까닭에, 하나의 개별 행위가 어떤 

 
46  McKeown, (2015) "Responsibility without Guilt: A Youngian Approach to 

Responsibility for Global Injustice," School of Public Polic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College London, 11; Moore, (2013) "Global Justice and the 

Connection Theory of Responsibility," in L. Michaelis & G. F. Johnson (ed.), 

Political Responsibility Refocused: Thinking Justice After Iris Marion Young, 

Toronto: Toronto University Press, 23. 

47  싱어는 우리가 타인을 도와야 하는 경계선으로, 모든 사람의 공리 수준이 ‘한계 

효용(marginal utility)’ 단계에 이르는 정도를 제안한다. 하지만 그는 이 원칙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용하기에는 (부유한 국가의 시

민들의 상당 수준 재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져야 하므로) 너무 강한 수준의 

책임 요구라는 점을 인정하며, 더 온건한 버전의 공리적 원칙인 “자신의 중대한 

도덕적 희생이 없는 이상, 해악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Singer, (1972) "Famine, Affluence, and Morality, 241). 이처럼 공리주의적 관

점이 요구하는 책임의 정도가 너무 무제약적이고 강하다는 비판은 Scheffler, 

(2001) Boundaries and Allegiances,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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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가질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가령 어느 빈곤국에서 착취

에 시달리며 신발을 생산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행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끔 그들이 생산한 신발을 구매해야 하

는가? 아니면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전자의 

경우 아이들이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노동 착취는 전

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후자의 노력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확히 어떤 행위가 필요한지 직관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싱어의 책임 개념은 물가에 빠진 어린아이 사례처럼 매우 자명하고 직접적

인 개인적 책임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킨 것이지만, 사회적인 층위에서 볼 

때 책임은 그렇게 직관적인 것일 수 없다. 다시 말해 빈곤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해악의 당사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어떤 조력을 요구하는지는 

별로 자명한 것이 아니다. 롤스의 지적을 인용하면, 공리주의적인 사회관

은 “한 사람의 선택 원리를 사회로 확장시킨 결과로, 이 확장이 가능하게

끔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불편부당하고 공감적인 관찰자의 상상적 행위

를 통해 하나로 뒤섞는 것”이다.48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이 사회 전체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

다. 

영이 시도하듯이 행위자들 간의 연관으로서 구조적 관계에 주목한다면, 

누구에게 그리고 왜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통로

가 획득된다. 사회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

며, 바로 이 점에서 차별과 같은 해악을 경험하는 타인에 대한 책임을 갖

는다. 행위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억압과 같은 사회적 부정의에서 자유로

워질 수 있도록 배경조건들을 개선할 책임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공유한다. 

 

 
48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isty 

Press (rev. edition 199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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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구조적 관계와 취약성에서 정의의 의무가 생겨난다. 구조적 

관계 및 취약성은 공적인 규제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들에 대한 

필요를 만들며, 그리하여 사람들은 함께 행위할 능력을 최대화하고 그들 사이

의 폭력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49 

 

그러나 영의 시도에 대해 지적되어야 하는 점은, 사회구조적 관점을 책

임 논의와 연관짓는 시도가 갖는 부담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

는 영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를 두 층위로 지

적하려 한다. 첫째로, 영은 행위자들이 부정의에 기여함으로써, 더 정확히

는 부정의한 구조적 과정에서 이에 기여함으로써 책임을 공유한다고 설명

한다. 이 설명은 많은 후속 논의들을 필요로 한다. 구조적 과정에 ‘참여’ 

또는 ‘기여’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구조는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공동 기획인가? 이는 개별 행위들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 

그리고 이 구조가 부정의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 행위자들

이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회적 연결 모델의 이론적 핵심요소들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한다. 

둘째, 구조적 과정에의 참여와 이에 대한 책임 간의 이론적 연관이 밝혀

진다고 해도, 현실의 문제들에 관해 행위자들이 실천적으로 책임을 짊어지

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영은 부정의의 개선 책임을 가로막는 장애

물들에 대해, 그리고 이를 넘어설 관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 

행위자들은 어떤 맥락에서 정치적 책임을 거부하는가? 그리고 이 거부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나는 영의 숙의민주주의적 

관점을 정치적 책임 논의와 적극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와 같은 계기를 모

색하려 한다. 

 

 
49  RJ, 13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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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의의 전개 구성 

 

본문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과 3장에서는 “구조적 부정의

에 대한 책임 원리”라고 명명된 사회적 연결 모델의 핵심 논제, 즉 “부정

의한 구조적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라는 영의 

주장을 구체화한다. 이어지는 4장과 5장의 논의에서 나는 행위자들이 정치

적 책임을 회피하는 논변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

려 한다.  

2장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사회구조적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사회구조적 과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이유에서 문제시되는가? 

이 논의는 영이 제안하는 ‘정치적 책임’은 행위자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해

결하도록 요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개별 행위가 아니라 행

위가 발생하는 배경조건이 책임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정치적 책임이 개선을 요구하는 영역은 개인들이 서로 연관된 사

회적 관계망의 패턴으로서, 영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사회구조적 과정”이

다.50 흔히 ‘사회 구조’라 불리는 이 영역은 행위자들의 개별 행위에 일정

한 제약을 가하는데, 이 제약들이 부정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정

치적 책임의 개선 대상으로 간주된다.  

 

사회적 과정들이 많은 집단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배당하게 하거나 혹은 자

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실현시킬 수단을 결핍되게 하는 체계적인 위협을 가하

면서, 이 과정들이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는 지배하도록 하거나 역량의 계발과 

행사의 넓은 기회를 가능하게 할 때, 구조적인 부정의가 존재한다.51 

 

 
50  RJ, 53/110. 

51  RJ, 5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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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규정에서 핵심은 ‘억압(oppression)’과 ‘지배(domination)’라는 개

념으로, 전자는 행위자들의 역량 계발 및 행사를 저해하는 제약을 가리킨

다면, 후자는 행위자들의 자기결정 능력을 침해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나

는 2장 후반부에서 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영이 제시하는 다

양한 억압 및 지배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고 구체화함으로써, 특정 사회구

조적 과정이 부정의하다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2장의 목표이다. 

3장에서는 구조적 과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치적 책임 개념을 검토한

다. 이 고찰은 정치적 책임이 기존의 도덕적인 책임과 어떤 점에서 구분되

는지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들의 개별 행위에 뒤따르는 도

덕적 책임을 묻는 방식과, 사회 구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는 영이 제안하는 정치적 책임의 ‘사회적 연결 모델’

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뒤이어 이 논의에 대해 제기되어 온 비판들

을 하나씩 검토하고, 영의 관점에서 가능한 대답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기하고자 하는, 영 자신에 의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문

제는 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사회 구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이론적으로 개념화되더라도, 행위자들이 이 책임을 실제로 갖는 것은 별개

의 과제이다. 4장에서는 부정의한 구조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책임

을 거부하는 논변을 살펴본다. 정치적 책임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개별 행위와 사회적 해악 사이의 연관에 대

해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적 책임 모델에서 고려하는 해악의 대상

은 행위자들이 수행한 개별 행위에 주목함으로써 행위자들에게 자신의 책

임 범위를 비교적 쉽게 보여줄 수 있다. 반면 사회 구조와의 연관을 포괄

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책임은 개별 행위자가 초래한 것이 무엇인지, 그

리고 행위자들이 무엇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직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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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러나지 않는다.52 구조적 관점에서 고찰되는 부정의는 매우 많은 행

위자들의 선택들이 관여되며, 또한 무척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구조적 연관들은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갖는 

영향을 알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자신에게 사회구조적 과정을 개선할 책임

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된다.  

이 반론은 행위자들이 타자의 고통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혹은 

자신을 책임의 주체로 간주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이 어떻게 가능한지의 

문제를 겨냥한다. 타인과의 연관 속에서 구조적 부정의를 재생산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기를 거부하는 행위자들이 정치적 책임

을 가질 근거는 무엇인가?  

『정의를 위한 책임』을 비롯한 논의들에서 영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설명을 제공하지 않지만, 다른 저작들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바로 민주적 숙의과정에 대한 설명이 그것이다. 『포

용과 민주주의』(Inclusion and Democracy)에서 영은 숙의민주주의와 정

의 사이의 연관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53 두 개념 사이의 내적 연관에 대한 

영의 깊은 관심을 고려할 때, 정치적 책임 개념이 숙의민주주의와 맺는 연

관이 상세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소 의아하다. 영은 정치적인 집

단행동에 나서는 과정으로서 공론장의 역할을 언급하기는 하지만,54 정치적 

 
52  Hayward, (2017)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On Dismantling Structural 

Injustice," The Journal of Politics, 79(2), 404; Neuhäuser, (2014)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Distribution of Forward‐Looking Responsibility,"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38(1), 242; Schiff, (2008) "Confronting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Problem of Acknowledgment," Hypatia, 23(3), 99-117. 

53  ID, 1장. 

54  “자신들이 정의와 부정의에 대해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공중(public)에게 대답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정치적 과정은 공중의 형

성으로 이루어지며, 이 형성 속에서 구성원들은 문제와 안건을 제기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행위를 요청한다.”(RJ, 1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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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자체를 인식하고 행위자들이 스스로를 책임의 주체로 간주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하지 않는다.  

5장에서 나는 행위자들의 민주적 공론장 참여가 정치적 책임을 형성하

는데 있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려 한다. 공론장 내에서의 소통 과정은 행

위자들이 사회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다른 집단들

이 경험하는 부정의의 문제를 인식하는 통로를 마련한다. 이는 앞서 4장에

서 살펴본 구조적인 무지의 문제를 넘어서 행위자들이 책임을 형성하는 근

거가 되며, 나아가 같은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기틀을 제공한다. 이 논의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개선이라는 과제가 “도

덕적” 책임이라기보다 “정치적” 책임으로 명명된 이유를 더 분명히 보여준

다. 광범위한 여러 관행들을 개선하려는 행위자들의 책임은 도덕원칙을 통

해 개인들의 내면에 요구되는 명령이 아니며,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실

현되는 실천이다. 55  이 실천은 제도, 기업, 조합들과 같은 거대 주체들의 

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을 지시하며, 부정의에 대한 

타자의 호소를 통해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기여를 함께 고찰하고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55  Hanagan, (2013) "Democratizing Responsibility: Jane Addams’s Pragmatist 

Ethics," Polity, 45(3),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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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구조와 부정의 

 

 영의 정치적 책임은 구조적 부정의(structural injustice)에 참여하는 행

위자들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책임이다. 다시 말해 영이 책임의 

주제로서 주목하는 쟁점은 (3장에서 보게 될 것처럼) 행위자들의 개별 행

위의 잘못 및 이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 요구가 아니라, 문제적인 행위를 

재생산하는 사회 구조의 부정의이다. 그렇다면 이 논의의 전제로서 ‘구조

적 부정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적 책임의 대상으로 사회 구조를 다

룬다고 할 때, 구조가 정의의 주제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이어진다. 정의이론의 대상

으로서 사회 구조란 무엇이며, 그것이 정의롭거나 부정의하다는 것은 어떤 

사태를 지칭하는가? 행위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거나 기여한다는 것은 어떻

게 이루어지는가? 

2장에서는 위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다. 이때 나는 영이 시도한 

바와 같이 주로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이론과 비교를 수행할 것이다. 

이는 롤스가 단지 사회 정의의 문제를 처음으로 본격적인 철학적 주제로 

다룬 이론가이기 때문만은 아니며, 그가 정의의 주제로서 ‘사회 구조’에 대

해 주목하고 이론화하는 시도를 전개했기 때문이다.56 이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적합한 실마리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몇 가지 

중요한 한계로 말미암아 구조적 관점이 도입된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은 롤스와 다른 방식으로 사회 구조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구조적 정의의 관점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 시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우선 2.1.에서는 사회 구조의 

 
56  휴고 베다우(Hugo Bedau)는 롤스의 정의론이 지닌 독창성이, 정의원칙의 대상

으로서 개인의 행위 또는 사회의 전체 영역 대신 사회의 기본 구조를 고안한 

데 있다고 설명한다(Bedau, (1978) "Social Justice and Social Institution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3(1), 1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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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해명하고, 이와 같은 설명이 롤스의 구조적 정의이론에서 논의되던 

구조 개념과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한다. 특히 본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 책임 이론의 출발점을 이루는 지점, 즉 구조적 부정의와 행위자들

의 책임 사이의 연관이다. 해당 연관을 다루기 위해 나는 행위자들이 사회 

구조와 맺는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이 고찰은 정의이론의 대상으로서 사

회 구조가 갖는 중요성을 드러내며, 나아가 구조적 정의이론의 근본 의도

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롤스보다 확장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뒤이어 2.2.에서는 영이 문제시하는 상태로서 구조적 부정의인 ‘지배’와 

‘억압’의 개념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나는 각 개념들에 대한 영의 규정, 다

시 말해 행위자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받고 있거나 피지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태가 영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개별 

사례들에 이 설명을 적용함으로써 구조적 제약들이 부정의하다는 서술의 

의미를 구체화할 것이다. 

 

2.1. 사회구조적 과정 

 

구조적 부정의의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구조 개념이 의미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 논의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사회학자 윌리엄 슈얼(William 

Sewell)의 말을 빌려 영이 언급하고 있듯이, 구조 개념은 여타의 학문적 

개념들과 비교할 때 “덜 정확한 개념”이어서, “어떤 형식적 정의도 이 개념

의 의미를 고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57 이러한 작업이 갖는 

난점을 인정하면서 영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구조 이론을 구성하는 작업

 
57  Sewell, (1992) "A Theory of Structure: Duality, Agency, and 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1), 2; RJ, 52-53/1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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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착수하는 대신, 사회학자들의 구조 개념에 대한 논의를 인용하여 정의

의 문제와 연관된 몇 가지 특징적 지점들을 서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구

조 개념이 다루어졌던 논의의 복잡성과 다양함을 고려한다면 이론적으로 

정의하는 시도를 우회하는 접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논의의 대상으로서 구조적 부정의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개념에서 본 논의와 관련된 부분을 불충분하게나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조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책임의 대상으로서 사회 구

조 개념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규정 속에서 나는 영의 사회구조적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재구성할 것이

다. 

2.1.에서 제시될 설명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나는 2.1.1.에서 개별 

행위와 구분되는 사회 구조의 관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영의 접근을 

요약한다. 존 롤스의 정의이론에서 이와 같은 구조적 접근, 더 정확히는 

정의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분업’ 논증을 소개한 뒤, 이어 롤스의 제도적 

분업 논증에 대해 영이 내리는 양가적 평가를 살펴본다. 영에 따르면, 한

편으로 정의론의 주제로서 구조를 다루려 한 문제의식은 적절한 것이었지

만, 다른 한편 롤스의 정의관은 구조에 대한 너무 좁은 이론적 설정으로 

인해 한계를 지닌다. 2.1.2.에서 나는 영이 구조 개념을 어떻게 변형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구조적 설명이 정의이론에 제공하는 이론적 이점이 정확

히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해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나는 그저 공적 규칙

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회구조적 과정 개념이 개별 행위들과 어떤 상호연

관 속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또한 구조적 지위와 제약을 통해 사회적 현상

들에 접근한다는 영의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상세히 파고들 것이

다. 이처럼 수정된 구조 개념은 2.2.에서 논의하게 될 영의 구조적 부정의 

개념에 접근할 통로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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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롤스와 영의 구조적 분업 논의 

 

『정의론』의 서두에서 롤스는 자신의 정의이론이 다루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우리에게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더 정확히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적 

협동으로부터 생겨난 이익의 분배를 결정하는 방식이다.58  

 

본문의 2장 후반부에서 논의되겠지만 영은 롤스의 이러한 이원론적 특

성을 자신의 정의이론에 수용하면서 동시에 이론적 변형을 가한다.59 영이 

롤스의 이론에서 수용하는 지점과 비판하는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롤스의 정의이론에서 사회적 구조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이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제기들이다. 

먼저 나는 롤스의 기본 구조 개념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서 핵심은 정의 원칙들의 도출과정 및 그 내용 면에서의 타당성과 적절성

이 아니라 이 원칙들의 대상이 되는 기본 구조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

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롤스에게서 주제화되는 사회 구조란 무엇인지, 이

들은 정의 원칙에 의해 어떻게 규제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특별한 이론

적 대상으로서 규정되고 있는지가 이 절에서 다루어질 주요 관심사이다. 

롤스가 구조 개념을 정의의 관점에 가져오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

에게 미치는 심대하고 장기적인 영향력 때문이다.  

 

주요 제도들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그들이 무엇이 되기를 기

대할 수 있으며 얼마나 잘 하기를 바랄 수 있는지에 관한 삶의 전망에 영향

 
58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6. 

59  JPD, 36/95; RJ, 7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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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 기본 구조가 정의의 제1주제인 것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무척 

심대하며 또한 그 시작점에서부터 영향이 현존하기 때문이다.60 

 

롤스는 기본 구조를 단지 정의이론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차적 주제로 상정한다. 그가 구상하는 정의의 원칙들은 행

위자들의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되는 원칙이나 판단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사회의 배경 조건으로서 주요 제도들에 적용된다. 이때 롤스가 구상하는 

제도들은 “구성원들의 직책과 지위를 권리와 의무, 권력과 면책 등과 관련

하여 규정하는 공적인 규칙 체계”61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법제도, 

시장경제, 재산 체계, 그리고 가족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롤스의 구조 개

념은 정치, 법, 경제 영역에서의 공적인62 제도63들로 규정되고 있으며, 그

 
60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6-7. 

61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47. 

62  롤스가 ‘공적(public)’ 규칙이라고 설명할 때, 공적인 것의 개념은 공지성

(publicity)의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규정된다. 공적인 규칙으로서 “제도에 관련

된 개인은 그 규칙이 그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알”고 있으

며, 또한 “타인들이 이를 안다는 것을 그 역시 알고 있고, 그가 이를 안다는 사

실 역시 타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48). 

여기에서 롤스가 참고하는 하트(Hart)의 논의를 검토한 윌리엄스는, ‘공적’인 것

의 개념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고 설명한다(Williams, (1998) "Incentives, 

Inequality, and Publicity," Philosophy & Public Affairs, 27(3), 233). ① 일반적 

적용가능성, ② 규칙의 명백한 요구조건, ③ 규칙 적용대상 범위 규정이 그것이

다. ①이 행위자들의 동의에 의해 규칙이 결정되었다는 조건을 의미한다면, ②

는 행위자들에게 규칙이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이며, ③은 그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의 경계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

리킨다.  

63  롤스에게 ‘제도’는 개인처럼 자율적 행위능력이 있는 단위가 아니라, 특정한 관

행(practice)의 종류를 의미한다. 또한 ‘관행’은 역할, 직위, 활동, 벌칙 등을 조

직하며 구조에 활동성을 부여하는 규칙들의 체계를 가리킨다(Rawls, (1955) 

"Two Concepts of Rules," The Philosophical Review, 64(1), 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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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하는 정의의 원칙들은 일차적으로 제도로서의 구조에 적용된다. 

롤스의 설명은 정의의 원칙들의 효력이 매우 한정적인 사회적 영역에 국

한됨을 의미한다. 롤스는 자신이 제안하는 원칙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 혹

은 개인들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도 않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64 

『정의론』에서 제시되는 정의의 원칙들은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정의 원칙들

은 어떤 단체의 관습이나 규약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들은 개인들의 삶의 전망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본 

배경적 조건의 규정에 초점을 맞추지, 사회의 모든 요소들과 영역들을 일

원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롤스가 이후 『 정치적 자유주의 』 에서 일반적(general) 또는 포괄적

(comprehensive) 도덕관이라고 지칭하는 관점과 비교하면 이 특징은 더 

분명해진다.65 포괄적 정의관에 해당하는 사례로 롤스는 고전적 공리주의를 

든다. 공리의 원칙(principle of utility)은 개인, 집단, 사회 전체에 이르기까

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다만 개인에게 적용될 때와 사회적 차원에서 적

 
64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7. 

65  롤스는 일반적∙포괄적 도덕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도덕관이 

광범위한 주제에 적용되고 모든 주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계를 갖는다면, 

이 도덕관은 일반적이다. 어떤 도덕관이 인간 삶에서의 가치, 우정이나 가족, 

사교관계에서의 이상뿐만 아니라 인격적 이상들을 포함하며, 그밖에도 삶 전체

의 경계에 걸쳐 우리의 행위를 지도하는 것을 포함할 때, 이 도덕관은 포괄적

이다.”(Rawls, (1993)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expanded edition 2005) 13; 강조는 필자) 이러한 일반적∙포괄적 관점이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개인에게 요구된다면, 롤스가 정의론을 통해 제안하는 관

점은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정의관이다. 이 정치적 관점은 포괄적 관점에서 제

기되는 문제들에 답하는 대신, 특수한 도덕적 문제로서 입헌민주주의적 정치체

제라는 사회의 근본적 구조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Rawls, (1993) Political 

Liberalism,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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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때의 차이란 규모의 차이에 불과하다.66 다시 말해 개인이든, 혹은 집

단이든, 사회 전체의 층위에서든, 행복의 총량을 증진해야 한다는 원칙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변함없이 타당하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위 

방식은 물론, 집단적 관습과 규약, 그리고 사회 전체의 조직 양식 모두 공

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한다.67  

이처럼 롤스는 정의의 주제, 그리고 정의 원칙이 작동하는 방식 등을 기

존의 도덕이론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술한다.68 그의 이론은 어떤 이

론이 구조적 접근을 취할 때 갖는 특징을 잘 보여주며, 그렇지 않은 도덕·

정치이론과 구분되는 지점을 명확히 짚고 있다. 모든 행위자, 혹은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의 원칙을 통해 옳음 또는 정의의 문제를 설명하려는 

일반적∙포괄적인 관점과 달리, 구조적 관점은 비-구조적 영역과 구분되는 

주제적 영역을 설정하고 여기에 설명을 집중하고자 한다. 리암 머피(Liam 

Murphy)의 표현을 빌리면,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 구조적 관점을 여타 영

 
66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21-24. 

67  공리주의 외에도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역시 이처럼 단일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정의관에 해당한다. 노직의 관점에서, 

정의론은 개인 행위와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 노직에게

는 소유물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만이 중요하다. 즉 그는 소

유물의 최초 취득이 정당했는지, 취득 소유물의 거래/이전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문제삼는다(Nozick,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151). 

68  롤스는 구조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전통적인 도덕이론과 거리를 취하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론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적 정의관과 부합한다고 

주장한다(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9). 반면 베다우는 『정의론』에 

제시된 논증이 전통적 정의이론에 합치한다는 롤스의 생각은 별로 설득력이 있

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롤스의 관점은 기존의 정의관에

서 발견되지 않으며, 이 점에서 오히려 전통적 관점과의 차이가 강조되어야 한

다고 본다(Bedau, (1978) "Social Justice and Social Institutions," 1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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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구분하여 논의하는 이원론적 관점을 지닌다.69  

그런데 기본 구조가 정의의 원칙에 대해 독립적인 적용 범위를 갖는 것

은, 단지 다른 주제들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기 때문일 수만은 없다. 왜냐

하면 기본 구조가 개개인에 대해 심대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해서, 그에 대

한 정의 원칙이 개별 행위나 협회(종교, 대학 등)와 같은 사회의 개별 영역

에까지 직접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

본 구조에 적용되면서도 차후 개별 행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포괄적인 정

의 원칙을 구상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

시 말해 기본 구조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이, 왜 그 밖의 다른 영역에 대해

서까지 적용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정의론』

에서 구체화되지 않았던 이 설명은, 후속 작업에서 제도적 분업

(institutional division of labor)이라는 형태로 제시된다. 롤스가 말하는 제

도적 분업이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우리가 모색해 온 것은, 기본 구조와 개인, 협회 및 이에 뒤따르는 개별 거

래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규칙들 사이에 존재하는 제도적 분업이다. 만약 이러

한 분업이 확립될 수 있다면, 사회 체제 내의 어디에서건 배경적 정의를 유지

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짐으로써, 개인과 협

회는 기본 구조의 틀 내에서 자신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자유로이 추구

할 수 있게 될 것이다.70 

 

여기에서 롤스는 “두 종류의 사회적 규칙들 간 분업, 그리고 이 규칙들

이 실현되는 서로 다른 제도적 형태들 간의 분업이라는 방안”에 도달한

 
69  Murphy, (1998) "Institutions and the Demands of Justice," Philosophy & 

Public Affairs, 27(4), 256. 

70  Rawls, (1993) Political Liberalism, 2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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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1 한편으로는 기본 구조에 속하는 제도들로서, 사회적 배경을 규정하고 

배경적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고안된다. 다른 한편 개인들이 개

별 행위에서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기 위해 강압이나 사

기 등 부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들이 있다. 후자, 즉 개별 규칙들은 배

경적 정의를 형성하는 제도들에 의해 어느 정도 보완되고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개별 행위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율성을 보존한다. 다

시 말해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원칙은 개별 행위에 대한 규칙들과 별도의 

적용범위를 갖는다. 행위에 적용되는 규칙들은 개개인들이 일상적 생활에

서 수행하는 상호작용에 대해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기본 구조에 대

한 원칙은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들이 일어나는 

정의로운 배경조건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업이 필요한 이유는, 

정의로운 배경조건의 형성이 개별 행위의 차원에서의 노력만을 통해서는 

충분히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은 롤스의 구조적 접근에 대해 양가적인 평가를 내린다. 한편으로, 영

은 롤스처럼 사회의 공적 제도들만을 정의관의 주제로 다루는 것이 이론적

으로 너무 좁은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적인 법체계를 비롯한 

사회 제도에만 적용되는 정의의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이는 행위와 제도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절적인 정의 원칙을 세우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분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논증의 사례로서, 영

은 G. A. 코헨(Cohen)과 리암 머피(Liam Murphy)의 비판을 인용한다. 72 

아래에서 나는 영이 『정의를 위한 책임』 본문에서 인용하는 코헨과 머피

의 비판적 논증을 간략히 소개하고, 영이 바라보는 이 비판의 한계를 뒤이

어 설명하겠다. 

코헨은 롤스의 정의이론에서 개인들의 행위가 사회 구조와 상호적으로 

 
71  Rawls, (1993) Political Liberalism, 268. 

72  RJ, 67-70/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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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73 그가 보기에 제도적 관점에

만 초점을 두는 롤스의 접근은 개인이 사회 정의를 선택하며 행위할 동인

을 남겨두지 않는다. 배경적 정의는 제도적 분업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삶

에 직접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며, 개인의 지향과 무관한 제도들의 몫이 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헨은 사회 정의에 대한 개인과 집단들의 행위 및 

태도 선택이 사회적 정의에 관여하는 바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연관성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상호협력적인 개인들이 불

평등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사회적으로 용인가능한 불평등의 정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선택과 행위가 사회 구조를 

구성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코헨은 롤스의 인센티브 논증 비판을 통해 행위자들의 선택이 구조에 갖

는 영향을 보여준다. 코헨이 보기에 롤스의 정의이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는 롤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구조적 불평등만이 허용되어야 한

다. 74  롤스의 차등 원칙에 따르면, 불평등은 사회 전체 구성원(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 용납될 수 있다.75 이는 더 많은 자연적 재

능을 소유한 이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해 냄으로

써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설명인데, 코헨은 이 인센티브 지급

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고정된 상수로 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코헨에 따르면 인센티브 지급에 생산성이 달려있다는 주장 자체가 도덕적

인 정당화를 필요로 하며, 여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불평등만을 포함하는 

‘엄격한 해석’76을 수용하는 평등주의적 관점만이 차등의 원칙에 맞게 해석

 
73  Cohen, (1997) "Where the Action Is: On the Site of Distributive Justice," 

Philosophy & Public Affair, 26(1), 3-30. 

74  Cohen, (1992) "Incentives, Inequality, and Community,"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13, 263-329. 

75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68. 

76  Cohen, (1992) "Incentives, Inequality, and Community,"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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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이로써 구조적 정의관에서 개인들의 행위 및 태도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행위자들이 받기로 결정한 인센티브의 정도

는,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자원의 분배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코헨의 주장대로 시민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불평등만에 합의하게 된

다면, 행위자들 간의 자원 차이는 매우 작은 정도로만 규정될 수 있다. 

이처럼 코헨은 사회 정의에 대한 고민이 그저 제도적 관점만을 취해서는 

안 되며, 개인이나 집단들의 행위 및 태도 선택이 사회적 정의에 관여하는 

바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코헨의 논의에서 특히 행위-구조 연관과 관련

하여 중요한 지점은, 개인 행위자들의 선택이 구조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잘 짚어낸다는 점이다. 코헨은 사회 구조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77 그렇기에 사회 정의는 

단지 구조와 개인 행위 가운데 택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 모두

의 결과로서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익과 부담의 양식”에 대한 문제이

다.78 구조적 정의이론의 관점에서는 개별 행위들이 사회의 배경적 정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더욱이 구조적인 관점에서 그와 같은 고려

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머피는 정의의 원칙들이 공적 제도와 행위자의 층위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공적인 제도들이든 행위

자들의 행위든, 개인들의 정의를 추구하려는 목적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

 
77  Cohen, (1997) "Where the Action Is," 20. 다만 코헨은 행위-구조의 재생산 관

계를 비-강제적인 영역으로 한정하여 설명한다. 그는 입법 분야와 같은 특수한 

강제적 제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들에서 행위자들의 개별 선택이 구조를 직

접적으로 재생산한다고 보며, 이 개별 행위들을 구조와 떨어뜨려 생각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다. 머피는 코헨의 입장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코헨

의 이러한 구조 해석이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구조에서의 선택을 소규모 집단 

및 제도에 대한 선택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Murphy, 

(1998) "Institutions and the Demands of Justice," 269). 

78  Cohen, (1997) "Where the Action I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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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정치적∙도덕적 관점들은,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행위자들

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규범적 원칙들에 따라 제도들의 정의 여부를 평

가한다. 우리는 법적, 정치적, 그리고 다른 사회적 제도들이 함께 별도의 규범

적 제1원리를 요구하는 별개의 규범적 영역을 구성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

며, 사람들이 집단적 정치∙도덕적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들을 생각해야 한다.79 

 

정의의 원칙들이 제도뿐만 아니라 개별 행위자들의 행위에 함께 적용되

어야 한다면, 구조와 행위를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접근이 굳이 요구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으로 기본 구조에 대한 원리와 개인들의 행위에 대

한 원리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이원론적 설명은, 앞서 코헨이 지적한 바

와 같이, 행위자들의 행위 역시 사회적 정의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렇기에 제도와 행위 사이의 이원론적 

관점이, “제도적 틀 안에서 더 나은 정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를 바꾸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이

는 이원론을 거부하기에 매우 좋은 근거”가 된다.80 그러므로 머피가 보기

에는 제도적 맥락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정의를 위한 

행위 방식을 사람들에게 직접 제시하는 일원론적인 관점이 사회 정의의 촉

진에 있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적이다.81 가령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요

구되지, 개별 행위와 구분되는 별개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매개적

 
79  Murphy, (1998) "Institutions and the Demands of Justice," 253; RJ, 68/131-

132에서 재인용. 

80  Murphy, (1998) "Institutions and the Demands of Justice," 267. 

81  Murphy, (1998) "Institutions and the Demands of Justice,"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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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다룰 이유는 없다.  

영이 보기에 코헨과 머피의 지적은 한편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바로 

롤스에게서 행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다소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82 행위자들이 행위하는 일상적인 관습, 습관은 분명 사회의 

정의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롤스의 

기본 구조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롤스는 제도들이 “공적으로 인정된 규

칙에 따르는 개인의 행동 양식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지만,83 이는 어디까지

나 공적인 제도들에 국한된다. 법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명시화된 규칙 바깥

의 영역에서 개인들이 행위하는 방식은 그의 정의이론에서 충분히 정의의 

문제로서 조명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영은 코헨과 머피가 구조와 행위의 

이원적인 관점의 장점을 놓치고 있다고 본다. 바로 구조적 관점을 취할 때

에만 개인들의 행위 자체보다도 그들이 놓여 있는 배경조건 자체가 정의로

운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의 배경조건으로서 구성된 사

회 구조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정의이론의 주제는 오직 개별적인 행위 및 

그로부터 초래되는 귀결로 한정된다. 이때 개인의 행위가 강압 없는 자유

로운 선택에 의한 것일 경우,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정하다는 결론이 도출

된다. 영이 지적하듯, 이는 로버트 노직(Nozick)의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

서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84 노직에 따르면,  

 

어떤 분배는, 그것이 다른 정당한 수단에 의한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일어

난 경우, 정의롭다. 이때 하나의 분배에서 다른 분배로 이동하는 정당한 수단

은 거래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정된다. 정당한 첫 번째 “이동”은 획득

 
82  RJ, 70/135. 

83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294. 

84  RJ, 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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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정된다.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의로운 단계

를 통해 일어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의롭다.85 

 

롤스의 관점에서 이 결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주장은 개인들

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자들이 동일한 출

발선상에서 출발하여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는 없다는 문제를 놓

치고 있다.86 또한 시작점에서의 차이가 개별 행위들의 과정 속에서 누적되

면, 개별 행위 차원에서는 정의로워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

날수록 커다란 결과적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87  이 문제들을 지적하려면, 

우리는 개별 행위와 별도로 이 행위의 조건으로서 사회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직접적인(혹은 지역적인) 상황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를 보는 것만으로

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도달된 합의들이 정당하거나 공정한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평가들은 기본 구조의 특징, 즉 이 구조가 배경적 정의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주요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임금 협상이 

공정한지 여부는 노동시장의 본성에 달려 있다. 시장의 힘이 너무 과도해지는 

것은 막아야 하며,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공정한 협상력이 획득되어야 한

다. 덧붙여, 공정성은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같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조

건들에 의존하며, 이 조건들은 어느 한정된 시야를 넘어서 있다.88 

 

이 지점에서 영의 논의는 롤스의 구조적 관점과 궤를 같이 한다. 

 

 
85  Nozick,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151. 

86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7. 

87  Rawls, (1993) Political Liberalism, 267. 

88  Rawls, (1993) Political Liberalism, 2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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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평가의 주제가 오직 한 가지뿐이라면, 즉 개인이 타인과 거래할 때 

도덕 규칙들을 지켰는지 여부만이 도덕적 평가의 주제라면, 우리는 이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규범적 도구를 갖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이들이 지배와 

결핍에 취약한 지위를 갖게 되는 사회적 과정의 결과가 부정의하다는 판단을 

내릴 때, 또다른, 사회적 관계에 대한 더 넓은 견해를 취하게 된다.89  

 

개별 행위와 구분되는 영역을 고찰할 때, 개별 행위자의 관점을 넘어 사

회 전체적인 정의의 문제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 점에서 사회 구조와 행

위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은 유의미하다. 때문에 영은 롤스가 제안하는 제

도적 분업의 이념, 즉 정의의 문제에서 개인의 행위나 개별 사회집단들과 

구분되는 사회적 구조에 주목하는 접근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90 다시 

말해 사회 구조가 행위의 배경조건을 구성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되

어야 한다는 롤스의 관점에 영은 동의한다. 롤스의 표현을 바꿔 제시한다

면, 정의이론은 (“제도적 분업”이 아니라) “구조적 분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구조와 행위가 단절적으로 이해된다는 문제에 답하면서도 앞서 살펴본 

구조적 관점의 장점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영은 단지 법이나 정치, 경제 

등의 공적 영역에 한정된 범위를 넘어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와 행위를 포

괄하는 관점으로서 구조 개념을 구상하고자 한다.91 공적 제도들에 국한되

는 구조적 접근은 (코헨과 머피의 지적처럼) 행위자들의 역할을 충분히 설

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이 경험하는 부정의의 양상을 부정확하

 
89  RJ, 72/137. 

90  RJ, 71/135. 

91  RJ, 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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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포착한다.92 

 

전형적으로 정치 이론은 법, 정책, 사회적 재화의 대규모 분배, 투표나 세

금같이 계산되는 양적인 것을 다루지, 신체적 반응, 행동거지, 감정을 다루지

는 않는다. 그러나 규범 철학이 실천적인 의식과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92  정의 원칙의 적용 범위로서 기본 구조가 공적 제도에 한정될 때 생겨나는 문제

는 수잔 오킨(Susan Moeller Okin)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오킨은 공적 영

역만을 정의의 주제로 삼는 롤스의 접근이, 가족과 같이 사적 영역으로 구분되

면서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점들을 외면한다고 주장

한다. 구성원들에게 정의감과 정치적 덕목들을 배양시키는 재생산을 통해 시민

들은 상호협력적 체계로서의 사회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가족은 문화적 재생산

의 공간으로서 사회에 필수적인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가

족은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기본 구조의 목록에 포함되고 있다(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7). 하지만 비공식적인 영역들을 기본 구조에 포함할 경우 이는 롤스 

정의이론의 중요한 전제, 즉 구조적 분업이라는 출발점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 단체나 대학, 사교 모임 등 비공식적인 영역에 대해 정의의 원칙

이 직접 규제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가족에 대해서 정

의 원칙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것 역시 문제적이지 않은가? 가족

을 비롯한 비공식적-사적 영역으로 정의의 원칙이 확장된다면, 포괄적 정의와 

구분되는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롤스의 이론은 유지가능한가? 이러한 문제 때문

에 롤스는 가족이 사회 구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가족 내 젠더 

규범의 문제에 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

한다(Okin, (1994) "Political Liberalism, Justice, and Gender," Ethics, 105(1), 

26). 오킨이 보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이유는 가족이 롤스의 공/사 영역 

이분법 중 어느 한 부분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은 사적 관계

의 결집 단위이지만, 이 관계는 단지 사적인 영향력만을 갖지 않는다. 롤스가 

언급하듯이 가족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적 재생산은 시민으로서의 정의

감 배양에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롤스의 이론 체계에서 가족은 정의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다른 공적 제도들과 동일한 방식일 수는 없는 딜

레마가 생겨난다. 이는 롤스의 정의이론이 젠더 불평등과 같은 핵심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한 채로 머무르는 결과를 낳는다(Okin, (1994) "Political Liberalism, 

Justice, and Gender,"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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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의 측면들을 무시하는 한, 이는 억압을 종식시키는데 거의 기여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피억압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기여한다.93 

 

이러한 이유에서, 다시 말해 구조적 접근이 갖는 이점을 유지하면서도 

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영은 공적 제도에서부터 문화적인 습관의 범위

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사회 구조 개념을 구상한다. 영이 규정하는 구조적 

고찰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많은 이들에게 부정의를 형성하기 쉬운 구조적 과정은 제도들의 작은 집합

을 꼭 지칭하지는 않으며, 일상적 습관과 선택된 행위들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사회 구조는 사회의 부분이 아니다. 이는 전체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에 관련

되거나 이 방식을 통해 가시화된다. 이 방식이란,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혹은 

그들이 타인에 상대적으로 점유하는 지위 속에서 패턴들을 보는 관점이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수많은 제도들 속에서 다수의 행위자들의 행위가 어떤 패턴

과 위치를 생산하는 효과로 수렴되는지를 보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구조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94  

 

사회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영은 개인들이 맺는 관계성에 주목하며, 더 

자세히는 행위자들이 상대적으로 갖는 지위와 제약에서 일정하게 드러나는 

패턴을 포착하고자 한다. 사회 구조 개념은 행위자들과 독립적으로, 혹은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규칙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근본적으로 행위자

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밝혀지는 개념이다. 이러한 연관성을 더욱 선명하

게 드러내기 위해, 영은 사회 구조를 공식적인 일부 제도에 국한시키지 않

고 행위자들 사이의 관행들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구조적 과정(structural 

process)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구조는 개별 행위

 
93  JPD, 149/324-25(번역판 일부 수정 인용). 

94  RJ, 70-71/134-135;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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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매우 밀접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 상호연관적인 방식으로 서술된다.  

롤스는 정의이론의 대상으로서 구조를 일련의 규칙들과 제도들로 국한시

키며 이들을 고정된 실체처럼 간주한다. 95  그러나 영이 보기에 이 시도는 

사회 구조들이 개인들의 행위에 의해 형성되고 변형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

려하지 않는다. 영이 생각하는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정의에 대한 고려는, 

개별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부정의를 산출하는 제도와 관습들을 파악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구조적 정의이론은 행위들이 일정한 패턴 속에서 

결합되어 어떤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

운지 여부를 묻는다. 중요한 것은 단지 개별 행위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산출 결과만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패턴과 조건들이다. 

이 구조적 영향은 롤스가 다루었던 기본 구조의 범위에만 한정될 수 없으

며, 공적/사적 영역의 경계를 모두 포괄하여 살펴야 한다.  

그런데 사회 구조에 대한 영의 설명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인다. 개별 맥

락의 행위와 구분되는 정의의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도를 긍정하면서

도, 동시에 이를 일상적인 습관과 문화적 관행 등의 비공식적인 행위영역

으로 연관짓는 관점은 비일관적이지 않은가?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사회 구조에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를 공적이고 명시적인 규칙들 및 

실천으로서 제도에 한정하는 대신 관습적인 범위의 실천들까지 포함하는 

관점은, 영이 구조 개념을 애초 원용했던 목적인 구조적 분업의 이념을 충

분히 실현할 수 있는가? 이는 코헨과 머피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행위자들

의 개별 실천만을 향하는 일원론적인 설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구조

적 과정 개념이란 그저 행위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일 뿐 근본적으로 

개인들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는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이 영의 사회적 설명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누스바움은 영의 사회이론적 관점, 그리고 정치적 책임

 
95  JPD, 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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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의하는 방식이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96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한다.97 누스바움의 이 진단은 “사회 구조가 개인 행

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영이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이를 통해 영은 구조와 행위 사이의 낡고 소모적인 이분법적 논

쟁을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누스바움의 해석에 따르면 영의 사회적 

관점은 구조 자체의 독립적인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개별 행위자에 대

한 논의로 환원된다. 사회 구조는 어디까지나 행위에 의한 구성물이지, 그 

자체로 주어지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을 

따를 경우, 영의 구조적 정의이론은 궁극적으로 (앞서 코헨과 머피의 경우

처럼) 행위 일원론적인 관점으로 향한다고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의 이해는 명백히 영의 관점에 대한 오해이다. 크리스티

안 노이호이저(Christian Neuhäuser)의 지적대로, 영은 개인 행위자의 행

위들로 사회 구조 개념을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영이 기든스의 구조화 논의를 인용할 때, 영은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전체

적인 사회적 구조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기든스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98 물론 누스바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영의 구조적 과정 개념은 개별 

행위와 사회 구조 개념을 떨어뜨려 생각하지 않는다. 99  또한 구조의 형성 

및 재생산에서 개인들의 행위가 갖는 기여의 중요성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 

 
96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역주: 개인의 행위나 속성들을 통해서는) 규정될 수 없

는 집단적 속성이나 그와 같은 초-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관

점”(Brodbeck, (1958) "Methodological Individualisms: Definition and 

Reduction," Philosophy of Science, 25(1), 3)으로 규정된다.  

97  Nussbaum, (2009) "Iris Young's Last Thoughts on Responsibility for Global 

Justice," in A. Ferguson & M. Nagel (ed.), Dancing with Iris: The Philosophy 

of Iris Marion You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36. 

98  Neuhäuser, (2014)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Distribution of Forward‐

Looking Responsibility," 240. 

99  RJ, 5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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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이는 (누스바움의 설명과 같이) 개인의 행위로 구조를 환원하

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위와 맺는 긴밀한 연관 속에서 구조를 설명하기 위

해서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영의 구조적 설명을 이해하게 될 경우 빠

지게 되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사회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개인 행위자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행위자들

이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의 영향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한다. 

 

개인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

는 일을 인식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며(물론 우리는 개인으로서 사안에 대해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깊은 영향을 이해하지 않은 채여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무

엇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틀림없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서

는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취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100 

 

행위와 구조를 연결하면서도 구분하는 이원론적 관점은 뒤이어 살펴볼 

구조적 부정의 개념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영이 제안하는 정

의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환원 불가능한 관점, 즉 상호작용적

인 관점과 제도적인 관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101 한편으로 우리의 행

위 과정 자체를 고찰하면서도, 이때 행위자들을 배제하거나 취약하게 만드

는 구조적 맥락에 의해 행위들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지를 살펴야 

 
100 Sen, (2009) The Idea of Justice,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45. 

101 RJ, 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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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영의 사회 구조 개념을 누스바움이 시도한 

바와 같이 개인 행위로 환원하여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남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영의 ‘사회구조적 과정’이라는 개념

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롤스의 기본 구조 개념과 달리 문화적∙관습

적 실천과 같은 행위영역까지 포괄하는 영의 사회 구조 개념은, 개별 행위 

개념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리고 구조 개념과 연관되는 ‘행위’ 개념은 

기존의 행위 기념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어지는 2.1.2.에서, 나는 영이 

제시한 구조적 설명의 세 층위들을 살펴봄으로써 위의 질문들에 대해 대답

하고자 한다.  

 

2.1.2. 구조적 설명 

 

위의 설명을 정리하면 영이 제시하는 ‘사회구조적 과정’은 사회적 관행

(practice)이나 관습, 규범의 포괄적인 네트워크로 이해될 수 있다. 102  103 

 
102 사회 구조에 대한 선행 논의에서 해당 개념은 각 이론적 지형마다 다른 의미로 

규정되었다. 가령 사회를 일종의 신체적 유비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스펜서

(Spencer)의 기능주의적 관점은 사회 구조를 인체의 뼈나 장기처럼 사회의 근

본적인 토대로 이해하며, 혹은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와 같은 인류학적인 

전통에서 구조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리 주어진 역할로서 규정된다(Martin, 

(2009) Social Structur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5). 그러나 본 논의에서 관건은 사회 전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혹은 행위에 

앞서 본질적으로 주어진 역할들이 무엇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개별 행

위들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패턴 및 정의의 차원에서의 효

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별 행위자 간 상호작용과의 연관 속에서 구조를 

이해하는 여러 구조적 해석들을 살펴볼 것이다. 

103 이 규정의 한 사례로서 샐리 해스랭어는 구조 개념을 “사회적 현상들의 일반적

인 범주”로서 규정하며, “사회적인 제도, 관행과 규약, 역할, 위계, 장소 혹은 지

형도 등”을 여기에 포함시킨다. Haslanger, (2012) Resisting Reality: Social 

Construction and Social Critiqu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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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해를 통해 영은 정의에 대한 구조적 분업에 관한 논의를 이어

간다. 개별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구조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영

의 정의이론은 행위에 앞서 사회적 배경조건에서 형성된 차이를 볼 수 있

게 된다. 이 차이는 행위자들이 놓인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이를 통해 겪는 

서로 다른 제약들로 드러난다. 

나는 영의 구조적 논의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해 사회 구조 개

념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구조 개념은 행위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만 이

해될 수 있다. 때문에 구조는 명시적인 개별 규칙들로서가 아니라 이를 수

행하는 행위와의 지속적 연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행위와 구조 

사이의 연관에도 불구하고 구조는 행위 자체와는 다른 사회적 지위의 관계

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해스랭어의 구조와 지위에 대한 설명을 통해 

행위자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제약의 작동방식을 보충적으로 설명한다. 셋

째, 구조적 제약은 마지막으로 설명될 사회 집단 개념의 핵심을 이룬다. 

영은 사회 집단 개념을 본질적인 공통성 대신 행위자들이 놓인 구조적 제

약과 지위를 통해 설명한다. 이때 나는 집단 개념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

식 중에서 구조적 관점에 더욱 주목할 이유를 논의한다. 

 

2.1.2.1. 규칙과 관행 

 

롤스에게 제도란 행위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지, 그에게 어

떤 행위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으며, 그가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공적인 규칙의 체계(public system of 

rules)”를 의미한다.104 즉 롤스는 행위자의 개별 행위와, 이를 규제하는 행

 
104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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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칙의 층위를 구별하고 후자를 제도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105 이 

대목에서 제도는 규칙의 체계를 통해 표현되는 “추상적 장애물(abstract 

obstacle)”로서 규정된다. 사회 구조를 공적 제도의 층위에서 규정하면서, 

구조 개념은 규칙으로, 혹은 “규칙의 체계들(a system of rules)”로 이해된

다.106  

이때 롤스가 제안하는 규칙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일회적인 결정 또는 판

단과는 다르다. 규칙은 비슷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며, 행위 

자체로부터 형성되거나 변형되지 않는다. 가령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방망이로 맞춰 담장 너머로 넘겼을 때, 타자는 4개의 베이스

를 돌고 홈으로 돌아와야만 점수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웃 처리

된다. 타자가 홈런을 치고도 베이스를 도는 것 외의 행위를 수행한다면, 

이는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규칙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규칙은 행위 자체에 선행하며 또한 독립적이다. 홈런을 치고 베이

스를 돌 때 여기에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구성하는 규칙이 행위보다 논리적

으로 미리(a priori) 존재한다.  

규칙으로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관점은 구조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해함에 있어 한편으로 적합한 측면이 있다. 구조는 규칙으로서 행위자들의 

행위에 객관적인 제약을 미친다. 도로에서 행위자들은 일정한 규칙을 지키

면서 운전하도록 요구받으며, 야구장에서 선수들은 야구 경기의 규칙을 지

키며 경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들은 총으로 사람을 함부로 

 
105 이 구분은 롤스의 1955년 논문 “규칙의 두 가지 개념들(Two Concepts of 

Rules)”에서 등장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개별 행위 대신 개별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들(제도들)을 정당화하는 공리주의가 더 높은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제

안하고 있다(Rawls, (1955) "Two Concepts of Rules," 3). 행위와 행위규칙의 구

분이라는 도식은, 롤스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취하게 된 이후의 저

서들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106 Rawls, (1955) "Two Concepts of Rul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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쏴서는 안 되며,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행위자들은 법이나 

정치 제도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행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롤스의 시도처럼 법적, 정치적 제도와 같은 규칙만을 통해 구조

를 이해하는 관점은 문제적이기도 하다. 이 규칙들은 행위자들이 따르는 

규칙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그라이스가 지적한 대로 행위

자들은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 암묵적인 대화의 규칙들을 갖고 소통

에 임한다.107 대화 중에 거짓말을 하거나, 대화 주제와 아무 상관없는 이

야기를 하거나,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대화 규

칙은 행위자들이 과거 시점에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들은 분명 행위자들의 실제 언어행위에 있어 효력을 가지

며, 행위자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어길 수 없다. 만약 어느 행위자가 이를 

반복적으로 어긴다면, 그는 타인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등 사회

적 교류에서 제약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규칙 개념은 사회 구조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영은 이 지점에서 기든스의 사

회 구조에 대한 설명을 인용한다. 기든스는 체스 게임과 같은 비유를 통해 

구조의 규칙적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가 보기에 

철학자들은 행위 규칙들을 참여자들의 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으며, 더욱이 규칙과 이에 상응하는 행위가 단일하고 

고정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한다. 108  이때 규칙은 마치 법적 규범과 

같이 형식적이고 공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람들이 운전을 하거나 체스 

게임을 진행할 때 규칙은 동일하며, 그 변경은 매우 명시적인 절차를 거치

 
107 Grice,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Morgan (ed.),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41-58. 

108 Giddens, (1979)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Action,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Soci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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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규칙들을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논의는 일부의 대상에만 한정되며, 전체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

해서는 부정확하다.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 구조로서 규칙들은 행위와의 

연관 속에서 변화되고 생겨나며 사라지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규칙들은 언

제나 행위와 결합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규칙을 설명서와 같이 고정

적인 목록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든스의 구조적 관점에서 규칙

은 “비공식적인 관례, 습관, 절차 또는 규약(informal routines, habits, 

procedures or conventions)”까지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109 다시 말해 행

위와 상호연관 속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제기된다. 첫째, 구조와 행위가 상호연

관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둘째, 구조와 행위를 이처럼 

연관 속에서 이해할 때, 이는 구조적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는가?  

1) 구조와 행위가 상호연관적이라는 것은, 구조가 항상 행위 과정 속에

서만 존재함을 의미한다. 사회 구조 개념은 건물의 기둥이나 전자제품의 

설명서처럼 고정되고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구조는 개별 행위자들이 행위

할 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규칙적인 패턴(regular 

patterns of interaction)”으로 규정될 수 있다.110 그렇기에 행위가 발생하

 
109 Whittington, (2015) "Giddens, Structuration Theory and Strategy as Practice," 

in D. Golsorkhi et al. (ed.), Cambridge Handbook of Strategy as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148. 

110 Martin, (2009) Social Structures, 7. 한편 규칙에 대해 이와 유사한 방식의 설

명을 제시하는 철학적 관점으로는 데이빗 루이스의 규약(convention) 이론을 

들 수 있다. 루이스는 규약 개념을 명시적으로 합의된 규칙에 한정하여 설명하

는 대신, 행위자들의 규칙적인 공동 행위 패턴에서 규약의 근거를 발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규약은 상호작용 중에 행위자들이 자신의 1차 기대(first-

order expectation)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다시 회귀적

(recursive)으로 기대에 반영하는 2차 기대(second-order expectation)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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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구조는 더 이상 생산되지 못하며 소멸된다. 가령 지구상에 인간

(또는 지적 생명체)이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로 인해 행위자들 사이에 어떤 경제적 

교환행위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환의 규칙으로서 시장 구조는 사라지며 

지구상의 모든 화폐는 일순간 휴지조각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 행위 역시 구조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발생한다. 화폐로 무언가

를 구매하려는 행위를 시장 바깥에서 시도한다면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교환 행위와 구조로서의 시장은 서로 존재하기 위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슈얼이 설명하듯이, 구조는 행위의 발생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함과 동시

에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111  

구조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패턴이라고 규정할 때, 

우리는 사회적 행위와 상호작용이 의미 규정과 필연적으로 맞닿아 있음을 

덧붙여야 한다. 행위자 A가 불빛을 보고 눈을 깜빡이거나, 아무 생각없이 

몸을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행동들 역시 규칙적인 행동 패턴이

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패턴들을 사회 구조의 범위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A의 반사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는 복수의 행위자

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연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A의 

행동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meaning)를 전혀 갖지 않고 있다. 어떤 

행동이 기계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인 행위로 간주되려면 이는 사회 구성원

 

행위를 선택하는 조정 문제(coordination problem)에 직면했을 때, 규칙적인 행

위 패턴 R을 행위자들이 따름으로써 조정 평형(coordination equilibrium)에 도

달하는 상태로 설명된다(Lewis, (2002) Convention: A Philosophical Study, 

Oxford: Blackwell, 78). 그의 논의는 게임이론의 전제들을 통해 규약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게임이론적 전제들의 협소한 

성격으로 인해 현실의 실천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이현

경, (2017) 「사회적 관행 이론의 세 모델: 비판적 고찰,」 『법학논집』, 21(3), 

209). 

111 Sewell, (1992) "A Theory of Struct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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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공유하는 의미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112  

이런 의미에서 구조와 함께 고려대상이 되는 행위 역시 단지 한 개인의 

일회적 행동이 아니라 후속 행위와의 연결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단발

적이고 일회적인 행동만으로 우리는 일정한 상호작용에서의 패턴을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는 개별 행위만이 관건이 아니며, 

이들이 의미의 연관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포착하고자 한다. 

행위자들 사이에서 대화가 연결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행 행위에 대한 

참고가 필수적이다. 구조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선행 행위와 후속 행위는 

각각 개별적으로 단절되는 행위들이 아니라,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

는 관행(practice) 113의 방식으로 존재하며 재생산된다. 2.1.2.의 서두에서 

우리가 구조를 단지 행위들이 아닌 ‘관행들의 네트워크’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한 것은, 구조를 발생시키고 재생산하는 과정이 일회적인 행위만을 통

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반복되는 행위의 양식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든스는 자신의 구조화 이론에서 “행위 또는 

행위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이는 … 행동들의 지속적인 흐름을 지칭”

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언급한다.114 

관행 개념이 제시하는 중요한 함의는, 행위자들의 행위들이 보여주는 일

 
112 해스랭어는 이러한 의미 연관이 문화(culture)라는 형태로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그는 슈얼의 규정을 빌려, “사회에 펼쳐진 기호학적 관계들의 네트워크”로서 문

화를 규정하며, 이 기호학적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의미를 지닌 행위이다

(Haslanger, (2018) "What is Social Practice?", Royal Institute of Philosophy 

Supplement, 82, 238-39). 

113 ‘관행’이란 “특정 시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의 계열”으로 정의될 수 있다

(Whittington, (2015) "Giddens, Structuration Theory and Strategy as 

Practice," 146).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층위에서의 행위를 넘어 특정 시공간적

으로 공유된 활동으로서, 사회학적으로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의 분석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114 Giddens, (1979)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55;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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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패턴이 해당 대상을 구성하며, 더욱이 구조를 구성하는 행위가 단지 

일회적인 것을 넘어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에 있다. 가령 A와 B 두 사람이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하자. 이때 A

가 내일 B를 만날 거라고 기대하는 상황은 그저 두 사람이 내일의 만남에 

대한 바람이라는 주관적-심리적 상태를 드러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약속이라는 객관적-사회적 관행에서 공유된 의미에 의해서 일어난

다. 사회 구성원들은 행위 구속으로서 약속 행위의 의미를 동시대적으로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행위로부터 가져오고 있다. 또한 행위자들이 

미래의 행위 기대를 고정하는 근거로서 약속을 사용할 때, 이는 약속이라

는 관행의 의미를 동일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조적 과정이 선행 행위들의 누적을 통해 이해된다는 것은, 행위자들의 

행위가 앞서 존재했던 행위에 의해 배경적으로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또한 

이어지는 후속 행위들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구조적 과정

의 이 재귀적(recursive) 특징을 영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는 기존의 제도들과 규칙들에 대해, 그리고 다수 행동들의 결과에 대

해 이미 알고 있는 채로 행동하며, 그러한 구조들은 우리의 행동들이 모여 형

성되고 또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재생산된다. 사회 이론은 개인들의 행동을 

구조의 생산자와 재생산자로 파악해야 한다. 구조는 오로지 개인들의 행동에

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렇게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구조들과 관계

들은 개인들의 사회적 행동의 배경이 되고, 매개체가 되고, 목적이 된다.115  

 

그러나 구조의 재생산이 관행에 의해 재귀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설

명이 구조가 결코 고정된 형태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는 롤스와 같이 공적 제도에 한정하여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다. 구조적 과정 속에서 행위하는 이들은 특정한 상태를 

 
115 JPD, 29/79-80(번역판 일부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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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것을 목표하지 않으며, 상호작용의 규칙과 자원들 또한 고정된 

방식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가령 언어 문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

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변하면서 함께 변화한다. 행위자들은 비록 

선행 배경조건의 제약을 받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행위성의 발현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구조적 과정을 변형할 수 있다.116 영의 

구조적 논의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를 정형적인 상태로 설명하는 대신, 구

조가 행위 속에서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포착하고자 한다.  

2) 구조적 과정을 일상적인 관행과 결합하여 이해할 때, 이는 사회적 정

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는가? 2.1.1.에서 영이 인용했던 코헨

과 머피의 비판, 즉 행위자들의 행위양식을 도외시한 채 공적 제도에 한정

된 정의이론이 사회적 정의의 영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는 이와 

같은 구조적 재해석을 통해 답변된다. 한편으로 구조는 우리의 행위를 강

제하거나 제약하는 규칙들의 체계로서 설명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행

위자들이 따르는 이 규칙들은 롤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반드시 공적인 목록

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외 여러 사적 영역의 규칙들을 포함한다. 가령 행

위자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추석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에 가족

이 모이는 풍습, 내일 만나기로 한 약속,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지키는 

에티켓,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갈 때 입는 적절한 옷의 종류 등 비공식적이

면서도 행위자를 강하게 구속하는 규칙들을 통해 개인들은 행위를 규제받

는다. 

롤스가 공적 제도만을 기본 구조, 즉 정의의 원칙이 적용될 대상이라고 

간주했던 것은 이 제도들의 규정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심대한 영향 

때문이었다.117 하지만 롤스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공적 제도 바깥에 놓인 

 
116 Morrison, (2005) "Structuration Theory, Habitus and Complexity Theory: 

Effective Affinities or Old Wine in New Bottl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6(3), 314. 

117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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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행들 역시 행위자들의 삶의 전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다. 이를테면 한 여성이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여성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지,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지, 여성들에게 투표권이나 재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법적∙정치적 권리들은 

분명 롤스가 제안하는 공적 제도 속에서 규정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성차별적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살아갈지, 아니면 평

등한 문화가 구축된 사회에서 살아갈지 여부이다. 성별 분업이 공공연하게 

강요되는 사회인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외모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지 

않는지, 길거리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지 등도 그가 인

간다운 삶을 사는데 있어 중요하다. 법이나 정책을 통해 이 문제들을 개선

하려는 공적 노력은 가능하겠으나, 궁극적으로 행위자들에게 뿌리박힌 일

상적 관행들이 함께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는 해결될 수 없다. 

더 중요한 점은, 공적 제도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권리들조

차 비공식적인 관행과 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118 가령 여성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

거나, 가사업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별 분업이 자

리잡혀 여성이 일차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사에 전념

하는 관행을 전제하며 제도들이 운영된다.119 이를테면 학교에서는 학생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주부일 것이라고 가정하며 학사일정(학부모 참여 행사, 

방학 등)을 계획한다. 직장에서는 남성이 집안의 소득을 모두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서 여성보다 남성 직원들에게 더 많은 재화, 중요한 역할, 직업 

 
118 이는 공적/사적 영역에 대한 자유주의적 구분을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하며 지적

한 부분이기도 하다. 가령 Landes, (1995)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 A 

Feminist Reconsideration," in J. Meehan (ed.), Feminists Read Habermas: 

Gendering the Subject of Discourse, New York; London: Routledge, 91-116. 

119 Okin, (1989) Justice, Gender, and the Family, New York: Basic Book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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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를 제공한다.120 그 결과 여성은 공적 영역에 진출할 기회를 충분

히 가질 수 없게 되거나 제약당한다. 

때문에 영은 구조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공적 제도만이 아니라 비공식적

인 관행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규칙까

지 포함하는 구조적 과정 개념은, 롤스의 정의이론에서 구상되었던 바와 

같이 현실 사회 바깥에서 미리 질서정연하게 설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121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일상적 습관, 문화적 규범 등이 어떻게 이루

어져야 하는지 사전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애당

초 기본 구조에 국한된 정의이론이 제안된 이유를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이 생각하는 구조적 관점은 현실로부터 추상된 정의로운 이상적 

사회를 구상하는 대신, 현실의 공식적∙비공식적 관행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 중에서 문제적인 측면을 지적해내는 비판이론적 작업을 향한다. 

 

비판이론은 특정 사회로부터 절연된 채 보편적인 규범 체계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환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거부한다. 규범적 고찰은 역사적인 개별 

맥락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정의의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적인 관심 

이외에는 다른 시작지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한 사회적 맥락으로

부터 고찰을 시도함에 있어, 성공적인 규범적 이론화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120 Kim, (2009) "Analyzing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sian Perspectives, 33(2), 187. 

121 미리암 론조니(Miriam Ronzoni)는, 심지어 공적 제도에 한정된 의미에서의 기

본 구조가 갖는 범위를 규정할 때조차 현실 사회의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Ronzoni, (2008) "What Makes a Basic Structure Just?", A 

Journal of Moral, Legal and Social Philosophy, 14(3), 203-18). 론조니에 따르

면, 구조적 정의관에서 핵심은 어떤 제도를 구조의 목록에 포함시킬 것인가 자

체가 아니라 이러한 기본 구조들에 정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 여부이다. 가령 교육권의 측면에서 모든 구성원이 평

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불평등한 교육권을 누리

는 사회)에서 교육기관이 기본 구조의 목록에 포함될 필요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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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및 설명을 피할 수 없다.122 

 

이 논의에서, 정치적 책임의 대상으로서 구조적 부정의를 논의하기 위해 

더 상세하게 해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앞서 영은 행위자들이 구조적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제약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서술에서 행위자들

이 제약된다는 것은 어떤 사태인가? 행위자들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구

조에 의해 행위의 제약을 겪는가? 그 속에서 행위자들이 제한된 방식으로

나마 자신의 행위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2.1.2.2. 지위와 제약 

 

영이 주목하는 (행위와 구분되는) 구조적 과정의 특수성은, 이 과정이 개

인들에게 일정 지위(status) 혹은 위치(position)를 할당한다는 점에 있다. 

구조 개념이 행위를 제약하는 작동은 구조적 작용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지

만,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하는 또다른 부분이 있다. 행위자들이 특정 행

위를 선택하려고 할 때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지위에 놓여

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조의 관점에서 사회관계를 본다는 것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제약

이나 기회를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또한 

(제약과 기회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범주로서) 사회적 지위를 해명하고 그러한 

사회적 지위가 다른 지위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관되는지를 밝히는 거시적

인 관점을 것을 의미한다.123  

 

구성원들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는 설명은 무슨 뜻인가? 이는 

 
122 JPD, 5/30(번역판 일부 수정 인용). 

123 RJ, 5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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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행위자가 상대적으로 특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인 빈곤

에 시달릴 수도 있고, 다른 이들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행위자들이 어떤 지위에 놓이며 이

로부터 어떤 권리를 제약당하는지에 대한 고찰은 구조적 정의이론에서 매

우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 된다. 

롤스 역시 기본 구조 내에서 행위자들이 처하는 사회적 지위가 갖는 중

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행위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기회와 자원이 주어지며, 그리하여 전혀 다른 삶의 전망이 생겨

난다는 것을 롤스는 지적한다.124 하지만 롤스는 가설적 계약으로부터 정의

의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구조적 지위의 

차이를 제거하는 편을 택한다. 그는 우연적으로 형성된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계약상황에 반영되는 것이 계약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생각한다. 때

문에 롤스의 계약이론에서는 공정한 합의를 위해 모든 개인은 무지의 베일

을 쓴 상태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계약에 참여한

다.125 롤스의 이와 같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의이론에서는 사회 구

조가 행위자들과 맺는 연관이 매우 추상적인 방식으로 서술되는데 그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위가 현실의 개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이 영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의 문제는 롤스의 이론에서 자세히 서술되

지 않는다. 반면 영의 구조적 부정의 이론은 행위자들이 놓여있는 사회구

조적 관계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쉽게도 영은 사회적 지위 및 제약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의 방식이 어

 
124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7. 

125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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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126  나는 가핑클

(Garfinkel)과 해슬랭어(Haslanger)의 설명을 통해 사회적 지위에 대한 구

조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127 어느 강의에서 교수는 성적을 

A학점 1명, B는 24명, 그리고 C학점은 25명으로 정해두었다. 이후 학기말 

시험에서 매리가 A학점을 받았다. 혹자는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왜 매

리가 A를 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교수가 “매리가 좋은 답안

을 제출했다”고 말한다면 이 설명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인가? 매리가 

좋은 답을 쓴 것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이는 질문자의 의도에 대한 부분

적인 대답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수강생들의 답안 중에서도 좋은 답안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위의 질문에는 (매리와 함께 수업을 

들은 로버트 역시 좋은 답안을 제출했는데) 왜 로버트가 아닌 매리가 A학

점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매리가 A를 받은 것은 단지 

매리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만은 아니고(다른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다), 또 매리의 답안이 좋았다는 사실 자체 때문도 아니다(다른 답안 

중에서도 좋은 답안이 있었을 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비

교하여 매리의 답안이 가장 좋았다는 사실, 그리고 몇 명이 어떤 학점을 

받을지가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상대평가 규칙 하에서, 학생들이 아

 
126 영은 『정의를 위한 책임』 2장의 서두에서 소수인종 싱글맘 ‘샌디’의 사례를 

통해 특정 사회적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는 방식을 간단

히 소개한다(RJ, ch. 2). 그런데 이 설명은 구조적 제약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개념적 설명이라기보다 이 인물이 겪는 사태를 현상적으로 

나열하는 것에 가까워서, 구조적 제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충분한 설명

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127 Garfinkel, (1981) Forms of Explanation: Rethinking the Questions in Social 

Theo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77-84; Haslanger, 

(2016) "What is a (Social) Structural Explanation?", Philosophical Studies: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in the Analytic Tradition, 173(1 (Special 

Issues)), 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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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답안을 써 내더라도, A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것

은 한 사람뿐이다. 로버트가 아니라 매리가 A를 받은 이유는 전체 성적의 

분포가 이루어진 방식, 그리고 이 분포 속에서 매리의 성적이 차지하는 위

치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왜 매리가 A 학점을 받았느냐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리의 학점이 구성하고 있던 구조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상대평가 하에서 매

리의 성적이 평가되면서 한 사람만 A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가정할 때, 

매리가 A를 받은 것은 로버트보다 더 나은 답안을 썼기 때문이다. 매리와 로

버트의 성적은 독립적이지 않다. 각 사례에 대한 설명의 주안점은 질문의 주

체(매리)가 아니라, 개인이 구성요소로서 들어있는 전체(매리가 1등을 받은 

성적의 제약된 분포 사례)에 놓인다.128  

 

학점이 분포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왜 로버트가 아니라 매리가 

A학점을 받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다. 50명의 학생들

이 각각 A, B, C 중 하나의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의 전체 경우를 개별

적으로 모두 검토하고 그 중 하나를 가장 개연적인 것으로서 선택하기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대평가라는 수업의 평가방식이 설명에 

들어올 때에만, 우리는 매리 및 다른 수강생들의 학점에서 생겨난 차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구조적 설명에서 중요한 부분은 행위자들이 상대

적으로 갖는 위치이다. 다시 말해 이 설명에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부분은 

위치를 점유한 개인의 특성들이 무엇인지만이 아니라, 이 위치들이 강의실

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며 위치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이다.  

이 사례를 통해 나는 ‘위치(position)’ 혹은 ‘지위(status)’라는 개념을 더 

자세히 규정하려 한다. 이 개념들은 물리적인 공간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

 
128 Haslanger, S., (2016) "What is a (Social) Structural Explanation?",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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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며, 또한 정부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직함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이는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규정이다. 이를테면 소크라테

스, 플라톤이라는 개별자들은 각각 스승과 제자라는 위치에 대응된다. 이

들이 갖는 스승 및 제자라는 위치와, 이 위치를 점유하는 구체적 개인은 

구분된다.
129

 앞서 교수가 상대평가로 학생들의 성적을 부여한 경우를 다시 

살펴보자. 여기에서 교수가 부여하는 학점은 구조적인 위치로, 그리고 강

의실의 학생들은 이 위치를 점유하는 개별자들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평가 방식이라는 공적 규칙에 의해 A, B, C 학점이라는 세 가지 위치 중 

하나를 할당받는다.  

사회구조적 지위는 공적 규칙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가령 행위자의 성별은 무엇인가? 피부색은 어떤 색인가? 장애가 있는가? 

대학을 졸업했는가? 이와 같은 구분들(성별, 장애, 학벌, 인종 등)은 행위

자를 다른 지위와의 구분 속에서 특정한 지위에 놓는다. 장애인은 비장애

인과의 연관 속에서,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법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를 갖는다. 예를 들어 20세기 중반까지의 미국에서 흑인들은 

인종 분리 정책에 의해 백인들에 비해서 극도로 한정된 권리만을 누렸다. 

 
129 구조적 논의 속에서 위치와 대상 사이의 구분을 스튜어트 샤피로(Stuart 

Shapiro)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조 안에서 대상과 위치 사이, 직무 보유자(officeholder)와 직무(office) 사이

에는 직관적인 차이점이 있다. … 가령 야구에서 오늘 경기의 유격수는 어제 2

루수였다고, 혹은 현직 부통령이 그의 전임자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이를 직무 위치(places-are-offices) 관점이라고 부르자. 이 직무적인 관점

은 구조의 위치들을 채우는 대상들을 설명하는 배경적 존재론을 가정한다. 야

구의 수비 위치나 정부의 사례에서, 배경적 존재론은 사람들이다. 체스 게임의 

경우, 배경적 존재론은 작고 움직일 수 있는 대상들, 즉 특정한 색과 모양을 지

닌 조각들이다.  

- Shapiro, (1997) Philosophy of Mathematics: Structure and Ont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82;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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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운전조차 금지될 정도로 사회적 권리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국가

들도 오늘날 여전히 존재한다. 이처럼 관계적 지위들, 즉 성별, 장애, 인종, 

출신지역 등에 따라 개인들은 서로 다른 제약과 자원을 할당받는다. 구조

적으로 어떤 지위에 놓이는가에 따라 행위자들에게 자신의 행위 선택에 있

어 차이가 생겨난다.  

성별에 따른 구조적 지위가 현실에서 어떻게 제약으로 작용하는지를 설

명하는 사례로, 앤 커드(Ann Cudd)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남성인 래리

와 여성인 리사 부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전담해야겠다고 결정내릴 때, 누가 직장을 

포기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래리와 리사가 결혼하여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그들은 ‘여성의 

일’이나 ‘남성의 일’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으며, 수정과 착상, 출산, 수유와 

같이 특별히 예외적인 일들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육아와 가사에 대해 똑같

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의 주 양

육을 수행해야 한다고, 즉 사회적 육아나 완전히 동등한 부모의 돌봄보다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 돌봄을 전담하는 편이 더 낫다고 믿는다. 이때 남성

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래리와 리사가 그들의 예상 

수입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지니고 있다면, 그리고 육아 담당을 결정함에 

있어 가족 수입만이 유일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면, 그들은 리사가 육아를 

전담하고 래리가 임금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이다. 

이 결정은 이들의 미래에, 그리고 가족 내 그들의 상대적인 권력 지분에도 

지대한 영향을 지닌다. 집에 머무르면서, 리사는 다른 모든 가사노동에 있어

서도 훨씬 큰 비중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리사의 외부 취업을 위한 기

술들은 가치를 잃어가며, 특히 래리와 비교하면 리사는 가족에게 임금노동자

로서 그 가치가 낮아진다. 리사는 가사업무에 특화되고 래리는 임금노동에 특

화될 것이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부모들이 집 밖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이후

조차도, 리사의 가사노동자로서 가치는 래리보다 훨씬 크며, 임금노동자로서 

래리의 훨씬 큰 가치는 그가 가사업무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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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130 

 

래리와 리사 중에서 누가 육아를 전담해야 할 지 고민에 직면할 때, 리

사가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혹자는 리사가 직

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두고 그저 ‘리사가 아이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거나, ‘리사가 자유롭게 내린 결정’이라는 개인적-심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심리적인 설명은, 앞서 매리의 A학

점을 “매리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한계를 

지닌다. 리사의 개인적 성향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래리-리사 부부와 비

슷한 상황에 직면한 부부들이 거의 대부분 리사와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그리하여 사회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리사 부부의 경우에서 직장을 그만둘 사람

을 정하는 데에는 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간 임금격차가 기여한다. 이 지점

에서 리사 부부는 성별에 따른 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선택의 제약을 

겪는다. 

이 지점은 구조가 행위(관행)를 통해 재생산된다는 논의와 연관시켜 생

각될 수 있다. 성별 간 임금 격차라는 지위의 차이는 리사 부부의 사례에

서처럼 행위자들의 개별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 결정을 통해 다시 

재생산된다. 가정주부가 된 리사가 이후 남편 래리보다 더 많은 가계 수입

을 올릴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사회적 지위 

간의 격차가 (개인적-심리적 설명이 전제하는) 개인이나 집단 전체의 속성

과의 본질적인 연관 때문에 생겨나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 관행들 속에서 

생산된 사회적 사실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준다. 래리와 리사 부부의 사례

에서 보았듯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임금노동 시장에서 더 높은 임금이나 

 
130 Cudd, (2006) Analyzing Oppressi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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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기회를 받는 것은 남성 노동자들이 본질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발

휘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획득하는 구조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131 바꿔 말하면, 성별 간 임금 격차와 같은 구조적 지위의 구별

과 차이는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사회구성체를 특징짓는 차별적인 표지체

계를 구성하는 대립관계들 속에 편입되면서 행위자들의 의식에 마치 필연

적인 것인 양”132 나타나는 이 구별들이 우연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는 

언제나 다른 지위와의 구분 하에서만 존재하지만 그 구분의 내용이 내재적

인 가치를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사회마다 그 구별의 내용과 위

계의 형식은 구조적 관행이 어떻게 누적되어왔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 규정되는 것은 그가 어떤 신체적·정신적 손상

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로 규정되지 않는다. 안경을 쓰는 사람은 장애인으

로 간주되지 않지만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신체∙정신적 손상과 장애라는 규정이 자연적인 사실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

니라 그 사이에 암묵적인 사회 관계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131 Haslanger, (2016) "What is a (Social) Structural Explanation?", 122-24.  

132 부르디외, (2013) 「상징자본과 사회계급」, 『언론과 사회』, 21(2), 10-33. 부

르디외의 구조적 우연성에 대한 이 설명은, 그러나 사회 구조를 임의적으로 해

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르디외는 구조를 주관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어빙 고프만의 접근을 “버클리적 공간”이라고 비판한다(부르디외, 

(2013) 「상징자본과 사회계급」, 19). 그는 사회계급이라는 지위가 단지 해석

적으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태임을 명시한다(부르

디외, (2013) 「상징자본과 사회계급」, 21). 사회질서가 시장질서와 같이 개인

적 선택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별개의 사태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기든스의 구조 개념과 비교하면 부르디외는 훨씬 강한 객관적-고정적 

설명을 제공한다. 부르디외는 기든스의 구조적 회귀/재생산 개념이 구조의 영역

을 너무 유연하고 비-지속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을 비판하며 (물적, 상징적, 

사회적) 자본과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다소 고정적으로 해석한다(Whittington, 

(2015) "Giddens, Structuration Theory and Strategy as Practice," 151). 물론 

구조의 고정성이 행위성의 미결정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는 부르디외 역시 기든스와 마찬가지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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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한다.133 마찬가지로 인종, 성별, 연령 등의 규정이 어떤 지위를 할당받

는지 여부도 각 집단이 지닌 본질적 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134 

다시 말해 리사가 육아 문제에서 경험한 제약은 그가 여성이기 때문에 생

겨난 것이지만, 이 제약이 여성으로서의 본성적인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것

은 아니다. 

행위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제약은 행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사

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특정 권력자에 의해 아무런 선택의 여지없이 특정

한 행위만을 강요당하는 것과, 사회구조적으로 작동하는 제약은 구분되어

야 한다. 제약은 행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의 범위를 좁힘으

로써 작동한다. 앞서 본 래리와 리사 부부 중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리사는 다른 선택을 내릴 수도 있었다. 리사는 직장을 그만

두지 않은 채, 가령 열악한 공공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두 사람이 번

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설 입주 육아도우미를 활용할 수

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리사 부부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너

무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지임이 드러난다. 공공 보육서비스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가령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노후되거나, 재정

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공공 보육서비스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육아 책

임자로서 쉽게 내리기 힘든 결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아닌 대부분의 기

업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내켜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설 입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입에 맞지 않는 너무 

 
133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74-75. 

134 해스랭어는 이처럼 개인 혹은 집단에 할당되는 규정이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이라는 주장을 몇 가지 층위에서 더 상세하

게 해명하고 있다. 그는 유적인(generic) 의미에서 사회적 구성을 “사회적 실천

의 (의도적/비의도적) 산물일 경우”로 규정하고(Haslanger, (1995) "Ontology 

and Social Construction," Philosophical Topics, 23(2), 97), 그 하위 규정으로

서 인과적 구성(causal construction)과 형성적 구성(constitutive construction), 

실용적 구성(practical construction)을 각각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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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경제적 지출이 일어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리사에게 선택

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 현실적으로 가능

한 선택지가 넓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조적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방식이 개별 행위를 중심에 둔 인과적인 설

명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자.135 행위 간 인과에 초점을 맞추고 사

건을 설명할 때 주제화되는 부분은 선행 사건과 후속 사건 사이의 인과적

인 연관성이다. 인과적 설명에서 원인과 결과는 특정한 원인이 되는 행위

가 후속 행위를 초래했다는 설명으로 구성된다. 가령 “왜 리사가 직장을 

그만뒀는가?”라는 물음을 리사의 직장 동료가 던졌을 때, 이에 대해 리사

의 매니저가 “리사가 아이를 가졌거든.”이라고 대답했다고 하자. 관건은 

리사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이며, 그 원인으로서 리사의 출산이 제시된다. 

대화 내용을 인과적인 구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인] 리사가 아이를 가졌다. → [결과] 리사가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 대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제시하는데 방점이 찍힌다. 리사

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가령 리사가 아

팠거나, 새 직장으로 이직하는 등)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

가 결과를 초래한 원인으로서 제시되는 것으로 대화 자체는 완결된다. 

반면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초점이 다른 부분으로 옮겨간다. 구조적 제약

을 고려하는 설명에서는 원인으로서의 행위가 후속 행위를 초래했다는 연

관 자체보다, 해당 원인이 어째서 다른 [결과*]나 [결과**]가 아닌 특정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유가 더 중요해진다. 가령 리사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로부터, 어째서 남편인 래리가 직장을 그만두는 [결과2], 혹은 공공 

육아서비스를 이용하는 [결과3] 등의 다른 가능성 대신 리사가 직장을 그

 
135 Haslanger, (2016) "What is a (Social) Structural Explanation?,"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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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는 [결과1]로 이어졌는가? 우리는 인과관계로 이어진 다음의 문장들

을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생각해볼 수 있다. 

 

1) [원인] 리사가 아이를 가졌다. → [결과1] 리사가 직장을 그만두었다. 

2) [원인] 리사가 아이를 가졌다. → [결과2] 래리가 직장을 그만두었다. 

3) [원인] 리사가 아이를 가졌다. → [결과3] 두 사람이 퇴직하지 않고 

공공 육아시설을 이용했다. 

4) [원인] 리사가 아이를 가졌다. → [결과4] 두 사람이 퇴직하지 않고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5) …  

 

리사 부부의 사례에서 2) 또는 3)의 방식으로 인과적 연관이 이어지는 

대신, 1)의 방식으로 이어지게 된 이유를 제시할 때, 우리는 리사 부부의 

개인적인 선택 자체에 집중하는 대신 이들의 선택을 제약하고 있었던 요소

들을 고찰하게 된다. 남편 래리의 임금이 리사의 임금보다 높다는 사실, 

즉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2)의 가능성을 배제하게끔 한다. 아이가 생긴 

이후 래리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그들은 성별 임금격차만

큼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낙후된 공공 육아서비스는 행위자들에게 3)의 선택지 역시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기 어렵게 만든다. 시설이 너무 적어서 멀리 떨어진 곳까

지 이동해야 하거나, 보육 담당자들이 육아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않았

거나, 인력이 너무 적어 너무 많은 아이를 담당하고 있을 경우, 리사와 래

리 부부는 안심하고 공공 육아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다. 4) 역시 간단한 선택지가 아닌데, 많은 기업들이 임신 및 출산휴가를 

장려하지 않거나, 아예 기업 내부에 이런 제도를 지니고 있지 않거나, 출

산∙육아휴가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령 복직 이후 퇴사를 

종용하거나, 재계약에서 탈락하거나, 승진∙임금에서 차별을 받거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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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업무를 배치하는 등)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존재할 수 있었던 5), 6)… 의 선택지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하기 어

려운 사정들이 겹치면서, 결국 리사가 직장을 그만두는 1)의 선택지가 남

는다. 

영이 인용하는 마릴린 프라이(Marilyn Frye)의 ‘새장(birdcage)’ 비유는 

리사와 래리 부부가 경험한 바와 같은 구조적 제약의 중첩적인 효과를 잘 

보여준다. 136  개별적인 구조적 제약은 창살 하나와 같은 효과만을 가지며 

그 자체로는 행위자를 크게 제약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창

살들이 함께 결합된 관계로 하나의 새장이 구성되듯이, 여러 구조적 제약

들이 결합되면서 그 힘은 훨씬 강해진다. 가령 위의 사례에서 남녀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2)의 선택지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해도, 3), 

4)의 선택지가 남는다. 혹은 불충분한 보육정책으로 말미암아 3)의 가능성

이 사라진다고 해도, 2)나 4), 5)…의 선택이 남는다. 하지만 임금격차, 공

공 육아의 낙후, 출산∙육아휴직의 불이익 관행 등이 동시적으로 존재할 때, 

이를 고려하는 행위자들은 결국 1)과 같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지

를 고르게 되는 것 이외의 선택을 고려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구조적 제약의 효과를 간과하는 것은, 개별적인 구조적 제약에 

대해서는 쉽게 발견하지만 이 제약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포착

하기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사가 경험한 출산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는 주 양육자가 특정 성별에 편향되어 있는 (그리고 이를 자연스러워하는) 

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공공 육아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

황,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남성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만

을 받는 조건 등이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개인들은 해당 제약

을 하나씩 뜯어볼 땐 그 효과를 제한적 범위에서만 인식하며 이를 개인의 

 
136 Frye, (1983) "Oppression," in The Politics of Reality: Essays in Feminist 

Theory, Trumansburg, NY: The Crossing Press, 12; RJ, 55/1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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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돌린다. 이를테면 출산 및 육아휴가가 보장되

지 않는 회사에서 임신은 무모한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책임 전가가 이루어

진다.137 하지만 이 제약들이 동시에 작동할 때 이는 제약들의 단순한 합산

을 넘어 행위자의 선택 범위를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억누른다.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지위마다 갖는 제약의 차이는, 사회를 전체적으

로 조망하는 관점이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생기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

한다.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처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과 시야를 갖

는다. 누군가에게 이 사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기회의 땅인 반면, 다른 누

군가에게는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가혹한 공간으로 간주된

다. 어떤 이들은 휠체어의 제약으로 인해 외출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혹자는 여성혐오적 시선을 매일 겪으며 살아간다. 구성원들에게 사회는 동

일한 지반이 아니라, 각각의 제약과 억압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행위자들

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제약과 자원을 

부여받는다. 지위별로 교육, 직업, 의료 접근 기회가 달리 제공되며, 그에 

따라 개개인의 삶의 전망과 경험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다. 따

라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차이는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 차이를 만든다. 영은 이 차이를 ‘원초적 상황’이나 ‘이상적 담화상황’ 같

은 추상적 방법을 통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138 구성

원들 사이의 차이를 배제하고 정의를 논의하려 시도할 경우, 그들이 지닌 

 
137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특징을 정리한 김주영의 분석에 따르면, ① 여성 노

동자의 학력은 대체적으로 남성 노동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② 여성 노동자

의 근무 형태는 남성 노동자에 비해 높은 비율로 비상용직(비정규직)이며, ③ 

마지막으로 경력기간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훨씬 짧다(김주영. (2009).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세 가지 분석」.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문). 또한 혼인과 출산이 여성의 임금체계에 끼치는 악영향은 장진희, (2020) 

「 혼인과 자녀가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 , 『 이화젠더법학 』 , 12(1), 

179-212 참고. 

138 ID, 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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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다양성을 논의에서 놓치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부정의

를 경험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며, 어떤 구성원도 사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적 점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의 사회적 정

의이론은 다원적인 관점을 핵심적인 요소로 지닌다.139 

 

2.1.2.3. 사회 집단 

 

마지막으로 구조적 지위에 따라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갖는다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집단(social group)에 대한 영

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이 제안하는 사회 집단 개념은 구조적 

과정 속에서 행위자들이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놓인다는 특징으로부터 도

출되는 개념이다. 흔히 사회 집단은 일정한 속성(성별, 피부색, 출신지역)

을 공유하는 단위로 가정되곤 하지만, 영이 생각하는 사회 집단은 고정된 

공통 속성을 갖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영에게서 제안되는 ‘구조적

인 사회 집단’(structural social group)은 “지위나 특권의 위계 속에서 사

람들에게 범주적인 구분을 형성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적으로 형성”된

다.140 구조적 지위를 집단성의 논의와 결부시키는 것은 왜 필요하며, 기존

의 집단 논의들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갖는가? 나는 우선 사회 집단 개념이 

논의될 필요성에 대해 살핀 뒤, 이어 이 집단 개념을 논의하는 두 가지 방

 
139 사회적 위치에 따른 차이가 사라지지 않고 담론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 다음

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자신의 우연적 재능이나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개인

들이 어떻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정의론에 요구되는 것

은 단지 자기이익의 주장에 그치지 않는 숙의민주주의적 접근이다(ID, 29/44). 

정의에 대한 민주주의적 이해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존하면서 부정의를 개선하

기 위한 책임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140 Young, (2009)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n T. 

Christiano & J. Chrsitman (ed.), Contemporary Debates in Political Philosophy, 

Malden, MA: Wiley-Blackwell,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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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1) 사회 집단 개념의 필요성 

 

집단을 구상하는 관점은 집단 내 동질성을 전제함으로써 집단 내부의 차

이를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가령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고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집합체 개념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 중 하나이

다. 초기 페미니즘 이론에서 여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며, 이로부터 보편적인 성해방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가령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여성의 종속”을 논의할 때 그는 자신의 

논의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어떤 여성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141 

슐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은 모든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

로 구상하고 그 종속을 논의하기 위해 “성별 계급(sex class)”라는 규정을 

사용한다.142  

여성을 통일된 집단으로 구상하는 시도는 오늘날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다.143 많은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여성”이 초역사적인 하나의 집단적 경계

로 쉽게 묶일 수 없으며 그 내적 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144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역시 단일한 범주로 가정되는 여성 

 
141 Mill (1988) The Subjection of Women, Cambridge: MIT Press. 

142 Firestone, (1971) The Dialectic of Sex, New York: Bantam Books, 8. 

143 김미덕, (2016) 『페미니즘의 검은 오해들』, 현실문화연구, 3장. 

144 킴벌리 크렌쇼(Kimberley Crenshaw)는 흑인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인

종적 정체성으로부터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Crenshaw,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 139-68). 또한 찬드

라 모한티(Chandra Mohanty)는 문화와 시대, 지역별로 형성되었던 반인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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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한 이론가 중 한 명이다. 버틀러는 가부장적 

제도의 억압을 경험하는 주체로서 여성을 개념화하는 방식이 필연적으로 

억압적이고 규제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는 이 개념

을 활용하기보다 해체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나는 페미니즘의 주제(필자 주: 여성 범주)에 대해 가정된 보편성과 통일성

이, 이들이 기능하는 표상적 담론 안의 제약들에 의해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본다. 사실, 페미니즘의 흔들림없는 주제가 흠집없는 여성의 범주라고 이해하

는 미성숙한 주장은 이 범주를 수용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다수의 거절을 낳

는다. 이 배제의 영역은 이러한 구성의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귀결을 드러내며, 

설령 이 구성이 해방적 목적을 위해 상술된 것이라 해도 그렇다. 사실, 페미

니즘 내부에서의 분열 및 페미니즘이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여성’들이 페미니

즘을 역설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은 정체성 정치의 필연적인 한계를 보여준

다.145 

  

영은 여성을 동질적인 경계 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도, 여성이라는 집단이 규정되는 대안적인 방식들에는 의문을 표한다. 개

인들이 처한 계급적, 인종적, 지역적, 문화적 범주들로 여성이라는 집단 규

정을 해체하려 시도할 때, 젠더 구별이 가장 유관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폭

력이나 해악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생긴다.146 가령 남성 노

동자가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했을 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관건은 계급

 

적, 반제국주의적, 반가부장적 투쟁 속에서 여성 공동체가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Mohanty, (2003) Feminism without Borders,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46-47). 

145 Butler,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London: Routledge (2nd edition), 6. 

146 Young, (1994) "Gender as Seriality: Thingking about Women as a Social 

Collective,"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9(3),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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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별보다도 젠더적 구별이다. 물론 계급적 범주가 이러한 사태에서 완

전히 무관하게 이해될 수는 없지만(가령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성범죄가 사

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일어났을 경우 계급 관계는 이 문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젠더 범주를 여러 범주들로 쪼개어 이해하는 방식만으로

는 성별 간 폭력의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없다. 더욱이 젠더라는 범주를 

분해하는 틀로서 인종, 지역, 계급 등의 범주들 역시 그 자체로 견고한 것

이 아니며 다른 집단적 규정과 얽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젠더 규범을 통

한 여성 집단 규정이 다양성과 모호성을 억압하는 경직성을 낳을 것이라는 

버틀러의 주장에 대응하며, 영은 여성 집단의 규정이 “체계적이고 구조적

이며, 제도적인 과정으로서 억압을 개념화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한 개념

이라고 주장한다. 147  집단 개념의 필요성은 집단적 차이를 무시하는 ‘차이

에 무감각한(difference-blind)’ 정책이나 접근들이 개인들에게 형식적인 

의미의 평등만을 제시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인종주의나 가부장제 등의 억

압은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행동거지, 습관, 소지품 등을 위계화하는 사

회적 관행을 함께 고려함으로써만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적 입장

(liberal)처럼 집단과 무관한 형식적 원칙을 통해 부정의를 시정하려는 시

도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148 

영은 사회 집단 개념을, 버틀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보편적이고 포괄

적인 것으로서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영이 제안하는 ‘실용적(pragmatic)’ 

목적의 집단 개념은, “특정한 실천적-정치적 문제에 관해 범주화하고, 설명

하며, 설명과 논증을 발전”149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특성으로 여성 개념을 규정할 수 있는가는 이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다. 오

히려 더 핵심이 되는 부분은 집단으로서 여성을 규정하는 시도를 통해, 젠

 
147 Young, (1994) "Gender as Seriality," 718. 

148 Young, (2009)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367. 

149 Young, (1994) "Gender as Seriality,"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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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적 관점에서만 제시될 수 있는 특수한 억압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이 답변은 버틀러의 비판에 아직 충분히 답한 것이 아닌데, 위 인용문에

서 버틀러는 “해방적 목적을 위해 상술된” 집단적 범주 역시 여전히 이 집

단적 규정에 충분히 들어맞지 않는 개인들에게 억압적이고 규제적으로 작

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심지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접근

에서의 여성 집단 개념 역시 문제적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나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인용문에서 발견한다. 바로 

사회 집단 차원의 접근이 “정체성 정치의 필연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

다고 서술된 부분이다. 집단 개념이 행위자들에게 억압적으로 작동하는 이

유는 이를 개념화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공통적인 속성을 공유하는 정체

성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 개념을 다르게 설정하는 길을 택할 경우, 

사회 집단 개념이 공통적인 규정에 개인들을 얽매게 된다는 버틀러의 비판

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2) 구조적 집단 개념과 사회문화적 집단 개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회 집단 개념을 범주화하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이 제시하는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가 

사회 집단을 구상하는 두 가지 관점이기도 하다.150 한편으로 행위자들 사

 
150 전통적인 사회/정치철학에서 개인을 넘어서는 단위를 다룰 때 사용해 왔던 결

사체(association) 모델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 개인들 간 계

약으로 성립되는 결사체 단위의 예로는, 클럽, 동호회, 정당, 대학, 노동조합 등

과 같은 제도들을 들 수 있다.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개인 단위에서 출발하는 

이 모델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결정이 존재론적으로 집합적 단위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사후적인 계약 공동체는 개인의 자아와 정체성이 형

성되는 과정을 논의하는 모델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나아가 개개인들이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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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공유된 정체성을 통해 형성되는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하는 사회문화

적(societal cultural) 집단 개념과, 다른 한편으로 (영이 시도하듯이) 사회 

집단을 구조적인 방식으로 구상하는 접근이 비교될 수 있다.151 

전자, 즉 공유된 정체성에 의존하는 집단 개념은 “문화 형태, 관행, 혹은 

삶의 방식들을 통해 다른 집단과 구분”된다. 152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라고 불리는 관점은 이처럼 집단성의 기반으로서 공통의 경험과 

문화적 관점을 전제한다.153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규정을 빌리면, 사

회문화적 집단이란 “세대 간 공동체로서 … 주어진 영토나 자치영역을 점

유하고 고유한 언어와 역사를 공유”한다.154 집단이 공유하는 언어 및 역사

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에 있어,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활동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반면 사회구조적 집단 개념은 설령 구성원

들이 역사와 언어 등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구조적 과정을 통해 묶

여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행위자들은 2.1.2.2.에서 살펴본 구조적 지위와 

제약 하에 놓임으로써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연속체(seriality)로서 집

단’이라는 개념155으로 설명되는 이 구조적 규정을 젠더 범주에 적용함으로

 

단들이 상호간에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JPD, 42-

45/110-116). 

151 Young, (2009)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362. 

152 JPD, 43/111. 

153 ‘정체성 정치’라는 개념은 장애운동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으로(Bernstein, 

(2005) "Identity Politic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1, 47), 이후 여성운

동 및 퀴어 운동과 같은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저항적 사회운동에서 집단을 구

상하는 일반적 모델로 자리잡았다. 

154 Kymlicka,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18. 

155 ‘연속체’ 개념은 영이 사르트르에게서 인용하는 개념이다. 사르트르는 집단

(group) 개념을 개별 행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 속에서 자기 정체화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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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영은 여성 범주를 계급이나 인종과 같이 느슨하지만 실재적인 사회 집

단의 하나로 포함시킨다.156 이 관계의 ‘느슨함’은, 집단이 결코 완전한 동

질성과 배타성을 통해 형성되지 않으며 하나의 규정 안에 수많은 부분적 

구별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은 사회 집단을 규정하는 두 방식, 즉 사회문화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

을 양자택일의 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관점들이 아니라고 본다. 가령 전자

의 사회문화적 접근은 단일한 민족적 정체성을 요구하는 민족주의적 억압

에 맞서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결코 쉽게 포기될 수 없다.157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은 사

회 집단 개념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만 이해할 경우 사회 정의의 의미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는 사회문화적 집단 개념이 

근거하는 자유주의적 접근에서 집단 간 지위와 역량의 격차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향한다. 

사회문화적인 집단적 접근에서 정치철학은 주로 공적-정치적 관점에서

 

지는 연결관계로서 지칭하는 반면, 연속체(series)는 행위과정 속에서 수동적으

로 묶인 채 형성되는 상호성 및 물적 조건에의 관련을 의미한다(Ronström, 

(2018) "On Seriality," Shima, 12(1), 2). 가령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들, 혹

은 출근을 위해 통근버스에 탄 승객들이 이러한 연속체에 해당한다. 사르트르

에게 연속체는 소외상태를 경험하는 집단으로서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인 조건

이라면, 영은 이를 뒤집어 구조적 연관 속에서 집단을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활

용한다. 

156 인종이나 계급과 마찬가지로, 젠더 범주 역시 연속체로 규정될 때 이 구성요소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사르트르가 연속체의 사례로 드는 버

스 탑승객들이나 라디오 청취자 등은 매우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규정이 가능한 

반면, 여성 집단이 구조적으로 겪는 제약이 무엇인지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요

소들이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은 이성애적 규범 하에서의 몸의 실천들, 

또는 가부장적 질서에서 요구되는 성별 분업 등을 이 요소들로 제시한다

(Young, (1994) "Gender as Seriality,” 729-30).  

157 Young, (2009)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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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집단에게 무엇이 허용되거나 금지되어야 

하는지의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가령 롤즈는 『 정치적 자유주의』 에서, 

우리가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 생겨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종교적, 철학적 및 

도덕적 교설들로 심원하게 나누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상호간에 안

정된 정의로운 사회를 상당 기간 동안 지속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가?”158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 속에서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근

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문제의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개인과 집단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의관을 쉽게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 서로 대립적인 교설들을 지닌 모든 

개인들에게 해당되는 행위 원칙, 협회와 모임들의 조직 원리에 해당하는 

총체적인 정의 원칙을 구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문제의식에 대한 

대응으로서 롤스가 시도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정당한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에 속하기 위해 최소조건으로 받아들여야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설

립이다. 

차이의 정치가 공적 규제와 허용의 범위에 초점을 맞출 때, 애초 사회 

집단들이 부정의를 경험하거나 서로 충돌하게 되는 맥락들은 충분히 조명

받지 못한다. 가령 히잡을 공적 영역에서 쓰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종교적 집단의 관행이 학교 등 

공적 영역에서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형적 논의이다. 하지만 구조적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그저 공적/사적 영역의 구분만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집단들이 정치적, 경제적 소통에 포함되지 못하

고 배제되는 구조적 제약의 맥락에서 논의된다.159 집단들이 경험하는 착취, 

주변화, 폭력 등의 문제는 단지 (사회문화적 접근에서 요구하는) 공적 제도

 
158 Rawls, (1993) Political Liberalism, xxv. 

159 Young, (2009)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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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를 통해 해결될 수 없으며 이들이 처한 지위와 제약을 함께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에서, 사회 집단 개념에 대한 영의 논의는 구조적인 제약을 강

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특히 프레이저와의 일련의 논쟁을 거친 뒤, 160 

영의 집단 개념 및 이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차이’ 개념은 점차 집단 내

의 친밀성 및 문화적인 개념들에 의존하기보다 구조적인 지위 및 이들 사

이의 관계로부터 설명된다. 

 

구조적인 사회 집단들은 노동과 생산에서의 사회조직들, 욕망과 섹슈얼리

티에 관련된 조직들, 권위와 복종의 제도화된 규칙들, 그리고 특권의 형성을 

통해 구성된다. 구조적 사회 집단들은, 구조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지위가 다

 
160 영은 자신의 기존 사회 집단 개념이 문화적인 삶의 방식의 공유, 혹은 친밀성

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프레이저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다. 자기이해 및 연대성

에 기반을 둔 정체성 구성이 모든 사회 집단에게 해당될 수는 없으며 일부의 

범위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은, 이후 영의 작업들에서 집단 개념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수정을 가하는 계기로 작용한다(Lima e Silva, & Silva, (2019) "Between 

Experience and Structure: Social Suffering, Collective Identities and Justice 

in Iris Marion Young," Digithum, 23, 7; Young, (2009)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다른 한편, 프레이저의 비판에 대한 영의 대답 역

시 프레이저의 이후 논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은 프레이저의 

재분배/인정이라는 도식이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기에 너무 좁게 설정되

어 있을뿐만 아니라 상호단절적인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Young, 

(1997) "Unruly Categories: A Critique of Nancy Fraser's Dual Systems 

Theory," New Left Review, 222, 153). 이와 같은 이론적 설정은 제도, 법, 시

민권, 그리고 정치적 참여 등의 문제를 발화할 문제축을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정의에 이르기 위한 민주주의적 참여의 영역을 공백상태로 둔다(Young, (1997) 

"Unruly Categories," 151). 이 문제제기를 잠정적으로 수용한 프레이저는, 이

후 인정과 재분배라는 정의의 이분법적 틀을 벗어나 정치적 대의

(representation)라는 정의의 축을 추가한다(Fraser, (2009) "Reframing Justice 

in a Globalizing World," in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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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위와 구별되는 관계에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관계적

으로 형성된다. 예를 들어 성직자들은, 영적 봉사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필요

하다고 믿으며 이러한 전문화를 물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타자와의 구조

적이고 상호연관된 관계 속에서 특정한 사회 내의 특정한 사회적인 기능과 

신분을 갖는다.161 

 

영의 논의에서 문화적 자기이해에 근거한 집단성은 이제 구조적 해명으

로 옮겨간다. 집단을 형성하는 요인들이 ‘구조적’이라고 설명되는 근거는, 

“행위자들이 처한 지위와 관계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사항들이 빈번하

게 재해석되고, 발달하며, 심지어 경합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회적 

위치 및 그리고 다른 위치와의 연관은 재생산”162되기 때문이다. 행위자들

의 개별적 상태는 지속적인 변화 과정 속에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지위

들 사이의 연관이 다시 생겨난다. 사회 집단은 재생산되는 지위들 간의 관

계를 토대로 설명되며, ‘차이의 정치’는 집단적 친밀성이나 문화적 특성으

로부터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 대한 논의로 옮겨간다.163 

사회 집단 개념을 구조적인 맥락과 연관지어 논의하면서, 나는 버틀러가 

정체성 정치의 토대로서 지적한 문화적 집단 개념의 한계를 벗어날 계기를 

발견한다. 버틀러가 비판한 사회 집단은 집단적 정체성으로서 문화가 구성

원들 사이에서 일정한 경계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 실체적 범위는 구조

적인 집단 맥락에서는 제공될 수 없다. 사회구조적 과정 속에서도 문화 개

 
161 ID, 94/154. 

162 ID, 95/155. 

163 영은 사회문화적 집단 개념과 구조적 집단 개념을 비교하며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차이의 정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방향을 고려할 때, 만약 구조적 부정

의에 대한 내 논의를 다시 쓸 수 있었다면 나는 문화라는 개념에 그 책(필자 

주: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처럼 중요한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 용어를 규범화, 습관, 관행 등의 개념으로 대체했을 것이다.” (Young, (2009)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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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구분을 가능케 하는 범위라기보다 의사소통적인 행위를 가능케 하는 자원

적인 측면 전반을 의미한다.164 이제 관건은 그들이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공통으로 지녔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집단과의 연관 속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지위를 지니고 있는가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단적인 

구상은 유동적이고 과정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며 이 속에서 누가 ‘여성’ 

또는 ‘장애인’, ‘소수인종’인지에 대한 설명은 객관적인 속성의 공유나 집단

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간단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물론 영의 집단 개념이 공유된 정체성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비인격적인 

구조적 설명으로 옮겨가는 데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지는 않다. 가령 

보니 만(Bonnie Mann), 로렐 웰든(Laurel Weldon)은 젠더 개념의 관점에

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한다. 젠더 개념 및 집단에 대한 영의 구상은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에만 집중한다. 그런데 젠더는 

단지 사회적 관계에서 작동하는 것만이 아니며 개개인에게 내재화되어 작

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별에 따른 집단성은 그저 사회적 위계만의 문제

로 결코 밝혀질 수 없는, 젠더화된 기호 체계에서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

이다. 젠더를 단지 구조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 비인격적 구조가 개인

들의 살아있는 몸을 통해 발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지게 된다.165 이와 

같은 공백은 젠더적 구별의 경험이 애초에 왜 문제시되어야 하는지 논의할 

근거를 불충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젠더에 대한 집단성 논의가 결함을 

갖지 않으려면 그것이 내적으로 개인에게 어떻게 경험되었는지, 다시 말해 

살아있는 몸(lived body)이 구조와 어떤 연관 하에 있는지를 함께 논의해

 
164 Young, (2009)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374. 

165 Mann, (2009) "Iris Marion Young: Between Phenomenology and Structural 

Injustice," in A. Ferguson & M. Nagel (ed.), Dancing with Iris: The Philosophy 

of Iris Marion You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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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166  집단성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기능

(function)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넘어, 도대체 개인에게 무엇을 의미(mean)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며, 이 점에서 영이 사용하는 젠더 집단 개념은 일의

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 즉 살아있는 몸 내부에서의 문화적 특성을 고찰해야 한

다는 제안에 대한 영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신체 내부에서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화적인 성찰은 분명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

회 정의이론의 관점에서 다루기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 

자신의 내적 속성을, 혹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궁극적으로 주관성

(subjectivity)의 측면에 있는 것인 반면, 정의이론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행위자들이 상호적으로 맺고 있는 지위에 대해 문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페미니즘과 퀴어이론의 과제는 그저 남성/여성의 생적 의미를 관계들 및 

성적 다양성 속에서 해명하는 것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은 사회적 비평을 또한 계획한다. 이들은 어떤 잘못된 해악 및 부정의를 

식별하고, 그 기원을 제도들 및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발견하고 해명하며, 이

를 바꿔나가기 위해 제도들을 향한 행위의 방향을 제안하려는 이론적 노력들

이다. 이 후자의 과제들은 이론가들이 개인적 경험, 주관성, 정체성에 대해서

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회 구조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167 

 

살아있는 몸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적절히 문제시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

로 주목되기보다, 집단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정의의 층위에서 검

 
166 Weldon, (2008) "Difference and Social Structure: Iris Young's Legacy of a 

Critical Social Theory of Gender," Politics & Gender, 4(2), 315. 

167 Young, (2002) "Lived Body vs. Gender: Reflections on Social Structure and 

Subjectivity," Ratio, 15(4),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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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관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재해석되어야 

한다.168 

 

2.2. 구조적 부정의 

 

지금까지 나는 영의 사회구조적 과정 개념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구조

적인 관점을 활용하는 설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은 구조적 

연관이 그저 행위자들의 개별 관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행위와 구별되는 사회적 위치 및 제약의 측면을 제시한다. 그런

데 행위들이 특정한 위치에서 제약받는 모든 경우에 대해 정의의 관점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가령 사람들은 교통신호에 의해, 혹은 체스 규칙이나 

야구 경기 규칙에 의해 행위를 제약받지만, 이 규칙들 자체가 특별히 문제

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거나 마

약을 금지하는 법률이 부정의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

람직하지 않은 구조적 관계로 문제시하고 개선을 고민해야 하는가? 구조적 

정의이론이 역점을 두는 지점은, 행위가 개별적 관점 하에서는 합리적이거

나 정의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회의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정의롭지 않

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이 

재정식화된다: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까? 

2.1.2.2.에서 설명된 리사와 래리 부부의 경우는 한 여성이 임신 및 출산

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였다. 이 부부의 결정은 행위 당사자들의 

개별 관점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성원 변경으로 

 
168 Jalušič, & Pajnik, (2009) "When I Think about Myself as Politically Engaged, 

I Think of Myself as a Citizen: Interview with Iris Marion Young," in A. 

Ferguson & M. Nagel (ed.), Dancing with Iris: The Philosophy of Iris Marion 

You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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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비용 지출을 절감해야 하며, 개인의 관점에서는 여성이 육아를 전담

하는 것이 남성의 육아 전담이나 시터 고용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한국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대체로 남성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한 여성들은 자신과 아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퇴사를 고민한다. 

따라서 각 행위 당사자들의 관점에서만 볼 때, 리사가 출산 후 직장을 그

만두는 상황은 그 자체로는 문제될 지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구조

적 과정 개념을 다루며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 

결정은 그저 개인의 의사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

는 여성의 진급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문제, 혹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받는 

더 낮은 임금체계, 임신·출산 이후 여성은 퇴사하고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

는 문화적 편견, 취약해진 개인의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노동환경 등이 제

약으로서 함께 결합된다. 이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이 겪는 경력 단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정치적 책임의 논의를 위해서는 이 문제가 왜 개선 대상으로

서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행위자들이 특정한 지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제약은 왜 문제적인가? 여성, 장애인, 소수인

종 등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근거를 토대로 

이 제약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체스 게임에서 행위자

들에게 요구되는 제약이 특별히 문제시될 필요가 없는 반면, 사회적 영역

에서 소수자들이 겪는 제약이 개선되어야 할 책임의 대상으로서 간주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는 체스나 야구 게임의 규칙들과 달리, 법이나 경

제 영역에서 행위자들이 경험하는 제약들은 개개인들에게 무언가를 실질적

으로 박탈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 문제의식은 영이 구조적 

부정의(structural injustice)로 지칭하는 사태들과 관련되어 있다. 영은 “사

회적 과정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지배의 위협, 또는 역량의 계발

과 행사 수단을 박탈하는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부정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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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지칭한다.169  

2.2.에서는 사회구조적 관계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태가 영의 설명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연관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 이를 부정의하다고 영은 서술하는가? 행위자들

이 개선해야 할 책임을 갖는 사회적 상황은 무엇인가? 영은 사회적 부정의

의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한다. 하나는 억압(oppression)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지배(domination)의 문제이다. 먼저 지배란 “행위의 결정 또는 행

위 조건의 결정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거나 억제하는 제도적 조건”

을 의미하며, 억압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환경에서 확장적인 기

술을 익히고 사용하는 것을 막는 체계적인 제도적 과정들”을 가리킨다.170 

시민들이 숙의를 거친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과

정이 구조적으로 제약될 때, 영은 이를 지배로서의 부정의라고 규정한

다.171 또한 시민들이 평등한 교육 및 직업적 참여,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해 

자신을 확장적으로 계발하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억눌릴 때, 영은 이를 억

 
169 RJ, 52/109. 

170 JPD, 38/99. 한편 이와 유사하게, 앤 커드(Ann Cudd)의 억압에 대한 규정 역시 

개별 행위자들 간의 관계만을 향하는 대신, 이처럼 집단들 간의 체계적 제약을 

향한다. “’억압’이라는 용어로 나는 집단들이 어떤 힘들에 의해 체계적이고 부당

하게 혹은 부정의하게 제약되고, 부담을 지거나 위축당하는 해악을 지칭한

다.”(Cudd, (2006) Analyzing Oppression, 23) 

171 의사소통에의 참여를 통한 자기결정 과정에서 정의의 측면을 주목하는 이 관점

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윤리학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Habermas, 

(1993) “Remarks on Discourse Ethics”, in: Justification and Application: 

Remarks on Discourse Ethics, (trans. by C. Cronin) Cambridge, Mass.: MIT 

Press). 이를 정치적 정의의 문제로 더욱 강조하는 관점으로는 프레이저

(Fraser, (2009) "Reframing Justice in a Globalizing World,"), 포르스트(Forst, 

(2014) "Two Pictures of Justice," in D. Owen (ed.), Justice, Democracy and 

the Right to Justification: Rainer Forst in Dialogue, London;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3-2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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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으로서의 부정의로 규정한다. 억압이 행위자들의 역량을 충분히 계발하

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지배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

을 내리는 과정에 관련된다. 영의 고찰은 구조적 과정이 억압과 지배의 상

태에 놓여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왜 문제시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답하고자 한다.  

2.2.1.에서 나는 먼저 억압의 개념을 살펴본다. 영은 억압의 개념을 행위

자들이 사회적 제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계발하지 못하는 문제로 

규정한다. 이를 토대로 영은 억압의 다섯 가지 형태들(Five Faces of 

Oppression)을 서로 구분하며 억압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양태를 포착하려 

시도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억압 범주의 개념화는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억압을 규정하는 시도가 아니라, 여러 사태들을 진단하고 비교하는 도구로

서 제안된다. 

2.2.2.에서는 부정의의 두 번째 유형으로서 지배의 문제를 논의한다. 자

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해 공중(the 

public)의 의지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의 민주적 담론이론으로 정식화된다. 우리는 담론이론적 관점에서 부정의

의 문제, 특히 지배의 문제가 어떻게 문제시될 수 있는지 살펴본 뒤, 이러

한 관점이 기존의 분배중심적 정의관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지

를 설명하려 한다. 특히 지배의 문제는 롤스의 정의의 원칙들이 선택되는 

절차로서 가설적인 계약이 지닌 한계를 잘 드러낸다.  

 

2.2.1. 억압 

 

억압(oppression) 개념은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의미의 변화를 겪어 

왔다. 영에 따르면,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억압 개념은 공적 영역에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부당한 권력 사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자유주의 국가의 “타자”(특히 공산권 국가)를 겨냥하여 사용되던 개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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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2 그러나 신좌파 운동(New Left Movement) 이래 억압 개념의 활용폭

은 더 넓어지고 있다. 가령 앤 커드(Ann Cudd)의 설명처럼 이 개념은 단

지 정부의 권력에 의한 탄압만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 부와 권력의 격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야기되는 억압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다.173 이처

럼 억압 개념의 의미가 넓어지면서, 철학적 정의이론에서 이 개념을 사용

하려고 할 경우 정확히 어떤 상태를 억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논의하

는 과제가 생겨난다.  

영이 어떤 해악을 억압이라고 규정하는 근거는 역량 개념에 맞닿아 있다. 

이 개념은 행위자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

답이다.174 다시 말해 영이 제시하는 역량 개념은 행위자들이 사회 구성원

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수행하는 등 기본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들에 관련된다.175 구조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행위자들의 중요 역량이 자유

 
172 JPD, 40-41/106-107. 

173 Cudd, (2006) Analyzing Oppression, 3. 

174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영은 ‘능력(capacity)’이라는 용어를 ‘역량

(capability)’이라는 용어와 혼용한다. 『 차이의 정치와 정의 』 에서 영은 

‘capacity’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며 ‘capability’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

가, 이후 『포용과 민주주의』에서는 두 용어를 거의 유사한 의미로 함께 쓰고 

있다.  

175 영은 이 지점에서 역량에 대한 자신의 논의가 센(Sen), 누스바움(Nussbaum) 

등의 역량이론적 관점에 근접해 있음을 설명한다 (ID, 31/47). 역량이론은 “특

정한 인간 능력들이 계발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요청을 행사한다”는 직관을 이

론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종교, 계급, 신분,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역량적 접근의 핵심 발상이며, 이

를 위해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성취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

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량과 정의 사이의 연관에 대해서는 Nussbaum, 

(2002) "Capabilities and Social Justic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2), 

124; Sen, (1979) "Equality of What," The Tanner lecture on human values,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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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선택되고 성취되지 못할 경우, 그리하여 역량이 충분히 계발되지 못

하는 상황에 대해, 영은 ‘억압’이라는 규정을 사용한다.176 이 논의에서 영

은 역량이론적 접근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자원 분배론적 관점 및 복지적 

관점과 같은 윤리적 접근에 비해 갖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논증하려 

시도하지는 않는다. 177  그가 의도하는 바는 억압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의 다양한 층위를 포착하는 데 있다. 영은 억

압의 다양한 층위를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단일한 기준의 집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178 사회 집단마다 경험하는 억압의 층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에, 이를 본질적으로 포착하는 기준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억

압의 근본적인 기제를 밝히려는 기존의 많은 시도들이 궁극적인 억압의 근

원을 밝혀내려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흘러간 점을 고려한다면, 

영의 이러한 걱정이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구조적 부정의와 관련한 논의에서 그 토대로서 역량이론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일차적으로 앞서 

2.1.2.에서 규정된 사회 집단의 논의를 인용하여, 구조적 부정의를 집단적 

 
176 JPD, 38/99; RJ, 52/109. 

177 이러한 논의방식으로 인해, 영의 구조적 부정의 논의에서 역량이론과의 세부적

인 연관지점이 밝혀지지 않은 채 ‘역량’이라는 개념이 매우 느슨하게 사용된다

는 지적도 제기된다(Neuhäuser, (2014)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Distribution of Forward‐Looking Responsibility," 238). 한편 역량이론의 정당

화 근거에 대해 집중하는 논의로는 Chen, (2017) "The Core of Oppression: 

Why is it Wrong?", Social Theory and Practice, 43(2), 421-41. 자원적 접근 

및 복지적 접근에 비해 역량이론이 갖는 장점을 주장하는 논의로는 Sen, (2009) 

The Idea of Justice, 12장; Nussbaum, (2002) "Capabilities and Social Justice,"; 

Berges, (2007) "Why the Capability Approach is Justified,"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24(1), 16-25 참고.  

178 JPD, 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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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고, 뒤이어 부정의의 한 

종류로서 억압이 영에게서 규정되는 방식을 살펴보려 한다. 

구조적 설명을 활용한 사회 집단 개념이 억압에 대한 고찰에서 활용될 

때 이는 일견 영이 전제하는 역량이론의 관점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역량은 “우선적으로 개인에게 속하며, 오직 파생적으로만 집단에게 속하”

기 때문이다.179 가령 외국어를 읽고 말하거나 논문을 쓰는 등의 특정한 기

능을 선택하고 달성할 역량은 개인 행위자에게 생겨나는 것이며, ‘대학원생

의 역량’ 또는 ‘한국인의 역량’과 같은 집단적 층위에서 추상적으로 발생하

지는 않는다. 역량이론의 일차적인 목표는 모든 개인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핵심 역량들을 계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량 개념을 사회 집단의 층위에서 밝히는 시도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역량의 계발 실패가 사회적 부정의로서 다루어져

야 하는지 여부는 개인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되기 어렵다. 역량의 제약이 

부정의로서 경험될 때 이는 단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제약은 모든 행위자들에게 동등하게 혹은 임의

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경력단절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겪는 

제약은, 이들이 개별적으로 지닌 성격이나 재능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

니라 특정 사회의 여성으로서 겪는 제약이다. 영은 사회 집단마다 특징적

인 방식으로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기에, 사회 부정의를 고찰하면서 집단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억압의 경험을 불분명하게 만든

다고 본다.180 왜냐하면 집단성이 설명에서 빠질 경우, 불이익을 받는 개인

들은 자신의 상태를 오직 자기 자신의 개별 능력 및 성과의 결과로 받아들

이게 되며, 그들이 받는 체계적인 억압의 배경을 시야에서 놓치게 되기 때

문이다.  

 
179 Nussbaum, (2011) Creating Capabilities, 35. 

180 Young, (1994) "Gender as Seriality,"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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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설명이 부정의를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는 

논의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행위자 A와 B가 서로 다른 경제적 상태에 놓

여 있어서, A는 굶주리고 있는 반면 B는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굶주리고 있는 A에게 B가 일정한 몫을 나눠줄 의무가 

있을까? 이에 대해 해리 프랑크푸르트(Harry Frankfurt)의 대답처럼, 정의

로운 상황이란 그저 단순히 평등하게 나누어갖는 것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 

개개인이 누려야 할 최소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 이를테면 A가 굶주림을 

피하는 정도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대답할 수도 있다.181 만약 이러한 대답

이 충분하다면, 우리는 부정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인들의 역량 계발

만 비교하는 것이 요구될 뿐 그 너머의 집단적 분석은 불필요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을 기준으로 개인들이 비교된다면, 그 

너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설명될 수 없다. 가령 최소 평등 수준의 자원을 

지닌 A와 그 10000배의 자원을 지닌 B 사이의 불평등은 정의로운 것일까? 

이러한 개인 간 불평등의 사실 자체만 놓고 이것이 부정의한지 여부를 논

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한 시점에서 개인간의 불평등이 곧바로 정

의의 관점에서 문제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182 나는 이를 보여주는 사례

로서 다음의 비교를 제시하려 한다. 

 

사례 1) A는 일확천금을 누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투기성 재화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다음날 그는 이 재화가 자신의 구매가보다 1/1000으로 폭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는 당장 다음달 주거하는 집의 월세도 내기 힘들만큼 심

각한 빈곤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투기성 재화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던 B는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A와 B의 자산 차이는 수 천 배에 이르

 
181 Frankfurt, (1987) "Equality as a Moral Ideal," Ethics, 98(1), 21-43. 

182 Young, (2001) "Equality of Whom? Social Groups and Judgments of Injustic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9(1), 8. 



 

99 

 

게 되었다. 

사례 2) A는 여성 노동자이다. A가 살며 근무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성별 

간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나라여서, A는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남성 노동자 

B에 비해 70% 남짓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A와 B는 모두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했고 별다른 과소비 없이 자신의 임금을 저축했지만, 몇 년 후 A

는 B의 저축액이 자신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례 1에서 A는 자신의 투기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

면서도 높은 수익률의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그의 선

택 결과에서 빈곤이 초래되었다면, A의 빈곤은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이

루어진 것이며 자신의 책임이다. 이 경우 A와 B 사이에서는 어떤 집단적

인 제약도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사례 2에서는 A의 빈곤은 자신의 선택

보다 그가 놓인 환경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는 단지 

A와 B만의 관계만이 아니라, 노동자 사이에서 성별 간 경제적 격차를 살

펴보게 된다. 이는 빈곤이라는 문제상황에 놓이는 과정에 있어 그저 개인

의 선택만이 아니라 이들이 처한 사회적 제도, 규칙, 문화적 규범 등의 작

동방식을 함께 고려한다. 그리고 이들이 A와 B 사이의 (여성 노동자 집단

과 남성 노동자 집단 사이의) 격차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문

제시한다. 따라서 사례 1에서 생겨난 A와 B 사이의 재화 불균형을 우리는 

딱히 문제삼지 않을 것인 반면, 사례 2의 A와 B 사이 재화 불균형은 (사

례 1만큼 격차가 크지 않은데도) 부정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개인들 

간의 역량 격차가 부정의의 문제인지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는 판단될 수 

없으며, 행위자들이 집단 속에서 처한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억압에 대한 논의는 특정 사회적 제약이 어떤 역량을, 그리고 어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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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적으로 제약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영의 설명이다.183 이를 

구체적으로 시도한 티투스 슈탈(Titus Stahl)은, 억압적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회적 관행은 일반적으로 제약을 지니고 있기에, 이들 중 무엇이 구

조적 억압인지 구분하려면 더 세부적인 조건이 요구된다고 본다. 슈탈이 

관행들 가운데 억압으로서 규정하는 조건은, 해당 관행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이 관행을 바꾸려 할 때 다른 구성원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이 비용이 그들의 특정 집단 구성

원이라는 사실로부터 기인하는 상황이다.184 가령 2.1.2.2.에 제시된 리사와 

래리 부부의 사례에서, 리사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

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택하는 것이 성차별적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

다면 그와 반대로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대신 남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이 이러한 시도를 할 경우,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관행을 거스르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들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및 

이들을 상대로 한 손쉬운 해고 등 여러 차별을 비용으로 치른다. 이 논의

 
183 Young, (2002) "Lived Body vs. Gender," 421. 한편 이처럼 집단 간에 상대적

으로 발생하는 제약은, 사회 집단들을 곧바로 억압한 집단과 억압당한 집단, 혹

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단순하게 명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Allen, 

(2008) "Oppression, Empowerment, and Transnational Justice," Hypatia, 

23(3), 160. 가해와 피해라는 도식을 통해 책임을 한 쪽에 서술할 수 있다는 믿

음은 개인주의적으로 사고해 왔던 전통적인 ‘법적 책임(liability) 모델’에서 책

임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회구조적 부정의의 문

제는 그러한 책임관을 통해 대상으로 다루어지기 어려운데, 부정의한 구조는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억압하려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공유한 결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억압의 효과를 발휘하는 포괄적인 실천들을 수행하는 조건이자 그 

결과이기 때문이다.  

184 Stahl, (2017)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Oppression," Social Theory and 

Practice, 43(3),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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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약하여 슈탈은 특정 집단 G의 구성원들이 해당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억압을 경험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특정 집단 G의 구성원들과 다른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부정의한 해악을 

발생시키는 관계성 R이 제도적 관행 I에 의해 형성되거나 유지되며, 

2) 제도적 관행 I는 특정 집단 G의 구성원들이 R의 부정의한 구조를 바꾸

거나 R을 벗어나려 시도할 때,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이 시도할 때보다 훨씬 

커다란 비용을 부과하는 제약을 형성하고, 

3) 이 제약들은 G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성격에 의

해 비우연적으로 발생한다.185 

 

억압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선택만을 넘어 집단 간의 상대적인 역량 계

발의 차이로 설명될 때, 이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집단 구성원들이 비슷한 

선택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가령 아이가 생겼을 때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여성이 마찬가지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남성들보다 훨씬 많

이 발생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사회적 

관행에 의한 제약이 함께 작용한다. 역량의 침해가 부정의로서 문제시될 

때, 우리는 한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으며 그가 처한 집단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역량의 

제고는 “개인적 삶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집단적 영향력의 의미에서의 발

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86 

이 규정이 적용된 형태로서 영은 ‘억압의 5가지 모습들(five faces of 

oppression)’이라는 방식으로 억압 개념들을 논의한다. 그가 제시한 부정

의의 5가지 억압 유형은 착취(exploit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무력

 
185 Stahl, (2017)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Oppression," 481. 

186 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Dilemmas of Gender, Political Philosophy, 

and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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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powerlessness),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그리고 폭력

(violence)으로 구분된다. 영이 이 유형들을 구분하는 목적은 이들을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이해하거나 각 유형들이 지니는 본질적인 요인을 구별하

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보다 이 억압 범주들의 논의 목적은 사회 집단들이 

경험하는 억압들의 의미를 체계화하고 상호비교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

다.187 이는 부정의의 경험이 그저 하나의 억압 범주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억압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 착취 

영이 착취에 대한 논의에서 주목하는 핵심적인 통찰은 그저 누군가가 다

른 누군가에 비해 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만이 아니라 “한 사회집

단의 노동 산물이 타 집단에게 이전되는 항상적 과정”의 존재, 다시 말해 

“무엇이 일(work)인지,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일은 어떻게 

포상되는지, 일의 결과물을 자기 것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지는 사회적 과

정”이다.188 이 설명의 한 가지 적용 사례로서 영은 성별 간 착취를 든다. 

그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여성에 대한 착취는 그저 성별 간 

임금격차 등 물질적·경제적인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성별 간 착취는 많

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등 양육 및 재생산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착취로서 이 문제를 고찰할 때 이

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설명, 다시 말해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서

의 잉여가치 이전으로서 착취 개념 189  너머의 설명을 요구한다. 한편으로 

 
187 JPD, 42/110. 

188 JPD, 49/124. 

189 Gordon, (1968) "Why Does Marxian Exploitation Theory Require a Labor 

Theory of Valu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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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같은 사적 조직 형태에 있어, 근대 자본주의 사회들은 구성원들의 

결합 형태로서 표준화된 핵가족을 전제한다. 이러한 형태의 형성과정은 경

제활동과 비경제활동(가사활동)을 구분하고 가정 내에서의 재생산 노동을 

여성에게 집중시키는 가사노동 분업의 형태로 드러난다.190 다른 한편으로 

직장 내 여성들을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부차적인 인력으로 간주하는 기업

의 관점은 여성들을 고위 직급에 채용하지 않거나, 특정한 직종에서 여성

들의 채용을 꺼리거나, 여성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난다.191 즉 성별 간 착취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노동 분업이

든, 혹은 직장 내에서의 위계적 차별을 통해서이든, 여성의 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이 남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착취자와 피착취자 사이의 명시적이고 강압적인 형태로만 존

재하지 않으며, 노동 자체의 성격 규정 및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규

정하는 방식을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가령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낮

은 임금을 받을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물론 여성의 사회 진출을 금

지하는 몇몇 국가들에서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으나) 명문화된 규정으로 제

시되지 않는다. 여성의 높은 가사노동 시간 및 이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

가, 기업 내 남성 인력에 대한 선호 등은 문자화되기보다는 암묵적으로 유

지되는 관행이다. 이 관행들은 각각 개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

로 결합되어 작동하면서 여성이 경험하는 착취 구조를 공고히 한다.  

 
190 Fraser, (1990)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25/26), 60; Stacey, (1994) In 

the Name of the Family: Rethingking Family Values in the Postmodern Age, 

Boston: Beacon Press, 38-41. 

191 Maclean, (1999) "The Hidden History of Affirmative Action: Working 

Women's Struggles in the 1970s and the Gender of Class," Feminist Studies, 

25(1),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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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에서 제시된 리사와 래리 부부의 사례, 다시 말해 아이를 출산한 

이후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사례는 여성들에 대

한 착취가 어떻게 작동하고 재생산되는지를 매우 잘 보여준다. 여성 노동

자와 남성 노동자 사이의 경제적 지위 격차, 다시 말해 현존하는 임금 격

차로 말미암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선택지는 일반

적으로 여성에게 맡겨진다. 다른 한편 이 선택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들

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직업 전문성을 약화

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의 소득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

해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유지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장

벽으로서 재생산된다. 즉 성별에 따라 행위자들이 갖는 지위의 격차 및 이

로부터 발생하는 제약은 여성들의 역량 행사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2) 주변화 

영의 주변화 개념은 노동시장에서 고용될 수 없거나 혹은 고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부정의를 지칭한다.192 억압으로서 주변화는 사회 구성원들

을 그저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만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영역들이 

서로 맺는 연관으로 말미암아, 주변화의 특징은 그 제약이 경제적인 문제

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회적 영역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처럼 

경제적 토대의 상실이 다른 사회적 삶의 영역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영

은 주변화가 억압의 형태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위험한 형태의 억압”일 

것이라고 경고한다.193  

영은 주변화 개념이 부정의로서 제기되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194 

 
192 JPD, 53/131. 

193 JPD, 54/132. 

194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은 억압으로서 주변화의 유형과 유사한 사회적 

포함/배제라는 문제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나의 기능체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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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부 사회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부족한 사회적 재화만

을 가짐으로써 충분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복지제도 등 타인의 

조력에 의존하는 상태에 놓인다. 복지국가적 개입을 통한 빈곤 완화 시도

는 대부분 일시적인 생활 보조에 그치기에 시민들이 이와 같은 의존적인 

상태로부터 빠져나오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때 주변화된 행위자들

이 의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의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관건은 행위자

들이 놓인 의존적 상태 중에서도 이들의 시민권 및 자유를 제약한다는 데 

있다. 주변화된 시민들이 복지정책이나 기부와 같은 조력에 의존할 때, 이

는 기부자나 정책 담당자를 비롯한 서비스 제공자들에 종속됨으로써 자신

의 자율성을 침해받는 상태가 됨을 의미한다. 둘째, 설령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물질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도, 주변적 상태에 놓인 사회 구성

원들이 역량의 계발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남는다. 영은 은퇴한 

노인들의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는데, 가령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데 있

어서는 별 지장이 없는 경우라 해도 이들은 많은 경우 의미있게 사회적 활

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쓸모없다는 감각, 자존감의 결여에 시

달린다. 195  즉 주변화된 상태는 시민들이 서로 협업에 참여하고 의미있게 

활동하는 과정을 가로막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존재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이 점에서 주변화 역시 그저 물질적인 재화의 분배

만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연관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사실적인 배제는 –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없거나, 신분증이 없거나, 안정적인 

친밀한 관계가 없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보호를 받

을 수 없거나, 정치적인 선거운동을 카니발 행사와 구별할 능력이 없거나, 문맹

이거나, 의료적으로나 영양의 측면에서 과소 공급 상태에 있거나 등 - 다른 체

계들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주민의 다소 큰 부분을 규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들은 종종 거주 측면에서도 분리되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루만, (2012) 『사회의 사회』, 2권, 장춘익 옮김, 새물결, 730) 

195 JPD, 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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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주변화 상태는 앞서 2.1.2.에서 본 구조적 제약의 재생산 속

에서 지속되고 심화된다. 가령 사회 구성원들은 성별이나 인종, 연령 등에 

대한 편견, 혹은 학벌이나 적은 직업 경험과 같은 구조적 제약으로 말미암

아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다시 구성

원들이 시민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재화를 얻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기존의 

제약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 악순환을 통해 유지 및 재생산되는 부정의로

서 주변화는 단지 한 개인이 직업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개

인과 같은 처지의 행위자들이 집단적으로 놓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다는 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의이다. 이를테면 임신∙출산을 겪은 

여성들은 육아로 말미암아 야근이나 장기간 출장 등이 어렵기 때문에 직장

에서 대체로 환영받지 못하며, 고용되더라도 단기적인 일자리에 그치는 경

우가 많다. 결국 여성들은 가사노동만을 전담하게 되거나, 가정 형편상 필

요할 때에만 취업전선에 뛰어든다.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중년 및 노인층, 

장애인, 성소수자 집단 등도 노동시장의 편견 때문이든 혹은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든 간에, 일정한 일자리

를 찾지 못한다. 또한 각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특정

한 소수인종들(미국의 흑인, 히스패닉 집단)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겪는다.  

 

3) 무력함 

영에게서 무력함은 분업화된 노동 체계에서 전문가 집단에 비해 비전문

가 집단들이 노동의 통제권을 상실하는 상황을 지칭한다.196 무력한 집단은 

 
196 전문가 집단이 비전문가 집단과 비교하여 노동시장에서 특권적 지위를 갖는다

는 사실은, 앞서 착취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자본가-노동자라는 

이분법적 틀에 갇혀서는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억압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

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 집단은 결코 자본가 집단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그들 역시 다수는 노동자 계층에 속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 계층 안에서

도 다시 분업화 및 전문화에 따른 위치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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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혹은 아예 작업의 자율성을 갖지 않으며, 그들의 작업에서 창조성이

나 판단력을 거의 발휘하지 않고, 어떤 기술적인 전문성이나 권위를 갖지 

못한 채, 공적으로 혹은 관료들에게 자신을 거의 표현하지 못하며, 존경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197 이 상황이 억압으로 규정되는 근거는, 전

문성과 자율성을 상실한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기술 및 역량

을 계발할 여력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영은 전문직 노동자와의 세 가지 대조를 통해 비전문∙비숙련 노동자들의 

무력한 상황을 설명한다.198 첫째로 전문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이

거나 특화된 지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획득한다. 이 지위로부터 전문직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계발의 기회를 획득하는데 반해, 해당 학력이나 지식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직 노동자들은 역량 성장과 무관한 업무만을 맡게 된다. 

둘째, 전문직 노동자들은 설령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영역 내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획득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상대하는 고

객, 혹은 관리하는 하급자들을 대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비

전문직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자율성을 거의 누리지 못하며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매우 세부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199 

마지막으로 전문직 노동자들의 특권적 지위는 노동영역을 넘어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서까지 확장된다. 전문직들의 문화적 취향, 대화 방식 등은 공

적 장소 및 미디어에서 존중받을 만한 것으로 취급되며 높은 대접을 받는

 
197 Young, (1988) "Five Faces of Oppression," 52-53. 

198 JPD, 57/137-138. 

199 이때 영은 이와 같은 전문직/비전문직 노동의 구분이, 현대 사회에 매우 뿌리깊

게 자리잡은 정신적(mental)/육체적(manual) 노동이라는 구분과도 일정 정도 

맞물려 있음을 지적한다(JPD,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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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  비숙련 노동자들은 이러한 전문직들의 행동거지와 소비 패턴 등을 

따라하면서 전문직 노동자들이 받는 대우를 일부라도 향유하려 노력한다. 

2.1.2.의 설명을 인용하면, 비숙련∙비전문직 노동자들이 겪는 무력함의 

상황은 분업화된 노동체계 속에서 이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제약의 재생산

과 맞물려 있다. 충분한 전문지식 및 고등교육이 부재한 비전문직 노동자

들은 그만큼 작업의 자율성 및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역량을 계발할 기

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전문직 노동자들이 자율적인 작업환경 속에

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방향에 있는 것과 대조적인 상태

를 이룬다. 이처럼 비전문직 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점에서 

역량이 정체되거나 축소된 상태에 머무르게 될 때, 고등교육 참여를 비롯

한 역량 계발의 수단에 접근할 방법은 점점 멀어진다. 다시 말해 비전문직 

노동자들이 놓인 사회구조적 제약은 더욱 강화된다. 물론 두 집단의 구성

원들 사이에서 소수의 계층 이동이 생기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에

게는 이 지위의 격차는 고정된 상태로 머무른다.  

 

4) 문화 제국주의 

앞서의 착취, 주변화, 무력함의 유형에서는 역량 계발의 제약 방식이란 

주로 물적인 자원 분배와 생산을 둘러싼 (특히 노동 분업과 같은) 구조적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와 달리 영은 문화 제국주의라는 유형의 억압을 통

해 문화적 생산물의 측면을 주목하여 설명한다. 그가 제시하는 문화 제국

주의는 특정한 집단의 경험과 시각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이들의 

 
200 이처럼 계층에 따라 취향과 습관, 행위 패턴 등이 구분되는 방식에 대해 부르

디외는 ‘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Bourdieu,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trans. by R. Ni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나는 본문의 4.2.2.에서 아비투스 개념을 적극적으로 설명

하고 활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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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나 가치, 목표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상황을 지칭한다.201 이 억압 

유형 하에서 다른 소수집단들의 문화는 지배적 집단의 관점과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열등하거나 일탈적∙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지배적 집단의 

관점 속에서 소수자 집단들을 향한 문화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발생한다. 

남성중심적 문화와 관련된 몇 가지 편견들을 예로 들면, 여성들은 감정적

이어서 업무를 이성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여성은 본성상 바깥일에 

적합하지 않고 가정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등의 편견들이 이에 해당된다. 

남성적 문화가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소위 여성적인 특성들

로 간주되는 사회적 행동양식 및 사고방식들은 공적 장소에는 부적합한 것

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 편견들은 행위자들의 무의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문화적 편견과 선

입견들은 공적 지위의 할당과 같은 자원 배분 과정에서 소수 집단에게 중

대한 장벽으로 작동한다. 남성중심적 관행이 지배적인 기업 및 분야에서 

여성들은 낮은 지위만을 할당받으며 중요한 업무로부터 배제된다.202 조금

이라도 높은 직책을 맡게 될 경우 여성들은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해 남성

들보다 더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203 또한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

들이 직장에서 쉽게 해고되고 경제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은204 공적 영역에

서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집단으로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구성

원이라고 간주하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 여성들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문화적 시선은 이들이 직업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계발하고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끔 장벽으로 기능한다.  

 
201 JPD, 59/142. 

202 Maclean, (1999) "The Hidden HIstory of Affirmative Action." 

203 조혜원 & 함인희, (2016) 「기업 관리직의 젠더 격차와 유리천장 분석」, 『한

국사회정책』, 23(2), 52. 

204 은수미, (2009) 「경제위기와 여성고용」, 『페미니즘 연구』, 9(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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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집단의 문화가 보편적인 것처럼 간주되는 상황에서 소수집단이 

겪는 어려움은, 지배적 문화를 내면화하도록 요구받으며 생겨나는 ‘이중적 

의식(double consciousness)’으로 지칭된다.205 자신의 고유한 경험이나 관

점이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소수 집단의 행위

자들은 지배적 집단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이는 소

수자들이 경험하는 억압적 상황을 문제시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막는 상

황을 야기한다. 가령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기업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처럼’ 행위해야 한다는 압력을 내재화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여성으로

서 경험하는 차별이나 배제를 적절히 문제시하지 못하게끔 하는 기제로 작

동한다.206 

그러므로 문화적인 편견들은 그저 관념적으로 머무를 뿐만 아니라, 행위

자들의 권리 규정 및 재화 생산 및 분배에 대한 논의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 집단에 대한 프레이저와 영의 논쟁에서207 영이 주장한 바와 

같이 문화적 관점들은 물적 분배 및 의사결정 구조와 무관한 문제일 수 없

다.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어떤 존재로 구상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재화 생산 및 분배에 참

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앞서 제시

된 억압의 유형들, 즉 착취와 주변화, 무력함에 대한 설명에서 이 유형들

을 구성하는 요소가 그저 명시적인 사회적 규칙들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기저에 깔린 사회문화적 관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 

제국주의로서 억압은 이 관행을 구성하는 하나의 커다란 부분이며, 따라서 

 
205 Young, (1988) "Five Faces of Oppression," 55. 

206 지서영, & 양지웅, (2016) 「남성중심 직업을 선택한 여성들의 심리사회적인 경

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21(4). 

207 Fraser, (1995) "Recognition or Redistribution? A Critical Reading of Iris 

Young's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The Journal of Philosophy, 

3(2), 166-80; Young, (1997) "Unruly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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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광범위함으로 인해 제기되는 고찰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정의에 대한 

고찰에서 쉽게 포기될 수 없다. 

 

5) 폭력 

폭력 개념에서 영이 주목하는 측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폭력이 체계적으로 작용하고 발생한다는 점이다. 영이 ‘체계적 폭

력(systematic violence)’이라고 명명하는 이 폭력은 모든 행위자에게 임의

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을 겨냥하여 발생하는 억압

이다.208 소수인종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발화 및 물리적 폭력, 여성을 상대

로 하는 성폭력의 사례처럼 폭력의 발생은 그저 개인의 층위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집단적 차별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 이 억압은 행위자들이 직접 

폭력을 경험한 경우만이 아니라,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상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209  

둘째, 폭력은 사회적인 관행으로 이해되어야 하지, 그저 개인적 일탈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영이 보기에 폭력이 기존 정의이론에서 그다지 심

각하고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지 그 부도덕함이 자명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핵심은 기존 이론들에서 폭력의 문제를 문제적인 개인들

(극단주의자, 범죄자 등)의 일탈 행위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애초에 사회 정

의의 주제로 고려되지 않은 데 있다.210 하지만 사회적 관행으로서 폭력이 

해석될 때, 이는 폭력을 발생시키거나 수용가능한 것으로 해명되는 사회적 

맥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정 내에서 가부장이 다른 구성원

들에게 저지르는 폭력을 그저 가정 내의 사적 문제로만 간주하는 사회에서

는, 설령 폭력에 대한 처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집행자들

 
208 Young, (1988) "Five Faces of Oppression," 57. 

209 JPD, 62/149. 

210 JPD, 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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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역으로 말하면, 남성들이 여성 또는 아이들

에게 가하는 폭력을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함의가 사회 전체적

으로 주어짐으로써 폭력의 행사를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러한 억압으로서 폭력 유형은, 정의를 분배 측면에서만 이해할 때 가

장 포착하기 어려운 지점 중 하나라고 영은 설명한다.211 체계적인 의미에

서 이해되는 폭력은 문화 제국주의와 강하게 교차되어 있다. 폭력에는 집

단 간 혐오와 낙인을 비롯한 문화적 의미가 항상 함께 결합되기 때문에, 

그저 물적 재화의 분배와 소유만으로 충분히 문제시되거나 해결되기 어렵

다.  

 

지금까지 논의된 영의 분석 목적은 억압의 모든 유형을 체계적으로 남김

없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분석은 현실에 존재하는 억압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제안된다. 억압 개념

에 대한 영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억압이 하나의 문제에 단일한 방식으

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중첩되거나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212 가령 

2.1.2.3.에서 사회 집단 개념에 대한 프레이저-영 사이의 논쟁으로부터 살

펴본 것처럼, 여성의 노동이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정치경제적 관행은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에 비해 열등하다는 문화적인 평가 방식과 서로 결합되어 

등장한다. 연결된 억압의 유형들 중에서 무엇이 더 선행하는 근본적인 문

제인지, 혹은 각각의 고유한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

지 않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본질주의적 시도들은 서로 다른 집단들이 경

험하는 억압에서의 유사성 및 중첩지점을 놓침과 동시에, 하나의 집단 속

에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억압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213 중요한 

 
211 JPD, 63/151. 

212 Young, (1988) "Five Faces of Oppression," 59. 

213 Young, (1988) "Five Faces of Oppression,"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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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집단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부정의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억압들이 

조합되고 연관되어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각 집단들이 놓인 

지위를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작업을 요구한다.214 

그렇기에 영의 분석이 알려주는 바는, 억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단

일한 문제만을 겨냥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짧게 살펴보았듯이, 

여성들이 경험하는 낮은 소득 수준은 그들의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끔 

하는 관행(착취), 여성들에게도 충분한 경제적 활동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문제(주변화), 그리고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간주하는 

시선(문화 제국주의)의 문제 등이 함께 해결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남성들에 비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 간의 재분배에만 신경을 쓴다면, 이는 문제 해

결의 일면에 그친다. 왜냐하면 경제적 지위 격차의 발생과 재생산은 그저 

집단들이 얼마나 부를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만을 넘어, 집단 간 (여러 

억압들로 드러나는) 자원과 역량의 불균형을 형성하는 체계적인 관행에 의

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성별 집단 간의 충분한 역량 차이를 해소하지 않

은 채 일정한 재화를 재분배하는 방식은 경제적 격차를 해소함에 있어 일

시적인 효과만을 거둘 수 있을 뿐이다. “제도화된 관행 실천이나 구조적 관

계가 바뀌지 않는 한, 에너지의 이전 과정은 이익의 불평등한 분배를 계속 

다시 만들”게 된다는 것이 영의 진단이다.215  

따라서 영이 제안하는 억압 개념은 해당 유형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재생산되는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동시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 노력은 단지 일시적이고 고정된 상태로서 정의를 행위자들에게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재생산에 참여하는 부정

 
214 그렇기에 나는 억압 유형들이 이 논의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유형의 억압이 추가적으로 덧붙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5 JPD, 5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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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을 요구한다.216 

 

2.2.2. 지배 

 

영이 고려하는 부정의의 다른 한 가지 층위는, 행위자들이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당하는 문제이다. 영은 이 부정의의 유형을 ‘지

배’라고 명명하는데, 이 개념은 (억압 개념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사용되었던 의미에서 일부 벗어난 조건들을 지시한다. 전통적인 정치

철학에서 지배 관계는 지배자가 권위(authority)나 권력(power)을 통해 피

지배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사태를 지칭했다. 이 관계를 정당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당화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한지가 정치철

학이 설명해야 하는 근본적인 주제였다.217 그런데 지배관계를 국가 주권의 

층위에서 이해하게 되면, 지배자의 통치라는 명시적 지배의 문제만이 문제

시되며 통치성의 영역 바깥에서 존재하는 권력관계는 지배의 범주에 들어

오지 않는다.  

이와 달리 비판이론(critical theory)적 접근에서 지배의 문제는 국가적 

통치성의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시민들이 공적 논의에 참여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관료제(bureaucracy)나 거대 자본 등에 의해 제약당하는 사

태까지 포함하여 지시한다.218 특히 평등한 담론적 참여의 이념을 이론적으

 
216 3장에서 다루어질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나는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17 이와 같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지배를 규정하는 입장으로는 Wolff, (1998) In 

Defense of Anarchism,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8. 

218 물론 비판이론 내부에서도 이론가들마다 지배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데, 가령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지배 개념을 사용하는 테오도르 아도르노

(Theodor Adorno)에게 이는 더욱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는 인간이 정

치경제적으로 타인을 지배하는 사태뿐만 아니라, 외부 자연을 지배하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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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식화한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이상적 담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 개념은 이후 정치·사회철학에서 부정의로서 지배의 문

제를 논의하기 위한 핵심적 전제로 자리잡았다. 행위자들은 공론장에서 자

유로운 의사표명 및 비강제적인 동의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러한 담론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형성된 공적 의지는 강제성을 지닌 법적∙정치적 제도

의 정당성 기반이 된다.219 

나는 우선 영의 정치이론에서 지배 개념을 설명하고, 뒤이어 부정의로서 

지배의 문제가 논의될 필요성을 언급하려 한다.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은 행

위자들이 평등하게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제약으로서 우리는 지배 개념을 정식화할 수 있다. 억압의 문제와 별도로 

지배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사회 집단이 경험하는 제약의 방

식이 서로 다양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이를 추상적이고 일원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은 사회 구성원들이 응당 누려야 하는 자원의 분배에 국한되지 않는 

정의론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정의의 문제를 분배에 국한시키는 현대 정의

이론의 많은 시도들은 행위자들이 응당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혹은 권리를 물건처럼 배분가능한 사물로 

물화시켜 설명하는 우를 범한다. 220  가령 롤스는 구성원들이 처한 지위의 

문제를 도외시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다. 이는 그

 

그리고 더욱이 인간 자신의 내적 자연까지 지배하는 삼중의 연관을 지배라는 

개념틀로 문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호근, (2003) 「사회구성과 지배의 연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 『철학사상』 , 

16(특별호1-2), 166-68.  

219 Habermas,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Cambridge, Mass.: MIT Press, 121. 

220 Young, (1981) "Toward a Critical Theory of Justice," Social Theory and 

Practice, 7(3),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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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 정의를 ‘기본 가치(primary goods)’의 분배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221 개인의 자유와 권리, 기회, 그리고 경제적 

부로 이해되는 기본 가치들은 기본 구조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으며, 따

라서 사회 구조가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따라 달리 설정된다. 하지만 롤스

의 정의이론에서는 행위자들이 처한 관계와 맥락들이 구조적 관점에 반영

되는 길을 막아두기 때문에, 기본 가치가 개개인들이 삶의 지평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 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 영의 비판이다. 추상적인 가

치로 이해된 자유와 권리, 의무와 부담은 마치 경제적 재화의 배분처럼 개

인들에게 분배되는 방식으로만 이해된다는 것이다.222 

이와 같은 분배중심적 정의관의 문제는, 설령 분배 대상의 범위를 더 넓

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다. 가령 롤스의 기본 가치 개념은 단

지 경제적 재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의무를 

포함한다는 해석을 제안하는 이들이 있다.223 혹은 영이 예로 드는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의 논의는 어떤 단일 재화도 사회가 처한 역사적 맥

락을 넘어서는 필수 재화로 간주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경제적 재화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회적 재화들, 즉 성원권, 안전과 복지, 여가, 교육과 

같은 대상들을 함께 분배하는 복합적 평등(complex equality) 개념을 제시

한다.224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정책 입안자의 자리를 소수 집단에게 더 많

이 배분하거나, 공론장에서의 발언 기회 등을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이들

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불균등한 권력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221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54. 

222 Young, (1981) "Toward a Critical Theory of Justice," 290. 

223 Lötter, (1999) "Rawls, Young, and the Scope of Justice," Theoria: A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46(94), 92; Paden, (1998) "Democracy and 

Distribution," Social Theory and Practice, 24(3), 424. 

224 Walzer,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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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영이 보기에 이 시도들은 분배 정의의 협소함을 어느 정도 보충

하는 데에는 성공할 지 몰라도 분배 패러다임 자체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권리와 의무, 권력 등의 개념은 사물처럼 분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가령 공론장에서의 발언권을 얻지 못한 누군가가 이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 기회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와 노동

자 사이의 권력은 양자의 관계적 위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를 돈처럼 

건네받을 수는 없다. 영의 설명을 인용하면, 분배 패러다임은 “분배의 논

리가 적용될 수 없게 되는 한계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물질적∙양적 대상

이 아닌 것들까지 환원하는 오류를 범한다.225 앞서 역량 계발에 대한 억압

의 해명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는 그들이 놓여있는 사회적 연관, 

즉 행위자들을 둘러싸고 제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어떤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충분히 보장받거나 그렇지 못하게 된다. 

 
225 JPD, 24-25/69-73. 한편 분배 패러다임이 권력 개념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영

의 비판은, 에이미 앨렌(Amy Allen)이 지적하듯이 네 가지 층위에 걸쳐 있다

(Allen, (2008) "Oppression, Empowerment, and Transnational Justice," 158-

59). 첫 번째로 분배적 관점에서 권력은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개인 행

위자들이 소유하는 물건처럼 구상”되고 있다는 것이다(JPD, 31/85). 둘째로, 설

령 권력이 관계적으로 이해되는 경우조차, 분배적 패러다임이 지닌 원자론적 

개인관 속에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이를 행사당하는 개인 사이의 이원적 

설명만이 제공된다. 이는 지배의 문제가 지닌 복합적인 작용, 즉 “구조적인 지

배의 현상”을 간과한다(JPD, 31/85). 셋째, 분배 패러다임의 권력 이해는 너무 

정형적이어서 권력이 고정된 패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전개되는 과

정이라는 점을 보지 못한다(JPD, 32/86). 마지막으로 분배적 관점에서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 것을 문제시하며 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해답을 찾곤 하는데, 이는 “권력이 넓게 퍼지고 분산되어 있지만, 사회적 관계

들은 억압과 지배로 단단히 규정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정확히 포착하

지 못한다(JPD, 33/88). 이때 영은 푸코의 권력 개념을 차용하며, “넓게 퍼진 행

위자들이 권력을 ‘갖지’ 않고서도, 혹은 특권을 누리지 않은 채로도 권력을 행

사하는 행위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JPD, 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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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비판이 분배 문제를 정의의 영역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프레이저가 인정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회운동에 대해 비판한 바

와 같이, 정의를 다루는 관점은 행위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다루는 가운데 

재화 분배의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226  다만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정의관은 분배의 문제를 기존의 논의와 다른 방식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다. 부의 문제는 이미 생산되어 있는 재화를 재분배하는 것에만 초

점을 맞추는 대신, 분배가 이루어지는 (부의 생산관계를 포함한) 절차들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환의 필요성은 

사회 집단 간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권력 불균형, 즉 “한 집단(혹은 집단들)

의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에게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다

른 이들이 갖지 못한 특권을 특정 집단에게 수여하는” 227  지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영의 구상이다. 

경제적 재화의 불균형이 계급 집단 간의 권력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 대표적인 사상가로 영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논의를 일부 인

용한다.228 마르크스는 사회 구성원들이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 즉 생산 과정에서의 권력 문제를 사회 분석의 핵심요소로 설명한다. 

인간의 필요와 생산력의 발전,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생산관계)는 서

로 불가분의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이라고 명명하는 이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는 정치 제도 및 사

상에 대한 근본적인 조건으로 자리잡는다.229 어떤 제도나 사상이 한 개인

 
226 Fraser, (1998) "Social Justice in the Age of Identity Politics: 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The Tanner lecture on human values, 19, 1-

67. 

227 Young, (1981) "Toward a Critical Theory of Justice," 285. 

228 JPD, 21/64. 

229 Marx, & Engels, (1846) "German Ideology," in Marx-Engels Collected Works 

(Vol. 5): International Publishers Co,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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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한 사회의 물적 조건, 즉 생산 단계 및 생산 관계들의 한계로부터 완

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 정의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간주되

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바꿔 말하면, 물질

론적(materialism)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들이 생산관계에서 갖는 권력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면 사회정의의 문제도 피상적으로만 드러나는

데 그친다. 동일한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에서 ‘정

치적 해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정치적’ 해방은 분명 커다란 진

전이다. 하지만 이는 인간 해방 일반의 최종적인 형태는 아니며, 현존하는 

세계 질서 내에서의 해방의 최종 형태이다. 말할 나위 없이, 여기에서 우

리는 진정한, 실천적인 해방에 대해 말하고 있다.”230 물론 이때 마르크스

가 제안하는 ‘진정한’ 해방은 경제적∙물질적인 권력 격차를 해소하는 형태

의 해방이다. 

마르크스의 지적에 대해 영은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도, 그의 분석이 구

조적 부정의로서 지배 관계를 문제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마르

크스의 관점은 경제적 생산관계에서의 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재화의 분

배로 논의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문제에 불충분하게 접근하는 분배적 

정의관의 한계를 공유한다. 가령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문제는 마르크스의 

접근에서 그 자체로 다루어지지 못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의 결합 하

에서만 설명된다.231 지배의 문제가 오직 생산수단의 전유 및 노동과정에서

의 권력관계 층위로 한정될 때, 섹슈얼리티, 친밀성, 육아, 성별 분업과 같

 
230 Marx, & Engels, (1843) "On the Jewish Question," in Marx- Engels Collected 

Works (Vol. 3): International Publishers Co, 155. 

231 파이어스톤은 “여성의 억압을 엄격한 경제적 해석에 따라서만 설명하는” 엥엘

스(Engels)의 시도가 성적인 분업 및 억압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

며, 역사적 물질론의 관점을 가부장제의 기원까지 확장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Firestone, (1971) The Dialectic of Sex,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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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페미니즘의 주제들은 한정적인 분석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232 동일한 

한계는 관료제에 대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무관심에서도 드러난다. 마

르크스적 관점에서 국가의 행정적 개입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적 계급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만 해석될 수 있다.233 

지배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게 된

다. 지배로서의 부정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 격차의 

문제를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마르크스가 시도했던 바와 같이) 특정한 영

역에서의 관계에만 주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설명되는 지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특권적이고 불균등한 권력관계 

하에서 행위자들이 침해받거나 박탈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은 하버마스의 소통적 이론을 가져옴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

개한다. 하버마스는 우리의 일상적 언어행위에 내재된 합리성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해방적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그가 출발점으로 삼는 지점은 우리

의 언어행위가 소통적 의도 하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언어행위는 

네 가지 타당성 주장(validity claim)을 수반하며234 이를 상대에게 제기하

 
232 JPD, 21/64. 

233 가령 행정과 시장 영역의 사회적 분화라는 관점을 취하는 하버마스는 마르크스

의 일원론적인 관심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다(Habermas,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Vol. 2), Boston: Beacon Press, 342). 

234 타당성 주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정된다(Habermas, (1998) 

"What is Universal Pragmatics?", in On the Pragmatics of Communic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73-81). 

① 이해가능성(comprehensibility): 발화된 문장이 이해가능한 것으로서 제시되

어야 함. 

② 진리주장(truth): 해당 문장이 관련된 세계의 사태와 일치해야 함. 

③ 진실성(truthfulness): 화자의 발화 동기 및 감정 등이 진실된 것이며 기만

의 의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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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만약 상대가 이들 중 하나(혹은 그 이상)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각각

에 대한 담론(discourse)이 전개될 수 있다. 하버마스는 담론영역 속에서 

행위자들이 암묵적으로 지키도록 전제하는 규칙들을 밝혀내며, 이들이 지

켜지는 상황을 ‘이상적 담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이라고 명명한

다. 235  해당 규칙들은 일상생활의 행위자들에게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갖는 

규범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에 참여하려는 모든 행위자들이 상대방과의 상

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필수적인 규칙들이다. 하버마스

는 이 규칙들로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1) 언어·행위능력을 지닌 모든 이들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2) a. 모든 사람은 어떤 주장이든 문제시할 수 있다. b. 모든 사람은 어떤 

주장이든 논의에 끌어들일 수 있다. c.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세, 희망,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3) 어떤 화자도 1) 2)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담론의 내부/외부 강제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236

  

 

 

④ 정당성(rightness): 발화상황에서 적용된다고 상호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규범

을 어기지 않음. 

235 Habermas, (1970) "Toward a Theory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quiry, 

13, 369. 

236  Habermas, (1990)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in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Cambridge: Polity Press, 

89. 하버마스는 담론의 규칙들을 세 층위에서 구분한다. 발화의 의미를 이해가

능한 것으로 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형식논리학적 규칙들(ex. 모순되는 발화

를 하지 말 것), 논증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업적 절차의 전제들(ex. 타당성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 

동의를 형성하기 위한 대칭적인 논증 과정의 전제들이다(Habermas, (1990)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86-89). 위에 제시된 비강

제적 동의의 요구 전제들은 모두 이 세 번째 규칙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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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설명은 타당성 주장에 대한 논의에서 이상적 규칙들이 완전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논증 근거의 힘에만 의존하는 합리적인 

설득과정으로서 담론이 성립되려면 이 규칙들을 최소한이나마 지켜야 함을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만큼 상호이해 및 합의 역시 가능함을) 

뜻한다. 만약 A가 B에게 오직 외적 강제만을 사용하여 특정 행위를 하도

록 지시한다면, 이 지시를 B가 따라야 하는 근거는 그저 우연적인 외적 강

제에만 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강도가 직원에게 돈을 담으라고 협박

하며 총을 들이밀 때, 직원이 이 명령을 따르는 이유는 오직 그의 눈앞에 

놓인 총 때문이지 그밖의 이유가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외적 강제가 

사라지는 순간 청자는 화자의 지시를 따를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되며 동의

는 사라지고 만다(총을 치우는 순간 직원은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반면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승객에게 승무원이 기내 규정상 흡연이 금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혹은 흡연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승객이 담배를 피우

지 않는다면 이는 승무원의 설명이 지닌 근거의 타당성에 내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 경우 그는 승무원이 눈앞에 없더라도 담배를 피

우지 않을 것이다).  

이상적 담화상황의 규칙들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 이론의 근거가 되지 못

한다. 왜냐하면 이 규칙들을 담론 외부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강제는 쉽게 

정당화되지 않으며, 또한 이 규칙들에는 담론 자체에 진지하게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 규칙들 외에는 아무런 내용적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은 외부적 강제로

부터 자유로운 논증 자체의 근거에 주목하는 담론적 규칙들로부터 이루어

지는 의사소통에서 잠재적인 해방의 이상을 발견한다.237 자유로운 상호 비

판이 가능한 대화행위 속에서 행위자들은 상호이해에 도달하거나, 공동의 

 
237 Habermas,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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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형성하며 협력적 관계를 증진한다. 

영이 지배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하는 지점 역시 이 부분이다.238 평등

한 담화상황의 가상은, 비록 온전히 실현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가정이기

는 하지만(그리고 현실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오직 부분적으로만 지켜지지

만), 사회적 지배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묘사한다. 합리적으로 동기

화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인들의 행위양상은, 상대에게 권력

을 행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상호인정의 

과정이다.239 또한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은 그저 원자론적으로 행위하는 개

인들이 자신의 의도를 외부에 실현시키는 도구적∙전략적 행위가 아니라, 논

의를 통해 공동의 의사를 형성하는 절차이다.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방식으

로 행위하는 개인들은 타인을 외적 강제에 의해 복속시키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대신, 오히려 그와 같은 요소들을 배제하고 논증 내적인 강제력

이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 및 시민단체들

이 담론 영역의 비판적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숙의민주주의적 제도들

을 도입하려 노력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형태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비판되고 발전되는 공

론(public opinion) 형성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시공간적 제한에 묶

여 있기는 하지만) 더 나은 상호이해에 도달하며, 정부는 이 과정이 권력

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질적으로 보장할 때 절차적 정당성

을 획득한다.240 

지배 개념이 겨냥하는 문제점은 행위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238 영은 하버마스가 제안하는 형식적인 담론적 규칙들의 이상을 일부 수용하면서

도, 이 규범들이 요구하는 담론의 형태가 너무 강하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을 지적한다(ID, 36/54 ff.). 나는 5.2.에서 정치적 책임과 공적 담론 사이의 연

관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볼 것이다. 

239 Young, (1981) "Toward a Critical Theory of Justice," 239. 

240 Habermas,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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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담론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의사를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직관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행위자들이 공

적 영역에서 자신의 요구들과 필요들을 제약없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

야만, 인격체로서 자신을 훼손하는 제약들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치적 의사표현을 통한 자기결정이 사회적 관행들 속에서 왜곡되거나 방해

받을 때, 그리하여 공론장에서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

황에 놓일 때, 우리는 이를 지배의 문제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때 부정의

로서의 지배 개념이 침해하는 자기결정의 권리는 단순히 권력자와 같은 개

별 타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부의 불평등, 

지위의 격차, 지식 접근의 제약 등과 같은 제도적∙구조적 관행들을 통해 제

약당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한다.241  

지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소수인종 인구에게 정치적 권리 행사

가 방해받는 현상을 들 수 있다.242 ‘투표 억압(voting suppression)’이라고 

명명되는 이 현상은 소수인종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투표소가 줄어들거나, 

복잡한 등록 절차 요구, 혹은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 투표권을 제

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직접적인 투표권의 제한이 아니더

라도 지배의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령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단이 

신문이나 방송의 지면을 구매함으로써 공적 이슈가 발화될 기회를 독점하

고 왜곡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또는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소수자 집단 대신 영향력있는 일부 집단에게 편향된 입장을 보임으로

써 정치적 영향력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집단의 의견만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등장하고, 반대로 노동자, 여성, 시골 거주민 등 소수계층의 의견이 

언론에 충분히 등장하지 못하거나, 공적 절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 

 
241 ID, 32/48. 

242 ID, 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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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배라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지배 개념에 대한 영의 논의에 대해, 혹자는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행위자들 사이에 권력 격차로부터 발생하는 자기결정의 제약이 없는 상태

를 논의하려면, 롤스의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을 통해서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원초적 상황 역시 “모두가 원칙의 선

택 절차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설명되며, “도덕적 인격체로서 인

간 존재들 사이의 평등”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43 이러한 평등

한 상황 자체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지배의 문제를 롤스의 접근 속에서도 

문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이 정의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담론이론적 우회로를 택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지배 개념을 다룸에 있어 영이 생각하는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의 근본적 

한계는 그의 계약론이 상호이해적 행위자 모델로부터 출발하는 대신 원자

론적인 개인들의 관점에서 논의된다는 점이다.244 롤스는 “상호간에 무관심

한(mutually disinterested)” 상태에 있는 합리적인(rational) 개인들이 일

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가정한다.245 따

라서 정의의 원칙 역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개인들이 논의 끝에 상호이

해에 도달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전혀 알

지 못하는 개인이 가설적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으로 예

상되는 원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2.1.2.2.에서 본 것처럼 롤스

는 현실 사회에서 우연적으로 형성된 개개인의 선천적∙자연적 재능이나 사

회적 지위가 계약상황에 반영되는 것이 계약의 도덕적 공정성을 해친다고 

 
243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17. 

244 Finlayson, (2019) The Habermas-Rawls Deb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55; Habermas, (1990)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66. 

245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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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246 때문에 롤스의 계약이론에서는 공정한 합의를 위해 모든 개인

은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계약에 참여한다. 

행위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가리는 무지의 베일 하에서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는 과정은 다양한 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고찰할 가능

성을 축소시킨다. 대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자들은 다른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타인과의 권력 문제를 애초에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언급은 계약상황

에 들어온 개인의 관점에서만 논의될 뿐 노동자, 여성 등의 소수집단 구성

원으로서 지닐 수 있는 관점은 사라진다.  

행위자들이 처한 다양한 관점이 제거된 정의이론은 불편부당한(impartial) 

관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회적 문제들에 접근하는 데에는 무

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47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위

치에 놓인 개개인들의 욕구와 필요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없으며, 시민들 

자신의 의견 발화를 들음으로써만 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영은 현대 복지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책이 시민 개

개인의 필요와 욕구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부의 분배에만 치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수동적인 복지 수급자로 격하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반영하지 않는 탈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한다.248 이 

상황은 행위자들 간 갈등 조정을 규범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직 이익 상충

 
246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14. 

247 Maboloc, (2015) "Difference and Inclusive Democracy: Iris Marion Young’s 

Critique of the Rawlsian Theory of Justice," Social Ethics Society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1(1), 32; Parekh, (2011) "Getting to the Root of Gender 

Inequality: Structural Injustice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Hyspatia, 26(4), 

674. 

248 JPD,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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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로 (자원 배분의 문제로) 해석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접근 과정에서 분배적 정의관이 지니는 한계를 공유한다. 

영의 부정의 이론은 존재하는 지위의 차이를 인정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제약들을 먼저 해석적으로 담론영역에 가져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부

정의를 진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요구되는 것은 가설적인 계약 속에서 

불편부당하게 선택된 원칙이 아니라, 현실의 맥락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목

소리들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영의 정의이론에서 첫 번째 단계는 

거대한 사회적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소수자들이 경험하

는 지배와 억압의 경험을 인식하는 것이다.249 이러한 이유로 영은 롤스의 

계약 모델이 아니라 담론 모델을 자신의 정의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시민들 사이의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행위자들은 자신들

이 알지 못했던 사회적 억압의 측면들을 이해할 기회를 획득한다.  

물론 롤스는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자신의 정당화 절차가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의 차이를 다루지 못하는 독백적(monological)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대답은 두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롤스의 정의

이론에서 원초적 상태에서 놓인 개인이 그저 고립된 개인으로만 가정되지

는 않는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원칙을 고려할 때, 개인들

은 단지 개개인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최소 수혜자 집단(the 

least advantaged social group)이라는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원칙을 선택

한다.250 다만 그가 염두에 두는 집단 개념은 경제적인 의미에서만 고려되

고 있으며, 이 점에서 여전히 분배론적인 관점에 중점을 둔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적 관점이 개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롤스의 

 
249 Jaggar, (2009) "L'Imagination au Pouvoir: Comparing John Rawls's Method of 

Ideal Theory with Iris Marion Young's Method of Critical Theory," in A. 

Ferguson & M. Nagel (ed.), Dancing with Iris: The Philosophy of Iris Marion 

You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98. 

250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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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존재론이 원자론적인 고전적 자유주의만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51 

둘째로, 특히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부터 집단 간의 차이 문제가 이론

적인 고찰의 범위에 진지하게 고려되면서부터, 정의 원칙의 선택은 그저 

개인적 관점으로만 설명될 수 없게 된다.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서의 선택

이 모든 시민들이 공동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답한다.252 그의 구분을 빌

리면, 자신의 이익에 관한 ‘합리적(rational)’ 판단이 개인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가능한 반면, 공적인 것에 대한 ‘합당한(reasonable)’ 판단은 상호성

에 긴밀하게 연관된 일종의 사회적 덕목으로서 결코 개인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규정이253 위의 대답의 전제로 깔려있다.254 이는 롤스가 ‘합

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을 진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집단 

간의 차이 문제를 정의이론의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한다. 그의 문제의식은 집단적 차이들 속에서 사회적 질서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즉 “깊이 상반되지만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이 함께 공존하며 

헌법적 질서의 정치관을 지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해명이

다.255 

사회 집단의 차이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영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

점이 『정의론』보다 분명 유의미한 진전을 (비록 양자를 일관적으로 해석

 
251 Finlayson, (2019) The Habermas-Rawls Debate, 57-58. 

252 Rawls, (1993) Political Liberalism, 383. 

253 Finlayson, (2019) The Habermas-Rawls Debate, 114. 

254 이 설명은 롤스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합당함(reasonableness)’을 (『정

의론 』 에서와 달리) 특수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 사용하고(Finlayson, (2019) 

The Habermas-Rawls Debate, 113), 시민들이 단지 합리적인 개인들일뿐만 아

니라 합당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본성적 가정을 덧붙이면서(Finlayson, (2019) 

The Habermas-Rawls Debate, 203) 가능해진다. 

255 Rawls, (1993) Political Liberalism, 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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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제는 남아 있지만) 보여준다고 평가하지만,256 동시에 커다란 한계

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배의 문제와 관련하여, 영이 지적하는 이 한

계는 롤스가 중첩적 합의를 통한 조정 과정을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에 적

용하지 않는 지점에서 등장한다.257 『정의론』에서 분배적 정의관에 한정

되었던 정의의 문제는, 이제 문화적 신념 및 가치 체계의 차이 사이에서 

갈등 조정 및 관용의 문제로 옮겨간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관용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롤스는 근본적으로 갈등하는 정치경제

적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완전한 중첩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

다는 결론을 내린다.258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에 대해 롤스의 정의관은 거

리를 두거나, 또는 매우 한정적인 개입만을 수행한다.  

또한 정치적 합의를 구상하기 위해, 롤스는 다원주의적 사회의 현실을 

포착할 때 너무 좁은(thin) 방식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구상한다. 롤스에게

서 집단 간의 차이는 포괄적 교설(comprehensive doctrine)들의 다양성에 

의해서 설명되는데, 이를 통해 사회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

분하다. 어떤 문화나 가치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정치적, 경제적, 법적, 교육적 관행들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포괄적 교설들은 롤스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종교적, 도덕

적, 철학적 신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현되어 있는 여러 사회적 관행들

 
256 Young, (1995) "Rawls's Political Liberalism,"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3(2), 183. 

257 Young, (1995) "Rawls's Political Liberalism," 188. 

258 “그러므로, 만약 민주주의적인 공적 문화의 근본적 이념들로부터 형성된 자유주

의적 관념이 깊이 갈등하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들에 의해 지지되고 장려된다

면,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헌법적 질서를 설계할 방법이 없다면, 완전한 

중첩적 합의는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Rawls, (1993) Political 

Liberalism,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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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259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회 집단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정의이론의 관점에서 지배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놓

인 지위마다의 사회적 차이 및 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들을 공론 영역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영은 공론장의 작동 방식이 이러한 차이를 자원

(resource)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260 그에 따르면, 집단 간 차이는 공론

장에서 그저 합의 또는 공적 가치를 위해 지양되어야 하는 장애물이 아니

며, 서로의 관점을 상호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민주적 공공성을 형성

하는 과정을 추동한다. 타인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은 논의의 참여

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이 지닌 불완전성과 상대성을 자각시킴과 동시에 각

자의 사고를 더욱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나 자신 및 가까운 동료들과 다르게 위치지어진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 상황이 이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그들에게 어떤 관계에 서 있

다고 생각되는지를 가르쳐준다. 이처럼 관점을 맥락화하는 것은 권력, 권위, 

특권을 지닌 이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구조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경험, 선호, 의견을 일반적이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보통의 것으로 간

주할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고통이나 불이익을 일반적인 규범으로서 표상하는 

권력을 갖는다. 사회 관계에서 다른, 덜 특권적인 관점을 지닌 이들에게 대답

해야 할 때, 이는 자신의 부분성 및 상대적 맹점을 드러낸다.261   

 

공론장이 단지 공공선 및 공동이익의 형성에만 집중하는 대신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 관계와 자신의 위치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작동할 때 구조적

인 지배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문제시될 수 있다. 다양한, 그리고 충분히 

 
259 Young, (1995) "Rawls's Political Liberalism," 184. 

260 ID, 3장. 

261 ID, 116/184-85. 



 

131 

 

발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이들의 의견이 논의 속에 포함되어 들어올 때, 

이러한 포용적 담론 절차는 행위자들이 처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실

마리를 제공한다. 물론 이는 필연적으로 담론을 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리하여 만장일치적 공공선의 도달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만들지만,262 다른 한편으로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출발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262 ID, 11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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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책임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나는 책임의 대상으로서 사회구조적 부정의의 개념

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물음은, 대체 어떤 근거에서 구조적 부

정의를 책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3장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존의 책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를 

다룬다. 이 시도를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하면, 3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다

음과 같다. 한 개인의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이 

행위자에게 어떻게 제기될 수 있는가? 그 원리는 무엇이며, 기존의 책임 

논의에서의 원리와 어떻게 달라지는가? 

영은 도덕적 죄(moral guilt)와 정치적 책임(political responsibility) 사이

의 아렌트의 구분을 재해석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틀을 마련한다. 

아렌트는 「집합적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 「조직화된 죄와 보

편적 책임(Organized Guilt and Universal Responsibility)」와 같은 논문을 

통해 죄의 문제를 책임과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 아렌트는 2차 세계대전에

서 발생한 전쟁범죄의 문제를 논의하며, 모든 독일인들에게 죄가 있다는 

주장을 비판한 바 있다. 왜냐하면 죄는 언제나 개별적 행위자와 이를 수행

한 개개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이를 모두가 공유한다는 것

은 개념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유대인 학살과 같은 비인도

적 범죄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이들에 대해, 우리는 그들의 행위가 유죄였

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들이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

고 설명한다. 이와 달리,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나치 정권을 지지하거나 정권 하에서 발생하는 부정의에 눈감은 독일 국민

들에게 집단적으로 물을 수 있는 잘못의 형식은 법적∙도덕적 책임이 아니

라 정치적 책임이라는 형태로 주어져야 한다.263  

 
263 Arendt, (1987) "Collective Responsibility,"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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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아렌트의 개념 구도를 차용하면서, 사회적 구조에 대한 논의를 결

합시킴으로써 아렌트의 책임 논의에 중대한 변형을 가한다. 여기에서 영은 

개인의 잘못에 책임을 추궁하는 전통적인 논의방식을 사회 구조에 대한 책

임 논의와 대비시킨다. 우리가 행위자들에게 개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

을 때, 이는 행위자가 자유로운 선택 하에 인과적으로 발생시킨 행위를 추

적할 수 있다는 전제를 지닌다.264 가령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원인

을 초래한 개인을 밝혀내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개

별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도식을 영은 ‘법적 책임 모델(liability model)’로 

명명한다.265 책임 소재가 있는 단일 대상을 식별하여 처벌하는 이 모델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조적인 부정의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구

 
264 Hayward, (2017)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397; Kutz, (2000) 

Complicity, 3. 

265 RJ, 97/178. 비록 ‘법적 책임’ 모델이라고 명명되긴 했지만, 이 모델에서 책임을 

묻는 방식은 도덕적 책임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한다.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 

사이의 범주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논의되는 기존의 방식만 본다면 두 

범주의 책임은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 즉 두 책임 모두에서 관건은 1)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위했는지,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인지했는지, 3) 해당 

행위가 문제시되는 해악에 충분히 기여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RJ, 97-

98/178-180). 그러나 이처럼 ‘법적 책임 모델’로 법과 도덕에서의 책임을 모두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된다. 매브 맥키온(Maeve McKeown)은 

엄격한 법적 책임(strict liability)이란 행위자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거나, 심지

어 잘못을 하지 않은 경우에조차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도덕적 책임은 행위자

들이 어떤 잘못(fault)을 함으로써만 생겨나는 비난과 결부되어 있음을 지적한

다(McKeown, (2015) "Responsibility without Guilt," 39-40). 로빈 정(Robin 

Zheng)은 법적 책임 모델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사회적 연결 모델이 정치적 

책임을 다룬다는 단순한 이분법적 접근이 영의 구상이 아님을 상기시키며, 영 

자신도 이 구분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음을 첨언한다(Zheng, (2019) 

"What Kind of Responsibility Do We Have for Fighting Injustice? A Moral-

Theoretic Perspective on the Social Connections Model," 110). 그는 법적 연

결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의 핵심적인 차이가 과거지향적/미래지향적 책

임의 구분에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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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부정의는 이런 단선적∙선형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

리는 개별 행위자들의 선택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누적되었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미리 예측할 수 없다. 또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복수의 행위들이 공동으로 기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에, 몇몇 

행위자만을 꼬집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도덕적 책임의 평가방식을 벗어나, 사회적 부정

의를 개선하기 위한 책임으로서 영이 제안하는 대안적 책임 모델은 책임에 

관한 ‘사회적 연결 모델’이다. 영에 따르면 정치적 책임 모델은 “자신의 행

위를 통해 어떤 부정의한 결과를 가져온 구조적 과정에 기여한 모든 이들”

이 책임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266 이로부터 영이 파고드는 물음은, 해당 

관점에서 행위자들이 책임을 갖게 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는 

기존의 책임 모델에서 책임을 묻는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의 문제이다. 

나는 먼저 3.1.에서 영의 정치적 책임 개념에 대한 논의를 요약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구조에 주목하는 책임이 개인의 행위중심적 책임 개념과 

갖는 차이점들은 우리가 행위자의 개별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그가 행위하는 배경조건으로서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지 여부에 따라 생겨

난다. 2장에서 살펴본 사회 구조의 특징들을 고려할 때 구조에 대한 책임

은 결코 인과적인 연결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개별 행위자

만이 비난받고 배상 의무를 갖는 논의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함을 알게 된

다.  

3.2.에서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 제기되는 비판들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

에서 관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영이 법적 책임 모델과 구분하며 제

시한 사회적 연결 모델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사회적 연결 모델

에서 책임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떻게 규정되는가? 이 문제제기들을 우리는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해 영의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는 답변

 
266 RJ, 9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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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1.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의 구분 

 

영은 『정의를 위한 책임』 4장에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이 기존의 도덕적 책임과 달라지는 지점을 몇 가지로 정리한다. 책임의 추

궁 방법, 대상, 방향, 주체, 그리고 면제 조건이 그것이다. 첫째, 책임을 묻

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267 이 논의에서는 개별 행위자와 사건을 인과적

으로 추적하는 책임과, 행위의 맥락과 과정을 함께 묻는 책임이 구분된다. 

둘째, 책임의 대상이 다르다.268 기존의 법적 책임이 일탈적인 것으로 간주

되는 일회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면, 구조에 주목하는 책임은 행위가 발

생한 배경조건 자체가 정의로운 것인지를 의문시한다. 셋째, 책임을 묻는 

방향 역시 달라진다.269 구조에 대해 문제시할 때 우리는 과거에 발생한 개

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비난하거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행위가 일어나는 배경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구조

적 관점에서의 책임은 특정한 개인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과정에 참여한 개인들이 모두 공동으로 짊어지는 것이 된다.270 마지막으로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은 일회적인 처벌이

나 배상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함께 집단행동을 통해 제도와 과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271 

 

 
267 RJ, 105-106. 

268 RJ, 106-108. 

269 RJ, 108-109. 

270 RJ, 109-111. 

271 RJ,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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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책임의 논의방식: 고립시키지 않기272 

 

영이 두 책임 모델을 구분하는 첫 번째 차이지점은 책임이 고찰되는 방

식이다.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누구의 책

임인가?’이다.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가? 누구의 행위로 인해 문제상황이 

발생했는가?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질 위치에 있는가? 법적 책임 모델

에서 관건은 책임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식별하는 작업이다. 

이 식별과정을 통해 주변인들과 행위 당사자를 분리함으로써 우리는 책임 

제기의 대상과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어떤 해악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배상을 담당할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다. 

법적 책임 모델에서 기업과 같은 조직은 개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

어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단위로 간주된다. 이처럼 분리하기(isolating)는 

법적 책임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적 위치를 차지한다.  

맥락에서 분리해내는 작업이 책임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이유는, 서론

(1.2.)에서 보았던 것처럼 전통적인 책임 모델에서 오직 해악을 직접 발생

시킨 행위자만이 책임을 짊어진다는 원자론적 직관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가령 행위자가 어린아이인 상황처럼 해당 행위자

가 책임을 제한적으로만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면 책임의 조건은 다

음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행위자의 행위가 해악에 실질적으로 기여

했어야 한다(개인적 차이 조건). 둘째,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했어야 한다(통제 조건). 셋째, 행위자 이외의 개인이 해당 행위에 대

한 책임을 지닐 수 없다(자율성 조건).  

 
272 본문의 3.1.1.과 3.1.2., 그리고 3.2.1.를 결합한 소논문 「구조적 부정의에 대

한 책임: 아이리스 영의 법적 책임 모델(liability model)과 사회적 연결 모델

(social connection model)의 구분에 대한 연구」가 학술지 『시대와 철학』 

33권 2호에 게재되었다.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제안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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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이 보기에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논의에서는 분리된 책임이 성

립되기 어렵거나 혹은 무의미하다.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지 

몇몇 개인의 행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행위자들이 공동으

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관행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다. 개별 행위자들의 행위 속에서 구조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영은 치

솟는 집값으로 인해 싱글맘 샌디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새로 살 

집을 못 구하는 상황을 예로 든다.273 이때 샌디가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는 

상황은, 관련된 행위자 한두명의 행위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여한 결과이다. 주거불안 문제에 사회 내의 수많은 

행위자들이 함께 기여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특정 계층의 주거 문제를 의도

하며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가 생산되는 상황 전체를 

몇몇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거나 이들의 개별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유의미한 책임이 될 수 없다. 

내 생각에 영의 이 설명은 정치적 책임에 대해 매우 급진적인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논의에서 

인과적인 방식으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영의 

논의가 지닌 함의를 다음과 같은 측면들로 구체화하여 설명하려 한다. 구

조적 부정의에 대한 인과적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할 근거로서, 위의 개별 

책임 조건 각각에 상응하는 문제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구조적 과정

에서는 복수의 요소들이 공동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비중을 따

지기는 쉽지 않다. 둘째, 개별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마지막으

로 나 이외의 다른 행위자들이 수행한 결과로서 작동하는 구조의 영향에 

대해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첫째로, 위에서 제시된 샌디의 주거불안 사례에서 보았듯이, 구조적 부

정의에는 복수의 요소들이 개입하며 이 중 무엇이 더 크게 기여했는지 판

 
273 RJ, 43/9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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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없다. 이 요소들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효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 함께 결합되어 작동하므로, 그 귀결로서의 파급력은 오직 

간접적으로만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인들이 수행하는 어떤 행위

가 타자의 부정의한 상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역시 불확실하게만 파악된

다. 둘째, 이러한 행위를 개인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는 것 역시 구

조적 과정의 특징 중 하나였다. 행위자들의 선택은 이미 그 전에 내려진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다른 행위자들의 선택들 사이에

서 영향받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집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샌디가 주거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샌디의 주거불안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다른 행위자들의 선택이 함께 작동하는 것이지 단지 집주인 혼자만

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인의 선택에 대신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집주인은 (그리고 다른 요소들의 형성에 

기여한 이들 역시) 샌디가 겪는 구조적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

다. 

영이 보기에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관점은 특정 행위

자를 문제의 원인으로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상황의 발생에 관련되

어 있는 맥락을 함께 살피는 관점이다.274 어느 행위자가 부정의에 관여했

다고 때, 구조적 관점에서의 책임은 그의 행위를 사회 구조와 단절시켜 이

해하는 대신 이 행위가 발생하는데 기여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찰한다. 

잘못에 직결된 개별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그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자신의 행위가 부정의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수

많은 행위자들에 의해 구조적 부정의의 생산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행위자들을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구조에 대해 책임을 충

 
274 RJ, 10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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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파악할 수 없으며, 문제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맥락을 함께 고찰하

는 시도가 요구된다. 

 

3.1.2. 책임의 대상: 배경조건을 고찰하기 

 

법적 책임 모델에서 책임의 당사자를 지목하고 분리해내는 과정을 거칠 

때, 이는 법적·도덕적 잘못을 개별적인 일탈로 취급한다. 이 전제 속에서 

범죄나 잘못은 정상적 상황에서 벗어난 특수한 일회적 상황이며,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회의 상태는 (완전히 이상적이지는 않더

라도) 수용할 만한 것으로 가정된다. 어떤 범죄나 도덕적 잘못으로부터 기

인하는 피해는 이와 같은 정상 상태를 깨뜨린 것으로서, 처벌 및 배상 과

정을 통해 사회는 이 특수한 상태로부터 다시 정상상태를 회복한다. 이때 

사회의 정상상태와 범죄행위의 일탈상태는 아주 명확하게 대비되는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영이 보기에 사회 구조에 대한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이

분법적 도식은 유지될 수 없다. 행위가 구조적 과정과의 연관 속에서만 존

재한다면, 해악적 행위들은 그저 일탈적인 것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논의할 때, 우리는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행

위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배경 역시 정의로운 상태인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영의 표현을 빌리면, “구조적 부정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행위

의 정상적인 그리고 수용된 배경조건의 최소한 일부분이 도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275 우리가 일상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제도들과 관행들, 습관들 가운데 정의롭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며, 

이러한 제도·관행들에 따라 행위하는 행위자들은 이 구조들을 재생산하는

데 참여한다.  

 
275 RJ, 10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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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하는 저가의 의류용품들이 노동착취적 공장

에서 생산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노동착취적 산업에서 지급되는 낮은 

임금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만성적인 빈곤에 시달리게 하며, 더욱이 불충분

한 안전규제 및 시설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때 이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계층은 자신의 기여만큼의 임금을 받

지 못할뿐더러 자신의 건강을 충분히 챙기지 못함으로써 역량의 계발에 제

약을 겪는다. 그런데 착취의 발생이 그저 일부 고용주들의 부도덕함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착취적 의류산업의 문제는 구조적 부정의가 

갖는 복잡성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겪는 상대적

으로 열악한 정치경제적 배경조건, 그리고 이곳에서 산업을 운영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대 기업들, 또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관행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때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잘못

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저가의 물품을 소비함으로

써 노동착취 산업이 유지되고 성장한다면, 소비자들 역시 일련의 착취 과

정에 소극적으로나마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 행위의 배경조건이 되는 사회

적 규칙들과 제도들이 ‘정상상태’라고 간주되기 어렵다면, 법적 책임 모델

에서 시도하듯 수용가능한 정상상태와 일탈적인 비도덕적 행위들을 명쾌하

게 가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영의 설명이, 누군가 도덕적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이 주어진다거나, 반대로 도덕적 잘못에 대한 책임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서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배경적 정의에 대한 영의 설명은 기존의 법적∙도덕적 책임이 행위자 모두

에게 해당된다거나, 혹은 제거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 책

임 모델이 부여하는 책임은 여전히 유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행위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체계의 작동이나 개인의 도덕적 권리·의무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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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개별 행위 및 행위자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책임은 필수적이다.276 

다만 영은 법적 책임 모델이 갖는 한계지점으로서 개인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행위 연관을 지적한다. 행위자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따르는 제도와 

규칙 자체가 부정의한 것으로 드러날 때,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만을 주목

하는 책임 모델은 이를 충분히 문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조에 대한 책임 개념은 개인의 행위만을 논의대상으로 삼는 대신 행위

가 발생하는 맥락을 함께 문제시한다. 이때 개별 행위들이 책임의 범위에

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위와 구조를 단절해

서 이해하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며 영의 구조적 논의에서 구조는 언제

나 행위 과정에 동반되는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

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논의가 법적 책임 모델과 완전히 다른 대상

영역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동일하게 대상을 이해하는 것

도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개별 행위자들의 직접적인 행위에만 초점을 맞

추는 시도 역시 행위들이 갖는 복합적 관계들을 시야에서 놓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조적 관점에서 책임을 논의할 때, 또한 우리는 개별 행위가 직

접적으로 일으키는 해악을 넘어 행위의 구조적 연관이 지니는 억압적 측면

을 함께 고찰하도록 요구받는다. 

책임의 대상을 개별 행위 및 행위자에 국한시키지 않는 유사한 접근의 

사례로서 영은 래리 메이(Larry May)의 책임 논의를 제시한다.277 메이가 

주목하는 문제는 집단적인 (그러나 조직화되지는 않은) 행위자들이 관여하

는 사회적 해악에 대한 책임이다. 이 설명에서 중요한 측면은 집단적 책임 

공유의 근거가 집단의 구체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간접적 기여와 부작위까

지 나아간다는 점이다. 개인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기여한 해악에 대해 책

임을 갖는다고 설명하는 전통적 책임 개념은, 다수 행위자가 간접적으로 

 
276 RJ, 98/180. 

277 RJ, 1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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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해악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잃는다.278 행위자들이 간접적으로만 결

과에 기여한 경우, 구성원 중 한 개인의 행위만으로는 해악의 발생에 대한 

충분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직접

적인 기여와 구분되는 ‘간접적 기여’의 사례로서 메이가 드는 예는 해악을 

발생시키는 문화와 관행을 용인하는 태도(attitude)이다. 279  가령 미합중국

의 대통령이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모욕한다면, 이는 직접적으

로 소수인종에 대해 인종차별적 행위를 수행한 경우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해당 인종에게 모욕을 가한 데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다. 

반면 인종차별적 발화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면, 이 책임은 이 행위가 발생하는 문화와 관행에 대한 태도에

서 생겨난다. 어느 공동체에서 한 구성원이 타인에게 명백한 해악을 끼치

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

하지 않거나, 심지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면으로는 그러한 해악

적 태도에 동의하고 있다면, 그들은 모두 인종차별적 해악에 대한 책임을 

 
278 May, (1992) Sharing Responsibility, 39. 

279 ‘태도’는 행위자가 지닌 믿음과 같은 인지적 상태를 넘어서는 정서적인 상태를 

지칭한다(May, (1992) Sharing Responsibility, 46). 특정 태도를 지닌 행위자들

은 해악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행위의 가능성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식의 습득상태와 구분된다. 한편 이처럼 태도가 

도덕적인 책임의 범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안젤라 스미스(Smith, A. 

(2005) "Responsibility for Attitudes: Activity and Passivity in Mental Life," 

Ethics, 115(2), 236-71)가 제시한 바 있는데, 스미스는 우리의 책임이 그저 어

떤 행위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한정될 수 없으며 행위자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판단(evaluative judgment) 활동이 행위자의 활동 및 태도와 합리적

으로 연관될 때 이는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지울 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스미스와 달리 메이가 책임의 대상으로서 초점을 맞추는 범위는 행위자들의 개

별적인 판단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분위기를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이에 대

한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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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280  

이 주장은 사회적 해악이 결코 개인의 단독 행위로부터 일어나지 않으며 

그가 속한 공동체와의 연관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다. 281 

물론 인종주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행위자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이 행위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인종주의적 태도가 공유됨

으로써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 관점에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적 해악의 

발생은 개인과 구분되는 집단이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적극적 차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이 행

위가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형성한 책임을 지닌다. 구성원들은 소

수 인종에 대한 폭력에 대한 태도를 공유하거나, 혹은 소속 공동체의 태도

를 저지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책임이 발생한다.  

행위의 배경조건으로서 집단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문제시하는 

메이의 관점에 대해 영의 입장은 양가적이다. 한편으로 사회적 해악을 문

제시할 때, 개별 행위에 책임을 국한할 수 없으며 이를 집단의 구성원들과 

공유한다는 입장은 분명 사회적 연결 모델과 공통된 중요한 논점이다. 282 

하나의 행위를 고립시켜 이해하는 대신, 그 행위 주변의 맥락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이 책임의 고려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연결 

모델의 핵심 발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메이의 논의는 집단 책임 논의가 책

임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던 문제를 넘어 개별 행위자들의 기여 역시 

충분히 주제화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메이의 설명이 갖는 한계 역시 

분명하다. 특히 그가 문제시하는 사회적 해악은 매우 특정한 시공간적 사

 
280 May, (1992) Sharing Responsibility, 47-48. 

281 May, (1992) Sharing Responsibility, 48. 

282 RJ, 1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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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한정되어 있다.283 이 문제는 사회적 해악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

보지 않고 개별 행위 요소들로 귀속시키는 데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사

회적 해악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설명방식은 사회구조적 과정과의 연

관을 불분명하게 해명한다.284 

영의 이 설명에 덧붙여, 나는 정치적 책임의 대상을 더욱 명시적으로 서

술해보고자 한다. 앞서 2.2.에서 살펴본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설명을 빌려 

나는 정치적 책임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관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

다고 본다. 

 

사회적 관행 조건: 

 

특정 집단 G의 구성원들과 다른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문제적인 관계성 

R을 형성하거나 유지시키는 (제도적/비제도적) 관행 P는 다음의 경우 그리고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정치적 책임의 대상으로서 간주된다. 

1) 특정 집단 G의 구성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핵심적인 역량들을 계발

시킴에 있어 P에 의해 형성된 R에 의해 여타의 집단 G*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 제약을 경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충분하게 계발되는데 그치거나 

2) 특정 집단 G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 욕구, 필요 등을 공적 영역에

서 표출하고 자유롭게 논쟁함에 있어 P에 의해 형성된 R에 의해 여타의 집단 

G*보다 더 많은 비용이나 제약을 경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충분하게만 자

기결정의 권리를 누리며, 

 
283 RJ, 110/197. 

284 다만, 행위자들의 태도에 대한 메이의 논의가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구조적 부정의 가운데 억압에 대한 2.2.1.의 해명에서, 우리는 문

화적 이해방식이 부정의를 재생산하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4

장에서 나는 개별 행위자들의 태도와 부정의 사이 연관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

의할 것이다. 특히 주목되어야 하는 것은 행위자들이 부정의에 대해 인식하기

를 (그리고 이를 개선하는데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

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접근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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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R의 구조를 바꾸거나 R을 벗어나려 시도할 때, P에 참여하는 다

른 집단 G*의 구성원들보다 G의 구성원들이 시도하는 경우 훨씬 커다란 비

용을 부과하는 제약이 발생하고, 

4) 이 제약들은 G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성격에 의

해 비우연적으로 생겨난다.
285

 

 

책임의 대상으로서 개별 행위를 넘어 사회 구조에 내재된 부정의를 진단

하려 할 때,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의 요구는 두 책임 모델이 갖는 목

적(방향)에서의 차이로 이어진다. 

 

3.1.3. 책임의 방향성: 미래지향적 책임286 

 

미래지향적(prospective) 책임과 과거지향적(retrospective) 책임, 또는 

‘앞을 바라보는(forward-looking)’ 책임과 ‘뒤를 바라보는(backward-

looking)’ 책임 사이의 구분은 클로디아 카드(Claudia Card)에 의해 제시되

었으며,287 이외에도 유사한 의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바 있다. 가

령 로버트 구딘(Robert Goodin)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짊어지는 비난-책

임(blame-responsibility)와, 앞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태에 초점을 맞추는 

 
285 이 규정은 Stahl(Stahl, (2017)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Oppression")의 

억압 개념에 대한 규정을 빌려옴과 동시에, 지배 문제에 대한 영의 규정을 덧

붙인 것이다. 

286 3.1.3.은 본문의 3.2.2.와 함께 결합되어 한국여성철학회에서 주최한 9월 월례

발표회 원고 「미래지향적 책임과 과거지향적 책임의 구분에 대하여: 아이리스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고찰」로 발표되었다. 또한 이 원고는 동일한 제

목으로 『한국여성철학』 제36권에 투고되었다. 수정 및 고민할 지점을 조언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87 Card, (1996) The Unnatural Lotter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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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책임(task-responsibility)을 구분한다.288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

는 해악을 인과적으로 초래한 행위자에게 묻는 결과적 책임(outcome 

responsibility)과 구분되는 층위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

를 경감시키기 위한 책임으로서 개선 책임(remedial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어떤 원리에서 주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한다.289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 사이의 구분은 이 논의들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법적 책임 모델의 시선은 일차적으로 과거에 일어

난 사건을 향한다. 이미 일어난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행

위자가 져야 하는 책임이 논의의 핵심을 이룬다. 이 행위가 잘못이거나 범

죄일 경우, 행위자는 이에 상응하는 도덕적 비난 및 법적 처벌을 받는다. 

책임의 이러한 측면은 ‘비난받아 마땅함(blameworthiness)’ 혹은 ‘과실이 

있음(culpability)’이라는 용어로 규정되며, 이에 주목하는 책임 논의는 과

연 행위자가 해당 행위에 대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로 향한다.290  

혹자는 법적 책임 모델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법적∙도덕적 책임의 추궁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망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자들에게 그와 동

 
288 Goodin, (1987) "Apportioning Responsibilities," 168. 

289 Miller, (2001) "Distributing Responsibilities,"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9(4). 

290 도덕적 책임과 비난 사이의 연관은 도덕이론에서 매우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되

곤 한다. 가령 반응적 태도 이론의 관점에서, 도덕적 잘못에 뒤따르는 비난은 

우리가 타인에게 갖는 도덕적 기대의 방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Wallace, (2008) "Emotions, Expectations and Responsibility," in M. McKenna 

& P. Russell (ed.), Free Will and Reactive Attitudes: Perspectives on P. F. 

Strawson's "Freedom and Resentment", Surrey, UK: Ashgate). 뒤집어 말하면, 

어떤 행위자가 비난이나 분노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도덕적 

행위자로 이해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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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격을 동시에 갖기 때문이

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잘못을 엄격히 책망하는 과정은 앞으로의 잘못

된 행위를 방지하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그렇다면 과거 

잘못에 대한 비난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요소

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생각하기에 법적 책임 모델에서 무게

중심은 과거의 잘못을 비난하는 쪽에 더욱 기울어 있다. 여기에서 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서 잘못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책임 논의의 일차적 목적은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

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에 있

다.291  

반면 영이 제안하는 구조적 과정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를 비난하거나 처

벌하는 방식으로 주된 책임을 묻지 않는데, 이는 비난과 처벌이 상태의 개

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개별 행위사례에 대한 판단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잘못을 행하게 된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고치려는 

것이 구조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책임이다. 또한 복잡한 사회구조적 관계들 

속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비난·처벌 

대신 다른 방식의 책임을 요구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비난·처벌은 개별 

행위자를 분리해내어 책임자를 명확하게 가려낼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결 모델은 현존하는 사회적 부정의를 앞으로 변화시키는데 중

점을 둔다. 이 관점에서 행위자들은 과거에 대한 배상이나 처벌의 의미로

서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했으며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부정의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책임을 지닌다.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다루어지는 논의는, 사회 구조의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 어떻게 바

뀔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의 논의이다. 

이 점에 주목하는 영의 논의는 (3.1.5.에서 살펴볼) 정치적 책임의 실현방

 
291 RJ, 10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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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한다.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는지를 통해서는 사회적 연결 

모델의 논의가 완결될 수 없으며, 이 책임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가 관

건이다. 

하지만 구조를 개선하는 책임이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닌다고 해도 과거

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행위자들은 과거 자신들이 부정의한 구조적 과정

의 재생산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이를 개선하는 책임에 참여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의가 과거에 생산되어 온 과정을 돌아보

는 것 역시 필요하다. 292  이런 의미에서 영이 언급하듯이 “책임의 할당은 

언제나 복수의 시간성을 지닌다.”293 그러나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별 행위와 관행들이 부정의한 사회 구

조와 연결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이지, 이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비난·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지점에서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은 모두 과거-미래를 함께 시야에 두는 공통점을 갖지만, 그 각

각의 목적과 비중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영의 설명이다. 

 

3.1.4. 책임의 주체: 공유된 책임 

 

법적 책임 모델은 문제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해당 개인을 맥락으

로부터 분리하여 책임을 할당한다. 이 모델에서는, 설령 행위자들 사이에 

간접적인 영향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적 행위를 실제로 이행한 개인

과 그렇지 않은 개인 사이에 책임의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궁극적인 책

임의 근거는 개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할되거나 공유되지 않으며 행위자와의 직접적인 연관성만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적 책임 모델은 근본적으로 원자론적 관점을 

 
292 RJ, 109/195. 

293 RJ, 10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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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한다. 

물론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도 책임이 복수의 행위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가 있다. 특정 행위가 그저 한 개인만이 아니라 다수의 개인에 의해 공동

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 우리는 파인버그가 집단 책임

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는 공모(complicity)의 개념을 들 수 있다. 294  그렇

다면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공모로부터 기인하는 책

임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법적 책임 모델을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적용

하는 예시로서 영은 크리스토퍼 커츠(Christopher Kutz)의 공모 개념에 대

한 논의를 든다. 커츠에 따르면, 집단적 행위성의 핵심은 행위자들 사이에

서 공유된 목표이다.295 어떤 집단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연히 중첩

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지닌 

채 집단적인 기획에 참여하는 의사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가령 버스를 탄 

행인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그저 버스에 타 있다는 사

실만이 아니라, 이들이 버스를 통해 어딘가로 이동하려는 목적이 공유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공동의 목표 속에서 벌어진 폭력적 행위

를 공모의 사례로 발견할 수 있다. 1923년 일본에서 벌어진 조선인 학살 

사건은, 참여한 일본인들 사이에 조직적 구조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소수민족에게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공동 목표 하에서 다수의 

일본인이 집단으로 일으킨 범죄 행위였다. 혹은 2020년 숙명여대에 트랜

스젠더 여성이 입학하려 하자 수많은 비난 댓글 및 반대 의견이 학교 측에 

쏟아짐으로써 결국 당사자가 입학을 포기해야 했던 사례는, 이에 관한 어

떤 사전적 논의나 의사결정 절차도 없었음에도 성소수자의 입학 반대 입장

을 공유하는 이들 사이에서 집단적 행위가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례들이 모두 공동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행위자들이 지닌 ‘참여 

 
294 Feinberg, (1970) "Collective Responsibility," 70-71. 

295 Kutz, (2000) Complicity,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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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의해서이다.296 

그런데 집단적 기획으로서의 해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책임은 분명 

수많은 부정의를 양산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기에 중요한 주제로 다루

어져야 하지만, 영이 논의하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모두 포괄하

지는 않는다. 영은 커츠의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필자 주: 집단적 해악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기여하는 집단적 기획을 이해하고 그 기획의 목표를 자신의 개

별 행위의 목표로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커츠의 설명에서 직접적으로 조율된 

행위 없이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해 야기된 집단적 피해의 경우는 이러한 조

건들을 결여하고 있다. 특정 결과를 생산하겠다는 의도 없이 참여한 사람들에

게 전쟁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물어서는 안 될 것이

 
296 이는 피터 프렌치(Peter French)가 집단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

하는 ‘결합체(conglomerate collectivity)’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프렌치는 

우리가 ‘집단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을 물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오직 

집단의 내부에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규칙과 절차가 존재하는 기업이나 행정기

관과 같은 조직을 예로 든다. 그런데 위에서 예로 든 조선인 학살 사건의 참가

자들, 또는 트랜스배제적인 비난을 퍼부은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명시적인 규칙

과 절차가 부재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개인에게 환원되지 않는 집단 책임에 해

당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집회 구성원들의 전체 행위는 

단일한 공동 목표 하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행위들을 집단적 의도 하에서 

하나의 행위로 재기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의연은 

집단적 책임이 고려가능한 주체로서 단지 결합체만을 지정하는 대신 ‘목적지향

적 집단(goal-oriented collective)’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목표지향적 집단 역시 책임 주체로 간주되어야 하는 근거로, ① 목표지향

적 집단은 개인들의 합산을 넘어 유기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 ② 이 집단의 구

성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식하며 목표에 공헌하는 점, 그리

고 ③ 마지막으로 공동의 의도 하에서 행위한다는 점을 든다(박의연, (2020) 

「집단적 책임의 귀속에 관한 윤리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

문, 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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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7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요구하는 책임의 공유적 특징은 이와 다르다. 

공모 사례에서 이들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은, 행위자 각각이 집단적으로 

계획을 공유하고 참여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법적 

책임 모델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초래하는 결과를 

의도했다는 사실을 통해 책임을 공동으로 갖는다. 반면 사회적 연결 모델

에서 검토하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것이지만, 

이는 행위자들이 부정의한 결과를 의도하거나 사전에 이를 계획했기 때문

이 아니다. 개인들은 일상적 행위를 통해 부정의에 기여하지만 이 기여는 

결코 공모의 형태로 이해될 수 없으며, 행위자들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맺

는 연관을 통해서만 설명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깊이 뿌리박힌 

제도와 관행들 속에서 타인과 함께 공동으로 행위함으로써 해악에 기여한

다. 이 실천들은 사전적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부정의에 대한 참여 의사를 주목하는 공모적 접근은 구조에 대한 책임으로

서 적합하지 않다.298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책임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직접적으로 

해악을 발생시킨 이들만이 아니라 문제에 공동으로 기여한 이들 모두 책임

을 함께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부정의의 발생은 한 개인의 행위만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별 행위들의 누적에 의한 결과이며, 

때문에 해당 사회적 과정에 참여한 이들 모두에게 책임이 공유되어야 한다. 

앞서 미래지향적 책임 개념의 특징을 함께 고려하여, 나는 영의 논의에서 

제시된 책임 할당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고자 한다. 

 

 
297 RJ, 103/187; 강조는 원문. 

298 RJ, 10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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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원칙(Limiting Principle):  

행위자 A는 행위자들 간의 부정의한 관계성 R을 형성하는 관행 P의 참여

자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P를 개선할 미래

지향적인 책임을 갖는다.299 

 

공모 개념을 통한 집단 책임 개념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 영은 사회적 

연결 모델을 법적 책임 모델과 서로 다른 종류의 책임 개념으로서 제시한

다.300 구조에 대한 책임은 법적 책임 모델의 변형이나 약화된 형태가 아니

다. 구조적 부정의를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개인주의적 책임 개념을 약하

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일 수 없으며, 애초에 책임을 구상하는 전제

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3.1.의 서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영은 이 

설명을 아렌트의 논의에서 인용하고 있다. 아렌트는 우리가 ‘집단 책임’을 

논의할 때 법적∙도덕적인 개념들이 정치적 개념과 섞여 사용되면서 생겨나

는 혼란을 지적한다.301 아렌트는 죄의 개념이 공동체적(정치적) 책임과 동

일하지 않으며, 두 접근은 서로 다른 종류임을 지적한다. 이 차이는 영이 

제시하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의 마지막 특징인 책임의 면제 조건에

서도 잘 드러난다. 

 

3.1.5. 책임의 이행: 집단행위에의 참여 

 

해악을 초래한 행위자들이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은, 책임을 묻는 방식과

 
299 이 규정은 Gunnemyr, (2020) "Why the Social Connection Model Fails: 

Participation is neither Necessary nor Sufficient for Political Responsibility," 

Hypatia, 35, 568에서 정리된 영의 책임 제한 조건에 3.1.1.2.에서 논의된 책임 

개념의 대상 규정을 삽입하며 이 조건의 서술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300 RJ, 103-104/187-88. 

301 Arendt, (1987) "Collectiv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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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법적 책임 모델에서 우리는 책임이 주로 비난

·처벌·보상의 방식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언급했다. 잘못을 저지른 행위자는 

처벌받거나 비난받은 뒤 자신의 결정을 반성하도록 요구받는다. 도덕적인 

잘못의 기원은 개인의 의지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 역시 행위자의 

자기성찰을 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적 책임 모델의 책임 실현 방식 또한 

개인주의적 맥락에 머물러 있다. 영은 개인주의적인 책임의 개념이 지닐 

수 있는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개별 행위자들을 비난하고 처벌

하려는 접근은 행위자들이 책임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며, 이

들이 비난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취하게끔 만든다. 302  이런 비난 

책임의 전가는 행위자들 사이를 분열시킴으로써 이들 간에 존재하는 연관

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행위자들이 연대할 가능성을 차단한다.303 마지막으

로 사회적 해악에 대해 행위자들을 비난하는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그저 

개인의 내면에서만 찾음으로써, 다양한 층위의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하는 

복잡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과도하게 단순한 해결책을 모색한

다.304  

반면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영이 요구하는 책임 이행은 집단적이고 관계

적인 의미에서만 가능하다. 구조적 과정이 몇몇의 행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므로, 구조적 부정의의 개선 또한 수많은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개선에 나설 것이 요구된다. 구조에 대한 책임이 관여된 모든 개인들에게 

공유되는 것이라면, 그 실현 역시 집단적으로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우리

는 영이 구조에 대한 책임을 (아렌트의 표현을 빌려) ‘정치적 책임’이라고 

부른 맥락을 확인한다. 사회적 연결 모델 속에서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은 

오직 행위자들이 구조를 바꾸는 집단행동을 조직함으로써만 가능하며, 이

 
302 RJ, 117/206. 

303 RJ, 117-18/206-207. 

304 RJ, 11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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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내면적∙사적인 도덕책임 혹은 개인의 처벌∙배상 여부에 집중하는 

사법적 책임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이때 영이 ‘정치적’이라는 개념을 통

해 뜻하는 바는, “관계를 조직하고 행동을 행위를 정의롭게 조정하기 위해 

타인과의 공적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305 가령 인종차별이라

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지 개개인의 인종주의적인 태도를 바꾸

거나 신념∙생각을 고쳐먹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오직 인종주의라는 구

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타인과의 소통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집단적 과정은 결코 개인주의적 책임 맥락에 머무를 수 없으

며, 오직 집단적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 집단적 참여과정은 단지 개

선 요구들을 공적 규칙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시민사회 내

부의 다양한 소통방식과 개입을 요구한다.306  

또한 영의 구상에서는 구조적 부정의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 역시 정치

적 책임을 함께 실행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는 법적 책임 모델에서의 책임

과 두드러지는 차이점인데, 도덕·법에서 흔히 언급되는 피해자의 책임이란 

그가 잘못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 소지로 이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가해자의 면책 근거로 사용된다. 반면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논의에서, 피해자들은 비난의 의미에서가 아니

라 참여의 의미에서 부정의를 함께 개선하는 책임을 요구받는다.307 왜냐하

면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집단은 바로 직접 경험

 
305 RJ, 112/199. 

306 이는 2장에서 논의된 영의 사회구조적 논의의 특징이기도 하다. 사회구조적 부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사회 구조를 단지 공적 제도의 영역으로 한정지

을 수 없으며, 다양한 관행들과 실천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때문에 

법률을 비롯한 공적 규칙들은 매우 강력한 구조적 제약이기는 하지만, 단지 그

것만으로 구조적 부정의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는 행위자들의 집단행동이 제

도화라는 측면을 넘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307 RJ,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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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단지 배상의 대상이 아니라, 집단 행동

에 동참하여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동료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부정의의 

해악을 개선할 책임이 함께 주어진다. 

 

3.2. 책임의 두 관점 구분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응답 

  

지금까지 우리는 책임의 두 가지 관점으로서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영의 구분을 살펴보았다. 이 논의에 대해 영의 사후(死

後) 여러 비판들이 제기된 바 있다. 나는 해당 문제제기들을 검토하고 이

에 답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연결 모델의 설득력을 보이려 한다.  

우리가 살펴볼 비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책임의 대상 층위에서, 법

적 책임 모델이 개인적∙원자론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영

의 해석은 이 모델을 너무 좁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법적 책임 

모델을 더 넓게 설명할 수 있다면, 사회적 연결 모델과의 구분은 무의미해

지지 않는가? 둘째, 책임의 방향에 있어 과거지향적 책임과 미래지향적 책

임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가능한가? 정치적 책임 개념이 행위의 잘못

을 검토하고 비난을 수행하는 작업을 제외하는 것이라면, 어떤 해악을 개

선할 책임으로서 유의미하게 검토될 수 있는가? 셋째, 책임 주체를 사회적 

연결 모델은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는가? 영이 정치적 책임의 주체가 되

기 위한 기준으로서 설명한 “부정의한 사회구조적 과정에의 기여”는, 책임

의 조건으로 성립가능한가? 넷째, 책임 배분에 있어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제안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모든 행위자들이 동일하게 부정의의 개선 책임

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를 차등화할 근거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다섯

째, 책임의 배분 기준이 사용가능한 자원, 권력, 사회적 지위, 행위 역량 

등으로 제시된다면, 부정의에 대한 책임은 개인 행위자들이 아니라 국가나 

기업 등 높은 실행역량을 갖춘 조직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더욱 적합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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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법적 책임 모델의 확장가능성 반론 

 

영이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논의 방식이 기존의 법적 책임 모델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는 법적 책임 모델에 다음 두 가지 전제가 

내재된다고 본다. 첫째, 법적 책임 모델은 해악에 집단적으로 기여한 복수

의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법적 책임 모

델은 단선적이고 인과적으로 영향을 추적할 수 없는 행위-해악 연관에 대

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영의 설명에 대해, 크리스티안 배리

(Christian Barry)와 케이트 맥도널드(Kate Macdonald)는 영이 법적 책임 

모델을 너무 좁게 이해했다고 반박한다.308 첫째, 법적 책임 모델이 집단적 

해악에 대한 복수의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가정되는 이유는, 

해악과 인과적 연관 사이의 관계가 너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과적 추적이 불가능한 행위와 해악 사이의 연관에 대해 책임을 물

을 수 없다는 주장에는, 법적 책임 모델이 정치적 책임과 범주적으로 다르

기 때문에 법적 책임 모델의 확장가능성이 개념적으로 막혀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나는 배리와 맥도널드의 이 비판을 살펴본 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법적 책임 모델의 확장만으로 여전히 구조적 부정의에 충분히 대처하

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먼저 집단적 해악에 대해 법적 책임 모델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영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리와 맥도널드가 보기에, 이는 인과적 연관

과 법적 책임 사이의 관계가 반사실적(counterfactual)인 인과성으로 한정

 
308 Barry & Macdonald, (2016) "How Should We Conceive of Individual Consumer 

Responsibility to Address Labour Injustice?", in Y. Dahan et al. (ed.), Global 

Justice and International Labou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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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기 때문이다.309 영의 논의에서 가정되는 반사실적 인과성이란, “내

가 수행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해악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와 같

은 정도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310이라는 반사실적인 가정을 의미한다. 그

러나 영의 주장과 달리, 법적 책임 모델에서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요구되

는 인과성은 이런 강한 의미가 아니다. 설령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 

문제시되는 해악을 발생시켰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더라도, 행

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해악에의 기여는 책

임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 불법행위법(tort law)에서 책임은 실질

적인 인과성을 발휘한 이들로 한정되지 않는다. 가령 한국의 민법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서 반사실적인 인과성과 같은 강한 연관이 확인되지 않

더라도 공동 행위에 참여한 행위자들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311 

즉 우리는 행위자들이 해당 해악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약한 정도의 인과성 

개념만을 통해서도 법적 책임 모델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동 책임을 논의할 

수 있다. 

내 생각에 영은 이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할 것이다. 법적 책임 

모델이 적용가능한 사례로서 제시된 공모적 해악, 즉 다수의 행위자가 공

동으로 기여하는 해악은, 행위자들이 일치된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명시적

 
309 Barry & Macdonald, (2016) "How Should We Conceive of Individual Consumer 

Responsibility to Address Labour Injustice?", 98. 

310 RJ, 101/184.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서, 나는 서론 1.2.에서 원자론적인 책

임관의 전제들을 다루면서 이 반사실적 인과성을 ‘개인적 차이 원리(individual 

difference principle)’라는 명제로 다룬 바 있다. 

311 대한민국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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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집단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수많은 개인들이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관여하는 집단적 해악으

로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작업은 불가

능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해악들이 이처럼 행위자들의 목표와 의도가 결집

되는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구조적 부정의의 일

부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영향과 작용은 행위자들이 특별한 

목표나 의도, 명시적인 규칙 없이 행위한 경우에도 생겨나며, 혹은 심지어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처럼 행위자들은 자신이 해악

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식∙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적 부정의의 발생에 

기여할 때, 이를 법적 책임 모델로부터 문제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가정, 다시 말해 법적 책임 모델의 확장불가능성에 대한 가정이 배리

와 맥도널드의 두 번째 문제제기 지점이다. 영은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이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고 

가정한다.312 두 책임의 환원불가능성이 가정되면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법적 책임 모델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범주적 오류(category error)

처럼 간주된다.313 그러나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 사이의 적용 

 
312 RJ, 103/187. 

313 3.1.4.에서 영이 문제시한 커츠의 공모성 이론은, 그저 행위자들이 의식적으로 

공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경우만을 문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환경 오염의 문제

와 같이 행위자들이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집단적인 해악에 참여하는 상황을 공

모성 이론의 확장적인 사례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화석연료 사용을 통

해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거나, 성차별적/인종주의적 구조에 참여하는 수많은 

행위자들은 일종의 ‘집단적 기획’에 의도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님에도, 

단지 개별 행위자들의 층위에서만 설명되기 어려운 공동 기여를 통해 해악을 

발생시킨다. 이 상황에서, 행위자들은 어떤 조직화된 방식으로 움직이지도 않으

며 또한 개별 행위가 실질적인 기여로 간주될 만큼의 차이를 만들어 내지도 않

는다. 따라서 행위자들이 이 해악에 “참여적 의도(participatory intention)”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츠는 “비구조화된 집단적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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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예 범주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배리와 맥도널드가 보기에는 너무 

엄격한 요구이다.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이라는 영의 이분법

적인 책임 논의는, 인과적으로 추적불가능한 해악에 법적 책임 모델이 조

금이라도 활용될 여지를 막아버린다. 영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기여 자

체의 식별은 어렵지 않다고 보지만, 문제는 “어느 특정한 개인 또는 기업

과 같은 특정한 집단 행위자의 행위가 다른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발생시켰는지 식별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314 그러나 우리는 해악이 어

떤 행위자로부터 의도되었는지, 혹은 그들이 해로운 결과에 얼마나 실질적

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개인들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다. 다시 말해 개별 행위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은 해당 해악

의 발생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를 피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등에 따라 발생한다.315  

가령 A라는 대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A와 하청계약을 맺은 

지역업체 B가 예기치 못하게 지역 주민들 및 생태계에 피해를 입힌 경우

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피해를 끼친 직접적 당사자는 B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 기업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전통적 의미에

서 책임을 여전히 갖는다. 이 사례와 같이 오늘날 국가나 기업이 갖는 법

적 책임 모델은 (특히 초국적으로 작동하는 대규모 조직들의 활동이 증가

한 오늘날) 더 이상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인과적 연결만으로 한정되지 않

는다.“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질과 부상 사이에 인과적 연관이 불분명하

거나, 복수의 피고들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지만 누구의 부상

 

(unstructured collective harm)”으로 명명되는 이 집단적인 해악에 있어 개개

인들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한다(Kutz, (2000) Complicity, 166).  

314 RJ, 96/176. 

315 Barry & Macdonald, (2016) "How Should We Conceive of Individual Consumer 

Responsibility to Address Labour Injustice?",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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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느 특정한 행위자로부터 기인했는지의 인과적 연관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서, 책임은 행위 주체에게 이러한 해악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옮겨간다.316  

지금까지 살펴본 배리와 맥도널드의 비판을 정리해보자. 첫째, 법적 책

임 모델이 행위자들의 공동 기여로부터 발생한 해악에 대해 책임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한다는 영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이 주장은 법이나 도덕에

서 논의하는 인과적 연관성이 단지 반사실적인 인과성의 의미만으로 이해

될 수 없다는 점을 통해 뒷받침된다. 둘째, 광범위한 연관 속에서 발생하

는 해악에 대해 확장될 여지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법적 책임 모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영의 주장은 과도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배리와 맥도널드의 지적은 일견 설득력 있는 

지점을 갖는다. 법적 책임 모델을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적용하는 것이 범

주적 오류라는 영의 주장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너무 좁게 이해한 결과이

다. 사회구조적 과정에서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여가 존재하며, 이 경

우 비난중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은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기보다 서로 연속적인 것으로 해

석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17 이 비판들이 직관적으로 호소력을 갖

 
316 Barry & Macdonald, (2016) "How Should We Conceive of Individual Consumer 

Responsibility to Address Labour Injustice?", 104. 

317 두 책임의 이러한 연속성에 대한 주장으로는 Neuhäuser, (2014)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Distribution of Forward‐Looking Responsibility," 248; 

Nussbaum, (2009) "Iris Young's Last Thoughts on Responsibility for Global 

Justice," 144; 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Narrative and 

the Cultivation of Responsivene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32-33; Vargas, (2018) "The Social Constitution of Agency and Responsibility: 

Oppression, Politics, and Moral Ecology," in K. Hutchinson, C. Mackenz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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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면, 이는 비난중심적 책임을 구조적 과정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사회구조적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통해 결과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행위자들이, 해당 

관행의 복잡성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려 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사회적 연결 모델의 논의는 이처럼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자들에

게 면책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318 

그러나 나는 이 반론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법적 책임 모델이 

애초 적용되려는 대상이 사회적 연결 모델과 다르기에, 법적 책임 모델을 

확장하여 행위자들에게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가 

한정된 사례에 그친다는 맹점이다.  

분명 법적 책임은 한 개인의 행위 귀결에만 직접적으로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책임 모델을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확장하여 적

용할 때, 이 시도가 관행 P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법적 책임 모델의 관점에서 책임을 물을 때, 이는 행위 

당시 실제 행위자들의 지식과 믿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노

력을 통해 가질 수 있었을 지식을 가정한다.319 그런데 구조적 부정의 문제

에 대해 이러한 설명은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착취적 의류산업과 같

은 구조적 부정의는 매우 넓은 시공간적 영역에서 발생하며, 이에 참여하

는 평범한 행위자들(예를 들어 이 의류를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 매장에서 

이 의류를 판매하는 중간 판매자, 혹은 공장에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 

등)이 자신의 행위 귀결을 각자 고찰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초국적 

 

M. Oshana (ed.), Social Dimensions of Moral Responsibi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22. 

318 Atenasio, (2019) "Blameless Participation in Structural Injustice," Social 

Theory and Practice, 45(2), 157. 

319 Barry & Macdonald, (2016) "How Should We Conceive of Individual Consumer 

Responsibility to Address Labour Injustice?",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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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정부 등 넓은 시공간적 범위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들과 

달리, 일반적인 행위자들의 선택은 개별적으로 고찰하기에는 그 영향이 너

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합리적 노력을 통해서는 이 영향이 예상 가

능했으리라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인과성의 의미를 확장하여 이해하

는 법적 책임 모델을 통해서도, 책임의 대상은 기업이나 국가에 한정될 수 

있을 뿐, 비조직적인 개별 행위자들이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거의 설명하기 어렵다. 

이 맥락에서 나는 맥키온의 논의를 인용하려 한다. 그는 비난중심적 책

임을 확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구조적 부정의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를 분

석하고 있다.320 핵심은 개별 사건과 구조적 부정의 간의 사태적 차이이다. 

개별 사건이 일정한 종료지점을 갖는 반면 구조적 부정의는 지속적으로 진

행되는 사태이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는 잘못한 이들을 특정하고 잘못의 

범위를 한정지을 수 있다. 반면 구조적 부정의의 범위는 쉽게 경계를 긋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과 이로부터 이익을 보는 

행위자, 그리고 피해를 입는 이들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구조적 문제에서

는 피해자와 가해자, 수혜자 등을 명확히 분류하기가 쉽지 않으며, 누가 

얼마나 배상받아야 하는지도 쉽게 규정되지 않는다. 

가령 모 기업이 남성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여성들을 불합리하

게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당 기업에 지원한 여성 지원자들로 한정되고, 가해자

는 이러한 부당한 채용을 수행한 기업이며 이로부터 수혜를 본 이들은 부

정 채용된 직원들이다. 이처럼 개별적인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 기업

에 법적 대응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배상

책을 모색할 수 있다.  

반면 여성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겪는 경력 단절 

 
320 McKeown, (2015) "Responsibility without Guilt,” 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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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범위도, 혹은 가해자도 그리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사례는 이와 같은 사회

적 부정의가 발생하는 기제를 잘 보여준다.
321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담당 

의사는 자신의 병원 직원이 임신한 뒤 일을 그만두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

이 언급한다. 

 

몇 번 유산 위기를 넘긴 이수연 선생은 ‘일단’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처음

에는 한두 달 쉬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언짢았는데, 생각해 보니 

출산 때 또 자리를 비울 테고, 그 후에는 몸이 아프네 애가 아프네 하면서 번

거롭게 할 수도 있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지 싶다. …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도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여직원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법이다. 후임은 

미혼으로 알아봐야겠다. 

 

해당 병원 직원이 임신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병원 경영의 관

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육아 문제로 인해 신규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 

낳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병원 측에서 미혼 여성 또는 남성 직원만을 고용

하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문제는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들이 광범

위하게 이루어질 때, 사회 전반적으로는 기혼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및 

고용 기피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소설의 주인공 김지영

이 겪었던 구조적인 문제였으며, 김지영의 사정에 공감하던 담당 의사에 

의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

지는 아이러니다. 이 아이러니는 구조적 문제들이 단지 개인의 행위 속에

서 재생산될 때 결코 개인적 선의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

는 일례이다.  

개별 기업들이 임신한 여성을 회사 밖으로 내모는 결정을 내릴 때 이 결

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 혹은 기업 관리자들이 모여서 임신한 여성 직원

 
321 조남주, (2016)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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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해고하기로 공모하고 그와 같은 규칙을 설립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관점에서의 합리적 판단이, 사회 전체적으로 중첩

되었을 때 부조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여성들에게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퇴직을 권유하는 것은 회사 내부의 관점에서 이익에 부

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이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진출에 대한 장애물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개별 행위주체들의 의

도와 별개로 이 작용들의 종합은 누구도 원치 않았을뿐더러 예상하지도 않

은 결과로 드러난다. 

이 사례에서 법적 책임 모델을 확장하여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까? 앞서 의류공장의 사례에서 우리는 노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공장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정부 등 관리주체에게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는 대기업들 역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서 확장된 책임

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강제적인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해도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할 때, 이에 대해 누군가

에게 법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제한적이다. 가령 임신한 직원을 

강제로 해고하거나, 승진 및 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퇴직하도록 비

정상적인 압력을 넣는 등 불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앞서 배리와 맥

도널드의 주장대로 우리는 법적 책임 모델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갖는다. 즉 법적 

책임 모델이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에서도 일부 행위주체들, 이를테면 국가

나 기업과 같은 경우에 대해 유의미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가 존재

한다.  

그러나 위 인용문의 사례처럼 개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결정이 표면적

으로는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회사의 대처나 

직원의 퇴직이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배경조건은 국가나 기업 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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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체에 의해 관리∙감독될 수도 없다(이를테면 엄마가 어릴 때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출산과 육아를 위해 퇴직하는 

관습을 국가가 개선하려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강제로 금지하거나 처

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관행의 개선은 법적 책임 모델이 적용되는 주

체만을 넘어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책임을 공유하고 실천함

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정의한 사회구조적 관행에 대한 책임은 단

지 일부 행위주체만의 책임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과정

에서 발생하는 해악에 대한 법적 책임 모델의 적용은 매우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진다.  

데이비드 졸러(David Zoller)의 설명은 법적 책임 모델이 광범위한 사회

구조적 해악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를 추가로 제시한다. 그는 합리적 범

위에서 행위결과의 인식 가능성 문제로 말미암아, 비난중심적 책임이 사회

구조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행위자들에게 쉽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

적한다. 322  졸러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법적 책임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어떤 행위가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신하

거나 혹은 그러하다고 믿을 매우 강한 이유를 갖는” 조건 하에서 행위자가 

그러한 문제적 행위를 수행한 경우, 이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비난이 가능

하다고 설명한다.323 물론 한정적인 의미에서만 법적 책임 모델을 논의하더

라도 이는 분명 유의미한 지점이 있는데, 종종 행위자들은 자신이 수행하

는 행위가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그와 같

은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문

제시될 여지가 없는 행위들의 예상치 못한 결합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부정

 
322 Zoller, (2015) "Moral Responsibility for Distant Collective Harms,"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18(5 (Special Issue: The Power of Judgement)), 

1002. 

323 Zoller, (2015) "Moral Responsibility for Distant Collective Harms," 10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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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문제를 논의할 때, 여전히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구상하는 정치적 책

임의 중요성은 유의미하게 남는다. 

 

3.2.2. 과거지향적/미래지향적 책임의 구분에 대하여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 모두 과거지향성과 미래지향성을 동

시에 갖는다는 점이 언급된 바 있다. 법적∙도덕적 책임의 처벌은 앞으로 행

위자들의 행위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방향을 가리키며, 정치적 책임도 구조

가 형성된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차이는 책임의 

비중이 어느 쪽에 더 많이 놓여있는가의 문제였다. 법적 책임 모델이 과거

의 사건에 대한 책임성을 논의하는데 비중을 두는 반면, 정치적 책임은 구

조를 앞으로 개선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둔다고 설명되었다. 누스바움은 법

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 사이의 이 구분이 분명 유의미한 고민을 

던져준다고 보지만, 동시에 도덕적 죄와 정치적 책임의 구분이 그리 자명

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영의 주장대로 책임의 과거지향성과 

미래지향성을 엄격하게 가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324  

나는 사회적 연결 모델이 누스바움의 이 비판에 대해 쉽게 답변가능한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을 나누어 논의하려 한다. 한편으로 비난중심적 

책임이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여전히 적용가능하다고 보는 누스바움의 지

적은 사회구조적 과정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부터 기인한다. 그렇기에 누

스바움의 지적은 과거지향적/미래지향적 책임 사이의 구분 자체를 무너뜨

리기에는 약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책임의 이행을 행위자들에

게 충분히 요구할 방법이 사회적 연결 모델에 부재하다는 누스바움의 지적

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324 Nussbaum, (2009) "Iris Young's Last Thoughts on Responsibility for Global 

Justice,"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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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누스바움은 구조에 대한 책임이라 할지라도, 이는 단지 미래를 향

해서만 논의될 수는 없으며 과거의 잘못에 대한 파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령 t1 시점에서 개인들이 어느 사회적 해악에 대한 책

임이 있다고 해 보자. 행위자 A가 t1의 시점에 이 책임의 실현에 동참하지 

않은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난 t2시점에 우리는 t1의 A에 대해 어떻게 보아

야 하는가? 만약 미래지향적 책임이 어떤 비난도 없이 오직 미래의 행위만

을 바라보는 책임이라면, A는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도 비난받지 않

은 채 그저 t3, t4, … tn+1에 다시 개선에 동참할 책임만을 가질 것이다. 그리

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 책임에 동참하지 않은 채 다시 미래의 책임을 요구

받는 과정을 되풀이할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논의하지 않는다면, 

미래지향적인 책임은 무의미한 것이 되며 행위자들에게 무한히 무임승차

(free pass)를 허용한다. 비난이나 처벌이 없다면 행위자들은 책임 불이행

으로부터 부담을 갖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책임 개념은 도덕적으로 의미없는 

규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구조적 부정의에 기여하는 개인의 잘못

을 고찰하는 것은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필수적이다.325 소속 공동체 및 사

회에 부정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개개인의 도덕적인 

책임이라면, 이 소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자들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구조적 부정의에의 기여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과도 연

관되어 있다.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구조적 부정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비난받을 수 없거나 때로 비난이 무의미하다고 설명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행위가 갖는 해악을 미처 모르거나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326 

 
325 Nussbaum, (2009) "Iris Young's Last Thoughts on Responsibility for Global 

Justice," 142. 한편 이 문제에 대한 본문의 자세한 논의는 4장 참고. 

326 RJ, 10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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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누스바움이 보기에 행위자들이 자신의 사회에서 해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면,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모르

는 무지는 비난받아야 한다. 

영은 이와 같은 비난중심적인 책임이 특정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한정시

키며 이 한정된 책임을 누군가에게 부과하는 과정이 소모적일뿐만 아니라 

진정한 문제의 해결로부터 눈을 돌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비난중심적인 언

어는 행위자들에게 문제 해결에 나서게끔 하기보다는 이를 면피하기 급급

한 방어적 자세를 형성하는 비생산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327  하지만 

누스바움은 비난과 칭찬이라는 방식의 (법적 모델) 책임이 오직 비생산적

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한편

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행위한 궤적을 평

가함으로써, 미래에 더 나은 방향으로 행위할 가능성을 제공한다.328 즉 비

난과 칭찬의 실천은 개인의 (그리고 이러한 비난/칭찬이 이루어지는 공동

체 구성원들의) 행위방식을 바꿀 동기를 제공한다. 행위자가 자신의 잘못

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질책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으며, 이를 완전히 책임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누스

바움의 생각이다. 과도한 비난적 접근은 지양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다

고 이것이 모든 비난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해당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해야만 행위자는 

그와 같은 행동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개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사회구조적 과정

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뒤섞이는 것으로 보인다. 누스바움은 영이 진단한 

바와 같이 거대한 집단적 해악이 결코 몇몇 개개인에 대한 기존의 책임 묻

 
327 RJ, 117/207. 

328 Nussbaum, (2009) "Iris Young's Last Thoughts on Responsibility for Global 

Justice,"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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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방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그렇기에 누스바움

은 죄를 묻는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할 것을 요청한다. “한 가지 방식은 대상

을 좁게 겨냥한다. 우리는 몇몇 주모자를 찾아내서 그들을 비난의 대상으

로 분류한다. … 다른 한편, 일반적인 죄를 묻는 다른 방식이 있다. 이는 우

리 모두가 (혹은 거의 모두가) 잘못된 삶의 형식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329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누스바움이 

드는 예는,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인종차별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주류 인종 집단의 책임이다. 이들이 인종적 편견과 무지를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장밋빛 미래만을 언급하는 미래지향적 책임은 의미가 없다. 

즉 인종주의라는 사회적 해악을 개선하는 책임은 주류 집단이 과거 자신들

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이유에서 책임은 언제나 

양방향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책임 역시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자를 연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나는 누스바움의 지적이, 영이 제시하는 사회구조적 과정의 특

성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누스바움은 사회적 

연결 모델이 행위자의 책임에 대해 우회적인 설명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330  누스바움의 지적대로,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행위자들의 과거 잘못을 개별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하는 접

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행위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

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적절하다. 

그러나 개별 행위자를 비난 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단지 간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구조적 

 
329 Nussbaum, (2009) "Iris Young's Last Thoughts on Responsibility for Global 

Justice," 144. 

330 Zheng, (2019) "What Kind of Responsibility Do We Have for Fighting Injustice? 

A Moral-Theoretic Perspective on the Social Connections Model,"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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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다루는 접근에서 피할 수 없는 귀결이기 때문이다.331 그 누구도 의

도적으로 해악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재생산하는 구조적 과정이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한

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개별 행위자들에 대한 비난이 아

니다. 문제적인 구조적 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에 참여하는 것이

야말로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요청하는 책임의 내용이다. 

누스바움의 비판에서 ‘잘못’에 방점이 찍히는 것은 여전히 행위자와 문

제시되는 해악 사이에 직선적∙인과적인 연결이 존재한다고 가정되기 때문

이다. 행위자의 과거 잘못된 행위와, 이로부터 귀결되는 해악 사이에 존재

하는 명백한 연관성은 해당 행위를 수행한 개인에게 곧바로 책임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는 직관적인 연관성을 갖는 집단 내 관계를 다룰 

때에는 합당한 설명으로 보인다. 영 자신도 이와 같이 직접적인 연관 속에

서 유책 담당자를 가려내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332 그러나 

앞서 3.2.1.에서 본 것처럼 가해-피해의 고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사회

적 부정의는 일부이며, 많은 경우 개인의 행위와 그 해악 사이의 연관이 

그리 자명하지 않을 수 있다. 때로 부정의한 상황은 행위로부터 시공간적

으로 매우 넓은 간격을 두고 나타나기에, 심지어 행위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존재한다. 때문에 법적 책임 모델을 국제적 

경제 관계나 광범위한 시대적 연관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려 한다면 그 시도

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333 이에 따라 책임의 유형 역시 (아무리 기존의 

 
331 Lu, (2018) "Responsibility, Structural Injustice,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Ethics & Global Politics, 11(1), 47. 

332 Young, (2004) "Responsibility and Global Labor Justice,"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2(4), 367.  

333 Aßländer, (2020) "How to Overcome Structural Injustic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Tenet of Subsidiar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2(3),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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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요소를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난중심적 책임을 구조적 과정에 대해 유지하려는 

누스바움의 시도는 그리 성공적일 수 없다. 이때 핵심은 누스바움은 행위

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구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서로 엄밀하게 나누어

진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영을 방법론적 개인주의자로 이해하고 

있다. 334  다시 말해 누스바움은 모든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들의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환원적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 이해방식

은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어진다. 누스바움은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

임의 작동방식을 일부 변형하여 구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영은 두 책임이 그저 대상만을 달리하거나, 한 쪽을 확장하여 다른 

한 쪽을 포함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은 개별 범죄에 대한 책임 또는 형법적 책임의 희석된 형태”가 아니

며,335 두 책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의 비판에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의 실천적 동기 

문제이다. 정치적 책임의 실현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이 아무런 비난도 받

지 않는다면 그들은 대체 어떤 동기에서 구조적 과정의 개선에 나서야 하

는가? 앞서 우리가 영의 과거지향적/미래지향적 책임의 구분과 유사한 논

의로 분류했던 로버트 구딘의 ‘비난 책임(blame responsibility)’과 ‘과제 

책임(task responsibility)’의 논의에서, 구딘은 과제 책임이 적절하게 실현

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비난적 책임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다. 336  하지만 과거지향적/미래지향적 책임의 개념적 

층위를 구분하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는 이처럼 두 책임을 서로 수반하는 

 
334 Nussbaum, (2009) "Iris Young's Last Thoughts on Responsibility for Global 

Justice,"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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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설명하거나 정도의 차이로 설명하는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러

한 구분은, 미래지향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따르도

록 할 유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공백으로 남겨놓는다.  

이 문제는 행위자들에게 책임이 어떻게 요청되어야 하는지, 행위자들로 

하여금 책임을 갖게 하는 기제가 무엇인지의 논의와 연관된다. 영은 부정

의에 개입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도외시한 경우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앞서 우리가 부정의에 기여했다는 사실로부터 비난받거나 이를 잘못

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가 부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해서도 (설령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비난

받거나 잘못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곧이어 논의될 것

처럼, 우리는 행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행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효과적으로 

행동하지 않거나, 비생산적인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 비판받을(be criticized)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이들에 대해 비판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337 

 

이 서술은 정치적 책임을 다루는 논의들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비난받는 것과, 비판받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핵심적인 구분은 영의 논의에서 거의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공

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정치적 책임에의 참여 독려는 결국 비난중심적 책

임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법적 책임 모델과 구분되는 사

회적 연결 모델은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적어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 빠진 

채로 남는다. 따라서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은 이 ‘비판받을 수 있음’의 의

미를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는다. 

마티아스 군네미르(Mattias Gunnemyr)는 정치적 책임이 행위자들을 비

 
337 RJ, 143-144/245; 강조는 원문. 



 

173 

 

난하는 대신 비판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군네미르

가 주목하는 영의 서술은, “우리가 구조적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타

인에게 책임을 요청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비판하려는 이들에게 악의

섞인 의도를 할당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서 그리 할 수 있다”338는 부분

이다. 타인에게 도덕적인 잘못을 부과하지 않은 채 그의 행위가 다른 의미

에서 잘못임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로서, 군네미르는 교사가 

학생의 과제를 채점하고 지도하는 상황을 예로 든다.339 교사는 학생이 써 

온 과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하거나 삭

제할 것을 요청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과제에서 저지른 실수 혹은 

잘못에 대한 교정은 그가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것

과는 거리가 있다. 

군네미르가 ‘비판받음’의 의미를 규정하는 이 방식은, 규범적 접근 중에

서도 가장 실용적(pragmatic)인 층위에만 주목하는 관점에 가깝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논의의 층위는 타인의 행위를 겨냥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규범적 효력을 지니기는 하지만, 그 근거는 도덕적인 것이라기보다 실용적

인 의미이다. 이를테면 교사 A가 학생 B에게 답안을 수정하도록 비판적 

자세를 취할 때, 이는 B가 (‘타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공동의 도

덕적인 규범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좋은 과제물의 작성을 위함이

다. 이는 운전강사가 교습자에게 운전 중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아야 한다

고 지시하거나, 의사가 환자에게 매운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동

일한 종류이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행위자들이 비판받는 근거인 좋은 학

점(학생), 운전 교습(운전 교습자), 혹은 병의 치료(환자)는 도덕적인 규범

과 무관하며 오직 실용적인 목적만을 지니고 있다. 

 
338 RJ, 165/280. 

339 Gunnemyr, (2020) "Why the Social Connection Model Fails,"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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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임이 수반하는 비판에 대한 군네미르의 실용적 설명은 일견 사

회적 연결 모델의 의도와 매우 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이 해석에 대해 나는 회의적이다. 실용적인 층위에서의 

비판은 정치적 책임이 필요로 하는 의미와는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사회구조적 해악 H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R을 행위자 A

가 저버렸다고 하자. 이때 A가 저버린 책임 R의 성격은, A가 단순히 과제

를 잘못 수행하는 상황에서 받게 되는 요청과는 분명히 다른 층위에 있다.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기 위한 R의 실현은 그저 한 개인의 목적을 위해 수

단적으로 요구되는 것만이 아니고, H에 의해 부정의한 제약을 경험하는 사

회 구성원들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도덕적인 가치지향성을 포함하기 때문이

다. 행위자들이 A에게 R을 수행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할 때, 이는 A에 

대해 분명 비난적인 의미에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 실수했다고 지적하는 것도 아니다. 

군네미르의 설명을 이렇게 비판할 경우, 다시 말해 정치적 책임에서의 

비판을 가치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의미보다 규범적인 의미에서 설명해야 한

다고 지적할 때, 우리는 다시 정치적 책임이 기존의 행위중심적 도덕 책임

과 어떤 의미에서 구분될 수 있는지를 묻게 된다.  

로빈 정(Robin Zheng)은 미래지향적 책임과 과거지향적 책임의 구분을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시한다. 정은 과거지향적 책임과 미래지향적 책임

이 각각 귀속적 책임(responsibility as attributability)과 책무적 책임

(responsibility as accountability)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340 귀속적 책임

은 행위자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즉 외적 강제 없이 

발휘된 행위자의 행위 주체성(agency)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잘못된 행위

가 외적 강제나 기만 없이 이루어진 경우, 우리는 행위자에게 일정한 도덕

 
340 Zheng, (2019) "What Kind of Responsibility Do We Have for Fighting Injustice? 

A Moral-Theoretic Perspective on the Social Connections Model," 11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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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응(비난, 칭찬, 분노 등)을 드러내며 그에게 책임을 귀속시킨다. 반면 

책무적 책임은 어느 사회가 처한 도덕적, 정치적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

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문제의 해악을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발생하는 책임이다. 이 구분에 따르면 책무적 책임의 대상에 대해서는 귀

속적 책임이 적용될 수 없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그러하다. 행위자들이 

과거 어떤 행위를 했는가가 여기에서는 관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자연재해의 피해자를 도울 책임이 발생한다면, 이는 행위자들이 자연

재해의 피해에 인과적으로 무관하다고 해도 생겨나는 책임이다. 그렇다면 

책무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는가?  

공동체 내에서 행위자들이 갖게 되는 책무적 책임은 사회 구성원들 간 

일종의 도덕적 분업(moral division of labor) 형태로 이루어진다.341 행위자

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즉 고용 형태, 경제적 상태나 집단적 정

체성 등을 통해 위치지어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테면 교육이나 

의료에서의 지원을 통해, 혹은 경제적인 후원을 통해 해악의 당사자들을 

돕는데 참여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해악에 대해 행위자들이 갖게 되는 책

무적 책임은 그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로부터 발생한다. 이 맥

락에서 미래지향적 책임의 요청은 단지 개별 구성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에게 제기된다. 로빈 정의 표현을 빌리면, “누군가에게 책무

적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장애물로 작동하는 구실을 치우고 사회

적 변혁이라는 공유된 과제의 몫을 행위자에게 (재)배당하는 것이다. 그러

한 비판은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성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거나 이에 의존하

지 않으며, 대신 행위자로서 그가 (타인과 함께)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341 Zheng, (2019) "What Kind of Responsibility Do We Have for Fighting Injustice? 

A Moral-Theoretic Perspective on the Social Connections Model,"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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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밟아갈 수 있다고 상기(reminder)하는 것이다.”342 이 구상에 따르

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실현하지 않는 행위자에게, 그가 속한 사회 공

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으로서 

비판이 수행된다. 

비난과 비판 사이의 이 규정을 우리는 현실의 구조적 부정의에 적용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가령 어느 성차별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데이트 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남성 행위자 A에 대해, 우리는 그가 도덕적으

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규정한다. 우리는 A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

다. 반면 우리가 성별 간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충분히 주의를 기울

이지 않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대해 문제시할 때, 그리고 이 구조적 과

정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비판할 때, 이 비판은 특정한 행위자 A가 

아니라 이 가부장적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행위자

들을 겨냥한다. 이는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행위성만을 겨냥하는 대신, 그

들이 행위하는 배경으로서 자원과 지위를 조명함과 동시에 무엇이 문제시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한다. 가령 집단으로서 남성들이 여타의 집단에 

비해 가부장적 구조를 개선할 더 많은 정치적 책임을 요청받는다면, 이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여성 집단에게 해코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구조로

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특권과 이익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조를 

겨냥하는 비판은 행위자 자신이 처한 지위에 대해 자각하고, 그것이 부정

의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책임에 대한 로빈 정의 규정은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 설명 구도에서 정치적 책임에 대한 비판은 도덕적 비난이라기보다 사회

적∙정치적인 호소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책임의 실현

 
342 Zheng, (2019) "What Kind of Responsibility Do We Have for Fighting Injustice? 

A Moral-Theoretic Perspective on the Social Connections Model," 119; 강조

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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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자들은 사회적으로 위치하는 맥락을 통찰하고 공동 

행동에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요청받는다. 이 호소의 정도는 행위자들이 사

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즉 그들이 처한 권력관계, 구조적 혜택, 집

단적 역량들과 같은 여러 층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343 둘째, 개별 상

호작용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배경조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논의는 동

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행위자 A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한 데 대

해 비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의 논의가 불필요해

지는 것은 아니다. 두 방향의 책임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하

며, 이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가지 개념을 포함하거나 우선적인 의미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344 

 

3.2.3. 구조적 기여와 책임 주체의 설정 문제 

 

세 번째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문제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사회구

조적 해악에 대해 행위자들이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의 문제이다. 영은 “부정의가 발생하는 사회적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한, 

우리는 책임을 지닌다”고 설명한다.345 이처럼 사회적 연결 모델은 행위자

들이 구조적 부정의에 참여(participate) 또는 기여(contribute)하는 경우 

책임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3.1.4.에서 나는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한정 원칙(limiting principle)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343 영은 정치적 책임이 행위자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주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

준들을 정치적 책임의 ‘범위(parameters)’라고 표현한다(RJ, 5장). 이에 대한 논

의는 아래의 3.2.4.에서 더 자세히 이루어진다. 

344 Neuhäuser, (2014)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Distribution of Forward‐

Looking Responsibility," 245. 

345 RJ, 1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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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원칙: 행위자 A는 행위자들 간의 부정의한 관계성 R을 형성하는 관행 

P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P를 개선

할 미래지향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 원칙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주어지는 범위를 규정하

는 것으로서 제시된다. 하지만 이 원칙이 과연 정치적 책임의 근거를 충분

히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마티아스 군네미르(Mattias 

Gunnemyr)는 한정 원칙이 정치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근거로서 충분조건

도 필요조건도 아님을 주장하며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을 비판한다. 나는 

이 비판을 검토하고 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한정 원칙을 수정함으로써 대답

을 마련하고자 한다. 

 

1-1) 사회구조적 부정의에의 참여가 정치적 책임의 필요조건이라는 것

의 함의는, 오직 문제시되는 부정의에 참여하는 이들만이 해당 책임을 갖

는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구조적 부정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정치적 책임이 없게 됨을 의미한다. 가령 선진국의 어

느 행위자 A가 의류 시장에서 이런 값싼 옷을 구매하지 않고 직접 재료를 

생산하고 옷을 지어 입는다고 하자. 이 경우 그는 의류산업의 노동착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에게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책임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만약 사회적 연결 모델의 한정 

원칙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려면, A와 같은 이들은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군네미르가 보기엔 이 설명은 반직관적이다. 가령 모피산업의 문

제에 반대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은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서 만들어낸 모

피를 구매하거나 착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한다. 마찬가지로 야생동물 보호운동가들은 코끼리 상아나 코뿔소 뿔 거

래에 전혀 개입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거래를 막아내고 야생동물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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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모피 반대 운동가들이나 야생동물 

보호운동가들은 자신들이 직접 해당 해악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의미

에서 결코 법적∙도덕적 책임을 짊어질 이유가 없다. 반대로 사회적 연결 모

델의 관점에서, 이 행위자들은 해당 해악에 참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

치적 책임을 갖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운동가들의 책임은 대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구조적 과정의 참여자들만으로 책임 범위를 국한한다면, 

사회적 연결 모델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 불충분한 설명만을 제공한다.346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구조적 과정에의 참여를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행위자들에게 확장하는 것이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모든 행위

자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 정

치적 책임은 무제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347 이 해석에 따르면, 설령 

모피를 입지 않는 모피 반대 운동가들도 간접적으로 모피 의류업체에 도움

을 줌으로써 모피 산업이라는 해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

럼 행위자들 간 사회적 연결과 참여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책임을 무제한

적으로 확장하는 해석을 군네미르는 ‘넓은 한정 원칙(broad limiting 

principle)’이라고 정리한다. 

  

넓은 한정 원칙: 행위자 A는 행위자들 간의 부정의한 관계성 R을 형성하는 

관행 P의 상위 과정인 주요한 사회구조적 과정 O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오

직 그 경우에만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P를 개선할 미래지향적인 책임을 갖는

다.348 

 

그러나 군네미르에 따르면, 넓은 한정 원칙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책임의 

 
346 Gunnemyr, (2020) "Why the Social Connection Model Fails," 574. 

347 McKeown, (2015) "Responsibility without Guilt," 282. 

348 Gunnemyr, (2020) "Why the Social Connection Model Fails," 574; 일부 표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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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으로서 구조적 참여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가령 국제사

회에서 외부세계와 절연된 채 자급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C가 있다

고 가정해 보자. C의 구성원들은 정치경제적으로 다른 국가와 전혀 연관되

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환경 파괴나 노동착취 문

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발달된 기술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 

C는 국제적인 부정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 기술을 통해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구조적 부정의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책임이 있을까? 군네미르는 후자의 

관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349  

공동체 C의 사례가 직관적인 설득력을 갖는다면, 이는 공동의 해악을 해

결하는 정치적 책임에 있어 단지 과거의 기여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해악

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

문이다. 앞서 우리는 로빈 정의 귀속적 책임과 책무적 책임 사이 구분에서, 

후자의 경우 행위자가 어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갖는지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350 지위와 역할을 통해 행위자가 커다란 행위역량을 가질 

때 이들은 구조적 부정의의 해결에 참여할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조적 과정에의 참여는 필요조건일 수 없다. 

 

1-2) 둘째로, 사회구조적 과정에의 참여가 정치적 책임을 위한 충분조건

이라는 주장 역시 군네미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조적 부정의에 참여하

는 행위자들은 모두 이를 개선할 책임을 갖게 된다는 한정 원칙의 충분조

건은, 그가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demanding) 요구이다. 351  노동착취

 
349 Gunnemyr, (2020) "Why the Social Connection Model Fails," 575. 

350 Zheng, (2019) "What Kind of Responsibility Do We Have for Fighting Injustice? 

A Moral-Theoretic Perspective on the Social Connections Model," 115. 

351 Gunnemyr, (2020) "Why the Social Connection Model Fails,"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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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의류산업에 저임금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이 산업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책임까지 짊어져야 하는가? 

해당 산업의 종사자 대부분은 자신의 노동 여건 개선에 힘을 쏟을 만큼의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만한 지위에 있지도 못하다. 오히려 노동착취

적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아동 노동자들은 이 구조적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어떤 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

들이 경험하는 부정의를 해결하도록 요구받는다. 캐럴 굴드(Carol Gould)

는 영의 논의가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제기한다고 지적한다. 억압적 

구조의 피해자들은 지배당하는 체계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부정의에의 참여를 강요당했기 때문이다.352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행

위하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부정의한 구조적 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

치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너무 과중한 요구라는 것이 굴드의 비판이다.  

충분조건으로서의 한정 원칙이 너무 강한 요구라는 점은, 구조적 부정의

의 피해자들에게 요청되는 책임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한정 원칙은 행위

자들의 책임 범위를 거의 무한정으로 확장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제정치∙경제적 관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회구조적 

부정의와 연관된 채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시민들이 세

계의 모든 부정의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할까? 한정 원칙의 충

분조건이 요청하는 바는 그러하며, 더욱이 앞서 본 확장된 한정 원칙의 필

요조건이 함축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시민들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노동착취, 해양 생태계 파괴,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등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위자들로 하여금 책임

을 갖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사회의 모든 문제

 
352 Gould, (2009) "Varieties of Global Responsibility: Social Connection Model,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Solidarity," in A. Ferguson & M. Nagel (ed.), 

Dancing with Iris: The Philosophy of Iris Marion You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3. 



 

182 

 

에 행위자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일개 행위자가 수행하기에는 너무 과도

한 부담이다. 자신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부정의의 해소에만 사

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 직업정치인이나 시민운동가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평범한 개인 행위자들이 과도한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연결 모델의 비개연성을 보여준다.353  

책임의 과도한 부담 문제에 대해 영이 대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책임의 

실현이 일률적인 방식으로 행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각각의 재량적(discretionary) 판단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책임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갖는다. 개인들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해야만 하지만, 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는 그 책임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행위자의 역량이 어

느 정도인지, 그리고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따른 판단의 문제이

다.”354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책임이 각자의 재량에 맡겨지면서, 각 행

위자들은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바를 적절한 시기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따라서 나는 지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일시에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나

의 역량과 시간이 허락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개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재량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논의하는 방법은 구조적 부정의의 피해자들

이 갖는 책임 역시 과도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만약 행위자들이 각자 처한 

지위와 역량마다 책임을 이행하는 정도가 다르게 요구된다면, 구조적 억압

을 경험한 사회 집단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타 집단

에 비해 이들이 해당 억압에 대한 인식적 우위를 갖기 때문이다. “해악에 

의해 고통받는 이들이야말로 이 해악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

들의 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를 부정의로 명명하는 것은, 비록 전적으로 피

해자들만의 책임은 아니더라도,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355  

 
353 Gunnemyr, (2020) "Why the Social Connection Model Fails," 577. 

354 Young, (2004) "Responsibility and Global Labor Justice," 379; 강조는 원문. 

355 RJ, 146/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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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군네미르는 정치적 책임의 실현을 재량적 판단에 맡김으로써 책

임의 과도성 문제를 벗어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왜 이 책임이 

구조적 부정의의 피해자와 같은 취약계층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한다. 앞서 3.2.2.에서 본 것처럼, 영은 정치적 책임

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행위자들이 비난(blame)받지는 않더라도 비판

(criticize)받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왜 부정의

의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356 다른 집단에 비해 문

제에 대해 더 잘 안다는 것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피억압∙피

지배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정치적 책임의 원리로서 제안하는 한정 원칙이 필

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군네미르의 비판에 대해 대답하려

면, 2-1) 우선 어떤 구조에 ‘기여∙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규정할 필

요가 있다. 구조적 과정에의 참여는 그저 독립된 한 개인이 미치는 영향으

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사회 집단적 관계 속에서의 참여로 규정되어야 한

다. 2-2) 이러한 구조적 참여의 의미 규정은, 군네미르가 한정 원칙의 필요

조건을 넘어서는 사례로서 제시한 예들이 여전히 필요조건 안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3) 마지막으로 구조적 억압∙지배의 피해자들이 책임

을 갖는다고 해서 이것이 충분조건을 무력화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2-1) 사회구조적 과정에의 참여∙기여 

사회구조적 부정의에의 참여자들이 책임을 갖도록 규정하는 한정 원칙에

서 핵심은 “구조적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그러나 즈월린스키

가 비판하는 바와 같이 영의 설명에서 구조적 참여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불

 
356 Gunnemyr, (2020) "Why the Social Connection Model Fails,"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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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다.357 영은 사회구조적 과정들이 행위와 단절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고 설명하면서, 개별 행위들과 상호연관 속에 있는 구조를 재생산

(reproduce)하는 관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회적 부정의에 행위자들이 

구조적인 방식으로 연관을 갖는다는 설명은, 원인과 결과에 각각 행위와 

해악을 배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행위와 구조의 상호연관성은 이러한 

이분법적 이해 방식을 불가능하게 한다. 행위는 단순히 원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구조적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령 어

느 행위자의 성차별적 발화나 행동은 그가 살고 있던 사회의 가부장적인 

환경(주변 동료들의 행위방식, 성차별에 대해 충분히 비판적이지 않은 사

회적 시선 등)으로부터 비롯되지만, 동시에 그 사회의 차별적 분위기를 강

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호적인 되먹임 관계를 고찰할 때, 우리는 

영의 설명을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들이 구조적 부정의에 기여

하거나 참여한다는 설명은, “행위자가 담배를 피워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

다.”와 같은 인과적 서술이 아니다. 이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조적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부정의한 상태를 재생산하고 지속시킴을 의미

한다.358 개개인들의 행위는 부정의의 원인이 아니라 부정의를 지속시키는 

과정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들은 사회적 해악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설명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점 중 하나는, 영이 법적 책임 

모델의 논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던 인과적 연관 개념을 사회구조

적 참여를 설명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영은 “부정의를 

생산하는 구조적 과정에서 잘못의 원인들(causes)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연

 
357 Zwolinski, (2011) "Structural Exploitation,"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9(1), 174. 

358 McKeown, (2015) "Responsibility without Guilt,"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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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모델은 법적 책임 모델의 책임 용법을 공유한다”359고 설명하며, 나아가 

“이러한 구조를 구성하는 현행적인 협동 체계에 행위를 통해 참여하는 모

든 행위자들은, 이들이 구조적 과정을 야기(cause)하는 일부분이라는 의미

에서 이 구조적 과정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60고 언급한다. 만약 구조적 

부정의에의 기여가 이와 같은 인과적 연결로 이해되어야 한다면, 법적 책

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 사이의 구분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맥키온은 영의 인과적 연결성에 대한 설명이 법적 책임 모델에서 논의하

는 인과성과는 다른 의미임을 보이기 위해, 사건의 인과적 설명에서 조건

(condition)과 원인(cause)을 구분한다. 원인은 어떤 특정한 효과를 산출하

여 차이를 만드는 인간의 개입을 지칭하는 반면, 조건은 결과의 산출에 부

가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가리킨다. 가령 어떤 건물에 불이 난 경우를 생

각해 보자. 만약 어떤 행위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조리를 하다가 화재를 냈

을 경우 우리는 그의 행위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떤 행위가 책임의 근원으로서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을 때 우리는 이 

행위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이 지역

의 극도로 건조한 기후, 밀집된 시설들, 불을 퍼뜨리는 거센 바람 등도 화

재의 발생에 인과적으로 기여하지만, 이는 화재의 조건이지 원인이 아니다. 

문제의 배경조건 역시 인과적인 설명의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으나 그 자

체가 책임의 귀속지점이 될 수는 없다.361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행위자들

이 부정의에 대해 인과적으로 기여한다고 설명된다면, 이는 그들의 행위성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조건 형성에 참여한 것에 초점을 맞

 
359 RJ, 104-105/189; 강조는 필자. 

360 Young, (2006) "Responsibility and Global Justice: A Social Connection Model,"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3(1), 114. 

361 McKeown, (2018) "Iris Marion Young's "Social Connection Model" of 

Responsibility: Clarifying the Meaning of Connection,"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49(3), 4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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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다. 

구조적 부정의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문제의 배경조건 형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본문 2.2.에서 사회 구조를 제도적, 문화적 규칙

∙제약을 수반하는 관행들의 네트워크로 이해하고, 행위자들이 해당 관행의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 행위할 때 이를 관행에 참여하여 재생산하는 것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변형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적용하

여 노동착취적인 의류 산업과 같이 복합적인 구조적 과정을 문제시하고 이

를 행위자들에게 책임으로 물으려는 시도는 간단하지 않다. 첫째, 부정의

한 산업 구조가 행위자들마다 요구하는 규칙 또는 제약의 내용은 매우 다

양하고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포괄적 관행 속에는 서로 연관된 

수많은 규칙들이 동시에 작동하며, 우리는 이 규칙들을 일괄적으로 나열할 

수 없다. 둘째, 일상화된 구조적 과정은 행위자에게 습관적이고 무의식적

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때문에 체스 게임과 플레이어의 관계처럼 개별 행

위자의 행위가 명시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규칙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나의 수많은 무의식적인 소비 습관이나 행동 방식은 대체 어떤 구조에 어

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클라리사 헤이워드

(Clarissa Hayward)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행위자들의 책임

을 가로막는 장벽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구조적 해악과 연관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한다.362  

나는 정의의 문제에서 사회 집단 개념에 주목하자는 영의 제안363을 확

장하여, 정치적 책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집단적 층위에서 고찰할 것

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한 개인이 어떤 구조에 참여했는지를 개별

 
362 Hayward, (2017)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404. 그가 “무지의 인식론

(epistemology of ignorance)”라고 부르는 이 난점은(이후 4장에서 살펴볼 것이

다), 구조적 과정에의 참여를 정치적 책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

한 의문을 던진다. 

363 JPD, 42-48/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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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려하는 대신, 그가 속한 사회 집단으로서의 구조적 연관에 주목

할 수 있다. 이때 행위자의 구조적 참여가 집단적인 관점에서 해명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2.3.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행위자가 특정 사회 집단

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특정한 속성을 공유함으로써가 아니라 이

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사회구조적 제약의 경험에 근거를 둔다. 이 제약의 

작동은 그저 한 집단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과의 연

관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행위자 A가 선진국의 소비자로서 값싼 

청바지를 살 수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 집단이 받는 저임금과의 

연관 속에서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A가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불이익은, 남

성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부정의에 대한 기여

는, 그가 속한 사회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의 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밝

혀져야 한다. 내가 특정 집단으로서 공유하는 사회적 제약들이 존재한다면, 

이때 타 집단과의 연관 속에서 어떤 구조적 제약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364  이때 수정된 한정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서술될 

 
364 이와 같은 집단적 설명은, 전통적으로 책임을 설명하던 도덕적-법적 책임 모델

을 확장하는 방식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법적 책임 모델의 확장된 관점에서 집

단적 책임은, 집단 대 집단 사이에서 행해진 과거의 잘못에서부터 기인한다. 해

당 집단의 구성원들 중 설령 특정 구성원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가해 집단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공유한다. 이런 

의미에서, 즉 행위자의 관점에서 집단적 책임은 ‘간접적인 책임’으로 규정된다

(Feinberg, (1970) "Collective Responsibility," 61). 이 지점에서 법적 책임 모

델이 갖는 한계는, 책임을 행위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가해와 피해 사실 속에서

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집단 개념의 층위에서 정치적 책임은 주류 

집단과 소수 집단 사이의 억압과 지배 관계로부터 발생하는데, 이 관계는 특정 

행위자들이 개별 대상에게 직접적인 억압과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억압적인 사회적 관행에의 참여라는 매개적인 방식으로 발생한다. 다시 말해 

구조적인 관점에서 사고할 때 우리는 어떤 집단과 집단의 연관을 가해 집단 대 

피해 집단이라는 단순화된 도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집단 사이에 책임이 발생

하는 것은 단지 소속 구성원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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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수정된 한정 원칙*: 행위자 A는 사회 집단 간의 부정의한 관계성 R을 형성

하는 관행 P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해당 집단의 다른 구

성원들과 함께 P를 개선할 미래지향적인 책임을 갖는다. 

 

한 개인의 행위에 주목하는 대신 집단적 연관에서 구조적 참여를 설명하

는 것은 어떤 이점을 갖는가? 개인적 행위의 층위에서는 그 영향이 매우 

미비하기에 구조적 과정의 재생산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볼 때, 다수의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관

행을 파악함으로써 부정의가 작동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더욱 거시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게 된다. 영의 사회 집단 개념은 개인의 행위가 정확

히 어떤 부정의와 연관맺는지 밝힘으로써, 개인이 갖는 정치적 책임의 범

위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행위자들 간의 상대적인 구조적 

지위를 통해 제시되는 사회적 집단은, 특정 행위자가 어떤 부정의에 관여

되어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어느 개인이 특정한 

성별 집단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자는 자신이 성별 간 억압에 

동참하고 있음을, 또는 반대로 억압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다는 사실을 인

지할 기회를 얻는다. 이처럼 특정 성별 집단의 일원으로서 이 행위자가 자

신의 위치를 파악할 때 갖게 되는 정치적 책임은, 집단 속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는 것이다. 

구조적 억압의 사례들, 가령 인종주의나 가부장제, 노동 착취와 같은 억

압들은 명시적인 규칙을 따라 행위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서, 기업과 같은 조직적인 집단 행위와는 다르다. 또한 이 억압들은 특정

 

니며, 구성원들이 억압적 관계의 재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영은 이와 같은 

구조적 집단 이해가 소수인종 등의 집단에게 가해진 역사적 피해를 사고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RJ,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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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속성이나 집단의식을 공유한 집단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구조적 부정의는 공통 속성이나 국적 같은 규정을 

뛰어넘는 훨씬 광범위한 경계에서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억압이 

임의의 행위자들에 의한 산물이거나, 어떤 규칙성도 없이 무작위로 발생한

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적 관행을 통해 형성되는 부정의는 행위자들이 

해당 관행에 참여함으로써 유지되며, 더욱이 관행에 내재된 공식적/비공식

적 규칙을 따름으로써 발생한다. 또한 이 구조적 과정을 통한 상호 연관 

속에서 행위자들은 사회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 설명에서 

정치적 책임과 연관되는 핵심 지점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구조적인 방식으

로 연관되어 있다는 지점이다. 이는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

의 인과적 기여 외의 방식으로 해명할 근거를 마련한다. 구조적 연관은 그

저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사회 

집단 개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365 

구조적 사회 집단 층위에서 부정의에 대한 책임이 설명될 때, 이는 사회

적 해악을 둘러싼 집단 간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기존의 집

단 책임 개념은 전통적으로 책임을 설명하던 도덕적-법적 책임 모델을 확

장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가령 남성 집단이 여성 및 성소수자에게 책임

을 지니는 것은 집단 대 집단 사이에서 행해진 과거의 잘못에서부터 기인

한다. 남성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저지른 수많은 폭력은 남성 집단을 

 
365 킴벌리 크렌쇼(Crenshaw)는 인종집단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구조적 차별

에 대한 저항의 유의미한 장소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나는 흑인입니다.’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정체성을 떠맡는 것이자 이를 

주체성의 지점으로 삼는다. ‘나는 흑인입니다.’라는 말은 저항의 언명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화의 적극적인 담론이 된다. … 무력해진 집단에게 가장 중요

한 저항의 전략은 사회적 위치(location)의 정치학을 비우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차지하고 지켜내는 것이다.”(Crenshaw,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the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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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그리고 여성과 성소수자들을 피해자로 자리매김한다. 남성 집단

의 구성원들 중 설령 특정 구성원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그들은 가해 집단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공유한다. 이

런 의미에서, 즉 행위자의 관점에서 집단 책임은 ‘간접적인 책임’으로 규정

되는데,366 내 생각에 이 관점은 집단 간의 연관을 부분적으로만 포착한다. 

집단 사이 책임 발생의 근거는 단지 소속 구성원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며, 집단의 구성원들이 의식적으

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러한 억압적 관계의 재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이

다.367 이 지점에서 법적 책임 모델이 갖는 한계는, 책임을 행위자들 사이

의 직접적인 가해와 피해 사실 속에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집

단 개념의 층위에서 정치적 책임은 주류 집단과 소수 집단 사이의 억압과 

지배 관계로부터 발생한다. 이 관계는 특정 행위자들이 개별 대상에게 직

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억압적인 사회적 관행에의 참여라

는 매개적인 방식으로 발생한다. 가부장적 구조는 남성들이 여성을 억압하

려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공유한 결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억압의 효과를 

발휘하는 포괄적인 실천들을 수행하는 조건이자 그 결과이다. 이 구조는 

외모나 차림새에 대한 지적과 같은 비공식적 행위에서부터,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는 시장의 임금체계까지 다양한 범위와 맥락에 걸쳐 있다.  

집단적 층위에서 행위자들이 구조적 부정의에 관여한다는 이 주장은, 앞

서 살펴본 군네미르의 한정 원칙 비판에 대답을 제시한다. 먼저 필요조건

의 측면에서, 구조적 참여 이외의 연관성(집단 간의 이익관계)을 통해 정치

적 책임이 요청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여전히 한정 원칙의 범주 안에 

 
366 Feinberg, (1970) "Collective Responsibility," 61. 

367 그러나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의 설명이 어떤 의미에서든 억압과 지배의 

형태를 인과적으로 생산했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향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 책

임 모델의 설명과 유사해지게 될 것이다. 나는 본문의 4.2.와 5.1.에서 이 문제

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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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충분조건의 측면에서, 구조적 부정의의 피해자들까지도 정치적 책임

을 져야 한다는 설명은 가혹한 ‘피해자 비난(victim-blaming)’이 아닌 것으

로 드러난다. 

 

2-2) 한정 원칙의 필요조건을 부정하는 군네미르의 논변은, 구조적 과정

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이를 개선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임

으로써 성립한다. 예를 들어 노동착취적인 의류산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

는 행위자 A의 경우를 가정하자. A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값싼 청바지

를 구매하지도 않으며, 오직 중고상품만 사 입거나 심지어 자기가 입을 옷

을 직접 만들어 입는다. 이런 경우 A는 의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착취에 전

혀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A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까? 이 상황에서도 만약 A가 책임을 갖는다고 설

명한다면, 이 경우 한정 원칙의 필요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관점을 견지하는 입장으로 토드 콜더(Todd Calder)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는 행위자 A가 부정의에 개별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

전히 그에게 이 사회적 해악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368 그가 드

는 근거는 애초 이 산업이 개발도상국에 자리잡게 된 상황으로부터 A가 

집단으로서 얻게 되는 수혜(benefit)이다. A는 특정 당사자에 대한 착취를 

통해 수혜를 얻지는 않았지만, 그가 속한 제1세계 집단이 과거의 제국주의 

정책을 통해 얻은 국제적인 수탈 관계로부터 (더 나은 기반시설, 사회보장 

제도 등이 가능하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어 왔다. 설령 그가 개발도상

국에서 생산된 의류산업의 생산물을 직접 구입하지 않는다 해도, 애초 개

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존재하게 된 배경조건

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68 Calder, (2010) "Shared Responsibility, Global Structural Injustice, and 

Restitution," Social Theory and Practice, 36(2),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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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더의 논의가 지닌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구조적 과정에 참여

하지 않은 채 이 책임을 지닐 수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콜더가 

언급하는 책임은 “타인의 부담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본 사람은 타인에게 

이익을 환수하도록 요구”받게 된다는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원리(the 

principle of restitution)으로부터 기인한다.369 그런데 이 원리가 개인이 수

행하지 않은 과거의 일에 대해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콜

더는 행위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 및 생활의 조건이 부당한 획득물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이미 그가 근거삼고 있는 환수 원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해 

환수할 것을 요청하지만, 나와 (직접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태에 대

해서까지 환수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콜더

는 환수 원리를 집단적 범위로 확장하여 구조적 과정 바깥의 행위자에게까

지 책임을 부과하려 하지만, 이는 성공적일 수 없다.  

특정 집단이 타 집단에 대해 누리고 있는 이익이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의 근거로 다루어지려면, 이 이익의 발생이 2-1)의 수정된 한정 원칙

에서 설명된 것처럼 집단 간 구조적 관계의 관점에서 문제시되어야 한다. 

가령 행위자 A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청바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

는 자신의 공동체가 과거 제국주의적 정책을 통해 형성한 결과물로서 이익

을 향유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부정의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 이 설명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논

의할 때, 부정의한 구조적 과정에 참여한 이들이 책임을 갖는다는 한정 원

칙의 필요조건은 여전히 설득력을 유지한다. 

구조적 부정의에의 참여를 집단 간 부당한 이익의 발생과 향유까지 확장

 
369 Calder, (2010) "Shared Responsibility, Global Structural Injustice, and 

Restitution," Social Theory and Practice, 36(2),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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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우리는 군네미르가 시도하는 것처럼 구조적 참

여 이외의 관점에서 이익을 책임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없다.370 군네미르

가 생각하는 ‘이익’ 개념은, 이를테면 의류 공장의 공장주가 열악한 노동 

조건을 유지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처럼 직접적인 범위에 한

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단지 특정한 개별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책

임을 사유할 때, 행위자들은 법적 책임 모델에서처럼 매우 좁은 범위에서

만 책임을 구상할 수 있으며 구조적 부정의와 같이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

는 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제공하기 어렵다. 우리가 구조적 관계

에 대한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익 관계를 단지 개별 행위자들 간의 

거래 관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회 집단 간의 구조적 억압 관계를 통

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2-3) 마지막으로 한정 원칙의 충분조건에 의하면, 문제시되는 사회구조

적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모두 이를 해결할 책임을 갖는다. 그런데 이 

설명은 구조적 부정의의 피해자들 역시 문제 해결의 부담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일반 행위자들에게 너무 넓은 범위의 책임을 제

시하기 때문에, 군네미르는 한정 원칙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한다.371  

구조적 억압과 지배를 경험하는 행위자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것 자

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자신의 상황을 부정의로서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등 집단행동에 

참여할 만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 또한 해당 활동을 수행하려 할 경우 

사용자들에 의해 해고당할 위협에 직면하는 등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설령 이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행위자의 재량적 판단에 책임의 정도와 실

현방식을 맡긴다 하더라도, 애초에 정치적 책임이 피해자들에게도 부과되

 
370 Gunnemyr, (2020) "Why the Social Connection Model Fails,” 582-83. 

371 Gunnemyr, (2020) "Why the Social Connection Model Fails,”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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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정 원칙의 수정된 버전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써 

구조적 부정의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이 사회 집단적인 층위에서 관여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억압과 지배를 경험하는 행위자들은 단지 한 개인

으로서만 피해를 겪는 것이 아니며, 집단의 동료 구성원들 역시 함께 이를 

경험한다. 가령 노동착취적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그와 유사한 조

건에서 노동하는 이들 모두와 불이익을 공유한다. 공장 운영자가 안전수칙

을 따르지 않거나 매우 낮은 임금만을 주고 행위자 A에게 노동을 요구할 

때, 이 지시를 따르는 것은 A 한 사람만이 아니라 A와 더불어 일하는 작

업자들 모두가 안전하지 않거나 저임금만을 받으며 노동하는 상황으로 이

어진다. 따라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책임은 단지 한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억압을 경험하는 이들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요구된다.  

이처럼 부정의를 경험한 이들이 책임의 전면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가령 린다 라직(Linda Radzik)은 부정의로부

터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들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던 점을 오히려 기존 책임 이론들의 한계로 지적한다. 대부분의 (특히 

법적 책임 모델의) 논의에서 관건은 행위 당사자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며, 이는 책

임의 논의영역에서 오직 가해자의 행위성만을 초점으로 맞추게 된다는 것

이다. 라직은 부정의의 당사자들이 이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를 둘러싼 행위자들로부터 이에 응답할 의무

(duties to respond)가 책임 관계에서 핵심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72 

비록 라직의 논의는 부정의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372 Radzik, (2001)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Duties to Respond," Social 

Theory and Practice, 27(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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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함으로써 사회적 해악의 구조적인 성격을 조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37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의 입장이 갖는 중요성을 잘 드

러냄으로써 책임 영역이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평범한 행위자가 너무 넓은 범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사한 논의 맥락에서 대답할 수 있다. 행위자 A가 어떤 

문제와 동떨어진 존재로서 자신을 구상하는 것은 사회구조적 연관을 모두 

배제한 원자론적인 사고 속에서 가능하다. ‘평범한 시민 A’가 특정한 구조

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이익

이나 손해, 의존, 제약을 경험하는 측면을 발견하게 될 때, 그는 이 문제에

서 그저 무관한 방관자로서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앞서 1-

2)에서 콜더의 논의가 제안한 (그리고 우리가 이를 수정된 한정 원칙을 통

해 추가로 해석한) 바와 같이,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 

문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조건

들이 과거 다른 집단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그는 이 구조

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다. 

물론 집단 안에서, 혹은 집단 간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행위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합당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필

 
373 라직은 집단적 책임을 논의하는 기본 관점으로서 래리 메이의 논의(May, (1992) 

Sharing Responsibility)를 인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메이의 논의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집단 책임을 비난중심적인 방식 대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사고하고자 한다(Radzik, (2001)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Duties to Respond," 464). 그러나 라직의 논의는 가해 집단과 피해 집단을 직

접적인 대응관계로 상정함으로써, 다시 말해 피해를 입은 집단과 가한 집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의무를 명료하게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하는 한계

를 안고 있다. 가해 집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이 특정한 방식(사과, 유감, 

비난 등)으로 피해 집단에게 반응하도록 요구할 때(Radzik, (2001)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Duties to Respond," 468), 이는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태의 관점이라기보다 이미 완료된 사건을 기준으로 가해와 피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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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한다. 다음 절(3.2.4.)에서 설명될 바와 같이, 구조적 과정에 참여한 

모든 행위자들이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갖지는 않는다. 그가 지닌 권력이

나 역량,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위자가 갖는 책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

다. 이는 각 행위자들의 사회적 지위마다 다른 정도의 책임을 갖게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3.2.4. 정치적 책임의 배분 

 

사회적 연결 모델이 답해야 하는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부

정의한 구조를 개선할 책임의 정도는 구조 안의 모든 행위자에게 동일한가, 

아니면 행위자에 따라 달리 주어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이들은 

직관적으로 후자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회적 해악에 개인들이 모두 관여했

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해당 해악에 더 크게 기여

한 위치의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이 같은 책임을 갖는 것은 다소 이상하

다. 행위자들이 소유한 자원 차이가 귀결되는 해악의 크기로 반드시 이어

지지는 않으나, 이를 단적으로 무시한 채 모두가 같은 크기의 책임을 갖는 

것은 불공정해 보인다. 여기에 개입된 우리의 직관은, 책임의 공정한 배분

에 일정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요청이다. 374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누구나 

같은 크기의 책임이 배분된다면, 이는 책임 이행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문

제가 된다. 책임을 갖는데 따르는 부담이 너무 크다면, 그리고 직관적으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까지 책임이 확장된다고 설명

한다면, 책임이 과거지향적이든 미래지향적이든 상관없이 행위자들은 이 

책임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부정의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배분하려고 할 

 
374 Neuhäuser, (2014)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Distribution of Forward‐

Looking Responsibility,"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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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 기준은 (영이 구조적 논의와 구분하려 하는) 법적 책임 모델의 근

거와 유사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영은 정치적 책임이 행위자들에게 측정되

고 나누어지는 개념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구조적 과정 속에서 부정의에 

대한 기여도를 인과적으로 추적하고 측정할 수 없기에, 책임의 크기를 나

누어 배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375 이 주장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기여능

력에 따라 책임이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직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정치적 책임의 배분에 대해, 영이 제시하는 기준을 데이비드 밀

러(David Miller)의 개선 책임(remedial responsibility) 논의와 비교하며 

고찰하고자 한다. 376  밀러가 개선 책임의 배분에 관해 제시하는 기준들은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제시되는 기준과 일부 겹치면서도 달라진다. 

영이 부정의에 대한 책임 분배를 행위자들의 역량(capacity)에 따라 설명

하려 한다면, 밀러는 역량적 기준과 더불어 인과적·도덕적 근거가 복합적

으로 요청된다고 본다. 밀러가 이 복합적인 기준을 요청하는 이유는, 역량 

기준이 책임의 단일한 근거로서 사용될 때 몇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는 데 

있다. 나는 밀러의 주장을 살펴본 뒤, 그가 제시하는 복합적∙다층적 기준이 

오직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뒤이어 영의 논

의를 살펴보려 한다. 

 

1) 행위 역량을 책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 해결

책을 제공할 수 있는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함을 의미한다. “(필자 

주: 해악을 경험하는 당사자인) P에게 도움을 제공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

 
375 RJ, 124/219. 

376 “개선 책임”을 밀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쁜 상황에 대해 개선적으로 책

임이 있다는 것은, 나쁜 상황을 되돌려 놓을 특별한 의무, 다시 말해 모든 행위

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나누어 갖지 못한 결핍 혹은 고통을 겪는 당사자들을 

향해 책임을 가졌다고 개별적으로 혹은 타인과 함께 선정되는 것을 의미한

다.”(Miller, (2001) "Distributing Responsibilities,"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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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규정하는 한 가지 명확한 방법은, 누가 개선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377 혹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대체 더 

많은 자원이나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왜 더 많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하

는가? 행위 역량과 책임 사이에는 어떤 상관성이 존재하는가? 밀러의 설명

을 빌리면, 역량 개념이 책임 배분이 근거로 생각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 문제상황을 바로잡고자 할 경우, 문제를 개선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의 

행위자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378 가령 해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누군가가 접근해야 한다고 하자. 이때 누가 수영

해서 그에게 가야 하는가? 우리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 혹은 구조 기술을 

익힌 사람이 이러한 책임을 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구조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처럼 행위자들의 역량을 책임 기준으로서 주목하는 관점은, 이를 통해 문

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만약 개선 책

임에 복수의 행위자들이 관여될 경우, 행위자들의 역량 순서에 따라 책임

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역량 기준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 

역시 자명하다. 데이비드 오웬(David Owen)이 지적하듯이, 미래의 사태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연결 모델은 행위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379 책임을 갖는 행위자들이 어떤 행위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 책임은 불완전하게 이행될 

 
377 Miller, (2007) National Responsibility and Global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03. 

378 Miller, (2001) "Distributing Responsibilities," 460-61. 

379 Owen, (2013) "Responsibilities of Justice. Reading Young on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Structural Injustice," in P. Nielsen (ed.), Zwischen 

Demokratie und globaler Verantwortung: Iris Marion Youngs Theorie 

politischer Normativität, Baden-Baden: Nomos, 104. 



 

199 

 

수밖에 없다. 이 맥락에서 밀러는 과거의 행위를 평가하는데 비중을 두는 

도덕적·인과적 책임과 미래지향적인 책임의 근거로서 역량 기준을 대비시

킨다.380  

하지만 밀러는 개선 책임을 분배함에 있어 역량 기준만을 단독적으로 제

시하는 시도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닌다고 본다.381 첫째, 역량 기준은 

애초에 역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기원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둘째, 

역량 기준은 단독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역량의 

소유는 분명 책임의 중요한 근거일 수는 있지만, 책임이 배분되기 위해서

는 항상 다른 조건이 결합되어야 한다. 

첫째로, 역량 기준에서는 애초 행위자들 사이에서 역량 차이가 발생한 

기원의 문제를 깊이 따지지 않는다.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처럼, 여름에 열

심히 일해서 집에 충분히 식량을 비축한 개미와, 여름에 놀아서 그렇지 못

한 베짱이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개미는 베짱이보다 더 많은 역량을 지닌 

행위자이므로, 겨울에 베짱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개미에게 베짱이를 도

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만약 베짱이 역시 개미만큼 열심히 노동

했지만 그의 집이 예상치 못한 비에 떠내려가는 바람에 그가 먹을 것이 없

어졌다면, 우리는 개미가 베짱이를 돕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베짱이가 여름에 노동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뒤 개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은 어떠한가? 베짱이가 여름에 땀

흘려 노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미에게 도움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 자신

의 노력을 건너뛰고 그저 타인의 도움만을 바란다는 점에서 다소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만약 행위자들의 역량에만 의존하여 해악 개선의 책

임을 고민할 경우, 우리는 개미가 이 상황들에서 갖는 책임의 정도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어쨌든 개미는 타인을 도울 역량이 있는 행위자이므로, 

 
380 Miller, (2007) National Responsibility and Global Justice, 100. 

381 Miller, (2001) "Distributing Responsibilities," 4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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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이를 도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둘째, 역량 기준이 과연 그 자체로 문제를 개선할 책임의 충분조건인지

에 대해 우리는 따져보아야 한다. 앞서 해변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상황의 

사례에서, 가장 역량을 많이 지닌 사람이 구조에 참여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수영을 가장 잘하는 수많은 구조요원을 책임 

당사자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의 담지자로 고려하는 

행위자는 단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해변에 모여 있는 사람이

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

청할 때, 그저 해결 역량을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때로 문제 해결의 과정에 소요되는 

자원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는 역량의 측정과 별도의 기준이다.382 

가령 수영에 능숙한 행위자 A가 구조에 참여할 경우 과중한 정신적 압박

을 견뎌야 하며, 이 경험이 A에게 평생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우리는 A가 수영을 잘 하기 때문에 그가 구조 

상황에서 가장 커다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A의 경우와 같

이 우리가 문제 해결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우

리는 문제 해결에 참여할 책임을 많이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밀러는 책임의 배분하는 기준으로서 역량 기준이 그 자체로 설득

력이 없지는 않으나 불충분하다고 본다. 그는 책임의 다른 기준들, 즉 인

과적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 공동체적 기준 역시 단독적으로 책임을 설명

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모두 불충분하다고 보며,383 때문에 책임의 배분에서 

복수의 기준들을 함께 다원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384 책임 

 
382 여기에서 나는 밀러가 역량적 기준의 문제로 제시하는 두 가지 논점(Miller, 

(2001) "Distributing Responsibilities," 461), 즉 효율성 대비 자원 비용의 논점

과, 책임의 충분조건으로서 역량 기준이라는 논점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383 Miller, (2001) "Distributing Responsibilities," 456-60. 

384 Miller, (2001) "Distributing Responsibilities,"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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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기준들을 다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책임의 할당에 있어 해당 

기준들이 서로 경합하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

해함을 의미한다.  

책임의 기준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행위자들 간에 존재하

는 연관을 통해 설명된다.385 우리는 타인과 인과적인 방식, 혹은 도덕적인 

방식이나 공동체적 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가운데 타인이 경험하

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준들 중 무엇이 우리와 

타인 사이에 놓여있는지가 밀러의 논의에서 관건이 된다. 가령 A가 어떤 

해악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A와 B 사이의 도덕적 연결이 존재한다면, B가 

A의 해악을 개선하기 위해 개입할 책임은 도덕적인 기준으로부터 발생한

다. 혹은 A와 B 사이에 복수의 연관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테면 A와 B 

사이의 연관이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이익, 역량, 그리고 공동체 등 다양

한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면, 이때 우리는 이 기준들 중 가장 강한 연

관성을 검토한 뒤 여기에 적합한 기준을 모색해야 한다.386 

 

2) 위의 비판들에 대해, 영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첫째, 밀러가 제시하는 개미와 베짱이의 사례가 문제적으로 간주되는 이유

는, 그가 개선 책임의 대상을 법적 책임 모델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385 Miller, (2001) "Distributing Responsibilities," 469; Miller, (2007) National 

Responsibility and Global Justice, 99. 

386 밀러는 해악과 고통 개선에 대한 책임의 층위를 즉각적 책임(immediate 

responsibility)과 최종적 책임(final responsibility)로 구분함으로써 다원적 접

근의 설득력을 해명하려 한다(Miller, (2001) "Distributing Responsibilities," 

468).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즉각적이고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위 역량이 충분한 행위자들에게 개선 책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즉각적

인 책임의 영역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제의 기원이 어디에 있으며 해당 해악에 

대해 누가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는 복합적인 고찰을 필요로 

하며, 이는 최종적인 책임을 통해 다루어진다. 



 

202 

 

때문이다. 밀러가 개선 책임에 대해 논의할 때, 개선 책임의 대상으로서 

사회구조적 과정과 개별적 사건 사이의 구분을 눈여겨보지 않는다. 밀러는 

개선 책임이 적용되는 사례로서, 해변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상황을 예로 

든다. 이는 과거 행위에 대해 비난이나 처벌 여부를 묻는 비난적 책임이라

기보다 당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과업 책임이라는 점에서, 일견 

영의 과거/미래지향적 책임 구분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별

적 사건에서 책임 당사자를 결정하는 상황은 개별 행위자가 발현할 수 있

는 행위성에 기반하여 책임을 묻기 때문에, 구조적 과정의 개선에 대한 책

임과는 다른 지점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A가 B의 재산을 직접 도둑질한 

행위로부터 B에 대해 생겨나는 A의 책임은, C가 곤궁에 처하게 되는 국제

적 관계 속에서 D가 갖는 정치적 책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

로 물에 빠진 E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F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

임은, 같은 개선 책임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수영을 배우게

끔 하거나 해변의 안전요원을 늘리기 위한 책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영과 밀러가 정치적 책임 및 개선 책임의 대상과 성격에 대해 드러내는 

이 차이를, 앞서 개미와 베짱이 사례에 대입해 보자. 밀러가 이 사례에서 

문제삼는 지점은, 역량 기준에서만 볼 때 베짱이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

지 않은 채 곤경에 처한 데 대해 자기 자신의 (행위중심적) 책임이 있음에

도 개미가 그의 곤경에 개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구조적 관점에서 

이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베짱이가 집단적 차

별과 배제로 인해 충분히 노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거나, 노동해도 그 

수익을 정당하게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

조적 관점에서 우리는 행위자들이 문제시되는 해악과 관련하여 어떤 선택

을 내렸는지 여부에만 주목하는 대신, 그들이 행위하는 배경조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고찰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역량 기준

을 통해 책임을 배분하더라도, 이는 (밀러의 비판과 달리) 오히려 행위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책임 논의보다 더욱 이들의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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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387 

둘째, 개선 책임의 배분을 위해 역량 이외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밀러의 

지적에 대해, 앞 절(3.2.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연결 모델은 사

회구조적 과정에의 참여를 책임 주체의 조건으로 구상한다는 점을 대답으

로 제시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은 행위 역량을 지닌 임의의 행위자에게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부정의한 배경조건을 형성하는데 참여해 온 

행위자들에게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를 요청한다. 따라서 해변에

서 물에 빠진 행위자를 구조함에 있어 임의의 (가령 지구 반대편에 사는) 

개인이 갖는 책임은, 노동착취적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구 

반대편의 선진국 시민이 갖는 책임의 정도와 동일하지 않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밀러가 책임 배분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그가 

역량 이외의 기준을 요청하는 것은 특정 행위자를 책임의 담지자로 지목하

고 분리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보기에 당사자에게 집중되는 책임이 아닌, 

“확산되어 있는(dispersed) 책임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경우 

다른 누군가가 먼저 개입하길 바라며 모두 책임으로부터 물러서려 할 것”

 
387 혹자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동등

한 사회적 지위 하에 있었던 행위자들이 전혀 다른 선택을 내린 경우를 반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개미와 베짱이가 모두 건강하며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었고, 그 성과를 100% 자신이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개미와 베짱이는 오직 자신의 행위 선택에 따라 역량의 차이를 갖게 

되었으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역량 기준에 따라 개미에게 베짱이를 도울 의

무가 있을까? 이처럼 행위자들이 완전히 동등한 지위와 자원들을 통해 선택하

고 있었다면 베짱이의 곤경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약한 요청인 

인도주의적(humanitarian)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이 경우 역량

에 따른 책임은 매우 축소된 형태로만 이해되어야 한다. 인도주의적 책임과 정

의에 대한 책임 사이의 간략한 비교 논의는 Hahn, (2009) "The Global 

Consequence of Participatory Responsibility," Journal of Global Ethics, 5(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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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388  책임의 다원적인 기준들이 함께 고찰되는 것은, 기준들 

중 가장 강한 연관을 지닌 하나의 기준을 통해 책임 당사자를 특정할 목적

을 지닌다. 이 맥락에서, 밀러의 개선 책임은 과거지향적인 책임과 미래지

향적인 책임을 결합하고자 했음에도, 책임 주체의 구상에 있어 관련된 모

든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공유하기보다 특정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지목하는 

법적 책임 모델에 근접해 있다. 반면 영이 “부정의를 생산하는 구조적 과

정에 기여한 모든 이들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서 져야 한다”고 

말할 때,389 이는 구조적으로 관여된 모든 행위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벗어

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구조적 부정의는 당사자들이 함께 개선 과정에 참

여하지 않는다면 제거되거나 개선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

러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책임 주체를 가르는 기준은 사회구조적 부정의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적합하지 않다.  

이 논의 맥락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할 책임이 역

량 기준만으로 제공될 수 없다는 밀러의 다원적 관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회구조적 과정에 대한 개선 책임이, 인과적인 추적의 범위

를 확장하는 법적 책임 모델의 변형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는 점(3.2.1.), 

그리고 행위자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

(3.2.2.)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처럼 개선 책임의 대상 및 주체에 대한 관

점의 차이는, 책임의 배분에 대한 밀러의 논의가 사회적 연결 모델에 직접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선 책임을 다양한 통

로로부터 요청하는 밀러의 논의를 사회적 연결 모델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역량 개념 자체를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3) 밀러는 책임을 역량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의 의미를, 개

 
388 Miller, (2001) "Distributing Responsibilities," 469. 

389 RJ, 10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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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제공할 수 있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사회

구조적 층위에서 이 설명은 훨씬 세부적으로 고찰될 수 있는데, 영은 정치

적 책임을 사고하는 근거로서 역량을 네 가지 측면에서 주목한다. 그가 책

임의 추론 범위(parameters of reasoning)라고 규정하는 이 근거들은 권력

(power), 특권(privilege), 이익(interest), 그리고 집단 역량(collective 

ability)이다.390  

권력과 특권은 행위자들이 구조적 과정 속의 지위를 통해 얻는 자원에 

관련된 것으로, 권력 개념은 행위자가 갖는 영향력을 의미한다면, 특권 개

념은 지위 속에서 행위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의미한다. 기업과 같은 집단, 

혹은 높은 직위의 정치인이 일반적인 개인보다 훨씬 커다란 행위 자원을 

지닌 것처럼, 특정 행위자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역량 및 능력을 지닐 

때 우리는 그가 더 많은 권력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391 특권은 행위자

들이 자신의 지위로 말미암아 갖는 혜택을 가리키는데, 가령 선진국의 소

비자들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착취적 산업들을 통해 저가의 공산품을 구입하

는 혜택을 누린다. 이러한 상대적 특권은 설령 행위자들이 적은 권력만을 

갖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구조적 과정의 수혜자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392 이처럼 특권을 지닌 행위자들은 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함에 있

어 더 많은 여력을 지니는데, 이를테면 많은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노동착

취적이지 않은 상품을 구매할 여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닌다. 

한편 집단 역량과 이익은 권력 및 특권 개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형성한다. 먼저 이익은 다른 근거들과 비교할 때 영에게서 가장 불충분하

게 규정되고 있다. 3.1.5.의 말미에 언급되었듯이 구조적 부정의의 피해자

들은 부정의의 개선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의 참여 

 
390 RJ, 144-147/246-250. 

391 RJ, 144/246. 

392 RJ,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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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갖는다.393 이 설명은 이익이 재산이나 행복량 등으로 환산되는 개

념이 아니라, 억압과 지배로부터 상실된 역량 및 의사결정 능력을 총괄하

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즉 행위자들은 구조적 부정의의 개선을 통해 생겨

나는 이익의 측면에서 책임을 갖게 된다.394 집단 역량은 권력 개념과 유사

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위자의 능력 및 역량을 언급

한다는 측면은 비슷하지만, 권력 개념이 타인에게 행위를 강제하거나 요구

할 수 있는 영향력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집단 역량은 부정의를 개선하

기 위해 요구되는 집단행동과 관련한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 영에게서 집

단 역량이란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기존 조직체들의 자원을 끌어와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395 역량을 가리킨다. 집단행위를 통해 구

조적 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은, 이 집단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393 RJ, 145/248. 

394 사회적 해악의 피해자들이 해당 해악을 개선할 책임을 갖는다는 설명은, 통상

적인 도덕적-법적 책임 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부자연스럽다. 기존의 책

임 논의에서 책임은 언제나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처벌받거나 배상하는 것을 

의미할뿐만 아니라, 3.1.5. 말미에서 짧게 언급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면책 논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영이 구조적 부정의의 

피해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구조적 부정의는 이를 구성하는 사회 관행들의 복합적인 성격으

로 말미암아, 해당 구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이들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구조적 과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약을 당한 이들

이 함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개선의 방향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RJ, 

113/200). 둘째, 권력이나 특권, 집단 행위능력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정치적 

책임은 오직 힘있는 이들의 전유물이 된다. 이때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

해 강력한 제도와 같은 타자의 정치적 행동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는다. 소수자

들의 진정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존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들 스스로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RJ, 168-69/284-85). 

나는 3.2.5.에서 시민들이 책임을 위임하는 대신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이유를 

더 강조할 것이다.  

395 RJ, 1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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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행위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 근거들은 사회구조적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차지하는 지위의 차이와 

관련하여 설명되는 개념들이다. 다시 말해 행위의 역량 측면에서 권력이나 

특권이라는 개념은 그저 계좌 잔고 액수처럼 개별적으로 가시화되는 자원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단위에서 논의될 수 없다. 위의 

근거들은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억압과 지배의 문제를 

겨냥한다. 가령 미국 사회의 모든 인종적 주류 집단들이 소수 집단의 시민

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높은 직위를 차지한 것은 아니다. 소수 인종의 구

성원 가운데서도 일부 유명인이 갖는 자원은 저소득층 인종적 주류 집단의 

재산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럼에도 집단적 관계에서 볼 때 저소득층까지 포

함한 인종적 주류 집단에게 인종차별 문제를 개선할 정치적 책임이 생겨나

는 근거는, 인종적인 문제에서 이들이 중요한 특권들(더 높은 교육 및 소

득의 기회, 사법기관의 폭력으로부터 자유 등)을 소수 집단보다 상대적으

로 더 많이 누려왔고 현재까지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 변

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주류 집단의 책임은 그렇지 못한 소수 집단의 책임보다 확장된다.  

이처럼 행위자들의 책임에 있어 단일 기준만이 요구되는 대신 사회적 지

위의 다양한 측면들이 동시에 고려된다는 점에서 영과 밀러의 접근은 유사

하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영에게서 책임의 근거들이 결코 

책임을 짊어지는 당사자와 비당사자를 가르기 위한 경계로 작동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사회구조적 지위와 자원에 대한 고찰은 행위자들과 책임 사

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적인 지위와 자

원에 관한 다양한 책임 근거들은 동시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며, ‘무엇이 가

장 강한 연관을 갖는지’를 두고 순위를 따지거나 상호배제적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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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없다.396 

 

3.2.5. 조직적 책임 반론 

 

3.2.4.에서 제시된 정치적 책임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반

론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개선 책임이 각 행위자

들의 사회적 권력과 지위, 행위 역량 등에 따라 달리 배분될 경우, 책임 

당사자는 개별 행위자들이 아니라 시정 능력을 지닌 조직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시민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행위자들의 개선 책임을 논의한다면 이는 일반 행위자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렇다

면 책임에 대한 논의는 개별적으로 부정의에 기여하는 이들 대신, 국가나 

기업, 국제적인 협회 등이 어떤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루어져

야 하지 않을까? 구조적 문제와 같이 거대한 사회적 문제는 국가나 기업 

등 주체들이 해결에 나서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적 연결 모델은 개별 행위자들에게 연관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비현실적

 
396 이를 뒷받침하는 한 가지 근거는, 영이 ‘기준(standard)’이라는 표현 대신 다소 

모호하게 표현될 수도 있는 ‘범위(paramet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데 있다. 

영이 해당 표현을 선택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를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우리가 책임을 따짐에 있어 ‘기준’을 고찰할 경우, 이는 

법적 책임 모델에서와 같이 각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와 달리 얼마만큼의 책

임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 근거로 작동한다. 반면 ‘범위(parameter)’라는 

용어는 1차적으로 책임의 경중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문제에 관련

된 당사자인지 여부를 먼저 따짐으로써 책임의 테두리를 확장하는데 중점이 놓

인다. 물론 이러한 범위를 설정하는 개념들 역시 책임을 할당하는 기준으로 활

용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다소 부차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은 

자신이 제시한 책임 범위의 네 가지 개념들이 각각 어떤 관계인지, 무엇이 더 

우선하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영

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밀러의 개선 책임 논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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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과다한 책임을 묻는다. 이 반론을 나는 “조직적 책임 반론”으로 명명

하고, 이에 가능한 답변을 모색하려 한다. 

조직적 책임 반론의 사례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자. 

기후변화는 다음의 근거들에서 구조적 부정의의 한 가지 예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이 문제는 개인들, 기업, 국가 등이 축산업, 화석연료 사용과 

같은 제도적/비제도적 관행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전혀 의도되지 않은 해

악이다. 메탄,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가 공기 중에 배출되어 

지구의 기온이 급상승하자, 폭염으로 인해 식량난이 발생하거나 해수면 상

승으로 침수되는 도시가 생겨나는 등 지구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문제들은 정확히 누가 초래한 것

인지 직선적인 인과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수많은 사회적 관행들의 

복합적인 결합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해결 또한 쉽지 않다. 한두 

사람이나 단체가 달리 행동한다고 해서 기후변화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기후변화가 초래

하는 해악이 행위자들의 사회적 지위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다.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식량난은 선진국보다는 식량이 부족한 개발도상

국 시민들에게 더 커다란 피해를 입힌다. 해수면 상승은 다른 국가나 도시

보다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등지의 해안가에 직접적인 생존 위협이 된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의 복잡성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인식

하거나 대응함에 있어 난관이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하나로 탄소 발자국

(carbon footprint) 개념이 제시된다. 이는 개인이 음식을 사고, 운전을 하

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배출한 탄소의 양을 계산하는 것으로, 

개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노력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보여

준다. 자가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육식을 줄이거나, 집안의 냉

난방 온도를 조절하거나,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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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은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을 개개인의 층위에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끔 하는 논

의에 비판적인 관점이 제기된다. 개개인들이 수행가능한 노력은 매우 제한

적이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탄

소 주요 배출 요인들(Carbon Majors)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을 비롯, 사우디 아람코, 엑손 모빌, BP, 쉘 등의 기

업 등 총 100대 생산자들이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71%의 온실가

스를 배출해 왔으며, 이 중 25개의 국영 기업들이 51%의 온실가스를 배출

했다.397 이처럼 대부분의 온실 가스가 소수 기업과 국가에 의해 생산된 상

황에서 개인들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개인들이 아

무리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탄소 주요 배출 국가 

및 기업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

인다.398 

 
397 Griffin, (2017) The Carbon Majors Database: CDP Carbon Majors Report 2017. 

398 심지어 탄소 배출 문제에서 이처럼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관점이 진정한 책

임을 묻지 못하게끔 책임 회피를 위해 등장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작가 레베

카 솔닛(Rebecca Solnit)은 애초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개개인들에게 전가하는 맥락에

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솔닛이 인용하는 카우프먼(Kaufman)의 주장

에 따르면 해당 개념은 영국의 석유기업 BP가 2004년에 각 개인들의 탄소 발

자국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개

개인의 일상적 행위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분명 

온실가스 배출에 개개인들의 기여도가 있다는 점에서 이 관점은 완전히 거짓이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관점만이 부각될 때 개별 행위자들의 행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나 기업 차원의 해악을 숨기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 솔닛

의 지적이다. (Solnit, R. (2021, 접속: 2021-08-23). “Big oil coined ‘carbon 

footprints’ to blame us for their greed. Keep them on the hook.”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aug/23/big-

oilcoined-carbon-footprints-to-blame-us-for-their-greed-keep-them-

on-the-hook)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aug/23/big-oilcoined-carbon-footprints-to-blame-us-for-their-greed-keep-them-on-the-hook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aug/23/big-oilcoined-carbon-footprints-to-blame-us-for-their-greed-keep-them-on-the-hook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aug/23/big-oilcoined-carbon-footprints-to-blame-us-for-their-greed-keep-them-on-the-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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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기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개개인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과연 구조적 부정의에 기여한 개개인들에게 정치

적 책임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묻게 된다. 국가 및 기업들이 미칠 

수 있는 해악과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은 책임의 실행 방법 및 주체

를 고려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행위자들이 상대

적으로 갖는 영향력의 차이는 누가 책임을 실현해야 하는가의 중요한 기준

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책임의 주체 논의는 정치적 책임

의 배분이 행위 역량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근거를 통해 이론적으로 뒷

받침된다. 3.2.4.에서 본 바와 같이 영은 정치적 책임을 누가 어떻게 이행

해야 하는지를 사유함에 있어 행위자가 지닌 권력, 집단 역량과 같은 실천

적 효과성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개인과 조직들은 자신들이 연관된 

모든 부정의에 대응할 충분한 에너지와 자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

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큰 역량을 지닌 이들에게 집중해야 한

다.”399 영은 이와 같이 책임을 특정 대상에게 집중하는 사례로 노동착취적 

의류산업에 반대하는 운동이 나이키, 베네통과 같은 대형 의류 기업들을 

겨냥한 사례를 든다. 이러한 다국적 의류기업들은 현지 생산업체들에게 노

동환경을 개선하게끔 압력을 넣을 충분한 역량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저 

개별 행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개선

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의 문제를 고찰한다면, 개별 행위자들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역량을 지닌 단위들에게 해당 부정의에 대한 개선 책임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평범한 개인들에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 무리하거나 부당한 요구로 생각된다면, 

이는 개인들이 기후변화에 기여가능한 정도는 대형 기업 등 조직들이 갖는 

영향력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 기업

 
399 RJ, 1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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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비난하는 것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법령

을 제정하거나 국제사회의 협약을 통해 해당 기업들의 배출량을 감축하도

록 요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동일한 부정의의 개선

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도 개인들이 기울이는 노력과 자원을 통해 달성되는 

정도는 조직적 행위자들이 지닌 경제력과 영향력을 통해 달성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주체로서는 일반 

행위자들 대신 국가나 기업이 훨씬 적절하지 않을까?400 

조직적 책임 반론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사회구조적 부정의와 같은 

거대한 해악을 개선함에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은 개인 행위자 및 작은 사적 

조직들이 아니라, 국가 기관, 기업, 국제 협회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행위 역량을 지닌 제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정의이론에서 이

처럼 높은 행위 역량을 지닌 조직의 의무 및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는 드물

지 않게 발견되며, 특히 이 이론들이 주로 주목하는 대상은 행위 주체로서 

제도 및 국가의 역할이다. 영이 지적하듯, “오늘날 정의이론은 다른 대중적

인 의견들처럼 부정의에 대한 개선이 국가라는 특정 행위자의 책임이라고, 

그리고 시민의 책임은 정부에게 정의로운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가정

하는 경향이 있다.”401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롤스의 정의이론 역시 이 경

 
400 이 주장의 전제들 중 하나는 인간 행위자 이외에도 기업과 같은 단체들이 책임

의 담지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노이호이저가 시도하

듯이 프렌치(French)의 조직 개념을 빌려올 수 있다(Neuhäuser, (2014)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Distribution of Forward‐Looking Responsibility," 

240). 프렌치는 기업이나 조합 같은 조직 유형은 행위 주체로서 책임의 담지자

로 간주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책임 개념은 해당 주체의 행위에 대한 의

도 개념과 결합됨을 전제하기 때문인데(French, (1979) "The Corporation as a 

Moral Person," 141),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기업과 같은 조직들은 해

당 구조를 통해 의도를 가진 행위자로서 일련의 사건들을 자신의 행위로 포함

시켜 기술할 수 있다. 

401 RJ, 11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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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해당한다. 그의 정의이론에서 구조적 정의에 대한 개인의 한정적인 

역할은 개인의 의무(duty) 규정에서 잘 드러난다. 정의이론의 관점에서 롤

스가 생각하는 개인들의 의무는 “정의로운 제도를 지지하고 확장”하는 것

이다.402 이 의무는 정의로운 사회 제도에 따를 것, 그리고 만약 그러한 제

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은 대가만을 치러도 된다는 조건 하에서) 정의

로운 제도의 설립을 도울 의무로 설명된다. 롤스에게서 정의로운 상태의 

실현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비롯한 공적 기관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며, 개

인들의 노력은 이 제도 안에서 규칙을 준수하거나 이에 호소하는 것에 한

정된다. 

조직들에게 구조적 정의에 관한 책임을 한정시킬 경우, 3.1.4.에서 제시

된 사회적 연결 모델의 책임 원리는 무력화된다.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은 

구조적 부정의에 기여한 행위자들이 모두 이를 개선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의에 대한 책임이 국가 등의 몇몇 조직에게만 주어

진다면, 구조적 부정의에 기여한 개인들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매우 간접적

이고 소극적으로만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 이 해석에서 부정의에의 기여와 

행위자들 사이의 책임 연관은 제도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설명되며, 공적 

제도가 아닌 비공식적 실천들에 기여한 행위자들의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

 
402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293. 롤스가 공적 제도와 관련하여 행위자

들의 책임을 설명하는 이유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정의이론

의 층위에서 구조적 관점을 개인적 행위의 옳고 그름에 선행하는 것으로 생각

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주요 제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개개인

의 선택에 선행하는 개인들의 행위 배경으로서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런 이유에서 정의의 원칙은 공적인 제도들로서 사회 구조에 일차적으로 적용된 

뒤 이어 순차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며(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93), 

이 적용을 통해 개인들이 가져야 하는 의무는 주로 제도 내에서의 의무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선행적으로 정의의 원칙이 적용된 사회 제도들의 영향 하에서

만 사회 구성원들은 행위할 수 있으므로, “제도들의 존재는 공적으로 인정되는 

규칙들과 부합하는 개별 행위들의 특정 패턴에 관련”되기 때문이다(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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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3 관행적 참여 등을 통해 문제에 동참한 경우라도 행위자들은 국가나 

기업 등이 이를 해결하기를 요청하는 상태에서 머물게 된다. 

사회적 연결 모델의 관점에서 조직적 책임 반론에 제시가능한 일차적인 

답변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국가·기업 등의 조직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효과적이라도 이것이 개인에게 남은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이는 단순히 국가·기업 등 행위자들이 기여하는 것 이외에 남은 일부 

기여분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난

중심적 책임과 달리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가 책임을 갖는다고 해서 이에 

관련된 다른 행위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행

위자들이 부정의의 개선에 있어 무력한 존재로 간주되는 것은 원자론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인 기여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행위자들이 집

단적으로 결집하여 사회적 해악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들의 행위능력

은 결코 작지 않다.  

이 두 가지 답변을 차례로 검토해 보자. 첫째로, 영은 정치적 책임이 누

군가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책임을 면책받지는 않는다고 설명

한다. “구조적 부정의의 경우에서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았다고 

해서, 책임져야 할 결과에 기여한 다른 이들이 책임을 갖는 데에서 면제되

는 것은 아니다.”404 정치적 책임의 원리는 우리가 언제나 단수 행위자로서

가 아니라 공동의 행위자로서 사회구조적 관행에 기여했다는 것을 전제하

기 때문에, 이로부터 누군가를 특정하여 책임을 지게 하고 나머지는 면책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없다. 정치적 책임은 책임의 파이를 조각조각 떼어 

특정 당사자에게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행위연관 속에서 누군가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적으로 사고하는 문제이다. 이는 조직적 책임 

 
403 Payson, (2013) "Responsibility and Justice," Department of Philosophy Ph. 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32. 

404 RJ, 10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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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기업, 협회, 조합 등 영향력 있는 단

체들이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책임을 갖는다고 해도 이러한 조직적 

책임의 인정을 통해 개인 행위자들이 더 이상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고민

할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개인의 행위능력에 상응하여 적은 

정도의 책임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들은 여전히 책임을 짊어지

도록 요구받으며 또한 요구받아야 한다.  

이 답변의 한계는 명백하다. 이는 제도, 조직 등이 책임을 가질 때 개인

이 함께 정치적 책임을 가져야 함을 설명할 뿐이며, 책임의 정도 및 이행 

방법에 대한 규정은 제시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조직적 책임 반론에서 주

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들의 기여 능력이 극도로 미약하다면, 개인들이 자

신들의 역량에 상응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책임의 정도 역시 그리 크

지 않다고 해석된다. 개개인들이 부정의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낮다는 점은, 설령 이들이 정치적 책임의 주체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여

전히 낮은 정도의 책임 이상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다

면 행위자들은 매우 약한 책임의 실현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전부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령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한 개인이 실내 조명을 

잠깐 꺼서 전기를 아낀 것만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자신의 몫을 다 했

다고 볼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요청하는 행위자들의 

책임이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두 번째 답변은 영이 제시한 

사회적 연결 모델의 다섯 번째 특징, 즉 집단행동에의 참여를 통한 책임의 

이행에 주목한다. 정치적 책임은 행위자들이 단독으로 문제의 개선에 나서

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행동을 조직하여 나설 것

을 요청한다. “우리 대부분은 혼자 행위하려 할 때에는 구조적 과정의 규칙

들, 규범들, 그리고 물적 효과에 객관적으로 종속된다. 이 과정은 사회적 

구조 안의 다양한 위치에 있는 수많은 행위자들이 다른 결과를 산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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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개입하여 노력할 경우에만 바뀔 수 있다.”405 이를테면 기후변화의 문

제를 한 사람이 개선하려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문제에 관련된 관행들을 

변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참여한다면,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

을 막기 위한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행위자들이 

공동행동을 통해 구조적인 해악에 맞서는 사례를 우리는 참정권 투쟁, 노

동운동, 성소수자 운동 등 사회 곳곳에서 발견해 왔다. 이 문제들에서 개

별 행위자 혹은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의 힘은 그 자체로는 구조적 억압 상

태를 변화시키기에 미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권리를 위해 수많은 행

위자들이 함께 연대함으로써 억압적인 규칙 및 관련된 배경조건들이 변화

되어 왔다. 이처럼 개인들이 일부 강력한 조직체들에 비해 더 낮은 행위능

력을 갖는다는 반론은 행위자들이 공동행동을 통해 갖는 힘을 부정확하게 

조망한다. 

사회적 연결 모델의 관점에서 제시되는 두 번째 답변이 조직적 책임 반

론에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가? 조직적 책임의 옹호론자들은 여전히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무엇보다도 사회적 연결 모델

은 여전히 국가를 비롯한 조직들의 핵심적인 역량을 무시하고 있다. 로버

트 구딘은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과정이 언제나 “조정 문제(coordination 

problem)”를 수반하기에 그리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를 지

적한다.406 둘 이상의 행위자들이 함께 행위를 수행할 때 이들의 노력은 서

로 상충할 수도 있고 중첩되어 비효율을 생산할 수도 있다. 이는 행위자들

의 공동 노력이 별다른 성과가 없거나 심지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문

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행위자들은 협업을 위해 서

 
405 RJ, 111/198-99. 

406 Goodin, (1996) "The State as a Moral Agent," in Utilitarianism as a Public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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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의 행위에 대응해야 하는데, 이

러한 조정 과정은 그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높은 실행 역량

을 필요로 하는 이 작업을 몇몇 개인들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 역시 불가

능하다. 그렇기에 구딘은 형식적으로 조직된 집단체들, 즉 기업, 교회 등에

게 이 역할을 기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

는 국가가 행위 조정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407  

세레나 파렉(Serena Parekh) 역시 정치적 책임의 실현 과정에서 국가를 

비롯한 제도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지적한다. 408  구딘과 마찬가지로, 파렉

은 정치적 책임이 요구하는 공동 행동을 조직함에 있어 국가는 핵심적 역

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국가는 사안에 대해 구성원들의 주목을 끌어내

거나 변화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게끔 함으로써 개인들이 구조적 해악에 문

제시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다.409 파렉은 이처럼 국가의 

행위조정이 갖는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노동착취적 의류산업에 대한 

보이콧 사례를 든다.410  

 
407 Goodin, (1996) "The State as a Moral Agent," 35-36. 

408 Parekh, (2011) "Getting to the Root of Gender Inequality," 683. 

409 이밖에도 파렉은 제도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덧붙여 설명하며, 이러한 제도

의 중요한 역할을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다(Parekh, (2011) "Getting to the Root of Gender Inequality," 683). 첫째, 부

정의에 대한 이해에 있어 국가는 다른 행위자보다 우위를 점한다. 다양한 공적 

위원회, 연구소 등을 통해 국가는 사회 현상에 대해 더 많은 인식능력을 지니

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직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인권

침해적인 개별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조건 자체를 개선할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 과정의 

개선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 

410 서유럽과 미국의 시민들이 방글라데시의 착취적인 의류생산 업체를 집단 보이

콧함으로써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

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장들을 폐쇄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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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딘과 파렉이 조직적 책임 관점에서 제기하는 반론은 기존의 조직적 책

임 반론과 달라지는 점이 있다. 부정의에 맞서는 데 있어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개인들의 참여 행위의 비중 역시 작지 않게 

간주한다는 점이다. 행위 조정이 국가를 비롯한 제도적 행위자들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역할은 개인 행위자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조직적 

책임 반론은 이미 개인들의 역할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

게 된다. 때문에 부정의의 개선 과정에 참여할 책임이 전적으로 “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은 유지되기 어려우며, 책임의 비중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

가 관건이 된다. 

이 논의는 부정의의 개선에 있어 국가를 비롯한 조직적 행위자들의 역할

을 핵심적 위치에 둔다. 국가나 기업, 조합, 협회 등의 조직체들이 개별 행

위들을 상호 충돌하거나 중복되지 않게끔, 혹은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

게끔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면 공동행동의 성과는 쉽게 발생할 수 없거나, 

애초 가시적인 공동행동으로 조직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개별 행위자들

이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는 역량있는 조직들에 의

해 조정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핵심 제도들의 책임은 여전히 

개인 행위자들의 책임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은폐된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오히려 아동 노동자들의 처지를 취약하게 만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 문제는 미국 상원의 개입으로 공장의 

폐쇄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보장하거나 대안적인 경

제적 보상을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완회되었다. 해당 사례에서 노동착취 

문제의 해결에 있어 관건은 노동착취적 의류산업에 아동 노동자들이 근무하게 

되는 상황 자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었다. 단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

여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부정의의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을 통해 부정의한 배경조건을 체계적으로 시정할 

수 있었다고 파렉은 설명한다. Parekh, (2011) "Getting to the Root of Gender 

Inequality,"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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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결 모델은 이 재반론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영은 민주적 

사회에서 부정의를 개선함에 있어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논의하면서, 국

가 기관이 가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 일부 동의한다.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만으로 부정의를 개선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이 과정은 어디까지나 국

가 등의 제도에 의한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포용, 표현, 그리고 비판을 촉진하는데 있어 시

민사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국가에 대해 선호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입장에 나는 반대한다. 국가 제도들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결여해서

는 안 될 대규모의 상호조정, 규제, 그리고 조직화에 있어서의 고유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411 

 

그러나 영의 이 서술이 조직적 책임 반론을 본격적으로 수용함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영의 관점에서 조직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 근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두 가지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 등 공적 제도

에 책임의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행위자의 역할을 소극적으로만 해석한다는 

점이다. 이때 행위자들의 책임이 소극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이에 대한 제시카 페이슨(Jessica Payson)의 논의를 빌리면 조

직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개인의 역할이 제도 속에서 주어지는 것으

로 간주하며, 책임의 내용은 이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제도를 보조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 412  제도로부터 주어지는 역할이란 정당의 유권자 또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등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 조직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 행위자들이 갖는 책임은 탄소 배

출을 규제하는 정당에게 투표하거나, 정부의 에너지 절약방법 안내 및 규

 
411 ID, 156/255-56. 

412 Payson, (2013) "Responsibility and Justice,"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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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을 충실히 따르거나, 혹은 친환경적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설명된다. 부정의를 개선하려는 요구가 사

회 제도들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때 이 제도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개별적인 

관점에서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행위자로 간주되고 있다.413 이처럼 조직적 

책임 관점은 행위자들을 정의의 실현 주체의 위치가 아니라 보조자의 역할

에 머물게 하며, 궁극적으로 정의의 문제영역을 이 제도들이 규정하는 내

용으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414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이 기능주의적인 매체에 잠식당할 때 행위자들

이 공유하는 부정의의 문제 영역은 더욱 축소된다. 행정 및 경제적 제도들

은 “고객이나 이용자들의 행동 대부분을 규제하는 것만이 아니며, 더 중요

하게는 사회과학, 경영학, 마케팅 분야의 지식들을 통해 이 제도들이 부합

하려 하는 고객∙이용자들의 필요에 대한 형태 및 의미를 규정”하기 때문이

 
413 Payson, (2013) "Responsibility and Justice," 103. 

414 이 문제의식을 하버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 사이의 식민지화(colonization)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생활세계에서 소통양식이 행정체계와 경제

체계라는 매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영역에 상응하여 변형되고 추상화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Habermas,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320). 근대 이후 자율화된 경제체계와의 관계에서 행위자들은 

임노동자이자 기업 재화의 소비자로서, 그리고 행정체계와의 관계에서는 납세

자이자 유권자로서 해석된다. 그런데 행위자들의 노동을 임금노동으로 해석하

거나 혹은 시민들을 관료체제에서의 납세자로 해석하는 방식은 그리 자연스러

운 과정이 아니다. 생활세계와 체계 사이의 상호교환 과정은 경제체계와 행정

체계의 매체(화폐와 권력) 작동원리에 부합하게끔 생활세계의 행위들을 변형하

고 추상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버마스는 이 추상화 과정이 복지국가의 행정

체계에 대한 서비스 당사자로서 시민들에게서도 발견된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물화 현상 배후에 있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의 전

형적 사례”(Habermas,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322)라고 분석한다. 돈이나 권력이 생활세계의 문화적∙정치적 자원과 교환될 때, 

이로부터 행위자들의 관계, 공간, 시간은 모두 경제적 재화로 재해석되며, 또한 

의무와 권리, 책임 역시 관료적 결정체계를 통해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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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15 행위자들의 욕구와 필요가 체계적으로 재해석된 상태에서 이로부터 

벗어난 요구들은 애초에 책임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한다. 가령 기업들에게

서 제시된 탄소 발자국 개념을 살펴보면, 이 개념은 무엇보다도 개인들이 

소비자로서 활동하며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일괄적으로 계산하는데 초점

이 맞춰진다. 개인들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적 상황, 이를

테면 대중교통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야 하거나, 

기업들이 출시하는 제품이 애초 폐기물 처리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된 탓에 

소비자들이 많은 폐기물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이 관점에서 지워져 

있다. 이처럼 사회적 해악에 대해 문제시하는 관점이 협소해질 때 행위자

들의 개입가능성은 좁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 모델이 행위자들의 책임을 성공적으로 요청함에 있

어 관건은 정치적 책임을 그저 국민국가적 맥락에서 인정받거나 제도적 요

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위축시키지 않는 데 있다.416 행위자들은 정치적 책

임의 실현에 있어 “강제적인 정치 제도들에게 부정의를 개선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417 제도적 틀에서 부여되는 역할에 참여하는 과

정이 책임의 완전한 충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책임이 제도

들의 요구 범위에 국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요청하

는 정치적 책임의 주체가 영향력있는 특정 제도나 기관에 한정되지 않으며 

 
415 JPD, 79/184. 

416 동일한 맥락에서 프레이저는 책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문제가, 그

저 행위자들이 어떤 부정의로부터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한다(Fraser, (2009) "Abnormal Justice," in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67). 기존 정의의 문법이 모두 의문시되고 있는 

‘비정상적(abnormal) 시대’의 맥락에서, 정의의 당사자는 그저 국가 제도나 조

직들이 아니며 또한 이들이 일방적으로 정의의 주체를 규정하는 것 역시 가능

하지 않다는 것이다.  

417 RJ, 168/285. 



 

222 

 

구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로 설명되어야 한다.  

둘째, 이어져 있는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조직적 책임 관점에서 국가의 

활동이 중립적이고 공적인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와 같은 

제도에 정치적 책임을 모두 떠넘겨버릴 때, 이는 국가의 의사결정이 그 자

체로 불편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전제한다. 이 전제는 정부에 

대한 개별 행위자들의 참여와 견제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며, 나아가 개

별 집단이나 행위자들의 관점을 편파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

적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게끔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공적 영역 대 분파적 이익의 사적 영역이라는 이분법

이 지니는 다른 측면이 등장한다. 국가는 사회 위에 위치하고, 분리된 채 거

리를 두면서, 각 개인이 사적 이익을 사사로이 추구하는 경쟁과 갈등을 감시

하고 심판한다. 그렇기에 가령 로크는 국가의 기능을 묘사하면서 명시적으로 

심판의 비유를 사용한다. 국가는 경쟁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추구적인 경제 활

동에 대해 불편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시민들은 그런 국가에 충성과 복종

의 의무가 있는데, 왜냐하면 국가는 어떤 개별특수적 이익과도 불편부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418 

 

영이 보기에 국가가 개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초연하게 거리를 두

며 심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관념은 신화에 불과하다.419 어떤 공직

자 및 조직의 구성원들도 자신의 정체성, 소속, 가치지향, 역사적 경험들로

부터 동떨어진 채 행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입법자든, 고위 공직자든, 

혹은 공무원들이든 간에 이들은 자신이 자라온 특정한 환경의 영향 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무를 수행한다. 혹은 관료적 위계질서가 갖

는 특유의 조직 문화 및 규범들은 결코 그 자체로 불편부당성을 담지하지 

 
418 JPD, 112-113/251(번역판 일부 수정 인용). 

419 JPD, 1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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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활동이 여타의 시민사회적, 경제적 주체

들의 활동과 달리 불편부당하다고 간주하는 관점은 정부 활동의 관점적·맥

락적 한계를 지워버린다.  

이 맥락에서 영은 국가와 같은 제도에게 책임을 부여할 때 주의할 점을 

언급한다. 제도를 개별 행위자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중립적 존재로 간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정의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

이다.420 조직적 책임 반론이 놓치고 있는 점은 행위자들의 지지 없이는 제

도적 행위능력 역시 힘을 잃는다는 점이다. 421  가령 기후변화의 사례에서 

우리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한 행위자 및 조직들의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적 맥락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개선하도록,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화석연료 산업을 대체하거나, 대중교통 중심의 운송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들이 제대

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비판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만약 시민들이 이와 같은 부담을 회피하면서 국가가 

이 배경적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요구한다면 이는 무의미한 기대에 그칠 것

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연결 모델이 행위자들을 책임의 주체로서 간주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앞서 우리는 각 행위자들의 원자론적인 관점

에서 책임에 참여하기를 요청할 경우, 이들의 역량은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문제를 보았다.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을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연결 모델

은 행위자들을 단지 개별적으로 행위를 선택하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서

 
420 RJ, 112/200. 

421 RJ, 16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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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된 시민으로서 해석한다. “우리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특

정한 역량이나 제도적 역할, 관계, 혹은 규약 때문이 아니라, 시민 일반으

로서의 책임을 갖기 때문이며, 이는 특정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사회구조적 과정의 참여자로서 그리고 촉진할 의무

가 있는 정의의 참여자로서 책임을 가짐을 의미한다.”422 이 맥락에서 행위

자들은 특정 국가나 공동체 등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구조적 과정의 참여

자로서 이를 바꾸기 위해 연대하고 함께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서도록 요구

받는다. 

이는 탄소 발자국 개념에 대한 레베카 솔닛의 비판이 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423 솔닛은 탄소 발자국 개념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우리의 개별적

인 행위 기여만을 주목하게 한다고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무시

해도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는 기후변화에의 기여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도가 각자의 개별 기여를 계산하고 합산하는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 자신을 소

비자라기보다 연결된 시민으로 이해하고 공동행동 속에서 문제를 고찰할 

것을 요청한다. 공동으로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시민들은 자신들이 행위하

게 되는 체계적인 배경을 조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궁극적으로 바꿔나

갈 힘을 얻을 수 있다. 

 

  

 
422 RJ, 166-67/282; 강조는 원문. 

423 Solnit, (2021) "Big oil coined ‘carbon footprints’ to blame us for their greed. 

Keep them on the 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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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연결과 책임의 회피 

 

앞 장에서 우리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원리를 다루며 크게 두 가

지를 해명했다. 하나는 사회구조적 과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해 

행위자들이 갖는 책임 개념이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 개념의 이론적 정합

성과 별개로, 우리는 해당 개념의 실질적인 적용가능성 문제를 따져보아야 

한다. 영의 논의는 그저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만 고안되는 것이 아

니라, 부정의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은 행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에 대해 간략한 논의를 덧붙이지만 

이에 대해 논증적으로 분석하지는 않는다.424 4장에서 나는 정치적 책임의 

거부 논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원리

의 현실 적용에 있어 난점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살펴볼 핵심 문제는 정치적 책임을 행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

는가의 문제이다. 사회적 연결 모델의 책임 원리는 법적 책임 모델보다 훨

씬 넓은 범위의 문제에 대해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우

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행위자들이 이 넓은 범위의 책임을 받

아들일 수 있을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책임을 가질 이유가 

없거나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책임의 거부에서 핵심은 자신이 타자

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데 있다. 이는 특히 책임의 인식 조건 

문제를 통해 드러난다. 구조적 부정의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과정은 그

저 한 개인의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행위자들은 

많은 경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연관성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알려

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처럼 행위자들이 자신과 문제와의 연관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는 논변을 나는 “구조적 무지(structural ignorance) 

문제”로 부르고자 한다.  

 
424 RJ,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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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한 인식 조건을 겨냥하는 구조적 무지의 문제는, 해악에 대한 

예견가능성 문제를 사회적 연결 모델이 답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겨냥한다. 

앞서 3.2.1.에서 우리는 개인의 행위를 겨냥하는 법적∙도덕적 책임이 복잡

한 행위연관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적용될 수 없거나 오직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이유로, 하나의 행위가 대체 어떤 부정의한 효과를 

낳을지 예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복잡성 속에서 

누가 무엇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내가 알지도 못하거나 혹은 초

래했는지 불확실한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논의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답변 역시 불충분하게 고민되었다. 영의 『정의를 위한 책임』

에서는 인식적 제한 문제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들은 궁극적

으로 우리가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그리하여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이어지기에, 사회적 연결 모델의 관점에서 반드시 대답되어야 한다. 나는 

5장에서 책임과 민주주의 사이의 연관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대답하고

자 한다. 

 

4.1. 사회적 연결의 두 가지 이해 

 

정치적 책임의 주체로서 행위자들을 서로 연결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각 행위자들이 구조적 과

정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된 존재로 간주하는 한,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나설 여지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의 설명에서 다소 아쉬운 지점

은, 사회 구성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나는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

지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하나는 우리가 행위에 앞서 이미 실존하는 배



 

227 

 

경적 상태가 이미 연결됨을 전제한다는 실존적인 연결성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의존하게 됨을 강조하는 

상호의존성의 논의이다. 이 두 가지 논의는 각각 정치적 책임 개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각 설

명들은 행위자들을 책임의 당사자로 간주하기에 불충분하다.  

 

4.1.1. 실존적 연관 

 

실존적 연관성은 개인들이 이미 특정한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방식 자체

가 개인의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행위자들 사이

의 연결이 전제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실존적인 방식을 통해 책임의 근거

를 마련하려는 대표적인 설명은 아렌트에게서 제시된 바 있다. 아렌트가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인들이 갖는 책임을 논의할 때, 그는 자신의 일차

적 관심사가 개별 행위에 대해 추궁되는 도덕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이 아

님을 밝히고 있다. 아렌트가 보기에 모든 독일인들이 전쟁범죄에 대한 같

은 죄를 갖는다는 사고방식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전

후 많은 독일인들이 죄의식을 공유하고자 했지만 이는 죄의식을 갖지 말아

야 할 사람에게 죄책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히만처럼 실제로 범죄

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이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죄의

식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425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아렌트는 2

차대전 당시 구체적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른 이들, 죄는 없지만 책임을 공

유하는 이들을 구분한다.426 그렇다면 아렌트의 관점에서 행위자들이 책임

 
425 Arendt, (2003) "Personal Responsibility under Dictatorship," in J. Kohn (ed.), 

Responsibility and Judgment, New York: Schocken Books, 28. 

426 Arendt, (1992) "Organized Guilt and Universal Responsibility," in L. May & S. 

Hoffman (ed.), Collective Responsibility,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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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행위자들이 특정한 정치 공동체

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생겨난다. 

 

집단적 책임을 갖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하

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의 근거

는 나의 자발적 행위로 해소될 수 없는, 즉 기업의 동업 관계처럼 내가 자의

로 해소할 수 있는 관계와는 전적으로 다른 집단(집단체a collective) 내에서

의 성원권이어야 한다.427  

 

이 설명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설령 자신이 직접 인종학살에 가담하지 않

았더라도 여전히 이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공유한다. 그들은 정치적 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해당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이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

임을 가져야 한다. 이 책임의 발생 범위는 단지 동시대 구성원만이 아니라,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선조들이 행한 행위까지 해당한다. 우리가 이와 같

은 “정치적이고 집합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체를 

떠나는 것” 뿐이지만, “누구도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는 없으므로 이는 그

저 어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교환하는 것

에 불과”하다.428 아렌트의 논의는 정치적 책임을 동일한 국가 공동체의 구

성원에 대한 책임으로 한정시킨다.  

도덕적·법적 책임 개념과 정치적 책임 사이의 구분이라는 아렌트의 관점

이 사회적 연결 모델에 끼친 깊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영은 아렌트의 관점

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렌트의 주장은 국가 경계를 책임

의 테두리로 간주하는 정치철학적 관점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

다. 영은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한다. 첫째, 국가 구성원들이 국

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이유는 국가가 구성원들 사이의 활발한 

 
427 Arendt, (1987) "Collective Responsibility," 45. 

428 Arendt, (1987) "Collective Responsibility,"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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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저 성원권을 지녔다는 사실 자체에 

의해서일 수는 없다. 국가 공동체는 “자신을 그 구성원으로 간주하거나 다

른 이들로부터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들이, 서로 호명하고 정체화하며, 국

가의 상징을 승인하고, 이와 관련된 특정 의식들을 수행하며, 상호 간 정

치사회적 연관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통해서만”429 존재한다. 둘째, 

책임이 동일한 정치 공동체 구성원에게만 발생한다는 관점은 도덕적으로 

자의적이다. 행위자들이 맺는 관계의 범위는 반드시 정치 공동체 내부로 

국한되지 않으며, 때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거나 심지어 국가보다 더욱 

우선하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430 사회적 해악의 발생이 국가적 테두리 

안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을 국민국가적 경계 내에서만 설

명하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국가 공동체에 한정하여 책임을 설명하는 이들

은 이와 같은 수많은 관계들에 앞서 국가 공동체가 우선적인 지위를 차지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아렌트 자신도 정치적 책임을 단지 국가 공동체 안에 한정하지 

않고 있음을 영은 지적한다.431 유대인 학살은 독일 외에도 다른 국가들의 

협력과 승인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이 국가들 역시 대량 학살에 대한 책임

을 공유한다. 자국에서 유대인 이웃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며 이를 방관한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집단 책임의 진정한 과제는 특정 국적의 소유 여부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432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아렌트

 
429 RJ, 137/235. 

430 RJ, 139/238. 

431 RJ, 87/162. 

432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독일인들이 타키투스의 시대 이래 잠재적인 나치가 아

니었다는 점과 같이 자명한 사실, 혹은 모든 독일인들이 나치의 견해를 받아들

였는지 여부와 같은 불가능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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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적 책임의 연결 범위를 국민국가적 경계로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사유를 다루기에 적절한 방식을 찾지 못한 데에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이러한 가정 하에서, 나는 아렌트의 실존적 연결성에 대한 논의를 간단

히 포기하는 대신 다른 개념들을 통해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 지점에서 주

목해야 하는 아렌트의 논의는 정치적 행위의 공간으로서 공적 영역이다. 

주지하듯 아렌트의 행위(action) 개념은 노동(labor), 작업(work)이라는 활

동과 함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실존적 조건을 구성한다.433 특히 행위는 

그의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필연성이 지배하는 사적 영역을 벗어나 자유를 실현하는 공적 세계를 구성

한다. 평등하면서도 서로 다른 복수의 개인들이 자신을 현상하는 정치적 

공간은 여타의 동물적 존재와 다른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성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한다. 공적 영역은 개인들이 말과 행위를 통해 개별성과 다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사적 영역과 함께 인간의 근원적인 두 가지 

축을 형성한다.  

공적 영역에 대한 강조는 사회 구성원들이 연결되는 의미를 기존의 정치

적 성원권 개념과는 다른 방향에서 강조한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행위하

고 발화하는 영역으로서 공적 공간에 위치하는 한에서 타인과 연결되어 있

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적 영역이 파괴될 때, 그리하여 시민들 상호간에 

더 이상의 정치적인 행위가 가능해지지 않을 때, 모든 개인들은 정치적으

 

자와 일반인들, 유죄인 자와 무죄인 자를 구분할 경계가 완전히 지워져버려서, 

독일에서 우리가 비밀의 영웅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직 대량 학살자를 대

하고 있는지를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직면하는 시련을 어

떻게 견디며 우리가 어떻게 행위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데 있다.”(Arendt, (1992) 

"Organized Guilt and Universal Responsibility," 276) 

433 Arendt, (199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n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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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립된다.434 이 상황은 행위자들이 아무런 고찰 없이 자신이 발붙인 조

직의 규칙에 순종하는 (아이히만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은) 인간상에 쉽게 

빠져들도록 한다. 435  전체주의 정권이 국가 내의 정치적 담론을 억압하고 

일방적인 프로파간다만을 제공할 때, 체제의 작동을 수동적으로 지지했던 

시민들은 공적 영역을, 그리고 정치적 행위능력을 상실한다. 2차 세계대전

이 끝나기 전까지 시민들은 유대인,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공산주의자들

이 수용소로 끌려가 학살당하는 동안, 이들의 고통을 접하고 저항할 수 있

는 어떤 유의미한 통로도 갖지 못했다. 이는 비단 독일인만의 문제가 아니

라, 공적 영역에 참여했던 모든 시민들이 전체주의적 정치에 저항하지 않

음으로써 공유하게 되는 문제이다. 

아렌트의 공적 영역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는 영은, 행위자들에게 

타자와의 소통 과정 속에서 공적 영역을 지켜내고 이를 통해 세계에 존재

하는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한다.436 2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인 및 독일에 협력한 국가의 시민들이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대신 침묵한 데 있다. 영의 관

 
434 아렌트는 인간의 상태로서 고립(isolation)과 고독(loneliness)을 구분한다. 고독

함은 인간적 유대를 상실하는 것의 문제인 반면, 고립됨은 공동의 행위망이 부

재된 상태에서 겪는 행위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Weisman, (2014) Hannah 

Arendt and Karl Marx: On Totalitarianism and the Tradition of Western 

Political Thought, Lanham, Maryland: Lexington Books, 24-25). 아렌트가 근

대 이후의 사회를 고립된 영역으로 묘사할 때, 이는 집단 속에서도 점점 정치

적인 행위능력을 잃어가는 원자화된 개인만이 남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고립을 촉진하는 것은 노동의 영역이 확장되는 상황으로, 아렌트

는 공적 영역의 축소와 행위자들의 고립이 전체주의의 등장 조건 가운데 하나

라고 평가한다. 

435 Lundestad, (2016) "Hannah Arendt and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the 

"Eichmann" Controversy Revisited,"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33(4), 

380. 

436 RJ, 8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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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볼 때 바로 이 지점에서 독일인과 그 외 협력국의 시민들은 비판받

아야 한다.437 이 맥락에서 아렌트의 설명은 정치적 책임의 주체들이 갖는 

연결의 의미에 중요한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위자들이 공적 영역

의 구성원으로서 타인들과 연관을 갖는다는 설명은 부정의에 대해 시민들

이 공동행동에 나설 기반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도 정치적 책임의 관점을 강조

하는 방향과 그렇지 않은 시도가 구분될 수 있다. 이를테면 많은 독일인들

은 2차대전 당시 저항의 의미로 정부에 협력을 거부하며 은신하거나 독일

을 떠나는 등 소극적인 저항을 시도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

고 몰래 유대인들을 피난시켰으며, 심지어 몇몇 군인들은 (‘발키리 작전’으

로 알려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통해 나치 정권에 저항했다. 이들

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었으나, 아렌트적인 의미에서 정치

적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들은 다른 시민들에게 저항

에 동참하도록 호소하는 등 공동의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대신, 오직 개인 

및 소수의 행위를 통해서만 일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아렌트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책임을 다한 이들의 경우로는 공적 영

역에의 호소를 선택한 숄 남매 및 백장미단의 사례, 또는 덴마크에서 정부

와 시민들이 합심하여 독일군에게 비폭력 저항을 수행한 사례를 들 수 있

다. 이 행위들은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호소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저

 
437 이때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는 설명이, 아이히만과 같은 전쟁 

범죄자들에게 부여되는 의미에서 ‘죄’를 공유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이해되어서

는 안 된다. 영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대한 독해에서 이를 분명히 구분

하고자 한다(RJ, 81/152 ff.). 이를테면 자신들이 수행하는 행위의 결과를 충분

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범죄에 가담한 아이히만과 같은 이들은 전쟁범죄에 

대해 (법적∙도덕적 의미에서) 유죄이다. 반면 독일 국민의 대다수는 직접 대량

학살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전체주의적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이러한 해악을 

촉발하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더 이상 반성적 태도 및 행동을 보

이지 않는 데에서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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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된 사례들과 대비된다. 물론 전체주의 

정권의 억압 하에서 이처럼 공적 영역에 호소하는 방법은 당사자들에게 대

단히 위험하며, 또한 항상 성공적인 귀결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공적 저항을 통해서만 시민들의 의지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재해석된 아렌트의 논의에서 초점은 기존 설명과 다른 부분을 향

하게 된다. 정치적 책임을 갖기 위해 중요한 것은 특정 국적 공동체에의 

소속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공적 영역에 속한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타자와 대화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조건 자체가 우리들에게 이 영역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일정한 책임을 부과한다.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

하는 한 타인과의 연결을 항상 전제할 수밖에 없게끔 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해석된 아렌트의 설명 역시 구조적 부정의에 관련하여 행위자

들이 연관되는 방식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적합하다. 이는 아렌트의 정치

적 책임이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된다는 사실로부터 생겨나는 문제이다. 아

렌트에게 정치적 책임의 근거는 인간과 세계 사이 연관 자체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의 범위는 무제한적이고 보편적이다. 다시 말해 책임의 연관 

대상으로서 공동체는 공적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개인을 포괄한다. 

이 포괄성은 구조적 기여의 연관을 배제하며, 따라서 누가 어떤 맥락에서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정치적 책임의 추상성 문제는 아렌트의 공적 영역에 대한 좁은 이해와 

맞닿아 있다. 아렌트에게 정치적 영역은 경제적 범주인 ‘사회’의 영역과 전

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이해되며, 더욱이 사회의 등장은 정치적 행위영역

을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설명된다.438 가정경제(oikos)의 확장된 공간인 사

회는 본질적으로 노동의 영역이지 정치적 행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438 Arendt, (1998) The Human Conditio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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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어떤 정치적 논의도 다룰 수 없으며, 역으로 공적 공간에서도 경제

적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아렌트가 사회적 영역을 정치의 영역과 단

절시키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 대조에 근거한다.439 한 가지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방식으로 신체적 욕구를 공유한다고 전제하며 생명 원리의 동일성

을 공공 영역의 다원성과 대비시키는 부분이다. 다른 한 가지 근거는 생명 

욕구의 충족 필연성이 인간 행위의 자유와 대조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징들은 사회와 구분되는 정치적 영역이 갖는 독창성과 세계성을 설명한

다. 

정치와 사회의 단절적 구분으로 말미암아, 공적 영역의 논의는 개인들의 

구체적인 욕망과 필요의 문제를 도외시한다. 아렌트의 공적 행위는 행위자

들이 처한 복잡한 사회경제적 맥락을 추상화함으로써 그 보편성을 획득하

지만, 사회의 구체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접근성을 갖지 못하는 한

계에 직면한다.440 아렌트의 공적 영역에 등장하는 개인들은 다원적인 복수

의 주체들이지만, 이 복수성과 다원성은 오직 행위 자체의 창발적 성격에

만 기원하며 그들이 갖는 사회적 맥락은 공적 논의로 들어오지 못한다.441  

이 지점에서 아렌트의 논의는 양가적인 특성을 갖는다. 한편으로 아렌트

 
439 사이토 준이치, (2009)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윤대

석 외 옮김, 이읆, 74. 

440 박유진, (2018) 「정치와 책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2-

23; 정미라, (2014) 「정치적 행위와 자유: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

판적 소고」, 『철학논총』, 76(2), 621. 

441 고대의 공적 영역에서 생물학적, 가정적,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들은 숨겨져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러한 은폐는 가부장제와 노예제라는 제도를 

통해 실현되었다. 조지 카텝(George Kateb)이 지적하듯, 비록 근대에 이르러 

전근대적 억압의 형태들은 제거되거나 완화되었지만(그리고 아렌트는 이를 ‘근

대적 해방’으로 칭송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비정치적인 것’들이 공적 영역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아렌트의 생각 자체는 변함이 없다(Kateb, (1977) 

"Freedom and Worldliness in the Thought of Hannah Arendt," Political Theory, 

5(2),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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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자들 사이의 담론적 영역으로서 ‘세계’로부터 인간의 고유한 자유

를 발견하며, 근대 사회의 본질적인 병폐로서 개개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에만 침잠하는 상태, 즉 세계 상실을 지적한다. 다른 한편 아렌트는 사회

적 문제들을 필연적인 노동의 영역과 결부시킴으로써, 이에 대해 내부적 

비판 가능성을 상실한다.442 그는 인간의 욕구와 필요가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담론적 해석에 열려 있다는 점을, 따라서 공적 영역과의 긴밀

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 사회적 연결성에 대한 설명은 아렌트의 집단 개

념 및 집단적 책임에 부분적으로만 의존할 수 있다. 아렌트가 전쟁범죄에 

대한 독일인의 잘못∙책임을 물었을 때, 그의 논의는 인종청소라는 매우 체

계적이면서도 끔찍한 범죄로부터 그 기원을 갖는다. 이 사례에서 아렌트가 

행한 죄와 책임의 구분, 그리고 집단적 책임 개념 등은 많은 시사점을 제

공한다. 그러나 아렌트의 분석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직면하는 일상적인 부

정의들, 다시 말해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성소수자로서, 비정규직 노

동자로서, 소수인종으로서 겪는 차별과 억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점을 주

지 않는다. 아렌트의 공적 영역 개념에서 행위자들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

자, 노동자, 소수인종으로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으로

서만 정치적 행위를 수행한다. 때문에 아렌트의 논의는 행위자들의 정치적 

조건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차별과 억압의 내용들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상되고 있다. 행위자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제약들과 직면

하여,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 아렌트의 정치적 행위 이론

은 다소 추상적인 기여만을 수행한다.443  

 
442 사이토 준이치, (2009) 『민주적 공공성』, 72 ff. 

443 이처럼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걷어낸 뒤 생겨나는 공적 영역 개념의 추상성

은 아렌트의 민주주의 이론이 지닌 결함으로도 이어진다. 아렌트는 의회와 같

은 공적 장치들이 경제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문제적으로 바라보았으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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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상호의존적 연결 

 

영이 행위자들의 사회적 연결을 설명하는 근거는 우리가 서로 영향을 끼

치며 살아가는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점이다. 444  영은 우리 자신이 사회적 

배경조건의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개인들이 사회적 연결을 부정하려는 시도

를 비판한다. 행위자들은 종종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의 책임

이 정치적 책임보다 더욱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 그 밖의 구

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은 비개연적이거나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사

람들은 정치적 책임의 이행을 거부한다.445 이에 대한 반박으로 영은 우리

가 가까운 상호작용적 범위에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구성원들과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나의 개별 행동은 

그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눈앞의 맥락에서만 영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주변 구성원들의 행위 선택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런 한에서 나의 

 

욱이 정치의 영역에 행정이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Sitton, 

(1987) "Hannah Arendt's Argument for Council Democracy," Polity, 20(1), 89).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 행정이나 경제적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면, 정치적 공간

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렌트는 대의 민주주의와 구분

되는 ‘평의회 민주주의(council democracy)’라는 대안적 접근을 제시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444 영은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이전에도 행위자들의 상호의존성

으로부터 책임의 근거를 발견하려는 논의를 『포용과 민주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를 가로질러 그와 같이 귀를 기울일 도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좋든 싫든 

어떤 현장이나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다. 그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 상대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국지적인 상호작용들을 통해 활

동한다는 사실의 구조적 귀결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연관된다.” (ID, 222/353) 

445 RJ, 15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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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좁은 범위로 국한시키는 것은 자의적이다. 

행위자 간의 상호의존성에서 사회적 연결을 설명하는 방식은 앞서 제시

된 실존적인 연결성에 대한 논의보다 분명한 장점을 지닌다. 첫째로, 정치

나 경제, 문화 등 여러 맥락에서 우리가 상호의존적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

는 것은 행위자 간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둘

째로, 행위자 간 연결의 내용이 구체화될 때 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의 의

미 역시 선명해진다. 타인의 어떤 상태에 영향을 주었는지 내용이 드러남

으로써 행위자들이 개선해야 할 상태 역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연결에 대한 상호의존적 설명은 

정치적 책임을 위한 근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서로 영향을 미침에 따

라 의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때 생겨나는 한계를 맥키온은 세 

가지로 정리한다.446  

첫째, 의존성 개념은 너무 넓은 범위의 행위자들을 책임의 범주로 포괄

함으로써 책임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장한다. 가령 내가 하루 종일 활동

하면서 사용하고 경험하는 거의 모든 대상은 타자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나는 쌀을 생산한 사람들, 이를 운반해준 이들, 판

매한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내가 세수할 때 쓰는 물 한 방울까지도 나 자

신만의 노력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할 때 

나는 버스 운전사만이 아니라 차량 생산에 함께 참여한 이들, 혹은 버스를 

함께 타고 있는 승객들,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 등 모두에게 의존한다. 

나의 개별 행위들이 세계의 수많은 구성원들과 의존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면, 도대체 나의 책임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의존성의 범위

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지게 될 때,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지는 책임의 내

용이 추상화되는 것은 아렌트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446 McKeown, (2018) "Iris Marion Young's "Social Connection Model" of 

Responsibility," 4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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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존적 연관 개념은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성원들

이 정치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심각한 신

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행위자들은 스스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우며 많은 

경우 다른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존적 행위자들에게 자신

의 행위에 대해서든 혹은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구조적 배경에 대해 책임

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요구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나 혹은 구조적 연관에 대한 정치적 책

임 모두 일정한 판단/행위능력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위자들 

사이의 의존성 자체는 정치적 책임을 형성하는데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셋째, 의존관계는 양방향적이라는 점이 의존성 논의에서는 충분히 반영

되지 않는다. 가령 영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착취적 의류산업의 경우를 다

시 살펴보자. 의류산업에서 생산된 저가의 티셔츠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생산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갖는다고 설명될 때, 이 설명은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생산한 노동자에게 의존한다는 근거로부터 뒷받침된다. 하지

만 이 설명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이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들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존성에 의거하여, 착취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소비자들에

게 정치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착취적 산업에 종

사하는 노동자들이 대체 소비자들에 대해 갖는 책임이 무엇인지 제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설명은 다소 어색하다.447 

 
447 혹자는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원리, 다시 말해 부정

의에 기여한 이들이 함께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는 설명을 들며 의존성 테제를 

유지하려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임 원리에서 언급되는 책임 당사자로서 

‘기여한 이들’은 그저 특권적 지위나 권력을 지닌 이들만이 아니라, 부정의한 

사회적 제약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되기 때문

이다. 이 설명을 끌어온다면 설령 노동착취적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 상황에 대한 개선 책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이상할 것은 없어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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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결 모델이 이 비판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의존성 가운데 문제적인 특정 의존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다.448 우리는 2장

에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의존적 관계를 이미 논의

한 바 있다. 가령 부정의로서 억압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착취되거나, 배제되거나, 문화적 종속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설명한

다. 노동착취적 의류산업의 사례에서 우리는 티셔츠의 구매자들이 그저 노

동자에게 의존한다는 사실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매자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특정 문제적 

유형의 의존성에 주목할 때, 맥키온은 위의 비판들에 대한 대답이 가능해

진다고 본다. 한편으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의존 일반이 정치적 책임을 형

성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 관계 등 부정의한 일부 의존관계에서만 책임이 

발생한다고 대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의존성에 대한 설명은 행위

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너무 과다한 것으로 만들지 않게 된다. 다른 한편으

로, 이 대답의 연장선상에서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타인에게 의존

하는 것도, 혹은 노동자들이 소비자에게 의존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 착취

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문제적인 사태가 아니다. 이처럼 의존성의 

영역 중 문제시되는 범위를 한정시킴으로써, 우리는 위의 반론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  

 

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 부정의를 개선함으로써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당사

자들은 부정의의 피해자 자신들이므로, 이들이 문제에 대한 개선 책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해명은 의존성 테제에 대한 비판에 관한 정확한 대

답은 아니다. 상호의존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은 의존대상과의 관계에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반면, 앞서 부정의의 피해 당사자들이 책임을 갖는 근

거는 그들 자신의 처지를 개선함으로써 생겨나는 (소수자 집단의) 이익이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원리에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정

치적 책임을 요구할 때, 이는 행위자들 간 상호의존성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448 McKeown, (2018) "Iris Marion Young's "Social Connection Model" of 

Responsibility,"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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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 생각에 이 답변은 여전히 행위자들의 책임을 설명하기엔 불충

분하다. 상호의존적 관계 가운데 착취와 같은 부정의한 상태들만이 우리에

게 책임을 제공하는 관계라고 한정하더라도,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치적 책임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영은 

우리가 구조적 과정에 공동으로 기여하며 이로 인해 상호 간 영향을 주고

받는 상태에 있기에, 그 해결 역시 공동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과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 자명하게 주어지는 사실이 아니다. 이를테면 나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인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나

와 서로 의존하는 관계일까? 우리가 서로 의존한다는 설명은 매우 추상적

이어서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나 의존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의존성 개념의 불분명함 문제는 설령 부정의한 의존적 관계들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여전히 남는다. 공동으로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착취에 의존한

다는 사실은 명확히 경계를 그어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노동착취적 의류산업에 의존하는 행위자는 어디까지 포함되

는가? 이는 해당 의류업체들의 생산물을 직접적으로 구입한 행위자들인가, 

아니면 이 산업과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고받는 이들이 모두 이러한 착취관

계에 의존하는가? 만약 책임의 범위를 이처럼 넓히게 된다면, 가령 저가형 

티셔츠를 판매하는 기업의 제품을 내가 구입하지 않더라도, 내가 의도했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기업에 조금의 이윤이라도 제공한다면 나 역시 부

정의한 착취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으

로 보인다. 

앞서 3.2.3.에서 우리는 부정의에 참여한 이들의 범위 문제를 다루기 위

해 제시되는 한정 원칙(limiting principle)을 일부 수정하려 시도하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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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넓은 한정 원칙’ 449은 특정한 관행만이 아니라 이 관행이 포함된 주요

한 사회구조적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정

의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으로 서술된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구조적 과정 

전반’과 같은 넓은 책임 범위를 요청하게 될 경우, 이는 사실상 부정의한 

구조와 그렇지 않은 구조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호의존적 연관들 중에서 착취 등 문제적인 상호의존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국한시키려는 애초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관철할 

수 없게 된다. 

정치적 책임 범위에 대한 다른 접근으로서 나는 ‘수정된 한정 원칙’450을 

제시하였다. 이 수정은 행위자들이 구조적 부정의와 갖는 연관을 개인 단

위에서 고찰하는 대신 사회 집단이라는 맥락에서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집단 간의 연관은 개별 행위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정에서의 영향

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한 명의 티셔츠 구매 행위가 의

류산업과 맺는 연관은 쉽게 인식되지 않으나, 선진국 소비자 집단과의 연

관 속에서 개발도상국의 의류산업 노동자 집단이 갖는 상호의존은 선명하

게 인식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존성 개념이 지녔던 모호함 문제를 넘어섬

으로써, 행위자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을 부정의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의 

상호의존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넓은 한정 원칙’보다 ‘수정된 한정 원칙’이 갖는 이점은 책임 당사자를 

 
449 넓은 한정 원칙: 행위자 A는 행위자들 간의 부정의한 관계성 R을 형성하는 관

행 P의 상위 과정인 주요한 사회구조적 과정 O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P를 개선할 미래지향적인 책임을 갖는다 

(Gunnemyr, (2020) "Why the Social Connection Model Fails: Participation is 

neither Necessary nor Sufficient for Political Responsibility," 574; 일부 표현 

수정). 

450 수정된 한정 원칙: 행위자 A는 사회 집단 간의 부정의한 관계성 R을 형성하는 

관행 P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해당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

과 함께 P를 개선할 미래지향적인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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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는 범위이다. 넓은 한정 원칙은 한 개인의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추적하며 책임을 가져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무제한적인 범위로 확장된다. 반면 집단적 관점에서는 한 집단이 겪는 부

정의가 다른 지위를 갖는 집단과의 연결 속에서 논의되기에, 부정의한 구

조적 과정의 당사자 집단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적 관점에서 부정의한 상호의존성의 범위를 설명하려는 시도

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한다. 영의 사회 집단 개념은 정말로 

문제시되는 부정의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개념인가? 앞서 사회 집단이라

는 개념은 동일한 본질적 속성을 공유하는 대신, 유사한 사회구조적 제약 

하에 함께 놓여 있는 상황을 통해 설명되었다. 이 규정은 사회 집단 개념

이 가질 수 있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유동적인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연결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 구성원들의 다층성을 지적하려는 시도이다. 그런

데 사회 집단이 과연 집단적 범위에서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가령 ‘노동자’ 집단의 구성원은 그저 특

정 고용 형태에 놓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정한 제약 조건 속에서 활동하

는 모든 이들을 포괄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 지방민과 수도권 

거주민, 노년층과 청년층 등 수많은 다른 범주의 집단들이 함께 묶여 존재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부정의한 상황에 대응되는 집단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수 있는가? 이를테면 착취 문제는 단지 계급으로서 노동자 

집단의 특성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지역, 연령 간의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상호의존성의 범위를 집단적 개념에 의거하여 

한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집단에 책임을 물을 때 우리는 집단 일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대

신, 어떤 부정의에 관해 유관한(relevant) 집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때 ‘유관한 집단’ 규정은 누가 이 부정의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역량과 지위가 어느 집단에게 있는가의 

문제를 향한다. 이 규정은 우리가 집단 내부의 다양한 구별들 가운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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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을 문제시할 것인가의 질문과 이어진다. 이러한 유관성에 대한 해석은 

구조적 과정의 참여 당사자들이 얼마만큼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검토하

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해석과정은 제3자가 객관적 위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존재하는 수많은 집단 간의 차이를 전체적

으로 조망하고 특정한 부정의에 대해 무엇이 유관한지를 객관적으로 규정

할 수 있는 외부의 시점이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에 유관한 사회

적 집단의 구별 층위는 그저 사실적인 파악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사회구

조적 과정 참여자들의 해석을 거쳐야만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착취의 

문제를 다루려 할 때, 우리는 이 상태로부터 이익과 피해를 보는 이들 각

자의 입장과 의견을 들은 뒤 이 경험이 착취적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논의

한 뒤에야 정치적 책임의 당사자를 규정할 수 있다.  

집단적 구별이 사회구조적 과정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해석 작업을 필요

로 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어려운 후속과제를 제시한다. 부정의에 유관한 

집단을 규정하는데 참여하려면, 행위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부정의한 상황

에 개입하고 있음을, 그리하여 다른 집단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다른 집단과의 상호의존성을 행

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에서 정치적 책임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사

회 집단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구조적 위치와 제약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를테면 인종

적 주류 집단의 구성원들은 소수인종 집단의 인종주의적 경험에 대해, 혹

은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경험에 대해 무지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종적 주류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수인종 집단과, 혹은 비장애인들이 장애

인들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고 이들의 부정의한 경험을 자신의 정치적 

책임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난점을 나는 이어지는 절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자 한다. 우리

가 타 집단의 경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부정의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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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기 어렵다면,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들의 상황에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집단 간의 무지는 행위자들의 연결

성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4.2. 책임과 무지 

 

전통적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갖는 조건은 자발적인 행위

의 선택이다. 이는 그가 자신의 행위로부터 초래되는 결과를 알거나 예상

가능함을 전제한다. 가령 아리스토텔레스는 “자발적으로 행해진 행위는 칭

찬이나 비난을 받는 반면, 비자발적으로 행해진 행위는 용서 그리고 때로

는 동정을 받는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비자발적 행위의 사례로 강제된 행

위 또는 무지(ignorance)를 통해 이루어진 행위의 사례를 든다.451 책임의 

감면 및 면책 조건으로서 무지는 책임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규정

이며, 또한 구조적 부정의에 관한 책임 논의에서도 중요한 논의였다. 앞서 

3.2.1.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적 책임 모델이 구조적 부정의에 적용될 수 없

는 이유는 개별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부정의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 인과적으로 추적하고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무지에 대한 이 논의를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논의에 적

용한다면, 이는 많은 행위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감면하는 결과를 낳는 것

처럼 보인다. 행위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제약들에 대해 

무지한 채 구조적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의 행위가 낳는 영향에 대해서도 

 
451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무지의 유형이 용서받거나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무지의 유형들을 구분하고, 이들 가운데 진정으로 비

자발적인 행위에 속하는 무지의 유형을 구분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

표는 비자발성의 조건으로서 무지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자발적으로 행위한다는 것의 의미를 밝혀내는데 있다. 이런 배경에서 무지는 

이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상태로서만 언급된다. 따라서 무지에 대한 설명은 상

대적으로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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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행위자들은 부지불식간에 다

른 사회 집단이 겪는 구조적 억압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구조적 부

정의는 각 유형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기에, 자신이 한 유형에서의 소

수자라고 해서 결코 다른 소수자 집단의 고충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한다면, 기존 책임 논의에서 무지의 조건을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에 적용하는 것은 대다수의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면제하

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정치적 책임은 과거 행위의 인과적 영향을 추적하고 잘못을 묻는 

대신, 행위가 발생하는 배경조건을 문제시하고 개선하는 책임이라는 점을 

나는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정치적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가 자신

의 행위 귀결을 인지한 채 행위했는지와 무관하게, 그가 참여해 온 구조적 

과정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적 연결 모델이 설령 책임의 

방향을 기존의 책임 논의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인식 조건은 여전히 사

회적 연결 모델에 대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치적 책임이 발생하는 원리

로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 원칙은 행위자들 스스로 자신이 부정의에 

기여하고 있음을 자각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에 기

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까?  

4.2.1.에서 나는 사회구조적 과정에서의 무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루

고자 한다. (1) 행위자의 무지가 전통적인 책임 논의에서 면책 조건으로 제

시되는 논의들과 비교하여,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문제

시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구조적인 맥락에서 인식적 제약이 발

생하고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는 구조적 무지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는 부르디외의 구조적 논의

를 빌려, 사회구조적인 인식적 제약이 작동하는 기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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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무지의 두 측면 

 

4.2.1.1. 법적 책임 모델: 면책 근거로서의 무지 

 

법적 책임 모델에서 무지는 비난 또는 처벌을 경감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데, 이는 행위 배경 및 귀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행

위자들의 선택가능성이 제약당하기 때문이다. 452  1.2.에서 나는 책임의 조

건 중 행위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에 대한 책임

을 갖는다는 조건, 즉 ‘통제 원리(control principle)’를 언급했다. 이때 자

유롭게 행위한다는 것의 의미에는 그의 의지(will)가 발휘되는 것만이 아니

라, 그의 행위에 관련된 배경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는 주장이 제기된다. 피셔(Fischer)와 라비짜(Ravizza)가 ‘아리스토텔레스

적 조건’이라고 명명하는 인식 조건(epistemic condition)은 행위자가 “자

신의 행위를 둘러싼 개별 사실들을 충분히 알고 있음과 동시에 적절한 종

류의 믿음과 의도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에만 책임을 갖는다고 설명한

다.453 통제 원리에서 책임이 행위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발생함을 고려

한다면, 인식 조건은 행위자가 책임을 갖기 위한 조건과도 연결된다. 책임

의 범위는 행위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혹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력을 

기울여 알 수 있었던 예측가능성의 범위로 국한되며, 그 밖의 문제에 대해 

 
452 이때 나는 찰스 밀스(Charles Mills)의 규정을 따라, ‘무지’를 참된 인식이 부재

하는 상태와 더불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상태까지 모두 지칭하고자 한다(Mills, 

(2007) "White Ignorance," in S. Sullivan & N. Tuana (ed.), Race and 

Epistemologies of Ignorance, Albany: SUNY Press, 16). 

453 Fischer & Ravizza, (1998) Responsibility and Control: A Theory of Moral 

Responsibi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 



 

247 

 

행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다.454  

면책근거로서 무지는 행위와 무지 사이의 특정한 연관을 통해서만 제시

된다. 책임과 관련된 무지의 대상은 여러 층위에서 존재한다. 행위자는 자

신이 수행하는 행위가 어떤 귀결을 낳을지 모를 수 있으며, 혹은 행위의 

배경적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다. 짐머맨에 따르면 핵심은 어떤 층위에서

든 무지가 행위자로 하여금 잘못(wrongdoing)을 초래한다는 점이다.455 행

위자가 행위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거나 혹은 자신의 행

위 귀결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행위자의 잘못을 무지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

지 않는다. 

또한 이 논의에서는 무지의 대상만이 아니라, 무지가 작동하는 방식 역

시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는 “무지 속에서 행위가 발생(action done in 

ignorance)”하는 상황이 아니라, “무지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action 

caused by ignorance)”이다.456 전자는 행위자가 술에 취하거나 화가 나서 

행위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못 보

고 사고를 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이

와 같은 사고를 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며, 따라서 그가 책임을 벗어나기

 
454 Navin, (2011) "Luck and Oppression,"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14(5), 541.  

455 Zimmerman, (1997) "Moral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412. 

456 (EN 1110b25-30). 짐머맨은 무지로부터의 행위와 무지한 가운데에서의 행위라

는 이 구분을 이어받아, 화난 사람이 행위하는 경우를 무지한 행위자와 비교한

다(Zimmerman, (1997) "Moral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424). 누군가가 

화난 가운데 잘못을 저지른 경우 그가 비난받는 이유는, 그가 화난 가운데 행

위할 때 자신이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반면 

누군가가 무지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 그는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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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오히려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는 무지 

자체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술 때문에 무지가 동반된 경우이기 떄

문이다. 반면 운전 중 예상하기 힘든 곳에서 끼어든 차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는 무엇보다도 무지 때문에 집을 사고를 낸 것이다. 

후자의 경우처럼 무지가 행위의 원인이 될 때, 일반적으로 이 행위에 대해 

책임은 경감된다. 즉 어떤 잘못된 행위 귀결과 행위자의 무지가 동반되는 

것을 넘어 인과적 연관이 발견되는 경우, 행위자는 무지를 근거로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457 

따라서 비난중심적인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자들의 무지는 구조적 

부정의에의 기여 책임을 묻기 어렵다. 나는 3.2.1.에서 사회적 문제에 기여

하는 개별 행위자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

다. 이때 생겨나는 문제는 행위자들 대부분 자신의 행위가 그와 같은 부정

의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사

회구조적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행위자들은 자신이 어떤 문제에 기여하

고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알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인과적 연관

을 거쳐 피해를 주는지 알 길이 없다. “잘못에 관한 무지의 부재가 책임의 

근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짐머맨은 도덕적인 책임이 구조적 부정의와 

같은 종류의 해악들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등과 같은 도덕적 악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최근에 

이루어졌다. 나는 이 악덕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 때 관련

되는 잘못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한, … 이와 같은 

 
457 그러나 무지에 의거하여 행위한 경우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바로 문제시되는 사실에 대해 알 것이 기대되는 역할에 있

는 행위자들의 경우이다. 이를테면 대통령은 자신의 비서실장이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하급자들이 공적 층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

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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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악 및 이로부터 발생되는 악행에 대한 책임은 흔히 생각되는 것보다 

덜 빈번하게, 아마도 훨씬 덜 빈번하게 발생된다.458 

 

이에 대한 반박으로,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기여 여부를 행위자가 

‘알았어야 한다(should have known)’고 주장하며 행위자들의 무지를 비난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보자. 홀리 스미스(Holly Smith)는 행위자들의 

무지가 비난받아야 하는 경우, 즉 ‘비난받아야 하는 무지(culpable 

ignorance)’의 문제를 분석한다. 스미스는 후속적인 행위가 무지에 따른 

잘못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선행 행위인 ‘무지를 초래하는 행위

(benightening act)’가 비난받아 마땅한 경우, 무지 속에서 이루어진 후속 

행위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459 가령 게으른 의사가 신규 의학 저

널을 읽지 않아서, 최신 치료법을 알지 못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사례를 생각해 보자. 앞선 무지 초래 행위(신규 저널을 안 읽음)는 무

지에 따른 후속 행위(환자에게 피해를 줌)로 이어진다. 이 연관에서 선행 

행위가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두 행위 간의 연관성이 충분히 예상가능

한 위험 요소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배경지식을 통해 무지 초래 행위가 갖

는 위험을 추론할 수 있었다면, 이 선행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며, 더불어 

이에 뒤따르는 후속 행위 역시 비난받아야 한다.460 

 
458 Zimmerman, (1997) "Moral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425. 

459 Smith, H., (1983) "Culpable Ignorance," The Philosophical Review, 92(4), 547. 

460 스미스의 ‘비난받아야 하는 무지’ 논의에 대한 반박으로는 Montmarquet, (1995) 

"Culpable Ignorance and Excuses," Philosophical Studies: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in the Analytic Tradition, 80(1), 41-49; Zimmerman, 

(1997) "Moral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몽마르켓과 짐머맨은 무지를 초

래한 선행 행위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면, 이 관점에서는 그 선행 행위를 야기

한 행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 문제삼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무한 퇴행으로 이

어진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비난받아야 하는 무지’ 논증의 타당성 자체가 본 

논의의 핵심은 아니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파고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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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의 주장처럼 행위자의 무지가 비난받으려면, 행위자는 선행 행위

와 후속 행위 사이의 연관을 미리 알았어야 한다. 이 주장을 사회구조적 

부정의의 측면에 적용할 경우, 행위자 A의 행위가 (아무리 미미한 영향을 

갖는다고 해도) 해악을 끼치는 인과적 연관성을 우리는 사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의 기여가 갖는 귀결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 

그가 해당 문제를 예견해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행위자 A의 무지를 비난하는 관점은, 데렉 파핏(Derek Parfit)

의 ‘무해한 고문가(harmless torturer)’ 사례461 혹은 존 놀트(John Nolt)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 측정 논의와 유사한 관점을 취한다. 파핏의 ‘무해한 

고문가’ 논증은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피해자에게 거의 인지불가능한 간지

러움이 느껴지는 상황을 가정한다. 따라서 한 행위자가 대상에게 주는 피

해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만약 행위의 직접적인 귀결에만 주목

한다면 행위자가 도덕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이 스위치를 수 천 명이 누르게 되면 그 누적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이 경우 스위치를 누른 개개인들에게 잘못이 없다

고 할 수 있을까? 파핏은 이때 행위자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의 행위가 갖는 개별 영향만을 고려할 것

이 아니라, ‘내 행위와 같은 행위들이 집단적으로 누적될 때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462 이와 유사하게, 놀트는 기후변

화에 개인들이 매우 미약하게나마 기여한 바를 산술적으로 집계하고 이로

 
461 Parfit, (1984) Reasons and Persons, Oxford: Clarendon Press, 79. 

462 “(1)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받는 결과가 더 나쁘다면, 그리고 (2) 어느 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한다면, 그리고 (3)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에 충분한 숫자가 행위한다면, 그리고 (4) 행위자들 모두가 이렇게 행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최대로 고통을 겪는다면, 그리고 (5) 행위자들 각자가 이 사

실을 알고 있으며 집단의 충분한 숫자가 이렇게 행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경우 (6) 그들이 이와 같이 행위할 때 집단의 각 구성원들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Parfit, (1984) Reasons and Persons, 80;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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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각각의 배출량에 대한 책임을 개인 행위자들에게 묻고자 한다.463  

하지만 맥키온과 졸러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구조적 부정

의의 사례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와 피해

자가 입는 고통의 연관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직접적인 방식으로 존재하

는 반면, 구조적 부정의의 발생은 수많은 행위자들과 제도적 관행들이 예

측불가능한 방식으로 복잡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464 가령 노동착취적 의

류산업의 사례는 단지 행위의 동일하지만 미약한 영향력이 수많은 행위자

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와 관행

들이 결부되어 특정 계층에게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제하며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개별 행위들이 여러 사회적 관행들의 결합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이며, 파핏의 ‘무해한 고문가’와 같이 동일한 성

격의 행위가 대량으로 누적되는 문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놀트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책임 논의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는 마찬가지이다. 놀트는 미국인 개개인의 기후변화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

해,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먼저 제시한 뒤 이를 미국의 

전체 인구로 나누어 1인당 배출량을 계산한다.465 놀트의 이 논의방법이 갖

는 문제는 단지 배출량 혹은 개인의 기여도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의 문제

가 아니라, 개인이 이처럼 행위하게 되는 수많은 배경적 요소들이 논의영

역 바깥에 놓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탄

소 배출량 가운데 교통수단이 29%를 차지한다. 국민 개개인의 탄소배출량

만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각 개인들의 차량 또는 비행기 이용량만을 주목하

 
463 Nolt, (2011) "How Harmful Are the Average American's Greenhouse Gas 

Emissions?", Ethics, Policy & Environment, 14(1). 

464 McKeown, (2015) "Responsibility without Guilt," 269; Zoller, (2015) "Moral 

Responsibility for Distant Collective Harms," 1002. 

465 Nolt, (2011) "How Harmful Are the Average American's Greenhouse Gas 

Emission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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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관점은 도시에서 다른 대중교통 접근성을 현저히 낮추고 개개인

에게 공항 이용 및 차량 소유를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의 영향,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으로부터 수익을 내기 위해 발휘한 영향력 등과 동떨어져 설명

될 수 없다. 생태적 위협에의 기여 역시 사회적 제도와 관행들의 영향들이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산술적으로 평균

화하여 행위자 개개인의 기여를 계산하는 것은 쉽게 가능하지 않다. 

개별 행위자들의 기여가 구조적 부정의에 직선적인 인과적 연관 속에서 

설명될 수 없다면, 부정의한 구조적 과정에 대해 무지했던 개별 행위자에

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게 된다.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위와 부정의한 사

회적 문제 사이의 연관을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졸

러(Zoller)는 개별 행위자들의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작업이 구조적 과정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과적 연결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티셔츠 소비자와 같은 행위자들에게 비난을 향하게 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고 본다. 466  그는 행위자들이 비난받아야 하는 경우를,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시킨다.467 졸러가 시도하듯이 법적 책임 모델(그의 구분을 빌리면 책

임에 관한 “강한 견해(strong view)”)을 예견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도적으

로 이루어진 행위들에 한정시킬 때,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주제로 다루는 

구조적 문제들은 그 인과적 불투명성으로 말미암아 책임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난다. 

 

4.2.1.2. 사회적 연결 모델: 책임의 장애물로서 무지의 문제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행위자의 무지는 법적 책임 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466 Zoller, (2015) "Moral Responsibility for Distant Collective Harms," 1002. 

467 Zoller, (2015) "Moral Responsibility for Distant Collective Harms,"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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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실현에 난점을 제공한다. 한편으로 행위자들이 과거의 행위시점에 

사회적으로 부정의한 효과를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않거나 못했다고 해서, 

행위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에 대해 면책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구조적 부

정의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가 과거에 행위할 때 가지고 있었던 

배경지식이나 믿음, 의도 등이 아니라, 그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부정의에 기여한 행위가 무지에서 기인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했던 앞서의 법적 책임 모델과 달리,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는 무지가 행위자들의 행위와 선택에 대해 가졌던 역할을 주목하

지 않는다. 정치적 책임의 원리에 따라, 행위자들은 자신이 이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노동 착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할 책임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 역량, 특권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정도로) 갖는다.  

그러나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개인의 행위와 부정의 사이 연관에 대한 

행위자의 앎은 여전히 중요하다. 무지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에 대해, 그리

고 자신의 행위가 기여하는 바에 대해 행위자들을 무관심하게 만듦으로써 

사회적 연결 모델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가령 내가 저가의 티셔츠나 청

바지를 구입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일상적으로 의류 판매점에 가거나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옷을 구입할 때, 나는 이 옷이 만들어지는 의류

산업의 구조적 과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으며, 고려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범위만을 살펴볼 뿐이다. 이 옷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즉 그들의 임금, 노동시간, 공장 내의 안전장치, 그가 처한 사회경

제적 배경 등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이처럼 내가 저가의 티셔츠와 

청바지를 구매하는 행위가 지구 반대편의 노동착취 산업을 재생산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내게 이 문제에 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 모른 채 살게 될 것이다. 이는 행위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책임을 실

현하기 위해 참여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벽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구조적 

부정의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행위자들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는 ‘구조적 무지(structural ignorance)’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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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무지가 제기하는 문제지점은, 앞서 3.1.2.에서 영이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의 두 번째 비교지점으로 제시했던 부분, 즉 ‘정

상적인 상태로서 가정되는 사회의 배경조건’을 문제시하는 시도468가 가능

한지의 문제이다. 쉽게 식별가능한 개별 행위들의 일탈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공적 제도만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행위까지 포괄하는 사

회적 배경조건 자체가 부정의하다는 점을 행위자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가? 제이드 쉬프(Jade L. Schiff)가 지적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정상적

(normal)’이고 ‘수용가능한(acceptable)’ 상태를 문제적인 지점으로서 인지

할 수 있는가?”469  다시 말해 우리는 일상적인 배경조건을 어떻게 비판적

인 시선에서 다룰 수 있는가? 

법적 책임 모델과 구분되는 책임으로서 사회적 연결 모델이 요청되는 근

거는, 구조적 과정의 복잡성과 애매모호함 속에서 당사자를 추적하고 비난

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행위

자들에게 구조적 문제에 참여해 온 (그리고 개선 대상이 되어야 할) 대상

을 알기 어렵거나 또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치적 책임의 실현을 가로

막는다. 앞서 법적 책임 모델에서 이러한 무지의 문제가 행위자들에게 책

임을 경감시켜주는 요소였다면, 반대로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무지는 책임

의 확장에 대한 장애물이 된다. 행위자들의 노력은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

만을 향하거나, 혹은 가까운 범위의 책임 실현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영이 간과한 지점이기도 하

지만, 다른 한편 이 문제는 구조적 부정의의 광범위함과 일상성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한다. 정치적 책임의 주제로서 구조적 과정은 무척 넓은 시공

간적 범위 사이의 연관을 가지며, 이를 책임 범위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기

 
468 RJ, 107/192. 

469 Schiff, (2008) "Confronting Political Responsibility," 102;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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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행위중심적 도덕보다 더 넓은 인식부담을 진다. 또한 구조적 과정은 

공적 제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 패턴, 습관 등을 포함하는 관

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이 과정을 따르는 행위자들이 이로

부터 문제를 자각하기도 쉽지 않다. 

영은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행위자들이 무지에 의해 책임의 실

현이 가로막히거나 불충분하게만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거의 고려하지 않

는다. 그가 『정의를 위한 책임』에서 고려하는 행위자들의 책임 거부 논

변은 행위자들이 사회적 부정의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부정의에의 개선에 나서지 않는 경우이다. 470  영은 행위자들이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문제와 자신 사이의 연관을 거부하는 상황을 사회적 연결 모

델에 대한 난점으로 간주한다.471 그러나 이보다 더 앞서 등장하는 정치적 

 
470 RJ, 6장. 

471 이러한 연관의 거부 및 책임에 대한 부정은 사르트르의 자기기만(bad faith) 개

념에 가깝게 설명된다. 자기기만은 행위자들이 스스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거짓을 믿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Sartre, 

(1978) Being and Nothingness: an Essay in Phenomenological Ontology, New 

York: Pocket Books, 49). 일견 병리적으로 보이는 이 상태에 행위자들이 빠져

드는 이유는, 사르트르에 따르면, 행위자들이 자신의 자유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여기에 따라붙는 책임의 부담 때문이다(하병학, (2003) 「자기기만의 현상학」, 

『현상학과 현대철학』, 21, 431-32).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특징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행위자들에게 모든 숙고 및 행위성의 

기본 전제조건이 된다. 하지만 자유로움은 인간 존재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며, 이는 행위자들에게 짊어지기 어울 정도의 커다란 부

담으로 나타난다. 이 부담을 거부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자신이 자유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를 선택한다. 이 망각에서 자기기만은,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행위하며 이에 대해 타인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는 사실을 행위자들이 

알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사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앞서 티

셔츠를 구매하는 행위자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가 처한 배경조건은 자

신의 구매 행위를 통해 타자가 겪는 억압을 재생산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며, 이

는 그에게 주어진 사실성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에게 아무런 선택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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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문제는, 행위자들이 애초 스스로 구조적 해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472 행위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행동에 참

여하려면 (혹은 이를 어떤 이유로든 거부하려면) 행위자들은 무엇을 개선

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야 하지만, 이 논의가능성은 구조적인 무지에 의

해 막혀 있다. 이처럼 인식 조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점은 영의 논의에서 공백으로 남겨진 상태이다. 

혹자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 있어 구조적 무지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 

의문을 표할 것이다. 앞서 법적 책임 모델에서 무지의 문제와 달리, 정치

적 책임에 있어서의 무지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던지는가? 법적 책임 모델

에서 이미 벌어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어 

온 반면, 사회적 연결 모델은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자가 책임을 갖도

록 요청한다. 그렇다면 행위자가 무엇이 부정의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 그

저 그에게 자신의 행위가 문제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를테면 사회적 연결 모델의 관점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저가

의 티셔츠 구매가 (직접적 인과의 방식으로 묶여 있지는 않더라도) 노동착

취적 산업의 재생산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준

다면, 행위자들은 노동착취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착취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고

통에 대해 사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설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자유로우며 초월적인 조건 역시 지닌다. 하지만 그는 이 부정의한 

상황이 자신의 행위와 무관한 일종의 본질적인(essential) 상황이라고, 즉 자신

의 행위 선택이 타인의 고통에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사태라고 믿기로 

한다. 그리고 그는 티셔츠를 구매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그가 이 부정의를 일종

의 사물처럼 고정된 상황으로 수용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재생산하는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이때 그는 자신을 주체로서가 아니라 (마치 컵이나 망치처럼) 고정되고 

객체화된 존재로 간주한다. 

472 Hayward, (2017)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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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인종주의나 성차별 등의 구조적 해악에 대해서도 개별 행위가 

어떤 부정의한 효과와 연관되는지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인

식을 버리고 문제의 개선에 동참할 수 있다. 이처럼 무지에 대한 해결책이 

간단하다면, 구조적 무지의 문제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해 별다른 고민

을 안겨주지 않는 것 아닌가? 

 이 의문에 대해 헤이워드는 해당 문제가 그리 간단히 해결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찰스 밀스(Charles Mills)가 “무지의 인식론(epistemology of 

ignorance)”이라고 명명한, 구조적 부정의에 관련된 무지는 쉽게 제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무지는 단지 특정 사실을 모른다는 것만

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실 인식에 있어서의 장애물까지 포함한다.  

 

그렇다면 표면상으로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의 무

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사실들(facts)을 그저 보여주는 것이다. … 하

지만 “백인적 무지(white ignorance)(필자 주: 백인들의 인종주의적 무지)”는 

이런 명백한 해결책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커다란 문제이다. 이는 그저 보

거나 아는 것에서의 객관적인 어려움으로 축소될 수 없는, 사회적이고 구조적

인 문제이다. 이는 보거나 아는 데 있어서의 실패로서, 이 무지는 스스로 충

분히 자각하지 않은 상태에서조차 동기부여될 수 있으며, 증거와 추론에 직면

해서도 흔히 회복성을 갖는다.473 

 

여기에서 우리는 구조적 부정의를 집단적 측면에서 고찰하려는 시도로부

터 생겨나는 과제와 마주한다. 앞서 나는 구조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부정

의가 단지 개인적 관점에서 해명될 수 없으며 특정 제약을 공유하는 집단

의 관점을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단적 시선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고찰은 한편으로 다수 행위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

는 사태를 서술하는 것이기에 인식적 장점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473 Hayward, (2017)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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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집단들이 부정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거나 인정하는 것에 대한 

장벽으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의 격차와 차이 속에서 각 집단

들은 타 집단의 고통과 경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소수인종이나 여성 등의 집단이 타인의 어떤 행동을 차별적인 것이

라고 지적할 때, 주류 집단의 구성원은 많은 경우 이 비판을 수용하기보다 

이 문제제기를 하는 당사자가 과민반응을 하는 것이라며 의심하거나 거부

한다. 이에 대해 밀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인지심리학에서 보여주듯

이, 부당성을 입증하는 경험적 자료에 의해 개념적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 즉 

우리는 개념적 틀을 통해, 부당성을 입증하거나 적어도 문제적으로 보이는 

인식들이 걸러지거나 주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자료를 해석한다.” 474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과 지각은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방식으

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적인 권력관계에서 영향을 받은 배경적인 신념

체계와 결합하여 작동한다. 특히 행위자가 특권적인 집단에 속할 경우 억

압과 지배에 관한 사실을 더욱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빈센트 정컨즈(Vincent Jungkunz)와 줄리 화이트(Julie White)는 인종적 

층위에서 구조적인 무지가 갖는 함의를 더욱 분명하게 지적한다. 인종주의

적 사회에서 특권을 지닌 집단은 애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사고할 기회 

자체가 적으며, 인종적인 맹점은 책임을 강력히 부인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인종적 맥락에서 주류 집단의 우위를 유지하는 수단

으로 기능한다. 인종적인 주류 집단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자신들의 특권 

및 이로부터 타인에게 미치는 엄청난 비용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도록 

사회화·법제화·정치화”되어 있다.475 소수인종 집단이 겪는 차별 문제는 주

 
474 Mills, (2007) "White Ignorance," 25. 

475 Jungkunz, & White, (2013) "Ignorance, Innocence, and Democratic 

Responsibility: Seeing Race, Hearing Racism," The Journal of Politics, 75(2),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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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집단들에게 애초 인지되지 못하며, 인종적 맥락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류 집단이 소수가 되는 특수한 상황에 국한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행위자들의 무지가, 여타의 무지와 다른 성

격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한다. 476  인종적 주류 집단이 사회적 부정의로서 

인종주의에 대해, 혹은 남성들이 성차별주의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저 이

와 같은 부정의의 존재를 사실로서 알지 못하는 것을 넘어 다른 한편으로 

부정의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attitude)와 배경적인 믿

음(belief)까지 포함한다. 행위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특권에 대한 무지는 

그저 참된 지식의 부재라는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에 

의한 실천의 산물이다.477  

정치적 책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서 구조적 무지의 특징은 행위자들이 

협소한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벗어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이

 
476 마이클 스미드슨(Michael Smithson)은 사회이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무지의 층위를 더 자세히 규정하고자 한다. 그는 사회이론적 주제로서 무지가 

그저 외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설명

을 필요로 하는 무지의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하나는 사회적 관

계 속에서 생겨난 구성적 층위에서의 무지이다. 이러한 무지는 일부 행위자들

에 의해 의도적으로 생성된 것일 수도, 혹은 부산물처럼 생겨난 것일 수도 있

다. 다른 하나는 이 무지에 대해 행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대응하고 행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스미드슨은 이 두 가지 층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으며 때로는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다만 전자가 더욱 거

시적인 층위에서 무지를 분석한다면, 후자는 개인 행위자들의 측면에서 미시적

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Smithson, (2008) “Social Theories of 

Ignorance,” in R. Proctor & L. Schiebinger (ed.), Agnotology: The Making and 

Unmaking of Ignor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15-16).  

477 Alcoff, (2007) "Epistemologies of Ignorance: Three Types," in S. Sullivan & 

N. Tuana (ed.), Race and Epistemologies of Ignoranc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47; Jungkunz, & White, (2013) "Ignorance, 

Innocence, and Democratic Responsibility: Seeing Race, Hearing Racism,"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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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적 무지의 개선에 필요한 과정은 사실의 인식만이 아니다. 구조적 

무지를 벗어나려는 시도는 행위자들이 부정의에 대한 어떤 태도 및 믿음을 

가질 것인지의 문제로 연결된다. “책임성(responsiveness)은 내가 타인의 

고통에 그저 연루되어 있음을 ‘아는 것’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타자의 고

통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478  

구조적 무지의 문제를 더 깊이 논의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의식/무의

식적 층위에서 부정의를 인식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인식의 확장을 가로막

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 행위자들의 일상적 

관습 속에서 개별 행위와 동시에 작동함을 겨냥할 필요가 있다. 억압과 지

배에 대한 무지는 한편으로는 피억압∙피지배자들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

는 측면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과 지배 문제에 대한 인식 체

계의 왜곡이 생겨남을 지시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다음 

질문으로 제시된다. 구조적 무지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은 정확히 무엇인

가? 그저 행위자들의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믿음에 의해서가 아닌, 사회구

조적 과정의 특성과 관련하여 무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은 어떻게 해명되는

가? 구조적 무지의 발생 과정에 대한 해명을 통해, 나는 행위자들이 부정

의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지 않을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4.2.2. 구조적 무지 

 

앞서 나는 구조적 무지가 사실에 대해 단지 알지 못함과 구분됨을 언급

했다. 어떤 개별 사실을 모르는 것과 달리, 인종주의와 같은 무지는 자신

이 무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며 나아가 이와 관련된 정

보를 암묵적으로 차단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렇기에 구조적 무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무엇

 
478 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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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설명해야 한다. 

나는 구조적 무지가 체계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지식

과 실천 간 관계를 다루는 부르디외의 논의를 인용하고자 한다. 그의 아비

투스 개념은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와 같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무지가 

지닌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일상

화된 활동은 이들로 하여금 구조적 과정이 마치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것처

럼 간주하게 하며, 이로부터 행위의 사회적 연관은 망각되거나 감춰진다. 

해당 망각에서 오인(誤認/misrecognition)은 결정적인 작용을 하며, 이로부

터 행위자들이 지니는 책임의 문제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정치적 책임을 무력화하는 구조적 무지가 이처럼 체계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나는 무지의 메커니즘을 극

복하기 위해 행위와 책임 사이를 연결하는 서사(narrative)적 접근을 제안

한다. 대상에 대한 이야기하기(storytelling)는 어떤 문제로부터 자신이 무

관하다고 물러서는 것을 막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나는 쉬프와 영의 서사

적 접근에 대한 논의를 비교하고, 이로부터 정치적 책임이 서사적 기술과 

결합될 가능성을 제안한다. 

 

4.2.2.1. 아비투스와 오인: 구조적 무지의 형성 

 

부르디외는 행위자들이 구조적 과정을 지속적으로 변형하면서도 재생산

하는 메커니즘을 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아비투스는 

“지속적이면서도 변형가능한 성향들(dispositions)의 체계들로서, 구조화하

는 구조로 기능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화된 구조, 다시 말해 실천과 표상들

을 생성하고 구조화하는 원칙들로서 기능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이다. 479 

아비투스가 “구조화된” 구조라는 서술은 사회의 객관적 제약으로 자리잡혀 

 
479 Bourdieu,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72;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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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과 동시에 행위자들에게 성향으로서 체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칭하며, 

다른 한편으로 “구조화하는” 구조라는 규정은 사회적 관행을 지속적 변동 

속에서 재생산하는 측면을 가리킨다.480 이 개념은 우리가 앞서 2.1.2.에서 

살펴본 사회구조적 과정의 재생산적인 특성을 다시 상기시키는데, 아비투

스를 통해 생겨난 실천은 한편으로 이 실천이 등장하게 된 구조적 환경의 

영향 하에 제약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실천에 의해 행위자의 사회

적 영역에서의 객관적인 조건 자체가 재생산된다. 이를테면 노동계급에 속

하는 행위자들은 중산층의 행위자들보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낮게 나

타난다. 비록 대학 진학 과정에서 노동계층을 특별히 가로막거나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 차등을 두는 명시적인 규칙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결정함에 있어 자

신의 태도와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구조적 제약들을 경험하기 때문

이다.481 이 요인들은 노동계급의 행위자들에게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을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공간으로 간주하는 성향들을 형성한다. 반대로 

중산층 계급의 아비투스에 부합하는 대학 공간에서의 관행적 규칙들은 해

당 계급의 구성원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만든다. 계

급 간의 성향적 차이는 세대가 바뀌더라도 반복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이 경

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정치적 책임에 관한 논의 맥락에서 아비투스의 중요한 특징은 그 작동의 

무의식적 성격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들의 사회적 실천에서 아비투스는 핵

심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는 어떤 명시적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무의식

적인 규칙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조적 과정 속의 행위자들

은 자신의 행위맥락을 망각하며, 궁극적으로 책임에 대해 자각하기 어려운 

 
480 손영지, (2002) 「자본주의 사회의 상징폭력과 문화의 지속성: P. Bourdieu의 

상징권력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6. 

481 Maton, (2008) "Habitus," in M. Grenfell (ed.), Pierre Bourdieu: Key Concepts, 

Stacksfield: Acumen,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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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형성된다. 우선 아비투스의 체화가 행위자들의 사회적 참여에 필수

조건인 이유는,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과정으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그 의미

를 습득하며 실천을 수행하려면 개개인들이 구조적 과정의 논리를 자신에

게 내면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비투스는 일종의 “실천감각”으로서 “구조

와 개인의 행위 사이의 인식론적 단절을 극복하는 매개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482 이처럼 성향적 체계들의 내재화를 통해 사회적 과정에서 공동 

배경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비투스의 습득은 행위자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아비투스의 동질성은 … 실천과 작업들이 

즉각적으로 이해가능하며 예상가능한 것으로, 그리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

아들여지게끔 한다.”483 그런데 아비투스는 수많은 행위자들의 행위가 일정

한 목표에 부합하게끔 조정하지만, 이는 명시적 규칙의 준수나 타인의 지

휘를 따름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484 부르디외는 구조적 과정 속에서의 

행위조정이 결코 어떤 특정한 목표에 대한 의도적 지향을 통해, 또는 명시

적 규칙의 준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485 그는 사회적 

질서를 개별 행위자들의 내면 의식의 발로의 관점에서 설명하거나 반대로 

외적인 질서의 일방적인 강제로 해명하지 않는다. 아비투스는 행위자의 주

관성과 외부 질서의 객관성을 조정시키는 체계적 성향으로서, 한편으로는 

행위자들에게 사회적 규칙의 문법을 체화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행

위를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과정 속에 있다. 따라서 아비투스

는 행위자들에게 의식적으로 작동하기보다 무의식적 과정 속에서 작동하는

데, 부르디외는 이러한 무의식이 “역사의 망각”으로, 다시 말해 “아비투스

라는 제2의 자연 속에서 생성된 객관적 구조에 역사가 통합”됨으로써 발

 
482 손영지, (2002) 「자본주의 사회의 상징폭력과 문화의 지속성 」, 15. 

483 Bourdieu,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80. 

484 Bourdieu,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72. 

485 Maton, (2008) "Habitu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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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486 행위자들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어떤 아비

투스를 체화하고 현재의 상태에 이르지만, 행위자들은 이 발생 과정을 망

각한다. 이 성향들의 습득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

에 걸쳐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체화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수많은 일상적 행위들의 반복을 통해 행위자들은 구조의 내적 논리를 학습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아비투스는 ‘제2의 자연’으로 행위자에게 위치한다.  

아비투스의 무의식적 특성은 행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메커니즘과 연

결된다. 부정의한 배경조건, 즉 억압과 지배의 관행은 행위자들이 의도적

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무의식적 행위 속에서 자연스럽

게 발생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부정의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체계적으로 잊는다.487 억압 구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행위자들은 이 문제가 마치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받아들

이며, 그 자신이 해당 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하

여 행위자들은 책임성의 조건인 사태 인식에서 벗어난다. 노동착취적 의류

산업의 사례에서 행위자들은 옷가게에서 저렴한 옷을 구매할 때 이를 특별

히 의식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수행한다.488 노동을 구

 
486 Bourdieu,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80.78-79. 

487 Schiff, (2008) "Confronting Political Responsibility," 110. 

488 행위와 결합되는 무의식성은 한나 아렌트의 무사유(thoughtlessness) 개념이 

지닌 특성과 유사하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재판에서 목격한, 자신이 처한 상

황에 대해 사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한 무사유적 상태가 오늘날 “우리 시

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지적한다(Arendt, (1998) The Human 

Condition, 5). 특히 무사유는 우리의 일상적인 부정의에의 기여와 맞물려 행위

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 된다(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53). 복잡한 구조적 연관 속에서 행위자의 책임을 논의

하는 것이 고독 속에서의 사유과정을 요청하지만, 행위자들은 애초에 이를 수

행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에 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아렌트의 관점

에서 책임성의 회복은 행위자들의 사유를 다시 개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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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고 파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산업재해나 만성적인 저임금 노동체

계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문제는 그들 자신의 선택이기에 그다지 문제시될 

것이 없는 일반적인 사태로 간주된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이 산업에서 생

산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의 효과 역시 깊이 고민되지 않는다. 행위자들

에게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고통 및 책임의 부

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관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과정이 필수적

이며, 489  이 무의식성 속에서 우리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응하는 책임성의 

영역을 발견하기 어려워진다. 

유사한 맥락에서 영은 자신의 행위맥락을 고정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거부하는 상황을 ‘물화(reific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물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의 집단적 효과가 물질적으로 산출해낸 것이 

행위자들 혹은 다른 이들에게 사물화된 대상으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으

 

그러나 아렌트의 논의는 행위자들이 왜 사유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사유활동

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또한 이 문제를 고찰

함에 있어 개인의 내적 본성에만 주목한다는 점에서 부르디외가 넘어서고자 했

던 ‘주관주의(subjectivism)’적 인식에 머무른다(Schiff, (2008) "Confronting 

Political Responsibility," 109).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관주의가 갖는 한계는, 사유가 고독 속에서만 발생하며 이는 아무리 내면적 

다원성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타자와의 적극적 소통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57-58). 한 개인의 고독한 사유 속

에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남으며, 따라서 

이는 타인이 경험하는 부정의에 다가서는 계기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

유에서 영은 구조적 부정의의 개선이 행위자 개인의 단독 관점만으로는 가능하

지 않으며, 문제에 관여된 여러 지위의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

정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RJ, 111/198). 이는 왜 행위자 개인의 단독적인 

시각이 책임을 지니기에 불충분한지를 보여준다. 한 개인이 아무리 치열하게 

사유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을 둘러싼 구조적 복잡성 속에서 여전히 자신 

앞의 행위자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어떻게 관여하

는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489 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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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490 사회구조적 과정을 고정된 사물처럼 여기는 아비투스와 연관되어 있

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 모델 속에서 행위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갖기 위해

서는,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관행들이 결코 자연스러운 사실이 아니라 어

디까지나 변동가능하며 우연적인 것임을 파악하는(영의 표현을 빌리면 “탈

-물화(de-reify)”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다른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늘 지니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설 가

능성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아비투스적 실천은 

그 자체로 필연적이지 않으며 아비투스의 우연성을 인식해야만 행위자들은 

주어진 질서를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따를 수 없게 된다. 이 우연성의 인

식을 통해서만 행위자들은 구조적 과정 속에서 달리 행동할 수 있는 여지

를 갖게 됨과 동시에, 자신들이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갖는 책임을 논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행위자들이 아비투스를 물화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는 아비투스

에 연관된 상징들의 오인(misrecognition)을 통해서이다. 특정 실천을 해

석하는 상징들은 다른 상징들과의 대립 속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사회적 위계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질서의 구축에서 행위자들의 인정

(recognition)을 통해 자신의 우연성과 자의성을 숨기고 정당성을 부여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491  “모든 설립된 질서들은 그 자신의 자의성에 대한 

 
490 RJ, 157/266-67. 

491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는 “recognition” 개념이 두 가지 의미 규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Ranciere, (2016) "Critical Questions on the Theory of 

Recognition," in K. Genel & J.-P. Deranty (ed.), Recognition or Disagreement: 

A Critical Encounter on the Politics of Freedom, Equality, and Ident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84-85). 하나는 “이미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식에 현실 인식이 부합”하는 것으로, 이때 우리의 지식활동은 인식(cognition)

을 반복(re-)하는 확인에 방점이 찍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개념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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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화를 (매우 다른 정도로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 생성하는 경향이 있

다.”492 이 위계질서는 성별, 연령, 계급 등과 같은 계층적 집단 간 차별 및 

차등화를 통해, 즉 특정 집단의 상징체계가 정당하고 자연스러우며 순응되

어야 할 것으로 오인됨으로써 성립된다. 가령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는 특정 

계급과 관련된 상징들을 더욱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며, 성차별적인 가부장

적 질서는 특정 성별에 대해 그러한 우월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질서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상징들에 더 많은 자원 할당 및 기회 제공

이 이루어지는 것을 합리적이며 자연스러운 사태로 설명한다.  

하지만 오인 과정이 타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으

로 말미암아 오인을 해결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자의적인 사회적 

질서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게끔 하는 오인의 발생은, 가령 마르크스적인 

허위의식의 의미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작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르크

스는 국가가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공동 이익을 공고히 하는 형식”이며, 

이러한 국가 및 정치적 형태를 통해 생겨난 공적 제도들 속에서 “법이 그 

실제적 토대와 유리된 의지, 즉 자유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환상”이 

자리잡는다고 주장한다.493 이 환상은 경제적 착취관계라는 현실을 피지배

계급에게 은폐한 채 작동시키기 위한 허위의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부르

디외에게 오인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진 

채 작동하지 않는다. 이 과정은 피지배∙피억압 계급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지속된다. 상징체계의 인정에서 관건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

 

사실 확인을 넘어서, “개인들과 상황들, 대상들이 배치되는 장(field)”을 주목한

다. 후자의 의미에서 인정(recognition)은 우리의 다른 활동에 선행하여, 우리

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대상을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거나 

허용한다. 본문에서 우리가 아비투스를 둘러싼 상징체계를 정당하고 올바른 질

서로 받아들이는 작업은 후자의 의미로서 인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492 Bourdieu,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164. 

493 Marx & Engels, (1846) "German Ideology," 90;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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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상징을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

하는 형식 자체이다.494  

쉬프는 오인의 과정에 특정 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행위의 취약성을 감추는 데 있다고 설명한

다.495 이 취약성이란, 부르디외의 설명을 빌리면, “이러한 모든 개시적 행

위들이 불발(misfire)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496 행위자들은 사

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행위가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을, 다시 말해 

자신의 의도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는 행위의 성패

가 그저 한 개인의 의도 및 기대에만 따르지 않으며 그를 둘러싼 수많은 

행위자들의 선택이라는 가변적인 상황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

떤 행위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아

비투스의 체화만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적 상황들의 애매성이

나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에 직면하여, 아무리 탁월한 실천적 감각을 습

득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행위를 관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천적 맥락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행위성이 지닌 취약성을 감추는 방법을 

필요로 하는데, 이 방법이 바로 오인 메커니즘이다. 오인은 자신이 처한 

맥락이 우연적이고 자의적인 (따라서 개인의 수많은 선택이 수반되는) 영

역이라는 사실을 행위자들이 망각하고 자연적인 사실로 간주하게끔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저렴한 의류를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행위가 지구 반대편의 

산업 종사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효과를 낳을 때, 나는 그러한 효과를 결코 

의도하거나 예상한 채 행위한 것이 아니다. 이 억압적 상태가 나를 비롯한 

경제적 행위자들의 아비투스적 행위들이 집결되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러

한 예측불가능한 범위를 일종의 선험적인 사회질서로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494 손영지, (2002) 「자본주의 사회의 상징폭력과 문화의 지속성 」, 35-36. 

495 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129-30. 

496 Bourdieu,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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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의 연관을 벗어난다. 즉 의류산업의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상태는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라는 사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됨으로

써 개별 행위 조건이 갖는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를 선택했다면 이러한 억

압적 상태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연성은 잊혀진다.497 

 따라서 오인은 행위자에게 자신의 실천적 취약성을 감춰주는 역할을 하

지만, 동시에 책임의 여지 역시 삭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치적 책임의 

가능조건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이에 구조적으로 연

루되어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오인은 바로 이 행위연관을 단절하기 

때문이다. 행위자들이 배경조건을 자신의 기여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보는 

대신 이미 존재해왔으며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로 받아들일 때, 그들

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문제적으로 사유하는 비판적인 자세를 가질 수 없

게 된다. 특히 집단 간 억압이나 지배와 같이 구조적 부정의로 규정되었던 

관계들을 문제시하지 않는 관점이 행위자들의 일반적인 성향으로 자리잡는 

것은 책임의 배양에 있어 부정적인 귀결을 가져온다.   

 

4.2.2.1. 서사: 구조적 무지를 넘어서기 

 

타자와의 연관을 단절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향에 맞서기 위해 주목할 

수 있는 작업은 바로 행위 및 조건에 대한 서사(narrative)적 고찰이다. 서

사, 즉 이야기하기(storytelling)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타인과 어떤 

 
497 이 지점에서 부르디외의 오인 개념은 사르트르의 ‘자기기만(bad faith)’ 개념과 

유사해지는데, 우리 자신이 처한 우연성과 취약성의 맥락으로부터 행위자들이 

벗어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집단적으로 은폐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131).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 두 개념이 지닌 차이는, 자기기만이 실존적인 맥락에서 모든 행위성의 근본

적인 조건처럼 설명되는 반면, 오인은 우리가 참여하는 구조적 부정의와 관련

된 특정한 정치경제적 배치를 망각하게끔 한다는 데 있다(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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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재기술(redescription)하는 작업이다. 이로부터 우리

는 아비투스를 통해 자연화된 것처럼 간주되는 사회적 관계를 다시 고찰하

고 책임을 사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서사와 정치적 책임의 연관에 있어 쉬프와 영은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

한다. 영은 구조적 부정의 속에서 가려진 피해자들의 고통이 서사를 통해 

타인들에게 닿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쉬프는 지배와 억압의 호소 자체

보다 이를 수용하는 주변 행위자들의 서사적 기술을 강조한다. 해악의 개

선을 위한 책임은 피해자보다 그 주변 행위자들에게 더 많이 요청된다는 

이유에서이다.  

 

1) 영은 구조적 부정의를 경험하는 행위자들이 이를 제약 없이 표출하고 

소통하는 계기로서 서사적 발화에 주목한다. 논증(argument)이 공적 의견

의 기본 형식으로서 가정될 때, 이 가정은 때로 부정의로부터 고통받는 이

들의 경험이나 필요를 표출함에 있어 장벽으로 작동한다. 논증적 대화형식

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정합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정연

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전제하며, 이 형식을 갖추지 못한 발화를 배제한다. 

영이 “내적 배제”498라고 언급하는 이 문제는 앞서 2.2.2.에서 지배의 문제

를 논의하며 언급되었던 “외적 배제”와 구분된다. 외적 배제가 행위자들 

간 정치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라면(가령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이 과대 대표되는 상황), 내적 배제는 공적 소통의 형식 자체가 

갖는 배타성으로 인해 피지배∙피억압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자기결

정 과정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내적 배제를 넘어서기 위해 영은 정치적 소통 양식의 확장을 제안한

다.499  소통의 다양한 양상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재현되지 못

 
498 ID, 53/86. 

499 ID, 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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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타자의 고통이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 영의 진단이다. 서사 역시 이

처럼 기존 공적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던 소통 양식 가운데 하나이다. 구조

적 부정의를 경험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논증적으로 설명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 서사는 자신의 경험들을 타자에게 호소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500 이를테면 직장 내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과 같은 폭력이 아직 개념화되지 않았을 때 이 폭력을 경험했던 여성들은 

공적인 언어로 (가령 법률용어로)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

었다. 당시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재했고 해당하는 개념도 존

재하지 않았기에 공적 영역에 이를 호소하기에는 한계가 따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자신들이 직장에서 겪는 이 이름없는 고통을 

지속적으로 토로하며 문제시했고, 마침내 그들의 경험을 법적·사회적 문제

로서 성적 괴롭힘이라는 개념적인 문제로 다루는데 성공한다.501 

서사적 작업은 행위자들이 차이를 보존하면서도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치적 발화형태가 논증과 같은 형식으로만 간주될 때 

이는 행위자들이 갖는 고유한 위치성을 삭제하도록 요청한다. 반면 서사적 

작업을 수행하는 행위자들은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역사성과 

위치성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다른 위치의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도 함께 이야기한다.502 서사는 다층적인 상황적인 인식들을 함께 드러냄으

로써 “어느 한 위치에서 가능하지 않은 집단적인 사회적 지혜(collective 

 
500 ID, 72/113. 

501 ID, 73/114. 

502 예를 들어 윤이형의 소설 『붕대 감기』(작가정신, 2020)는 다양한 여성들의 입

장을 교차시키며 페미니즘 내부에서의 논쟁지점들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직업, 

나이, 기혼 여부 등 여러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관점이 ‘자매애’와 같은 추상적

인 결합지점에서 봉합되거나 수렴될 수 없다는 시각을 취하며 이 차이들에 따

라 생겨나는 갈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나간다. 저자는 이 갈등지점들을 짚어가

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페미니즘이 

이 차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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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isdom)”에 도달한다.503 이처럼 사회적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는 사

태를 영은 “확장된 사유(enlarged thought)”라는 아렌트의 개념을 통해 설

명한다. 물론 이는 단일한 화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구조적 위치를 갖는 

복수의 화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가능한 작업이며 이를 통

해 다른 입장에 놓인 행위자들의 고통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다.  

다른 위치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서사적 작업이 구조적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측면은, 이야기를 통해 선입견이나 편견과 맞설 기

회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요청을 들을 

때,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장애인들의 요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편견 속에서 이를 다루

게 된다.504 장애인의 삶이 비장애인의 삶에 비해 낮은 가치만을 갖는다는 

편견, 또는 장애인들의 경험을 거의 알지 못하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적 맹

점은 장애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지원을 별로 중시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에 장애인들의 필요와 욕구가 공론 영역에서 정당하게 대우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비장애인들에게 이해시키고 자신의 편견을 

 
503 ID, 76/118. 

504 이와 관련하여 영은 미국의 오레곤(Oregon) 주가 건강보험에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후순위로 미뤘던 사례를 살펴본다

(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41-42). 오레곤 주는 이 결정 이전에 오

레곤의 시민들에게 건강보험의 우선순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거쳤으며, 특히 비

장애인 시민들에게 입장을 바꿔 장애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

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비장애인 시민들은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비장애인의 

삶에 비해 낮은 가치만을 갖는다고 평가하면서(심지어 “휠체어에 앉거나 장님

이 되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며),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후순위

로 미루는 것에 동의했다. 오레곤 주의 이 설문조사 사례는, 장애인이라는 사회

적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들에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요청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 오히려 장애인들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결

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273 

 

고쳐나가도록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경험의 공유는 장

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위치성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받음으로

써 장애와 관련된 구조적 무지를 깨뜨릴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영은 공론

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논의가 타당성 주장을 제시하는 논증적 발화만

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신 다양한 위치에 놓인 행위자들의 서사를 통해 보

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포함적인 민주주의는 “행위자들이 사회적·

자연적 세계에 대해 갖는 무지한 측면”에 대해, 그리고 특히 “편향성, 편

견, 맹점, 그리고 선입견들”과 맞서도록 한다.505  

서사적 작업은 우리가 당연한 사실처럼 간주하거나 혹은 관심 영역 밖에 

두었던 구조적 부정의를 다시 파악하게끔 한다.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구성원들은 현실에서 무의식적으로 재생산된 구조적 과정의 부정의를 진단

할 수 있게 된다. 공적 영역에서 서사적 작업은 현실에 대한 설명적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호소는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던 고통들을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촉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

실에 대한 설명력을 넘어 비판적 잠재력을 갖는다. 이처럼 영이 서사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사회적 위치에 놓인 행위자들의 논의를 공적 영역으로 끌

어옴으로써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다른 가정과 경험에서의 차이를 지닌 

정치체의 구성원들 간의 이해를 촉진”506하는 과정이다.  

 

2) 쉬프는 구조적 무지를 깨뜨리는 과정에서 소수자들의 호소 자체보다, 

그 주변 행위자들의 태도와 배경 믿음을 형성하는 조건이 뒤바뀌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둔다. 다른 위치에 놓인 행위자들을 이해하는 계기로서 서사

적 작업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과정을 당연한 것으로 

오인하는 행위자들은 부정의에 대한 타자의 호소를 여전히 귀기울여 듣지 

 
505 ID, 77/119. 

506 ID, 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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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상적인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생겨나는 

책임의 문제는 타인의 고통에 연루된 이들이 어떻게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가의 문제이지, 그 고통을 직접 겪고 있는 이들의 문제가 아니다.507 이런 

의미에서 쉬프의 문제의식은, 부정의한 배경조건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고려하지 않는 지위의 행위자들을 향한다. 서사를 통해 타

인의 경험을 내면화하는 작업은 부정의를 형성하는 이들에게 요청된다. 

이로부터 서사적 작업이 향하는 방향 역시 바뀐다. 영이 피지배·피억압

자들의 발화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을 보았다면, 반대로 쉬프에게는 이러한 

호소를 둘러싼 행위자들에게 서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서사적 재기술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사회구조적 과정 속의 익명적 존재로 남을 수 없게 

된다.508 이야기 속에서 구성원들은 구조적 과정에의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

자로서 재조명되며 이는 우리가 추상화된 관점에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성을 부각시킨다. 

구조적 부정의의 형성 과정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라야 하는 사실이 아니

며 (비록 직접적으로 이를 야기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의 선택 속에서 재

생산된 것으로 이해된다. 서사적인 재해석 속에서 우리는 타자의 고통에 

자신이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대신, 이를 깊이 들여다

보고 자신을 연관시킬 가능성을 제공한다. 

아비투스를 통해 사물화된 것으로 인식되는 행위자들의 경험은 그 내용

적 측면에서 볼 때 결코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이고, 무

의식적이며, 우연한 서사의 산물”로서 매 순간 생성된다.509 실천의 논리를 

 
507 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41. 

508 아렌트는 사적 영역에서 그저 익명적이고 유적 존재로서 설명되는 인간이 개별 

행위자로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공적 영역에서 발화와 행

위(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 통해서라고 설명한다(Arendt, (1998) The 

Human Condition, 184). 

509 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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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지는 경험들은 당연한 것처럼 간주되지만 사실 행위자들 자신

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해석되는 과정 속에 있다. 위기 상황을 통해 

일상적 상징체계의 당연함이 결코 자명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행위자들이 지속적인 우연성 속의 선택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

의 선택 능력을 자각시킨다. 행위자들이 아비투스 속에서도 행위성을 발휘

했다는 것이 설명될 때, 구조적 무지의 극복과 관련하여 서사적 설명이 갖

는 중요성이 드러난다. 오인을 통해 망각되었던 행위자들 간 연결을 다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인 속의 행위자들은 구조적 부정의를 경험하

며 고통받는 타인의 상태를 마치 필연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즉 억압이나 

지배로부터의 고통은 불가피한 사회구조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 

태도 속에서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연관된 부정의에서의 고통을 철저히 타

자화한다. 그렇다면 오인을 넘어서는 과정은 타인의 고통과 자신을 연결된 

존재로 구상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령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는 우리가 오인과 같은 타자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타자와 연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유를 

통해 책임을 사실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자체를 재정

립하는 재기술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510

 로티의 언급에 부합하는 사

례로,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의 유럽에서 소설의 확산이 인권 의식의 고양

으로 이어진 경우를 들 수 있다. 린 헌트(Lynn Hunt)는 자명한 것으로 요

 
510 “연대성은 반성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는 

타인의 고통과 수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우리의 감수성(sensitivity)을 

키움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처럼 증대된 감수성은 타자에 대해 “그들은 우리와 

같이 느끼지 않아”라거나, “늘 고통받는 이들은 있기 마련이니, 그들을 고통받게 

내버려두면 어때?”라고 주변화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타자를 … ‘우리 중 일부’

로 보게끔 하는 이 과정에서 관건은 친숙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기술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재기술하는 것이다.” (Rorty, (1989)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xvi;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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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되었던 보편적인 인권 개념이 18세기 서유럽이라는 특정한 시기와 지역

으로부터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을 고찰한다.511 인권 개념의 수용은 타인

이 나와 다른 성별 및 계급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동등한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은 단지 이념

적인 논쟁을 통한 설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타인을 동등한 인격체

로 간주하는 과정 중 하나로서 헌트는 18세기의 서간체 소설들의 급속한 

확산을 든다. 장 자크 루소의 『신 엘로이스(la nouvelle Héloïse)』, 또는 

새뮤얼 리처드슨의 『파멜라(Pamela)』와 같은 소설이 급속도로 대중들에

게 퍼졌던 사건은 당대 구성원들이 타인을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동감하고 

이입하는 상상적 작용을 가능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서간체 소설

들의 주제는 주로 연애와 사랑이었으며 인권은 중심 주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소설 속의 “인물들에게 격정적으로 동일시하도록 장

려함으로써 계급, 성별, 국적을 넘어 독자들이 공감”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구상이 공유되도록 한다.512  

마찬가지로 인종주의적 부정의의 문제를 호소한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Uncle Tom’s Cabin)』, 『앵무새 죽이기(Who killed the Mockingbird)』

와 같은 소설들은 인종적 소수집단이 겪는 고통을 독자들에게 고발하며, 

독자들이 이 인물들의 시선에서 사태를 관찰하도록 한다. 이 경험은 독자

들, 특히 인종적 주류 집단에 소속되어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처

해 있던 구조적 지위를 되돌아보게 하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

었던 소수 집단의 입장으로부터 인종주의적 차별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소설, 시, 영화 등의 서사적 작업들은 행위자들로 

하여금 가려져 있던 타인을 새롭게 기술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의 맥락을 

 
511 Hunt, (2007) Inventing Human Right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21. 

512 Hunt, (2007) Inventing Human Rights,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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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술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3) 앞서 1)과 2)에서 살펴본 영과 쉬프의 서사적 작업에 대한 강조는 각

각 구조적 부정의에 맞서는 책임의 두 측면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부정의를 경험한 이들의 호소는 개념적이고 논증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사적 방식을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호소

가 이루어질 때 주변의 행위자들이 이를 충분히 주목하는 태도가 자리잡지 

않았다면 해악의 개선에 나서려는 책임 역시 제대로 자리잡힐 수 없다.  

쉬프의 이 논의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 분명 중요한 보완 작업을 제공한

다. 영은 타인의 호소를 듣는 과정이 정의이론에서 갖는 중요성을 여러 지

점에서 강조해 왔는데, 이를테면 정의로운 규범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

진 사람들이 타자를 직면하고 경청하기를 스스로 강제함으로써 실제로 일

어나는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설명하며,513 또한 타자의 호소

를 경청해야 한다는 요청을 숙의민주주의적 “합당성(reasonableness)”의 

이상으로 설명한다. “합당한 사람들을 … 합당하게끔 만드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부정확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려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려

는 의지이다.”514 그러나 영의 설명에서는 경청의 요구가 그저 공적 영역에

의 참여를 위한 전제로 가정되고 있을 뿐,515 실제로 행위자들이 어떻게 타

자에게 경청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충분하게 해명한다. 

구조적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 태도를 영의 설명에서는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나는 쉬프의 논의를 사회적 연결 모델에 그대로 적용

 
513 JPD, 116/258. 

514 ID, 24/38. 

515 영은 타인에 대한 경청의 의무를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적 전제조건 또는 숙의민

주주의의 규범적 이상들로서 설명하고 있다(Young, (1981) "Toward a Critical 

Theory of Justice," 287-88; ID 23-24/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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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지점을 발견한다. 다시 말해 부정의에 대한 행위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배양하는 서사적 설명은 구조적 무지를 넘어서기 위한 중요한 

관점이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적이다. 첫째, 쉬프는 

구조적 부정의 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인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

명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의 전제와 충돌한다. 둘째, 서사적 접근은 그 자체

로 책임의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그가 공

백지점으로 남겨둔 규범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첫째, 그는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이 인과적 연결들의 효과(efficacy)를 

부정함으로써 우리의 행위 선택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516 쉬프

는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다루는 대상이 근본적인 인과

성의 범주에서 다른 종류가 아니며 그저 후자의 대상이 좀 더 복잡할 뿐이

라고 규정한다. 때문에 그는 어떤 행위자의 고통에 대한 기여를 인과적으

로 추적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앞서 책임성의 

문제가 구조적 부정의의 피해자보다도 그 주변에서 이 해악에 기여하는 행

위자들에게 발생한다는 지적 517  역시 부정의를 누가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앞서 3.2.3.에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행위자들의 기여가 원인

과 결과라는 직선적인 설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행위와 

구조적 과정 사이의 관계는 어느 한 쪽이 원인이라기보다, 행위를 구성하

는 조건으로서 구조적 과정이 다시 행위로부터 재생산되는 되물림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조와 행위에 대한 이 이해방식이, 쉬프가 지적하

는 것처럼 행위자들의 책임있는 선택을 무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하

면 구조적 과정이 다시 행위로부터 재생산되지 않는다면 그 작동 역시 중

단될 것이며 나아가 구조의 변형 역시 행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516 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32. 

517 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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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 과정의 이 특성을 서술하고 있는518 영이 행위

성의 중요성을 무시한다고 보는 것은 비개연적이다. 다만 사회적 연결 모

델이 특정 행위자들의 인과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구조의 변

형이 소수의 개인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점에 가깝

다.519 

더욱이 책임성의 형성 문제를 부정의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주변인들에 

국한하려는 관점은 사회적 연결 모델이 제기하는 중요한 논점을 놓치는 결

과로 이어진다. 바로 부정의의 당사자 역시 함께 이를 개선하려는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다. 영의 이 주장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피해자 

비난의 논리로 흘러간다는 지적을 받았다.520 여기에서 관건은 대체 구조적 

부정의로부터 고통받은 이들이 어떤 근거로 정치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쉬프의 관점은 이 문제를 도외시한 채 ‘일상적 부정의’로서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게만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서사적 재

기술은 부정의에 대한 호소를 주목하려는 태도만큼이나, 애초에 이 호소를 

가능케 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구조적 부정의로부터 고통받는 행위자들의 호소는 자신의 상황 개선을 통

해 생겨나는 이익을 위한 것으로 설명되었다.521 이 설명은 피해자들 자신

의 맥락을 상술하는 서사적인 시도를 통해 더욱 보충될 필요가 있다. 구조

적 부정의를 경험하는 이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자신이 이 집단과 어

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하여 부정의의 개선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으

로 돌아오는지 등은 자기이해에 기반한 재기술을 통해서만 서술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책임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특징은 서사적 작업은 서로 

 
518 RJ, 59-62/119-123. 

519 RJ, 111/198. 

520 Gould, (2009) "Varieties of Global Responsibility," 203. 

521 RJ, 1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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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하기를 통한 재기술의 작

업은 그 자체로 정의/부정의에의 지향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에 쉬프 자신

이 강조하고 있듯이 서사는 타자에 대한 책임성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향할 수도 있다.522 따라서 그저 이야기

가 생산된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

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수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들이 재현되며 어떻게 재현되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이 재현되지 

않으며, 우리가 이 재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이며, 이는 특정 서사가 책임

의 형성을 촉진하거나 가로막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지에 영향을 끼친

다.”523 

이 지점에서 서사적 작업이 행위자들의 구조적 무지를 개선할 가능성은 

다소 불분명해진다. 자신의 상황을 재기술하는 작업이 우연적 맥락을 드러

냄으로써 행위자들의 선택과 책임을 가능하게 한다고 해도, 이 우연성 속

에서 책임성있는 태도가 자라나는 과정은 어떤 서사를 자신의 배경으로 받

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행위자들의 책임을 강조

하는 서사적 관점이 선택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해악을 개선하기 위해 나설 

정치적 책임은 설 자리를 잃거나 매우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

다면 구조적 무지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려는 책임의 형성은 서사 이외의 

다른 요소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이 보충의 한 가지 실마리는 서사적 기술의 작업이 독백적인 관점이 아

닌 대화적-상호주관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쉬프의 서술이다. 그는 

서사적 작업이 지닌 양가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인 뒤, 궁극적으로 

책임있는 시민들의 자세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존적인 불안 및 

타인에의 책임을 다루는 사적/공적 영역에서의 즉흥적 대화에 참여”하는 

 
522 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20. 

523 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151;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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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524 여기에서 쉬프는 하버마스적인 공론장 모

델에 일부 의존한다. 그는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으로서 이성적인 대화 과

정이라는 구상 자체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론장에서 

행위자들이 지닌 이야기를 공유하고 교환함으로써 상호비판적 관점에 노출

시키는 과정을 통해 책임있는 자세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쉬프의 이 서술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자 한다. 정치적 

책임의 형성은 서사적 작업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를 행위자들 간 

상호비판적 관점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행위자들의 자기이해는 그저 한 

개인의 서사적 맥락을 독백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넘어, 타자들의 자기이해

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나는 영이 다루었던 숙의민주주

의적 모델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 책임에 적용하고자 한다. 구조적 무지를 

넘어서는 과정이 여러 서사적 관점들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제 

물음은 5장에서 살펴볼 다음 주제를 향하게 된다. 민주주의적 과정과 정치

적 책임 사이의 내적 연관은 무엇인가?  

 
524 Schiff, (2014) Burdens of Political Responsibility,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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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적 책임과 민주주의 

 

4장에서 나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했다. 

구조적 부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기를 거부하는 행위자

들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도 역시 알지 못한다(구조적 무지 반론). 이 문

제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논의는 다음 질문들로 향한다. 나는 왜 타인과 

연결된 존재로 자신을 이해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책임

을 갖는 당사자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서, 나는 민주주의적 참여 과정이 정치적 책

임의 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보이고자 한다. 담론 참여자들은 정치적 참여

를 통해 타자와의 연관을 확장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결 모델을 민

주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논의하며 제시되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

다. 타인과의 소통으로부터 동떨어진 고립된 위치에서 정치적 책임을 갖기

란 불가능하며, 정의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참여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구조적 억압의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민주주의적 대화 속에서 제시하며, 

관련 당사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제한적 인식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사유의 확장을 통해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해결 책임을 연결시켜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이 이 작업의 요지이다. 이 제안으로부터 사회구조

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재해석된다.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갖는 범위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기여한 문제들을 향한다. 다시 말해 행위자들이 구조적 연관 속에서 갖는 

상호의존성은 우리의 책임 범위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갖는 근거는 이와 같은 의존성의 사실과 더불어, 이에 

대한 민주주의적 대화를 통해 함께 주어진다. 

민주주의를 정치적 책임과 연관짓는 작업이 영의 이론에서 전혀 제시되

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타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개선에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민주주의를 제시하며, 민주주의와 정의 사이의 깊은 내적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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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 바 있다. 525  하지만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고찰에서 정치적 

책임과 민주주의가 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연관성은 의아하게도 다소 간략

하게만 서술된다.526 행위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으로 처벌받거나 배상하는 것을 넘어 오직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 그것이다.527 영은 이러한 집단행동에의 참여가 “정

치적” 책임의 설명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서술한다. 이 정치적인 성격이란 

“우리의 관계 조직 및 행위조정을 정당하게 수행하기 위해 타자와의 정치

적 소통에 참여하는 것”이다.528  

나는 영의 이 설명을 사회적 연결 모델의 책임 당사자 규정과 연관짓고

자 한다. 타인에 대한 억압이나 지배에 연관된 당사자들이 정치적 책임의 

주체로 간주되는 것은, 앞서 4.1.2.의 상호의존적 연결에 대한 논의에서 본 

것처럼 자명한 사태가 아니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의 소통적 과정을 통해

서만 드러나는 과정이다. 정치적 대화과정에의 참여는 구조적 부정의에 관

여한 행위자들이 책임 당사자임을 드러내는 연결고리로 작동한다. 이 가정 

하에서, 나는 사회적 연결 모델을 숙의민주주의적 과정 속에서 해명함으로

써 정치적 책임을 규명하는 문제를 5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사회적 연결 모델을 민주주의적 대화 과정 속에서 해석하는 작업을 나는 

다음 세 단계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나는 정치적 책임의 형성에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자기이해가 기여

 
525 JPD, 91/206; ID, 1장. 

526 공론영역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구조적 부정의를 해소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

울였던 영이 사회적 연결 모델을 민주주의적 과정과 연관짓는 노력을 적극적으

로 전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해너건은 영의 때이른 타계가 아

니었다면 정치적 책임과 민주주의 사이의 연관을 보다 명시적으로 서술했을 것

으로 추정한다(Hanagan, (2013) "Democratizing Responsibility," 362). 

527 RJ, 111-13/198-202. 

528 RJ, 11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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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연결 모델을 민주주의적 대화과

정 속에서 이해할 때, 시민들은 사회적 부정의에 기여한 바를 고찰하도록 

요구받는다. 담론영역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특정 문제에 기여했다는 사실

과 더불어, 그들이 자율적인 민주주의적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정치

적 책임을 짊어지도록 요구받는다. 이 공적 자율성의 의미는 책임의 범위

를 나 개인의 행위와 귀결에 국한시키지 않고 나와 연관된 이들의 상황에 

개입하는 것까지 확장된다.  

둘째, 숙의과정이 행위자들의 정치적 책임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

론장이 차이-배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합의지향

적인 요청을 내재화하는 공론장 모델들은 사적인/특수한 주제들에 대해 도

외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구성적으로 이미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비판에 답하기 위해서는 공론영역 내

부에서 사회 집단마다의 구성원들이 갖는 경험과 관점의 차이가 부정되지 

않는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셋째, 사회적 연결 모델과 민주주의를 연관짓는 시도가 직면

하는 반론을 살펴보고 답변을 시도한다. 이 반론은 크게 두 형태로 제시된

다. 1) 타인과의 소통 과정 속에서 행위자들이 정치적 책임의 주체로 간주

된다고 할 때, 대체 소통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행위자들의 범위는 어디까

지인가? 2) 행위자들에게 정치적 공론장에 참여해야 할 근본적인 의무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자에게 사회적 연결 모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나는 숙의민주주의적 

과정에 참여할 선험적이고 필연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에 내재된 순환성을 어떻게 정치적 

책임의 실현과 연관지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5.1. 정치적 책임의 소통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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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할 책임이 행위자들에게 있다는 주장이 직면하게 

되는 난점은 행위자와 책임성 사이의 직관적인 연결고리가 부재하다는 점

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정치적 책임 개념의 출발점을 민주주

의적 대화 원리로부터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나는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

라는 규정을, 사회적 부정의와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이 함께 대화에 참여

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로 이해한다. 

시민들의 대화 참여가 정치적 책임에 기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이해들을 검토하려 한다. 먼저 나는 

선호집합적 모델(aggregative model)에서 부정의에 대한 개선 책임이 적절

하게 위치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뒤이어 이 논의를 사회적 연결 모

델과 접목시켜, 숙의민주주의적 과정 속에서 행위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갖

게 된다는 것을 정식화하는 것이 5.1.의 핵심 주장이다. 나는 행위자들이 

다른 사회적 지위의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숙의민주주의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적 책임의 형성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1.1. 정치적 자율성과 책임 

 

행위자들에게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갖도록 일차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원리는 자기결정의 원리이다. 나는 앞서 2장에서 지배의 

문제를 논의하며, 행위자들이 갖는 근본적 권리의 심급으로서 자기결정의 

층위를 언급했다. 정의의 층위는 행위자들에게 필수적인 역량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공적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유를 요구한다. 자

기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정의를 규정할 때, 영

의 정의이론에서 민주주의는 정의의 요소이자 동시에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수반한다. “모든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기여하거나 혹은 그들

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숙고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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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가져야 한다.” 529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나 결정의 유일한 정당성 

근거는 모든 욕구와 관점의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한 공중(public)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530   

대화 원리가 사회적 연결 모델에 적용될 때, 정치적 책임은 행위자들 간 

사실적인 상호의존적 연관을 통해 직접 부여되는 대신 매개적인 방식으로 

설명된다. 정치적 책임은 행위자들에게 일차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타자와 

대화할 것을 요청하며, 이로부터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정의한 상호의

존적 관계를 파악하고 개선할 책임이 주어진다. 

가령 인종주의적인 사회에서 해당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들이 갖는 정

치적 책임의 내용 및 근거는 무엇인가? 인종주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근

거를 상호의존적 연결에서 모색하고자 한다면, 주류 집단이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과 갖는 사회적 의존성이 그 근거가 될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에

서 육체노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3D 업종, 혹은 육아 관리사 등 돌봄노동

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만약 이들의 기여가 하

루아침에 사라진다면 많은 선진국들은 사회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서, 선진국의 시민들은 이주민들을 비롯한 소수인종 집단에게 매우 크게 

의존한다. 더욱이 이들은 주류 집단 구성원들에 비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착취적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호의존적 연관 중에서도 

정치적 책임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부정의한 상태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타 집단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정치적 책임에 대한 근

거로 직접 이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겨난다. 가령 어느 소수인종 

집단이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테

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해 3D 업종 대다수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

라면), 이 경우 사회 구성원들은 이들이 겪는 인종주의적 문제를 개선할 

 
529 JPD, 91/206. 

530 JPD, 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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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갖지 않게 된다. 주류 집단이 이들과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지 않으

므로 책임의 근거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 취약한 

사회 집단과의 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였다. 따라서 

정치적 책임의 규정은 상호의존의 정도가 낮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의존하

는 집단에 대해서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책임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에서 모색할 경

우, 인종주의에 대해 주류 집단의 구성원들이 갖게 되는 책임은 문제를 호

소하는 소수 집단의 주장을 주의깊게 경청하는 데에서부터 주어진다. 이를 

통해 주류 집단 구성원들은 소수 집단이 경험하는 불이익이 어떤 것이며 

이것이 왜 부정의한 것인지 검토한다. 행위자들은 부정의한 상태에 대한 

호소를 경청한 뒤, 이를 개선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

게 되는 과제임을 확인하게 된다.  

민주주의적인 대화 원리를 정치적 책임 개념과 연관짓는 설명은 시민들

이 가져야 하는 정치적 자율성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정치적 자율성은 시

민들이 스스로 수행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가짐을 의미

한다. 로버트 울프(Robert Wolff)의 표현을 빌리면,  

 

책임있는 인간은 그가 그 자신에게 명령의 형태로 표현한 도덕적 결정에 

이르게 되므로, 우리는 그가 자신에게 규칙을 부여한다고, 다시 말해 자기입

법적(self-legislating)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율적이다. … 자

율적 인간은, 그가 자율적인 한에서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다.531 

 

행위자들은 자신보다 상위의 결정 심급을 두지 않고 스스로를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의 주체로 고려함으로써 자신을 자율적 존재로 이해한다. 이처

럼 행위자들이 타인에게 결정권을 위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판단 주체로 

 
531 Wolff, (1998) In Defense of Anarchism, 13-14;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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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는 점에서 자율은 단순한 외적 간섭의 부재 이상을 의미한다. 그

리고 자율적 존재로서 시민들은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상황, 해악에 대해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도록 요구받는다. 그런데 울프의 논의에서 자율성은 

한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갖는 책임으로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이는 

법적 책임 모델에서 요구하는 도덕적인 책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러

한 사적 자율성의 의미만으로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기여

한 문제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다. 

공적 자율성의 의미를 자기결정의 방식으로 표현한 사상은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다. 그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대가로 인민이 군주에게 권리의 

양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계약론이 인간의 자유를 예속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계약론의 진정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다. “모든 이들의 공동의 힘을 통해 각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동체 

속에서 각 구성원들이 다른 이들과 결속되는 가운데 오직 그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그 이전과 같이 자유로운 상태로 남는 공동체의 형태는 무엇인

가?”532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모든 인민이 생명까지 포함한 자신의 모

든 권리를 남김없이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평등한 공동체 속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마련한다. 모든 참여자들이 일반의지의 형태로 제시되는 

주권에 참여하는 통치자이자 동시에 피통치자라는 동일성을 갖게 됨으로써 

이들은 자기통치적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루소는 

시민들이 입법과정에 참여를 통해 일반의지에 도달하는 연결고리를 제시함

으로써 정치적 자율성의 의미를 확장한다. 때문에 주권적 통치행위를 비롯

한 공동체의 행위는 그저 한 개인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공동 참여를 통

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정치적 책임의 주체 및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이지만, 다른 한편

 
532 Rousseau, (1994) Discourse on Political Economy and the Social Contract 

(trans. by C. Bet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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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루소는 이 시도에서 과도한 조건을 시민들에게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

는다. 특히 개인의 사적 권리를 모두 양도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어떤 개

별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 루소의 관점은 사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

다.533 또한 루소가 제시하는 정치체 속의 시민들은 특정한 윤리적 가치로

서의 덕성(virtue)을 함양하도록 요구받는데, 이 가치지향성의 요구는 공동

체의 시민들이 특정 윤리형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향

하게 된다. 534  하버마스는 실질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구상이 

“이성의 공적 사용의 제도화”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원래적 의미를 보

존하는 이점”을 갖는다고 설명하지만, 시민들을 공적 가치에만 전념하는 

존재로 이미 전제해야만 가능한 설명이라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535 

이는 현대사회의 기본 전제로서 시민들이 집단마다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갖는다는 다원주의적 사회의 관점과 충돌한다. 

때문에 사회적 연결 모델의 관점에서는 시민들의 사적 자율성을 보장하

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공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나는 민주주의 제도와의 연관 속에서 자율성 개념을 이해하려 

한다.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안에서 시민들은 공적 영역에의 참여를 통해 

결정 및 판단의 최종심급으로서 자율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자율성이 결코 사적인 자율성을 훼손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위자들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치지향을 보존함과 동시에 공적 영역에 참여하기 때

문이다. 울프는 민주주의적 정치제도 속에서 행위자들이 “집단적으로 만들

어낸 법에 자기 자신을 집단적으로 구속시키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533 JPD, 108-109/243-45. 

534 Habermas,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101-102. 

535 Habermas, (1996) "Three Normative Models of Democracy", in S.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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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함께 옳다고 판단한 것에 구속” 536함으로써 개인적 자율성을 집단

적 범위로 확장한다고 설명한다. 이 구절에서 본문의 논의에 중요한 부분

은 ‘집단적으로 구속’한다는 문구이다. 시민들이 민주적 제도 속에서 결정

과 판단을 내릴 때 그저 한 개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하지 않으며 정치

적 과정에 참여한 동료 시민들과 함께 이에 도달한다. 하버마스는 루소와 

칸트에 의해 제시된 자기입법의 원리를 확장한 의미의 공적 자율성을 제시

한다. 그가 보기에 시민들의 자율성을 행사하는 자기입법적 과정은 칸트나 

루소가 시도한 것처럼 실천이성의 내용이나 공화주의적 덕성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으며, 오직 정치적 의지를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대화적 과정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537  

이러한 의미에서 공적 자율성에 대한 규정은 이들이 정치적 책임을 갖는 

과정으로부터 이해된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함께 기여한 

요소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요구받는다. 공적 자율성의 성립은 집단적 

결정에 대해 그저 특정 개인이나 조직만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구성원들 

모두의 문제로 고려될 때 이루어진다.538 정부에 수행한 행위에 대해 시민

들이 져야 하는 책임의 내용이 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작업만을 수행하

는 것이라면, 이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제한적으로만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

다. 가령 해너건은 정부의 관료로서 역할을 수행한 아이히만의 사례가 민

주적 자율성의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갖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536 Wolff, (1998) In Defense of Anarchism, 22. 

537 Habermas,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103. 

538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적 자율성과 책임 사이의 연관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

민들이 (설령 이를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갖는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되어 

왔다. 가령 아비아 파스터낙(Avia Pasternak)은 대의제적 정부가 수행한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의 시민들이 져야 하는 책임의 내용 및 조건을 정치적인 책임으

로서 논의한다(Pasternak, (2011)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Democratic Publics,"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41(1)).  



 

291 

 

그가 보기에 “아이히만과 민주적 시민들의 직접적인 비교는 터무니없으며 

도덕적으로 미심쩍”을 뿐인데, 왜냐하면 “민주적 시민들은 아이히만의 경

우처럼 해로운 정치적 결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

다.539  정부 기관에게만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아이히만처럼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이들만이 책임 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히만의 사례는 “사회 규범과 제도들이 개인들에게 자신의 행위로부터 

연결된 해악을 인식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것을 얼마나 쉽게 방해하는지”를 

보여주기에 여전히 유의미하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아이히만처럼 

직접적으로 부정의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일상적 행위들을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든 혹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든) 해악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진정으로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이해되려면 자신

이 어떤 해악에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자율성의 의미는 시민들이 민주

적 정치체에서 함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함으로써 해명된

다.540 책임있는 시민들의 행위는 사회적 상태들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노

력들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어느 사회 집단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을 보며 혹자는 이 상태가 해당 집단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보며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집단 구성원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해당 집단이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회 제도의 미비, 부정

의한 관행에서 발생하는 제약이라고 간주된다면,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

회 구성원들의 공동 기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시민들

 
539 Hanagan, (2011) "Responsibility and Democratic Rul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38. 

540 해너건의 표현을 빌리면 이러한 민주주의적 시민들의 활동은 “영웅적이거나 귀

족적인 모험”과는 거리가 멀며, “민주적 사회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영

웅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대신 관련된 수많은 일상적인 행위들을 요청”한다

(Hanagan, (2011) "Responsibility and Democratic Rule,"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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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 책임이라고 설명된다.541 

민주주의적인 대화 원리를 정치적 책임과 연관지을 때,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중 부정의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4.1.2.의 논의가 유의미하

게 해석된다. 민주적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의 내용은 행위자들의 

평등한 자기결정의 권리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약하는 사회구조적 부정

의의 문제들이다.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앤더슨(Elizabeth Anderson)은 

민주주의적 평등의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를 전개한다. 앤더슨이 비판하는 

운 평등주의가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불평등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그는 사

회적 평등을 집단적 자기결정으로서 민주주의와 연결하여 해석한다.542 이 

관점에서 관건은 자기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사회적 억압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시민들에게 이 책임이 주어지는 근거는 이 억압들이 그저 자연적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

고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성별이나 종교, 인종, 

장애에 따라 구성원들이 더 적은 사회 참여의 기회만을 받으며 재화 분배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겪는 상황에서, 혹자는 운 평등주의자들과 같이 이를 

비선택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그가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러나 앤더슨의 관점에서 핵심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는지 여부보다도, 

이러한 특성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 자체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사실이

 
541 유사한 맥락에서 주디스 슈클라는 시민들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관심

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부정의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수동적 부정의

(passive injustice)’라고 규정하는데, 이 문제제기는 오직 민주주의적 정치제도 

하에서의 시민들에게만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부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예방

적인 활동은 공포에 눌려있는 권위주의적 사회보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훨씬 더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며, 그렇기에 … 헌정 민주주의 하의 시민들만이 갖는 의

무의 측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hklar, (1990) The Faces of 

Injustice, 6). 

542 Anderson, (1999)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Ethics, 109(2),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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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를 지닌 구성원의 억압을 개선하는 과정 역시 사

회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으로서 주어진다. 앤더슨의 이 설명은 민주주의적 

자율성이 사회적 연결 모델과 갖는 내적 연관을 분명히 보여준다. 부정의

에 대한 개선 책임을 행위자들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행위자들이 모든 

측면에서 평등하거나 또는 타인의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시민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권리 및 역량을 보장받아야 한다

는 것이다.543  

 

5.1.2. 민주주의의 두 모델 

 

민주주의적 정치체의 시민들이 자율적인 행위자로 이해되기 위한 적합한 

정치적 활동형식은 무엇인가? 나는 민주주의의 두 가지 이해방식을 비교하

며 각 모델이 요구하는 정치적 참여 형식을 검토하려 한다. 하나는 선호집

합적(aggregative) 이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숙의민주주의인 이해이다. 영

은 선호집합적 관점이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에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특징적 요소들을 자세히 탐구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나는 숙의민주주의적 접근이 사회적 연결 모델과 부합

하는 측면을 추가로 설명할 것이다. 이때 숙의민주주의의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공론장에의 참여 과정은 행위자들에게 합리적 

이해를 형성한다. 타자와의 대화 속에서 행위자들은 망각되거나 주목되지 

못했던 타인과의 의존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부정의의 발생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인지한다. 숙의민주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행위자들에게 내적인 

동기부여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주관적 선호를 표출

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 또는 이익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러

한 의미에서 행위자들의 민주적 참여는 단지 외적 제재를 통해 행위를 강

 
543 Anderson, (1999)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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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것을 넘어서 있다. 이와 같은 내적 동기부여를 통해 정치적 책임이 

행위자들에게 자리잡는 방식이 설명될 수 있다. 

 

1)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방식 중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모델은, 정

책과 공적 관료들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가 선거를 통해 누적되는 방식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목표는 어떤 지도자들, 규칙들, 그리고 정책이 가장 

폭넓고 강력하게 지지되는 선호에 잘 상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544이라고 

간주하는 이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작동은 개개인들의 선호가 제약없이 표

출되고 선호의 집적 결과가 공정하게 산출 및 반영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투표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개별 선호를 합산하여 가장 다수의 관점을 반

영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이해방식은 “선호집합적 모델(aggregative 

model)”이라고 불린다. 이 모델에서 개인들의 정치적 참여는 자신의 선호 

및 이익에 부합하는 대표나 정책, 기관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상응하여 정당과 후보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시민의 선호를 충족하는 것이 

된다. 이 해석은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책이나 규칙이 정당성을 획득한다

는 가정을 지니며, 투표와 같은 참여과정은 정당성 획득을 위해 다수의견

을 확인하는 절차로 작동한다. 

이 모델에서 일차적인 정치적 참여는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와 다른 선호 및 관점을 지닌 이들과의 경쟁으로 귀결된다.545 

선호집합적 관점에서 시민들의 목표는 정부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는 나와 다르거나 대립적인 입장의 시민들이 

갖는 목표도 동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신의 선호를 정부에 최대한 반

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은 동일한 목표를 지닌 타인 또는 타 집단과 

불가피하게 경쟁관계에 놓인다. 이때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과정은 주로 자

 
544 ID, 19/31. 

545 ID,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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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동일한 의사를 지닌 이들을 집결시켜 세를 확장하거나, 혹은 이익 집

단 간에 타협하고 연합(coalition)을 형성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선호집합적 민주주의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원자론적이고 전략

적인 의미에서의 합리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546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는 

정부 기관에 상응하는 유권자로서 역할에 제한되며, 설령 행위자들 간에 

상호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직 행위자 자신의 선호와 이익

을 반영하려는 도구적∙전략적인 태도만을 견지할 수 있다. 선호집합적 민주

주의 모델에 대해 영이 문제삼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이다. 547  첫째로 이 

모델에서는 개개인의 선호를 철저히 주어진 것으로만 간주하며 이들의 발

생과정, 정당화 근거, 변동가능성 등은 논의되지 않는다. 그러한 개별 선호

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입장이 

무엇인가이다. 둘째, 개인의 선호 및 이익의 내용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탓에, 해당 모델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는 사적인 관점에 머무른

다. 이 모델은 “민주적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어떤 결정에 이르

기 위한 동기부여로부터 생겨난 공중이라는 독특한 관념을 결여한다.” 548 

이들 간에는 전략적인 합리성 이외의 정치적인 상호작용 및 공동행위의 가

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셋째, 도구적∙전략적 합리성만을 전제하

는 선호집합적 관점은 정치적 결정의 규범적인 객관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

도만을 보인다. 행위자들의 정치적 참여가 자신의 주관적 선호를 표출한 

것에 그치는 상황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규범적 평가 범위를 벗어나

며, 평가 근거 역시 부재한 상태로 남게 된다. 

선호집합적 민주주의가 갖는 이 특징들은 사회적 연결 모델을 행위자들

 
546 ID, 20/32. 

547 ID, 20-21/32-33. 

548 ID, 20/33;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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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주주의적 참여 과정과 연관지으려는 시도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난다. 이 부적합성은 세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선호집합적 모

델에서 행위자들은 타인의 이익과 철저히 분리된 채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도구적∙전략적 입장에서만 선택을 수행

하는 관점은 정치적 책임의 실현을 위해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과 배치된다. 둘째, 규범적 평가의 영역에서 벗어난 선호

집합적 결정은 행위자들에게 이 결정을 강제할 내적 동기부여 능력을 갖지 

못한다.549 개별 시민들의 동의로부터 형성된 결정의 정당성 층위가 선호들

의 집합에는 부재하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이 결과를 따라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다. 설령 정부 기관이 시민들에게 어떤 문제 해결에 참여를 

요청하더라도, 시민들은 그저 제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마지못해 따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참여의 의미가 선거 등 

제도적인 맥락으로 한정되어 설명될 때, 부정의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시민

들의 실천 범위는 오직 제도적 요구 범위로 국한된다. 하지만 사회적 관행

들의 개선은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하거나 정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며, 이 점에서 선호집합적 민주주의는 시민

들에게 충분한 자율적 자기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 

 

2) 선호집합적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모델은 행위자들이 문제

에 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토론 참여자들은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 혹은 정당한 필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며, 이 

 
549 ID, 21/34. 특히 이 문제는 어떤 결정에서 소수 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중

요하다. 가령 정책 A가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될 때, A를 반대하는 집단은 

무슨 이유로 이 정책을 따라야 하는가? 선호집합적 관점에서 가능한 설명은 반

대 집단이 전체 중 소수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다수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규칙 자체를 

따라야 하는 근거는 여기에서 더 이상 고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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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타인들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논증을 제시한다.”550 이 대

안적 이해의 핵심은 행위자들이 경험하는 문제들, 갈등들을 공론 영역에 

끌어오고 이에 대한 해결책들을 시민들이 함께 검토하는 데 있다. 이 토론 

과정이 숙의(deliberation)라고 불리며, 이에 따라 해당 민주주의 모델 역

시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로 규정된다.  

숙의민주주의 모델에서 행위자들의 독백적-전략적 관점을 넘어설 수 있

게끔 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주

의적 결정은 특정 엘리트 및 관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당

사자들이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포함적(inclusive) 과정이다.551 이때 

‘관련됨(affected)’의 의미는 해당 결정 및 정책을 통해 행위의 조건이 심

대한 영향을 받는 이들로 규정된다. 민주주의적 포함은 어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욕

구, 이익 및 의견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로 토론에 참여하는 이들은 합당한(reasonable)한 자세, 다시 말해 토

론과정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요구받는다.552 참여자들

은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모든 참여자들이 상호이해에 도달하려

는 목적을 전제하며 토론에 참여한다. 때문에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이 자세는 토론에서 일견 비합리

적으로 보이는 요구가 제시될지라도 성급하게 거부하는 대신 이에 대해 경

청하고 해당 의견에 대한 비판적인 검증을 수행하게끔 한다. 나아가 이 요

청은 담론의 참여자들이 기존에 가졌던 의견에 매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타인에게 귀 기

울이는 자세를 통해 담론 참여자들은 어떤 문제에 관한 기존의 고립된 의

 
550 ID, 22/35. 

551 ID, 23/36. 

552 ID,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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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나 선호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553 자신의 

입장과 다른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토론과정에 진지하게 참여

하는 행위자들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 대신 타인의 입장을 인정하고 반영

한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참여자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가능한

(accountable) 것으로 설명할 과제를 갖는다.554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역

사, 문화, 이익, 경험을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모든 의사소통을 불

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토론과정에서 행위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

게 전달한다는 가정 하에서 언제나 발화하며, 비록 타인들이 이에 동의

(accept)할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이해시키기 위

해 자신의 배경적 맥락을 설명한다. “표현의 내용이 공적이어야 한다는 것

은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해가능해야 하거나, 해당 논증이 호소하는 원칙이 

모두에게 동의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표현이 내용 및 형식의 측

면에서 이해가능하고 수용가능한 것이 되도록 의도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555  

포함성, 합당성, 그리고 이해가능성의 측면에서 정치적 참여 과정은 앞

서 제시된 선호집합적 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숙의적 의미

에서 공론장에의 참여는 개별 선호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소

통적 과정은 한편으로 인지적인 측면에서 토론 참여자들에게 폭넓은 이해

가능성을 부여한다. 자신과 다른 사회적 지위에 놓인 타인과 교류하는 과

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입견이나 편견 속에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게 된다.556 숙의 민주주의는 행위자들에게 도

구적∙전략적 합리성을 넘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행위를 상호조정하

 
553 ID, 25/39. 

554 ID, 25/39. 

555 ID, 25/40. 

556 ID,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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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차로 구성된다.557 둘째로 타인에게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담론적

으로 형성된 이해와 합의는 내적인 동기부여의 힘을 갖는다. 이는 그저 외

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력과는 별개의 것으로, 대화과정에 참여한 

이들이 주제화된 어떤 주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의무를 함께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첫째로, 인지적인 측면에서 숙의민주주의는 충분히 주제화되지 못했던 

부정의의 측면들을 수면 위로 부상시킨다. 참여자들은 타자의 호소를 듣는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간주되었던 문제들 중 그저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로 재해석하게 된다. 가령 열

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고통을 겪는 행위자 A가 토론과정에서 이를 문제시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공론장에서 이 문제를 호소하기 전까지 A는 이 

경험이 그저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대처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가 이를 토로하는 과정에서 다른 노동자들도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

슷한 노동환경에 놓인 이들이 공유하는 문제임을 자각한다. 이로써 A의 고

통은 한 사람만의 사적 경험으로 국한되지 않는 구조적인 부정의로서 공론

화되고 관여된 이들이 함께 해결과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재설정

된다. 

또한 민주주의적 숙의과정이 부정의의 피해 당사자에게만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에 기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에게도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자신의 

일상적인 행위가 부정의에의 귀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회 구

성원들은 담론 영역에서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를 파악할 기회를 얻기 

 
557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행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참여자들이 타당성 주장

의 상호주관적 인정을 통해 평가될 수 있는 동의를 거쳐 자신의 행위 계획을 

합의적으로 상호조정할 때, 나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적이라고 부르고

자 한다.”(Habermas, (1990)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58; 강조는 원문) 



 

300 

 

때문이다. 내가 개별적으로 티셔츠를 구매하는 행위의 해악을 확인하기는 

어렵더라도, 이 구매 행위가 지구 반대편의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 산업과 갖는 연관은 선진국의 소비자 집단과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집

단 간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드러난다. 개별 행위자들의 관점에서 행위와 

구조적 부정의 사이의 직접적 연관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회적 집단의 맥

락에서 간접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인 결합을 통해 연관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부정의는 민주적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그저 동떨어진 문제로

만 이해될 수 없으며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제시된다. 

구조적 무지가 행위자들이 자신의 좁은 인식과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 상태로부터 기인한다면, 정치적 책임의 출발점은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것이다. 폐쇄적인 도덕적 직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태는 책임

을 공유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행위자들이 어떤 부정

의에 관여되어 있는지, 나의 개별 행위가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관해 그저 한 개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위자

들이 정의로운 상태를 촉진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고립된 사

유범위를 넘어 보다 확장된 인식의 틀이 요구되며, 이 점에서 숙의민주주

의적 과정은 부정의에 대한 책임의 출발점으로 자리잡는다. 

둘째로, 담론적 숙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이해와 설득과정은 그저 인지적

으로 갖는 장점만을 넘어 행위자들에게 관련된 책임에 대한 내적 동기부여

를 부여한다. 타인의 견해를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그에 내재된 요청

들을 함께 받아들임을 의미한다.558 가령 비행기 탑승객이 “기내에서는 금

연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읽은 상황에서, 그가 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

로 이해하고 수용했다는 것은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시도하지 않

는다는 것(혹은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겠다는 것)

 
558 Habermas,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Reasons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Vol. 1), Boston: Beacon Press, 29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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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반한다. 하버마스에게 대화 참여자들이 어떤 발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저 발화의 문장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발화에 내재된 타당성 주

장(validity claim)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하버마스는 문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이 논의과정에 반영되는 

경우에만 어떤 결정이나 규범이 타당성을 갖는다는 주장을 담론원리 (D)로

서 제시한 바 있다.559 담론적 관점에서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들에게 외

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과정을 통해 규범의 내적 의미를 행위

자들이 수용함으로써 생겨난다. 즉 규범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담론적 논의를 거쳐 참여자들이 이 규범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560  이러한 자기입법적 과정은 담론이론이 행위자들의 자율성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자, 또한 참여자들에게 동의된 규범을 따르

도록 요청하는 동기부여의 관점을 해명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사회적 연결 

모델의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정의의 요청들을 수용한다면 그 

이유는 단지 제도적으로 강제되거나 불이익이 생겨나기 때문이 아니다. 이 

요청들의 구속력은 스스로가 자율적 존재로서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 동의

했다는 점으로부터 발생한다.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던 이 특징, 다시 말해 규범

적 요청을 스스로에게 수용하는 과정으로서 대화는 정치적 책임에서의 담

론적 동의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정치적 책임은 우리가 이 문제에 기여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사회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수긍하는 동기부여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만약 행위자들이 

담론영역 밖의 개별 판단들에 정치적 책임을 내맡긴다면 정치적 책임의 의

미는 그저 무성찰적으로 존재하는 관습이나 전통과 같은 의미에서 외적인 

강제처럼 우연적인 것에 그치게 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적 자율성의 의미

 
559 Habermas, (1990)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65-66.  

560 Habermas, (1993) “Remarks on Discourse Ethics”,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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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갖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적 책임에 대한 대화 과정은 특정 규범을 형식적으로 정당화하기 위

해 행위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담론원리에서 관건

은 행위자들의 동의를 통한 규범의 정당화 가능성이며, 이는 규범의 도덕

적·법적 타당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처럼 개별적인 의무나 규

범은 많은 경우 맥락과 독립적인 관점을 요구하는 반면, 책임 개념은 늘 

대상과 맞닿은 맥락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561 이러한 맥락의 변화 속에서 

책임의 내용 역시 변할 수 있기에, 책임은 사전에 추상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과 마주하여 제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

구에 가깝다.562 책임에 관한 민주주의적 대화의 원리는 특정한 규범의 타

당성을 검토하는 것보다 행위자들이 억압 및 지배에 놓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정리하면, 숙의민주주의가 정의의 문제와 맺는 내적인 연관은 다음과 같

다. 한편으로 공적 토론에서 문제를 주제화하는 절차는 그저 이에 대한 효

율적인 해결방안 모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담론 영역은 부정의로부터 고

통을 호소하는 참여자들의 주장에 늘 열려있을 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이

는 사회적 무의식이나 편견, 선입견 속에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집단적 

 
561 Payson, (2013) "Responsibility and Justice," 35. 

562 특히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는 지점은, 의무(duty/obligation) 개념이 특정한 개

별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책임은 이러한 행위 자체

의 이행/금지 여부보다 그로부터 발생하는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의

무는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 규제의 형태로 제시되고 이 의무

의 준수는 살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반면 책임이 행위

자를 규제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의 요청이 아니다. 책임에서 관

건은 ‘어린 아기를 잘 보살펴야 한다.’와 같이 목표로 하는 상태를 추구하는 데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방법은 행위자에게 일정한 재량적(discretionary) 형태

로 주어진다(Goodin, (1986) “Responsibilities,” The Philosophical Quarterly, 

36(14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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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집단적 문제들

에 대해 해결책을 고안하는 과정은 가장 정의로운 결과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지적 장점을 갖는다. 다른 한편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이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책임의 실현에 동참한다. 이 동의는 정치적 

책임을 행위자들이 짊어지는 내적 동기부여에 연관됨으로써, 책임을 그저 

외적 강제에 의해 따르는 인습 및 자의적인 요청들과 구분짓는다.   

 

5.2. 공론영역과 차이의 정치 

 

혹자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구조적 무지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과연 성

공적인지 질문할 것이다. 이 시도는 공론장에의 참여 과정에서 시민들이 

부정의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깨닫을 수 있다는 구상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 구상은 시민들이 대화하는 영역 자체가 이미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령 하버마스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

론화된 공론장 개념은563 여성, 노동자 계급 등이 애초 배제된 방식으로 구

상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564 공론장의 구성 자체가 일부 시민들을 포함하

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토론 과정이 구성원들의 편견과 무지를 강화할 뿐

이라면, 이는 사회적 연결 모델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소수자에 대한 배제를 맹점으로 남겨둔 채 진행되는 대화 참여자들의 논의

는 오히려 편견과 무지를 강화할 뿐이다. 그렇다면 공론장에의 참여를 통

해 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할 가능성은 없어지지 않는가? 

나는 민주주의적 대화 과정의 체계적인 왜곡 문제를 검토하고, 영의 숙

 
563 Habermas, (1993)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trans. 

By T. Burger) Cambridge, Mass.: MIT Press. 

564 Allen, (2012) “The Public Sphere: Ideology and/or Ideal?”, Political Theory, 

40(6),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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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주주의적 논의를 통해 대답을 모색한다. 이 답변에서 핵심은 배제되었

던 구성원들의 입장을 다시 포함하는 관점이다. 영이 ‘포용적 민주주의

(inclusive democracy)’565라고 명명하는 해당 접근은, 그러나 동시에 기존

의 숙의민주주의 이론들에서 그랬던 바와 같이 각 구성원들의 개별성을 부

정하는 합의지향성에 대한 요구로 직결되지 않게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숙의과정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시민들이 자신의 고유한 특수성 및 타자와

의 차이에 대한 고려를 제쳐두고 “그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

인지 탐색하”하게끔 한다.566 하지만 행위자들을 공론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관점이 각 집단의 차이를 부정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면, 이는 공론영역이 

배제적으로 작동한다는 기존 문제를 다시 되풀이하게 된다. 

본문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로 제시된다. 한편으로 숙의민주주의

적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관점들을 지속적으로 담론 내부로 포함시키려

는 시도가 요구되지만, 동시에 행위자들이 지닌 차이가 대화과정에서 보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양가적인 작업을 나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전개

한다. 먼저 5.2.1.에서 나는 구조적 무지를 개선하는데 장벽으로  작동하거

나 심지어 무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공론장의 배제적 구성 문제를 검

토한다. 이어 5.2.2.에서 숙의민주주의 과정에서의 대화 과정이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적인 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5.2.3.에서는 이처럼 차이가 보존되는 담론 내

에서 행위자들이 부정의의 개선에 참여하는 방향과 과정을 논의한다. 

 

5.2.1. 공론장의 배제적 구성 문제 

 

저서 『공론장의 구조변동(Structural Transformation of Public Sphere)』

 
565 ID, 9/14. 

566 ID, 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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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버마스는 ‘공적 영역’ 혹은 ‘공론장’이라는 개념의 근대적 형성과정

을 논의하면서, ‘public’이라는 관념이 기존의 용례로부터 역사적으로 어떻

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밝힌다. 공론장에 대한 하버마스의 핵심 구상은 사

적 개인들이 모여 공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공동 이익에 대한 관심을 표

출하는 영역으로서 공론장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는 과정이다. 봉건시대에 

국가 개념과 결합하여 과시적∙상징적인 방식으로 존재했던 ‘공적인 것’의 

의미는567 부르주아 계층의 등장과 함께 점차 그 영역을 옮겨간다. 공적 영

역을 전유해 온 국가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사적 모임은 그저 경제적인 교

환만을 넘어, 커피하우스, 클럽 등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공

론 교환의 장이라는 의미까지 확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르주아) 공론

장은 “공중으로 결집된 사적 개인들의 영역”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사적인 

것이지만, 공적으로 중요한 상품교환 및 사회적 노동의 영역에 대한 관계

들을 규정하는 일반 규칙들”을 두고 국가 기구와 맞서 토론한다. 568  이후 

공론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설, 출간, 결사의 자유를 통해 부르주아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화된 이익을 국가에 전달하는 영역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 논의에서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사회적∙제도적 발달에 내재된 모순을 

언급한다. 한편으로 공론장 개념의 구성에서 핵심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버마스가 “특정 집단이 배제되는 공

론장은 그저 불완전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공론장 자체가 아니”라고 서

술할 만큼, 공론장의 개념은 보편적인 접근가능성 원칙과 강하게 결부된

다. 569  근대 법치국가의 근본규범은 모든 인간 존재가 공중(public)으로서 

주체(subject)로 포함될 것을 요청하기에, 이를 위반하는 공론장의 개념은 

 
567 Habermas, (1993)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7. 

568 Habermas, (1993)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27. 

569 Habermas, (1993)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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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자신이 근거하는 전제를 배반한다. 이 서술은 곧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에 직면한다. 19세기 부르주아 사회에서 재산이나 교육 등을 

근거로 선거권이 제약될 때, 이는 공적 영역의 기본 이념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보편적 접근가능성 개념은 교양, 재산 등 

사회적 지위를 근거로 하는 일련의 제약과 상충될 필요는 없다고 간주되었

다. 자유주의적 공론장의 이념은 모든 개인들이 경제적, 사회적인 허용기

준을 잠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의 제공을 약속한다.570 다시 

말해 공론장 참여의 제약으로서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으로 이

해되었으며, 평등의 가치가 점차 사회 구조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 제

약들 역시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동등한 기회를 통해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이상적 

약속은 근대 이래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시민의 자격을 갖

춤으로써 공론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공론장의 주요 

작동과정은 일부 계층(특히 재산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이루어졌다. 이는 마르크스와 같은 부르주아 공론장의 비판자들로부터, 공

론영역의 여론 개념이 단순한 ‘허위’로 규정되는 근거가 된다. 재산 소유자

들의 특수이익이 공론장에의 보편적 접근가능성의 탈을 뒤집어쓰고 마치 

일반이익처럼 주장되는 상황은 어디까지나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571  

이 지점에서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론장의 개념은 또다른 양가성을 드러

난다. 그의 분석은 (초판 서문에서 언급되듯이) “하나의 역사적 범주”로서 

“부르주아 공론장의 자유주의적 모델의 구조와 기능, 그 발생과 변형”에 

제한된다.572 즉 부르주아 공론장 모델이 지니고 있던 제한적 접근성은 19

 
570 Habermas, (1993)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85-

86. 

571 Habermas, (1993)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124. 

572 Habermas, (1993)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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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사회 구조적 제약 속에서 분석되고 있다. 만약 하버마스의 논의가 과

거 존재했던 공론장 모델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에 그쳤다면, 공론영역에 

대한 보편적 접근가능성을 요청하는 숙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하나의 비판

적 논의대상으로 삼는데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하버마스의 분석

이 단지 과거 사실에 대한 기술로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비록 부르주아 공론장의 사회적 형식은 오늘날 공론영역의 

확장 속에서 점차 붕괴되고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론장

의 이상이 현대 사회의 정치적 조직원리로 남아있다는 데 있다.573 그렇다

면 과거의 자유주의적 공론장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배제의 문제는 그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공론장에 대한 구상까

지 이어지는 문제가 된다. 

공론장의 전제로서 공적 접근의 이념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내재하는 

이 모순성, 다시 말해 보편적 접근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오직 일부 계층

의 진입만이 허용되는 문제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날카롭게 지적되었다. 

대표적으로 캐롤 페이트만(Carole Pateman)은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이 기

본적으로 여성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형제애적 사회계약(fraternal 

social contract)’의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한다. 

 

형제애적 사회계약은 두 영역으로 구분되는 새롭고 근대적인 가부장적 질

서를 만들어낸다. 한편에는 시민사회 혹은 자유, 평등, 개인주의, 이성, 계약, 

그리고 불편부당한 법의 보편적인 영역, 즉 남성들 혹은 ‘개인들’의 영역이 있

다. 다른 한편에는 개별성의 사적 세계, 자연적 종속, 혈연, 감정, 사랑, 성적 

열정 등 여성들의 세계가 있으며, 이 역시 남성들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574

 

 
573 Habermas, (1993)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4. 

574 Pateman, (1989) “The Fraternal Social Contract,” in Disorder of Women: 

Democracy, Feminism and Political Theo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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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트만은 근대 공론영역 형성이 전근대적인 가부장의 속박에서 해방과 

자유를 약속하며 이루어졌으나, 해당 약속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만 해당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전근대적인 질서로부터의 

해방, 즉 “정치적 규칙으로부터 ‘아버지(paternal)’를 분리해내는 작업은 여

성을 남성에 종속시킴으로써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는 것”이기도 했다. 575 

자유와 평등의 공간으로서 공적 영역은 오직 남성 형제들만의 공간으로 구

성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계약은 오직 ‘형제애적(fraternal)’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프레이저 역시 기존의 공론장 모델이 구성원들을 제약하는 장벽들에 대

해 도외시해왔다고 비판한다. 이 비판에서 핵심은 여성을 비롯한 소수 집

단의 배제가 공공성의 이념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가정되었던 이유, 즉 이 

배제가 그저 일시적인 사태로서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공론장 이론은 공적 영역에서의 대화를 가로막는 사회

적 불평등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평등

이 구상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 이처럼 공적 접근가능성의 범위가 확

대되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개선될 거라는 믿음의 근본적인 한계는, 

기존의 제도적 공론장에서 담론 작동의 방식들이 이미 사회적 지위의 불평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576 담론영역 내에서 선호된 특수

한 논증적 대화 규칙들은 이에 익숙하지 못한 계층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

는다. 이 규칙들은 공적인 규제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설령 

 
575 Pateman, (1989) “The Fraternal Social Contract,” 43. 

576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적 상호작용은 그 자체로 지위의 불평등

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드러내는 소통 방식 및 예의의 규약들에 의해 관장되

었다. 이 규약들은 여성들 및 평민들을 비공식적으로 주변화하고 이들이 동료

로서 참여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수행했다.” (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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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배제되었던 집단들이 공론영역 내에 공적으로 진입하도록 허가되더

라도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프레이저는 부르주아적 공론장 개념이 지닌 특징, 다시 말해 “구조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대신 그저 괄호칠 뿐인 공론장 개념에 대해 심

각한 의문”을 제기한다.577 그가 제기하는 의문은 공론장에서의 배제가 그

저 우연적인 사실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상하는 방식이 애초 

타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다. 기존의 공론장 이론

에서는 현실의 불평등에 의해 가로막히더라도 ‘원칙상’ 참여자들이 자유롭

게 공적 영역에 접근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공론장을 

포괄하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사회구조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확산되어 있다면, 그러한 참여의 이상은 현실화되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가?  

이와 관련하여 공론장 구상에 내재된 또다른 배제적 가정은 공적/사적 

영역 사이의 구분이다. 조앤 랜디스(Joan Landes)는 공사 영역에 대한 구

분을 통해 공론장으로부터 여성에 대한 배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여성과 같은 소수 집단의 배제는 그저 우연적으로 발

생한 사태가 아니라, 여성을 가사노동의 주체로만 간주하는 등 사적 영역

에 한정하는 가사 분업의 문제와 내재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578 

공론장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모든 구성원에게 관련된 공적 이슈에 한정되

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으며, 그 외 사적 영역의 특수한 문제들은 담론 영

역 바깥에 남겨졌다. 이는 가정 내 분업 속에서 사적 영역에서만 활동하도

록 규정된 여성들이 공론장에 자신의 자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공론장의 구성이 애초 소수자 집단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577 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65. 

578 Landes, “The Public and the Private Sphere,”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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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들이 타당하다면, 이는 구조적 무지를 넘어서기 위해 숙의민주주

의적 틀을 빌려온 시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는 민주주

의적 대화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을 파악함으로

써 정치적 책임을 형성할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부정의의 

당사자들이 공론장에 참여할 기회가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리하

여 담론영역 안에서 억압과 지배의 문제가 논의되기 어렵거나 혹은 오직 

간접적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당사자들의 의견 표명이 사라진 숙의 

과정은 구조적 무지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재생산하는 기제일 뿐

이다. 이때 공론영역은 개선 대상을 알려주는 대신 이를 가리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개선이라는 사회적 연결 모

델의 근본적인 지향점 역시 상실된다.  

이처럼 보편적 접근가능성의 요청이 기존 공론장의 배제적인 규칙들과 

충돌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의 전제들을 평등과 포용의 원

리 하에서 재구성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는 특히 공론장 내

부의 차이에 더욱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공론장에서 차이를 주목하고 반

영하는 시도로서 나는 두 가지 제안을 살펴본다. 하나는 공중을 복수의 주

체로 구상하고 공론장 자체를 다각적인 방식으로 구성하려는 프레이저의 

시도이다. 다른 하나는 공론장 내에서의 소통을 설득과 논증 이외의 방식

으로 확장하려는 영의 제안이다. 

 

1) 프레이저는 공적 영역의 보편적인 접근가능성이라는 이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성의 영역을 하버마스와 다른 방식으로 구상하

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프레이저는 공중을 단일하지 않은 

복수의 존재로 이해하고, 이들 간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소수 집단의 배제

를 개선하려 시도한다. 그가 보기에 하버마스를 비롯한 기존의 숙의민주주

의 이론들에서 하나의 포괄적인 공론장만을 전제했던 것은 피지배·피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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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배제를 더욱 심화할 뿐이다.579 단일한 담론영역 내에서 적절한 발

화 수단과 방법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마치 충분한 참여 기회가 제공된 것

처럼 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이저는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 등 종속

된 집단들에 의해 구성되는 대안적인 방식의 공공성, 다시 말해 “피종속 

집단들의 저항적 공공성(subaltern counterpublic)”을 제안한다.580 공적 영

역을 다원적인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공론장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참

여적 평등의 이상이 더욱 잘 실현될 수 있다고 프레이저는 주장한다.581  

영은 프레이저의 논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한편으로 영은 

공론장의 분리주의적 해석에 대해 반대하는 하버마스의 논의를 582  인용하

며, 담론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포용적 민주주

의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583 프레이저의 주장에는 저항적 공론장

 
579 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66. 

580 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67. 

581 프레이저가 복수의 저항적 공론장 구상이 단일 공론장의 구상보다 더 소수 집

단의 이익을 더 잘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적 담론과 문화적 정

체성 사이의 연관에 근거한다. 공론장에서의 대화과정은 그저 중립적인 명제의 

표현과정만이 아니라 일정한 자기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

므로 각 소수집단들이 형성하는 저항적 공론장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 

및 이익에 대한 주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69).  

582 하버마스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 속에서 공론장이 “소통의 밀도, 복잡성, 범위

에 따라 몇몇 층위들로 분화”될 수는 있으나, 이들은 공론장 자체의 분리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구상되어

야 한다고 설명한다(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374). 이 부분적인 

공론영역들은 모두 일상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접근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583 “그러나 복수의 영역들이 서로 소통하고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이들은 집단 

간 경계를 가로지르거나 혹은 집단 간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거

의 역할을 갖지 못하는 그저 편협한 분리주의적 장소(enclave)에 불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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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리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아무리 

단일한 의미에서의 공공성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공적인 것을 

지향하는 가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584 하지만 이 논의에서 프레이저는 

공론장들 간 상호 매개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각 공론영

역들이 여전히 ‘공적’인 영역으로 해석될 근거를 비워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른 한편으로 영은 프레이저의 지적이 갖는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프레이저가 제안하는 저항적 공론장 논의는 합의지향적 

과정을 통해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공론장 모델을 넘어 문제의 다각적인 

해석과 고찰, 비판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서 해석될 수 있다. 그

렇기에 “민주주의적 과정은 복수의 그리고 경합적인 담론들, 표현 형태들, 

토론들을 조직하도록 장려하고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585  

나는 하버마스의 단일 공론장 모델과, 프레이저의 복수 공론장 모델 가

운데 무엇이 더 설득력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더 전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심은 이 다변적 영역들을 공론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기존 공론장 내에

서 주제로서 가정되었던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공적 관점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있다. 이처럼 일반화된 주제들만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가

정될 때, 이 가정은 공적 영역에 포함되지 못한 많은 특수한 문제들을 사

적 영역으로 밀어넣으며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공

론장이 이처럼 차이에 민감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성될 때 기존의 공적 논

의에 충분히 개입하지 못한 소수자 집단의 접근가능성은 저해된다. 그렇기

에 공론장 자체를 다원적인 방식으로 구성하려는 시도는 기존에 배제되었

던 집단의 논의를 다시 공론장 내부로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적 과정의 포용성은 다양한 하위 공론장들이 서로 논쟁하고 

영향을 미치며 국가 정책 및 행위, 경제적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과

정으로서 단일한 공론장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ID, 172/278) 

584 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67. 

585 ID, 17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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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숙의민주주의 이론들이 지닌 또다른 결함으로서 영은 민주주

의 이론들이 숙의 과정에서 특정 의사소통 방식, 즉 논증적이고 정돈된 발

화에 부여하는 우선성 문제를 지적한다.586 논증중심적 대화방식은 논증적

으로 정립되지 않은 이질적인 경험 및 문제제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

나, 혹은 특정 주류 집단의 발화 형식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그 

이외 집단을 대화과정에서 내적으로 배제시키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가령 

여성 및 노동자 계층의 대화방식은 공적인 담론영역에 제시되기에는 너무 

사소하거나 형식에 맞지 않은 것으로 가정되고 배척된다. 4.2.2.1.에서 직

장 내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의 문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배척은 아직 논증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경험들을 함께 논의하여 공적인 문

제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영은 공론장 내부에서 특정 대화형식의 우대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

해, 비-논증적인 대화형식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을 요청한다. 그는 포

용할 대화형식으로서 행위자들의 일상적 대화에서 흔히 발생하는 환대

(greeting), 수사(rhetoric), 서사적(narrative) 형식을 예로 든다. 영은 이 

다양한 형식의 대화방식들을 담론 안으로 가져오려는 시도가 담론 내에서 

“정치적 논증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대신 “환

대적, 수사적, 그리고 서사적 실천이 공적 토론과 숙의의 서술적·규범적 설

명을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587 

 환대는 대화 참여자들이 상대를 동등한 참여자로서 공적인 인정(public 

acknowledgement)을 수행하는 발화로서 참여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처음으로 개시하는 단계이다.588 이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자세의 표

 
586 ID, 37-40/55-59. 

587 ID, 57/92-93. 

588 ID, 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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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서 타인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발화이지만, 동시에 상대로부

터 무시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환대

적 대화방식은 담론 내에서 벌어지는 이견과 갈등상황이 대화를 끝마치는 

대신 이어가는 계기를 제공한다.589 상대를 동등한 대화 참여자로 인정하는 

계기가 담론 내에 완전히 결여된다면 대화는 그저 참여자들 간 힘싸움으로 

전락하고 만다. 환대의 대화방식을 통해 참여자들은 각자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또한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상대의 발화에 경청할 것

임을 미리 드러내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수사적 발화는 ‘합리적인 발화’와 대비되어 일종의 말장난처럼 간주되어 

왔으나, 영은 이 구분이 그저 말해지는 내용만을 주목할 뿐 발화가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를 무시한다고 본다. 영이 제시하는 수사적 발화는 담론

의 감정적 어조, 비유적 표현들, 전달매체, 그리고 청중의 주의를 끌어오는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590 참여자들이 발화 내용만이 아니라 전달방식에 대

해 함께 고려할 때, 그들은 고정된 논증형식만을 벗어나 자신의 대화 상대

에게 적절한 전달방식을 고려하게 된다. 논증적 대화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화자는 상대 집단이 처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적합

한 논의방식을 고민한다.591 아울러 행위자들은 적절한 수사적 고려를 통해, 

단지 문제에 대한 내용적 고려만을 넘어 실질적인 판단에 이르게 된다. “정

치적 논증은 대개 궁극적으로 제도, 상황, 사람들, 혹은 문제에 대한 해결

책에 있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이때 상황에 적합한 방식

으로 구성된 발화는 행위자들로 하여금 숙고 단계에서 판단 단계로 이행하

는 것을 돕는다.592 

 
589 ID, 60/97. 

590 ID, 65/103-104. 

591 ID, 68/108. 

592 ID, 6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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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사적 대화방식은 (4.2.2.1.에서 설명된 것처럼) 이야기하기

를 통해 행위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맥락을 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사

적 발화는 대화 참여자들에게 타인의 경험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황, 

다시 말해 “오해받거나, 가치절하되거나, 지배적 패러다임에 의해 재구성

된” 경험들에 대해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593 영은 다양한 서사

적 발화형식 중에서도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설명, 요청하는 정치적 서사의 

형식들에 주목한다. 594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접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더욱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숙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대화방식들은 몇 가지 주의점을 내포한다. 가령 환대의 표현들

은 종종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방식으로만 사용되며, 더욱이 이러한 환대를 

거친 뒤에도 타인이 곧바로 진정한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기도 

한다.595 수사적 발화들은 상대에게 진정으로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

다 소통적 맥락에서 조종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임으로써 숙의 민주주의적 

전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다.596 서사적 논의 역시 때로 문제적인 편견과 선

입견을 강조하는데 쓰이거나 거짓된 이야기를 통해 상대를 기만하는데 쓰

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며, 영은 여러 대화형식의 

담론적 포용이 결코 논증적 대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형식과 결합

된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597 다시 말해 다양한 대화

형식들의 포함은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요청되는 것이지, 

숙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비판적 관점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593 ID, 71/111. 

594 ID, 72/113. 

595 ID, 61/99. 

596 ID, 77/120. 

597 ID, 7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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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차이보존적 대화형식으로서 비대칭적 상호성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나는 아직 차이의 정치가 구체적으로 공론장 내에

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대화방식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배제적이지 않은 

숙의 과정은 참여자들을 그저 동질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대신 이들이 지닌 

사회구조적 지위의 차이를 더욱 민감하게 고찰해야 한다. 영이 이와 같은 

시도를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라는 개념으로 전개했다는 점

은 앞서 2장에서 간략히 언급된 바 있다. 특히 2.1.2.3.에서 언급된 것처럼, 

영은 사회 집단 개념이 그저 정체성의 공유를 통해서만 제시되지 않으며 

사회구조적 지위에 따른 경험으로부터 그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한다. 차

이의 정치는 공적 영역에서 구성원들이 지닌 차이를 포기하게끔 하는 대신 

사회 집단의 기반으로 해석하게끔 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차이의 개념을 강조하는 관점이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환영받아 온 것은 

아니다. 차이에 주목하는 관점들은 ‘핵심 문제들’에서 지향점을 분산시킨다

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비판의 사례로서 영은 마르크스주의자인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논의를 인용한다.598 1970년대 이래 미국의 노동운

동이 약화된 원인으로 하비는 “개별 사안들에서 ‘진보’ 운동의 증대된 파

편화” 및 “젠더, 인종, 민족, 생태주의, 다문화주의, 공동체 등에 주목하는 

소위 신(新)사회운동의 대두”를 제기한다. 599  신사회운동은 마치 전통적인 

노동운동을 대체하는 것처럼 여겨져 왔으나, 이들은 각각의 개별 관심사에

만 주목한 나머지 다양한 입장들의 근저에 위치하는 계급적 문제를 놓치고 

 
598 ID, 85/142. 

599 Harvey, (1993) "Class Relations, Social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n M. K. S. pile (ed.), Plac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London; 

New York: Routledge,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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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 600  이러한 파편화된 관점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하비는 사회적 정의

가 그저 개별 위치에서 요구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601 정의

는 보편적 원칙을 통해 접근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각 집단들의 상황

(situatedness)이나 지위(position)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602 

차이의 문제를 골칫거리로 간주하는 관점은 숙의 민주주의적 전통에서도 

발견된다. 합의지향적 자세를 취하는 담론에서 참여자들의 개별 차이는 상

호이해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간주된다. 참여자들은 개별 이익 및 입장을 

넘어서는 공동 관점을 추구하지 않으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으로서 담론 참여자들은 두 가지 이상화를 요구

받는다. 하나는 담론 참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호 존중 및 평등한 발화기

회 등의 규칙들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상적 담화상황(ideal speech 

 
600 하비는 1991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햄릿에서 발생한 식품공장 화재 사건을 

예로 든다. 2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56명이 중상을 입은 이 사건에 대해 주

목한 사회 단체들은 거의 없었는데, 가령 여성단체들은 이 사망자 중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비의 추측으로는 당시 진행중이던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후보자의 문제에 주목한 나머지) 화재사건에 대해 침묵했으며, 

이러한 반응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Harvey, (1993) 

"Class Relations, Social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47).  

601 Harvey, (1993) "Class Relations, Social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50. 

602 이현재는 보편적 정의관을 요청하는 하비의 관점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문화적 정체성의 인정을 소홀하게 다루게 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다양한 문화적 집단 정체성이 계급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점이다(이현재, (2011) 「지구화 시대 도시 

정의를 위한 시론: 분배 정의와 차이 인정을 중심으로 」 , 『 시대와 철학 』 , 

22(2), 355). 전자는 하비의 논의에서 분배의 문제와 구분되는 층위로서 인정의 

차원이 결여된다는 점을 지적한다면, 후자는 인정과 분배의 두 영역이 상호영

향을 주는 관계라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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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된 바 있다.603 모든 담론 참여자들은 논증

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수용할 경우 이 상황을 가정해야만 

하며, 이는 타인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 나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담론적 합의에의 도달은 그

저 논증의 내적 강제만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타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

기에 이상적 담화상황에서의 요청으로서,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들에게 

‘이상적 역할수행(ideal role taking)’을 가정하게끔 한다. “보편화 원칙은 각 

행위자들에게 타인들의 관점을 스스로 투사해볼 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논증 실천의 일반적인 소통적 전제들 하에서 해석의 관점을 상호적으로 

역전시키는(reversing)” 과정으로 제시된다. 604  이상화된 역할수행을 통해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이 제시하는 타당성 주장이 특정 시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타당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타당성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화자

와 청자는 그저 특정한 해석 공동체의 제한적인 기준 및 이들의 시공간적

으로 국지화된 의사소통적 실천을 벗어난다.”605 

구조적 무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상적 역할수행의 요청은 한편으로 무

척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4.1에서 언급된 것처럼 서로 

다른 구조적 위치에 놓인 행위자들은 각자의 경험 및 배경지식의 차이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해 타자가 겪는 부정의한 상황에 무지한 상황에 놓인다. 

내가 기여하는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은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이다. 담

론 참여자들의 관점 교환은 상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교량을 제공한다.  

세일라 벤하비브(Seyla Benhabib)는 이상적 역할수행이라는 개념을 구체

 
603 Habermas, (1990)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88. 

604 Habermas, (1993) “Remarks on Discourse Ethics”, 52. 

605 Habermas, (1993) “Remarks on Discourse Ethic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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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타자(concrete other)의 관점에서 발전시킨다. 벤하비브가 보기에 롤

스나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무지의 베일’ 또는 ‘이상적 담화상황’ 속의 행

위자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과 지위를 망각하거나 잠정적으로 보류시킨 

‘일반화된(generalized)’ 타자로만 간주된다. 606  이 맥락에서는 그가 어떤 

인종, 성별, 계급을 지녔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어떤 관점을 지녔는지

는 모두 무시된다. 롤스와 하버마스는 개별적인 관점과 맥락을 모두 감춰

둔 상태에서만 보편적인 정의의 관점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나, 벤

하비브는 이와 정반대의 질문을 던진다. 구성원들의 개별 관점, 사회적 위

치를 모두 괄호에 넣어둔 채 복잡한 현대 사회에 적합한 정의이론을 고안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 자아들은 또한 관련 타자들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가질 수 없다. 그들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 

하에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모든 개인들이 (예를 들어 품위있는 물질적 복

지의 특정한 기준을 확보하는 등) 특정한 일반적 이익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 우리 모두는 관련되어 있는 관점에서 생각

하는 대신, 즉 관점을 바꾸어 우리 자신에게 “생활 보조금을 받는 흑인 어머

니의 관점에서 사유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어떠한 것인가?”를 묻는 대신, 우리

는 그저 재화의 어떠한 분배가 받아들이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가를 묻

도록 요구받는다.607 

 

벤하비브는 롤스와 하버마스의 관점이 칸트적인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요

청을 너무 강하게 수용한 나머지, 자신을 구성하는 개별성 및 차이의 요소

들을 포기한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벤하비브는 담론 

참여자들 간의 역할수행이 결코 자신의 입장을 무화시키는 방식으로 일어

 
606 Benhabib, (1992) Situating the Self, 164. 

607 Benhabib, (1992) Situating the Self,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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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는 안 되며, 자신의 구체적 맥락을 유지한 ‘구체적 타자’로서 수행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구체적 타자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타

자의 의견에 직접 대면하는 소통을 필요로 하며, 나아가 이들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담론이론에서 요구하는 입장 교환을 전개한다. 

그러나 벤하비브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영은 이상적 역할수행의 시도에 

여전히 큰 난점이 남아있음을 지적한다. 영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들이 서

로의 입장을 바꿔 취하는 자세는 소통행위에 전제된 상호성(reciprocity)과 

대칭성(symmetry)의 요구로부터 등장한다. 이 지점에서 구체적 타자에 대

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벤하비브의 설명은 하버마스의 기존 논의와 동일한 

요구를 갖는다는 것이 영의 지적이다. 하지만 행위자들 간 대칭적인 소통

을 통해 우리는 타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가? 행위자들의 

입장을 대칭적으로 그리고 가역적으로 바꿔 이입할 수 있다는 발상은, 실

상 행위자들이 입장을 서로 바꾸어 고찰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

다는 주장을 함축한다.608 다시 말해 이상적 역할교환의 요청은 담론 참여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암묵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행위자 간 차이를 간단히 넘어설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대

칭적 소통은 자기 자신의 관점을 타자에게 투영하는 것에 불과해진다. 가

령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는 집단으로서 여성들이 겪

는 부정의한 상황을 남성들이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성들이 

겪은 폭력의 맥락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성들은 왜 여성들

이 그러한 경험을 해야만 했는지, 혹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영은 토마스 클래런스(Thomas Clarence) 대법

관의 비서였던 애니타 힐(Anita Hill)의 고발 사례를 들어 이를 논의한

다.609 힐이 청문회에서 클래런스 대법관 (당시 후보)로부터 당했던 자신의 

 
608 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44. 

609 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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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청문회 위원들을 비롯한 많은 남성들은 그녀의 진

술을 믿지 않으며 어째서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즉각 피해를 고발하지 않

고 계속해서 비서로 일하다가 이제야 피해를 고발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을 던졌다. 영은 남성들의 이러한 관점이 성별에 따른 위계 구도 속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남성 상사의 손에 자신의 직장 내 생존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그에 의해 

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고발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힐의 (그리고 유사한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발화에 대한 많은 

남성들이 보여준 반응은, 이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입

장을 교환하는 대신 그저 자신의 관점을 피해자에게 투영해버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다른 입장 및 위치에 놓인 행위자를 이해하는 것이 

결코 이상적인 관점 교환을 통해 간단히 수행되지 않음을 방증한다. 

영은 이상적 역할수행의 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이와 결부된 자신의 입장과 견해는 결코 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관

점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

를 자의적으로 분리하고 타인의 관점과 뒤집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상당한 정도로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타자와의 연관에

서 과거 경험한 바를 따라 맺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 각자

의 입장은 부분적으로는 우리에 대한 타자의 관점을 경험한 바에 따른 결과

이다. 우리에 대한 타자와의 관계에서 매개된 타자의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가 타자와의 연관 속에서 매개된 우리의 관점을 보류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생각하기 어렵다.610  

 

관계적으로 형성되는 입장과 지위는 일정한 고정적 상태에 머무르는 것

 
610 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47. 



 

322 

 

이 아니라 복수적이고 유동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맥락적인 관계들 

중 하나를 꺼내서 타자의 관점과 교환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일 수 없다.611 

가령 위에서 언급된 애니타 힐의 청문회 사례에서, 영은 남성들과 여성들

의 입장이 달랐으며, 또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인종마다, 혹은 직업마다 의

견이 서로 갈렸다는 점을 보여준다. 각 집단의 입장은 그들이 연관된 다양

한 구조적 지위 속에서 복합적으로 드러났기에 이들 중 하나를 특정하여 

다른 입장과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관점 교환에 대한 요청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각 집단 구성원들이 

갖는 고유한 차이를 대화과정에서 쉽게 넘어설 수 있다는 가정이다. 대칭

적 소통을 통해 담론적 실천이 제기하는 차이의 초월에 대한 요구는 행위

자들이 공동의 관점에 도달할 가능성을 전제하거나 혹은 이러한 도달을 목

표로 한다. 영은 숙의민주주의 이론이 어느 방향을 취하든 모두 문제적이

라고 본다.  

첫째로 대칭적 소통은 행위자들의 동일성을 강조하며 차이를 간과한다. 

이 경우 행위자들은 이미 타인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므로 굳이 담론적 과정을 통해 공동이익을 형성할 필요가 없다. 숙

의적 과정은 이미 작동하기도 전에 그 성공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셈이

다.612  이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서, 합의지향적 대화과정이 구성원들 사이

 
611 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52. 

612 정호근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계기로서 차이가 하버마스의 논의에서 평가절하되

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의사소통에는 우선 경험적으로 보듯이 합의

와 마찬가지로 불일치도 주구성요소이다. 따라서 단지 의사소통의 한 측면일 

뿐인 합의를 의사소통의 ‘원형’으로 고양시켜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 … 의사

소통에 있어서 오히려 ‘차이’가 더 근원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행

위는 그 자체가 어떤 자기고정적 의미의 통일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

성의 지평으로서 선택되는 의미의 생기(生起)이기 때문이다.”(정호근, (1995) 

「 근대성의 변증법과 비판적 이성의 기능 및 가능성: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의 비판적 검토」, 『철학』, 43, 389-41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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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이익을 새로 형성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발견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은 이 대답이 숙의민주주의에 발전적인 방

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공통성의 이해는 의사소통

에서 이미 전제되거나 발견된 공동성 이외에 행위자들 사이의 사유나 관점

에서 새로운 확장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613 행위자들의 개별 이해관계

를 고정시킬 때, 이는 행위자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인 관점에서 검토

됨으로써 부정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숙의민주주의적 직관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둘째로, 민주주의적 과정이 차이로부터 출발하여 공통성을 목표로 삼는 

시도 역시 간단히 긍정될 수 없다. 영은 공통성을 지향하는 숙의민주주의

가 논제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설령 모두가 동의에 

이르지 못하는 입장이라도 공론 영역에서 제시될 수 있어야만 다양한 관점

들이 숙의과정으로 등장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부정의를 발견하고 개선하

기 위한 여러 의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614  이를테면 모든 행위자들이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논쟁적인 주제들이 공론장에서 충분히 다루

어지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차이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며, 모두 이에 동

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한 조건은 이 주제들에 대한 장벽으로 작동한다. 

차이를 무시하는 담론이 사회적 연결 모델과 쉽게 결합되기 어렵다는 점

은 분명하다. 민주주의적 과정에의 참여가 정치적 책임과 필수적으로 결합

되어 있다고 설명할 때, 이는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맥락에서 겪는 부정의

를 호소하고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과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공적 담론은 

구성원들이 가질 정치적 책임이 무엇인지 밝히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설명에서 제시되듯이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측면을 갖는 행위자들 간에 발생하

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보다 합의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소통이론은 소통과정

을 불완전하게만 설명한다.  

613 ID, 42/61. 

614 ID, 43-44/62-63. 



 

324 

 

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부정의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담론 안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담론적 영역에서 행위자들이 오직 추상적이

고 일반적인 개인으로 가정됨으로써 그들의 행위 맥락이 설명되지 못한다

면, 다른 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떤 문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개

선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고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관건은 구조적 부정의

를 논의하기 위한 담론적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차이를 보존하면서 소통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영은 “비대칭적 상호성(asymmetrical 

reciprocity)” 속의 대화과정을 제시한다. 615  비대칭적 상호성의 의미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대화는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차이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담론적 소

통과정은 한편으로는 상호이해의 계기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담론이

론과 유사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이해가 타인과의 관점 교환을 통

한 대칭적 과정으로 이해되는 대신 서로 환원불가능한 입장들 사이에서 발

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설명된다. 소통 참여자들은 “시공간을 건너 서로 이

해관계를 접촉하고, 공유하고, 중첩시킬” 수 있지만, 이 접근은 “그들을 서

로 구분하는 역사와 구조적 지위를 이 관계에 가져옴으로써” 발생한다.616 

행위자들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타인의 입장을 듣는 것에 집중

하도록 요구받는다. 하지만 관점의 교환을 거부하고 행위자들 사이의 차이

를 인정하는 과정이 결코 타인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617 행

위자들이 서로 다른 구조적 지위에 놓인다는 사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유사성이나 중첩지점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아니”기 

 
615 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49. 

616 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50. 

617 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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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618  이는 타자에 대한 이해 규정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비대칭적

인 소통에서 핵심은 타자와 나 사이의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경험과 관점 바깥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는 내가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관점을 학습하는 관점

이며, 이해되지 않는 타자의 경험과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인정해야

만 한다. 

비대칭적 상호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선물을 주고받는 의례와 

비교될 수 있다.619 이상적 역할수행의 관점에서 소통은 둘 이상의 입장을 

동시에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선물을 주는 행위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째로 선물은 서로 같은 대상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둘째로 즉각적으로 오고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차를 필요로 한다. 만약 

행위자들이 서로 같은 내용물을 주고받거나, 혹은 선물을 받자마자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답례로 제공할 경우 선물의 의미는 퇴색된다. 선

물은 대등한 내용물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의 비대칭적인 교환이다. 

마찬가지로 비대칭적인 상호성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구조적 위치에 놓

인 이들의 관점이 공론장에 제시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차이로부터 

무언가를 학습해가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620
 

 
618 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45. 

619 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54. 

620 마거리트 라 카제(Marguerite La Caze)는 영의 비대칭적 상호성을 선물주기 의

례와 비교하는 논의가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이라고 진단한다. 그에 따르면, 한편

으로 영이 주목하는 선물주기의 의례는 타자와의 관계성을 열어가는 모험적인 

성격을 통해 차이를 적극적으로 발견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의 의미를 해

명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의 선물교환 개념은 매우 일회적

이고 즉흥적인(spontaneous) 상황만을 주목하고 있기에, 크리스마스와 같은 명

절에 정기적으로 다함께 선물을 교환하는 상황의 특징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처럼 정기적인 교환 속에서 선물교환은 기본적으로 대칭적인 방식으로 일어난

다. 오직 즉흥적인 관계에만 주목함으로써 이 대칭성을 교환과정에서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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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타자에게서 발견되는 새로움을 발견하며 겪는 경이(wonder)야말로 

우리가 차이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제공한다고 설명

한다.621 이 설명은 타인을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 간주하라는 요청이 아

니라, 경이를 통해 타자의 새로움에 개방된 태도야말로 소통의 지속과 사

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차이가 소통의 개시 및 사유 

확장의 계기라면,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는 더 이상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

물로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구조적 위치의 차이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resource)로 해석된다.622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 그리고 문화적 의미에 직면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지닌 부분성을 알려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거리를 둔 채 드러내게끔 한다. 나 그리고 나와 가까운 동료들로부터 다른 위

치에 놓여있는 이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내 상황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

 

경우, 타자의 관점을 취하려는 시도가 소통으로부터 제외되면서 행위자들은 오

직 자기중심적인 관점만을 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라 카제의 경고이다(La 

Caze, (2008) "Seeing Oneself through the Eyes of the Other: Asymmetrical 

Reciprocity and Self-Respect," Hypatia, 23(3), 125). 이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는 타자와의 소통적 연관에서 (타자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양방향

적으로) ‘존중’의 계기가 들어있음을 해명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지적한다. 

621 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56. 

622 ID, 115/182. 덧붙이면, 차이는 그 자체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공적 소통으로의 포함되는 과정을 통해 그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우리

가 앞서 (4.2.2.에서) 구조적 무지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서사의 영역

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서사는 행위자들의 맥락을 상세히 서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각자가 가진 차이를 더 분명히 드

러내 준다. 그러나 쉬프의 논의에서 결론내렸던 바와 같이 서사적 접근은 그 

자체로는 부정의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것을 문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함의하는 바가 없다. 다양한 서사들이 소통적 영역에 포함

됨으로써 참여자들에 의해 비판적으로 검토될 때, 개별 서사들은 시민들이 활

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식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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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내가 그들에게 어떤 지위관계에 놓여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지를 알려

준다. 그와 같은 관점의 맥락화는 권력, 권위, 특권을 지닌 집단에게 특히 중

요하다. 623  … 사회적 관계에서 보다 덜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발화자들에게 

대답하는 과정은 그들의 부분성 및 맹점들을 노출하게끔 한다. 그저 어떤 이

슈에 대해 대립하는 서로 다른 두 관점만이 아니라 복수의 관점들을 포함함

으로써, 우리는 사유를 확장하는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624 

 

5.2.3. 차이 속의 정치적 책임 

 

담론 내의 소통이 차이에 민감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

히 다음의 질문은 남는다.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 놓인 행위자들이 구조

적 부정의의 개선에 참여하는 과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다른 지위에 놓인 

구성원들은 비대칭적인 소통 속에서 타자의 고통에 대한 호소에 어떻게 응

답하거나 관여하는가? 이는 기존의 대칭적인 소통관에서 제시된 바와 어떤 

차이를 갖는가? 담론적 논의과정이 차이를 담론 안으로 끌어들이는 소통으

로 이해될 때, 책임성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겨난다. 비대칭

적 담론 속의 행위자들은 일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의

미에서 존재하는 부정의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정치적 책임의 

내용과 방향 역시 일원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칭적 담론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의 논의는 참여자들의 구체적 지위, 맥

락과 무관하게 추구되는 보편적인 정의의 내용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이러

한 의미에서의 정의에 대한 행위자들의 책임은 일견 매우 자명한 듯하다. 

 
623 이 대화과정은 그저 특권적 집단만이 아니라 배제되고 소외된 집단에게도 중요

성을 갖는다. 이는 소수자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인식적으로 특권적 위치’에 있

지는 않으며, 그들 역시 편견에 가득 차 있거나 문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

을 수 있기 때문이다(ID, 117/185). 따라서 부정의를 경험한 집단들의 호소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찬가지로 비판적 검토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 

624 ID, 116/1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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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청사진이 이미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으므로 그들이 추구해야 할 내

용도 일의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생겨나

는 책임은 다소 추상적인 의미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데, (원초적 상황 또는 

이상적 담화상황에서처럼) 탈맥락화된 행위자들이 다시 특정 사회적 지위

를 갖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쉽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벤

하비브의 지적을 빌리면,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규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

음으로써 현실 맥락에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을 모호한 채 남겨둔

다.625  

보편적 정의이론이 현실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재맥락화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클라우스 귄터(Klaus Günther)는 담론윤리학에서 도덕규범이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절차로서 보편화 원칙 (U)를 통과할 수 있

는지와 별개로, 이 규범이 현실의 문제들에 적용되기 위한 담론적 과정을 

요청한다. 그에 따르면 이 적용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규범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626 이때 고려되는 것은 규범

의 보편적 타당성이 아니라 적용 상황에서의 적절성(appropriateness)이며, 

이를 위해 담론적 보편화 과정에서 탈각되었던 관련 행위자들의 맥락이 다

시 복구된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정체성을 지닌 행위자에게 이 규범이 

적용되는가를 고려하기 위해 해당 논의에는 시간적·공간적 상황을 한정하

는 지표(index)가 따라붙으며,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들은 오직 한정된 맥

락에서의 효력만을 고찰할 수 있다.  

 
625 Benhabib, (1992) Situating the Self, 168. 한편 롤스도 이 모호성의 문제를 인

지하고 있다. 그는 부정의한 사회 제도에 대해 저항할 시민들의 권리로서 시민 

불복종의 영역을 정의의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및 정의의 제2원칙 중에

서 기회 균등의 원칙으로 한정시키며,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 모호함을 이

유로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부터 제외한다. 

626 Günther, (1993) The Sense of Appropriateness: Application Discourses in 

Morality and Law (trans. by J. Farrell),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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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정의이론의 재맥락화 시도가 갖는 문제는 어떤 정의관이나 도덕

규범의 탈맥락화와 재맥락화(귄터의 용어로는 정당화와 적용의 논의)가 간

극 없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귄터는 규범의 정당화와 적

용이라는 두 담론 영역을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의 이념에서의 두 축으

로 이해하며, 이들은 서로 구분되는 두 층위의 문제를 각각 다루는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귄터 자신도 두 영역 사이에 완전히 메워질 수 없는 “간

극(gap)”이 존재함을 인정하는데,627 이 간극은 두 논의가 가진 서로 다른 

방향과 목적, 그리고 이를 위한 이론적 전제들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628 

반면 앞서 살펴본 비대칭적인 소통에서 정치적 책임의 대상과 내용은 추

상적이고 일의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전혀 다른 경험과 관점을 지닌 행

위자들이 참여한 논의과정에서는 문제 및 해결책에 있어 단일한 합의점에

의 도달이 목표가 아니다. 핵심은 담론 참여자들이 차이 속에서 자신의 견

해가 지닌 부분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확장된 견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다. 이 확장된 관점은 현실의 복잡한 부정의

를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정

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가령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소수자들이 

억압을 경험하는 층위는 앞서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제약들이 

 
627 Günther, (1993) The Sense of Appropriateness, 40. 

628 두 논의과정의 분리불가능성에 대해 조지아 원크(Georgia Warnke)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정당화와 적용을 분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 우리의 행위

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리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이 논의가 어떤 분쟁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어

떤 결정을 내릴 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는

가? 관건은 … 우리가 이 원리들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평

등, 자유, 그리고 책임의 어떤 원리가 정당화되는지의 문제이다.”(Warnke, G. 

(1995) "Discourse Ethics and Feminist Dilemmas of Difference," in J. Meehan 

(ed.), Feminists Read Habermas: Gendering the Subject of Discourse, New 

York; London: Routledge, 254;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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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으로 결합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이 경험하는 부정의는 

각 사회구조적 위치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그에 대한 개선책 역시 일원적인 

방식으로 제시될 수 없다. 같은 소수인종 집단이 경험하는 억압이라 하더

라도 그가 여성인지, 혹은 장애인인지 등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킴벌리 크렌쇼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교차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사례로서, 흑인 여성

들이 사내의 차별적 인사 고용·승진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봤다며 기업에 

제기한 소송들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한다. 가령 제너럴 모터스

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흑인 여성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특

수한 계층”이라는 주장을 거부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회사가 1964년 민

권법 제정 이전에도 여성들을 고용해왔기에 회사 내에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민권법의 입법 취지가 “흑인 여성”과 같은 특수한 집

단성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든다.629 크렌쇼는 법원의 판단이 성

차별과 인종차별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소수자 집

단 내에서의 특수한 경험을 법적 판단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의미에서 흑인이자 여성이라는 지위들이 결합되어 매우 특수한 차별

을 겪게 되는 처지를 크렌쇼는 교차로(intersection)에 놓여있는 상황에 비

유한다.  

크렌쇼가 보기에 흑인 여성의 경험을 이미 존재하는 분석틀로서 ‘여성으

로서의 경험’으로 해석하거나 ‘소수인종으로서의 경험’으로 포함하려는 시

도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불충분하다. 흑인 여성처럼 주변화된 집단

의 경험은 그저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소수인종으로서 겪는 차별을 단순

히 덧붙인 것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집단 특유의 억압과 맞닿아 있기 때

 
629 Crenshaw,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14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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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630  앞서 언급된 토마스 클래런스 대법관의 비서였던 애니타 힐의 

청문회는 소수자들의 정체성이 단지 양분된 방식으로만 구성될 수 없으며 

여러 소수 집단들의 경험 사이 간극을 보여준 사례였다. 많은 페미니스트

들은 힐의 사건이 매우 간단하고 자명한 위계형 성폭력의 사례라고 간주했

지만 흑인 여성들에게 이는 그리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다. 흑인 여성들에

게 이 사례는 오히려 백인들이 클래런스 대법관이라는 인물을 통해 벌이는 

복잡한 권력 투쟁의 형태였기에,631 간단히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632 

구조적 부정에 대한 해결은 일원적인 정의관을 넘어설 것을 요청한다. 

일의적인 의미에서 재화 분배나 문화적 인정의 방법론으로는 현실에 존재

하는 다층적인 부정의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수자 집단이 

처한 지배와 억압의 맥락을 세밀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들의 차이를 무시한 채 하나의 부정의 유형으로 각 구성원들의 경험

을 묶는다면, 부정의를 성공적으로 진단하는 데에도, 그리고 이를 개선하

는 데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비대칭적 소통은 각 집단 구성원들의 특수

한 맥락을 참여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책임의 다양한 층위를 자각

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책임의 배분 기준을 살펴보며 3.2.4.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그리고 집단 내에서 어

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행위자들이 짊어지는 책임의 정도도 달라진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633 행위자들의 차이는 구조적 부정의의 피해자들이 자신

의 문제를 호소하는 측면에서만 관건이 아니라 이를 함께 실행하는 시민들

 
630 Crenshaw,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140. 

631 Young, (1997) Intersecting Voices, 43. 

632 Dean, (1995) "Reflective Solidarity," Constellations, 2(1), 119. 

633 RJ, 142-47/2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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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도 유의미하다. 거대한 행위능력과 권력을 지닌 기업의 CEO나 

정부의 수장에게 요청되는 정치적 책임은 일반 시민들의 책임과 비교하여 

정도의 격차가 생겨난다. 또한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과의 연관에서 특권

을 얻었거나 이익을 취해왔는지 여부에 따라 집단의 구성원들은 부정의에 

개입할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된다. 행위자의 구조적 위치를 따지지 않는다

면, 특정 구성원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무거운 정치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

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게 된다.634  

정치적 책임의 실현에서 집단들의 차이를 보존하도록 요청할 때, 이 접

근은 정치적 책임을 각 집단의 이기적인 이익 주장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이해에서 정치적 책임의 당사자는 오직 해당 부정의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집단으로 한정될 것이며, 다른 시민들이 이를 공유할 이유

가 없어진다. 나는 선호집합적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숙의민주주의적 층위

에서 집단들의 이익주장이 규범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이 주장들이 정의의 영역과 관련됨을 살펴보았다.635 행위자가 무언가를 원

한다는 주장 자체는 결코 타인이 이에 개입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어지지 

못하며636 이들의 상황이 사회구조적 부정의와 연관된다는 것에 대한 진단

 
634 이 설명을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한 사례는 앞서 3.2.5.에서 제시된 조직적 책임 

반론이었다. 이 반론은 오직 커다란 행위능력을 지닌 이들에게만 부정의의 개

선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나 조합 등 제도들이 갖는 자원과 

실행능력은 일반 개개인의 자원을 훨씬 상회하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부정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반론에 대답하며, 시민들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의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

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해명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제

도들의 작동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분리되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관점에서 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책임은 사회적 해악에 기여한 모든 행위자들에게 공유될 것을 요청한다. 

635 ID, 50/73. 

636 ID, 11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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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어져야 한다. 프레이저가 ‘욕구 해석의 정치학(the politics of need 

interpretation)’ 이라고 명명한 이 과정은637 행위자의 욕구와 선호를 주어

진 것처럼 간주하는 것을 넘어, 이것이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생겨나는지, 

누구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시되는지 등을 공동으로 해석하는 절차

를 거친다.638 

 

5.3. 정치적 책임의 민주주의적 해석에 대한 반론 

 

시민들은 부정의를 경험하는 타자의 호소를 들은 뒤 이로부터 상황을 개

선하는데 함께 동참할 책임을 갖는다는 이 주장에 대해, 혹자는 다음과 같

은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첫째, 정치적 책임의 근거를 공론장에의 참여

로부터 설명하려는 위의 시도는 순환적 오류에 빠진다. 왜냐하면 타인의 

호소를 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정당화할 근거가 다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영은 행위자들이 사회적으로 상호의존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가 타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그런데 

본고에서 시도된 바와 같이 사회적 연결의 의미가 다시 민주주의적 대화의 

관점에서 뒷받침된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행위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했던 근거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공론장에서 타자의 호소를 들음으로써 부정의의 개선을 요

구하는데 동참할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는 설명은, 이미 우리가 타자와의 

 
637 Fraser, (1989) "Talking about Needs," Ethics, 99(2), 291-313. 

638 Fraser, (1989) "Talking about Needs," 296; Payson, (2013) “Responsibility 

and Justice,” 38. 여기에서 정당성의 영역에 들어오는 이익의 범주를 하버마스

와 영은 다르게 해석한다. 하버마스의 경우 도덕적인 의미에서 고려되어야 하

는 행위자들의 이익은 모든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일반적 이익을 의미한다. 반

면 영이 사용하는 정당한 이익이란 이처럼 강한 의미의 일반적 이익보다 더 약

한 의미로, 다시 말해 (본문 2장에서 제시된) 자기계발과 자기결정의 조건을 부

정하지 않은 채 공적으로 촉진될 수 있는 상태를 지시한다(ID, 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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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소통과정에의 참여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런데 이미 정치적 책임

을 받아들일 자세를 지닌 행위자들만이 공적 소통에 참여한다면, 반대로 

책임을 거부하려는 행위자들은 애초 타인의 호소에 귀기울이기를 거부할 

것이다. 이 거부 논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내가 타인과의 공적 소통

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갖게 될 경우, 내가 애초에 이 부담스러운 

과정에 참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타인의 발화를 듣기 위해 공론장에 

참여할 의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위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은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한다. 먼저 

행위자들의 사회적 상호의존성과 민주주의적 연관이라는 두 범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즉 하나가 다른 하나에 우선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들 간 관계가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담론이론에서 관련

된 당사자 원칙(All-Affected Principle), 즉 어떤 주제와 관련된 당사자들

이 담론에 참여하여 해당 주제에 관해 입장을 제시하거나 동의/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담론이론의 전제로부터 기인한다. 이때 발생하는 딜레마는, 

누가 이 주제에 관련된 당사자인지 (사회적으로 연관된 이들인지) 미리 알 

수 없는 한 담론 참여자의 범위 역시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담론적 과

정의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공론장에의 참여와 사회적 

연관이라는 두 측면이 다른 하나에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우선하는 것

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관점을 취하며, 이 순환성 자체를 거부하는 대

신 이들 간 관계설정이 중요함을 주장한다. 둘째, 실천적 관점에서 행위자

들이 공론장에 참여하고 타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게끔 할 근거가 모색되

어야 한다. 이에 대해 나는 소란적 소통(disruptive communication)을 통

한 답변을 시도한다. 이는 일반적인 설득적 시도 대신 소수자의 입장이 무

시되는 기존의 공론영역을 뒤흔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후자의 논의를 적극

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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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정치적 참여의 범위 반론 

 

정치적 책임을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에 접목하는 시도에 제기되는 첫 번

째 문제제기는 대화 참여 범위에서의 난점이다. 정치적 책임의 형성은 행

위자들이 부정의에 대해 호소할 때 이를 다른 참여자들이 경청함으로써 이

루어진다. 그러나 이 설명에는 행위자들에게 요청되는 공론장의 범위가 규

정되어 있지 않다.639 행위자들은 공론장에서 누구의 호소에 대해서까지 응

답해야 하는가? 공론영역의 참여에 대해 일정한 범위 규정이 없다면, 행위

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호소에 대답해야 한다는 비개연적인 귀결로 이어지

게 된다. 이 경우 사회적 연결 모델을 민주주의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성공적이기 어렵다.  

담론 참여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나는 앞서 4.1.에서 이루어진 논의

에 대응하는 두 가지 답변을 차례로 살펴보려 한다. 하나는 성원권을 공유

하는 행위자들의 영역으로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

회적으로 의존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로 담론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후자의 시도를 더 자세히 검토할 것이지만, 이 답

변이 궁극적으로 순환성의 문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나는 이 역설의 발생

이 사회적 연결 모델의 지향점을 무력화하지는 않는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

리고자 한다. 

 

1) 첫 번째 대답은 같은 정치체제에 소속된 행위자들의 범위로 논의영역

 
639 프레데릭 휄란(Frederick Whelan)은 이 문제를 “범위 문제(Boundary problem)”

라고 명명했다. 그는 “어떤 민주주의 이론이든 논리적으로 선행하며 어떤 점에

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민주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인민 혹은 단위의 적절

한 구성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Whelan, (1983) “Prologue: Democratic Theory and the Boundary Problem,” 

Nomos, 25, 13;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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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정하는 시도이다. 유사한 주장으로서 나는 앞서 4.1.1.에서 아렌트가 

제시한 주장을 살펴보았다. 아렌트는 정치적 책임이 “나의 자발적 행위로 

해소될 수 없는, 즉 … 내가 자의로 해소할 수 있는 관계와는 전적으로 다

른 집단 (집단체a collective) 내에서의 성원권”을 통해 공유된다고 설명한

다. 640  아렌트에게 정치적 책임은 동일한 국민국가에 속한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경청하고 응답해야 할 담론 참여자들 역시 이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확인된다. 이 구상의 장점은 책임 당사자의 명확성이

다. 국가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지는 의무를 정치적 책임의 내용으로 한정

함으로써 행위자들은 누구의 고통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지, 혹은 누가 책

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미 

그어져 있는 국경을 정치적 공동체의 경계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철학의 오

랜 가정이었다. 

그러나 4.1.1.에서 나는 이 주장의 문제점 역시 살펴보았다. 영이 지적하

듯이 정치적 책임 문제에서 국가가 유의미한 공동체로서 해석되기 위해서

는 그저 사실적으로 그어진 경계, 혹은 제도적 작동의 범위만을 책임의 근

거로 삼을 수 없다. 국가는 “자신을 그 구성원으로 간주하거나 다른 이들

로부터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들이, 서로 호명하고 정체화하며, 국가의 상

징을 승인하고, 이와 관련된 특정 의식들을 수행하며, 상호 간 정치사회적 

연관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통해서만”641 존재한다. 정치적 책임의 

논의에서 핵심은 국가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정치사회적 연관이지, 단지 국

가 경계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데이비드 밀러가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논의할 때, 그는 민족(nation)과 

국가(state) 개념을 구분함으로써 이 문제를 벗어난다. 밀러에 따르면, 전

자가 “정치적인 자기결정을 향한 열망을 지닌 공동체의 성원”들이라면, 후

 
640 Arendt, (1987) "Collective Responsibility," 45. 

641 RJ, 13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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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들이 스스로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정치적 제도들의 집합”을 의미

한다.642 밀러는 제도적인 국가 경계 대신,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

체에서의 책임을 중요한 것으로 강조한다. 동일한 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y)에서의 성원권을 그저 가상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그 대신 행위자

들이 같은 구명정에 탑승해 있다는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느

냐는 혹자의 질문에 대해 밀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민족 공동체(national communities)에서 사람들은 그저 가상적인 구명정 위

의 승객들보다 훨씬 강하게 과거와 묶여 있다. 이 사실은 행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에 대해 제한을 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 이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의무는 그들이 

협력한다는 현행 사실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수행하

는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에 호소하거나, 과거 이들 

집단의 일부가 다른 이들을 위해 수행한 희생에 호소할 수 있다.643 

 

밀러가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책임을 그 밖의 구성원들 간 관계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강한 결속 때문이

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현재 서로 협력하거나 의존한다는 사실을 넘어 

역사적, 문화적, 규범적 맥락을 공유한다. 644  공유된 삶의 형식으로 인해, 

공동체 내부의 호소는 경계 밖 행위자들이 제기하는 호소보다 강한 힘과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구성원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재

조명함으로써, 그저 국가의 경계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책임이 공유된다는 

주장의 난점을 넘어선다.  

그런데 영의 관점에서 이 설명은 구조적 부정의의 개선을 위한 답변으로

 
642 Miller, (1995) On Nationality, Oxford: Clarendon Press, 19; 강조는 원문. 

643 Miller, (1995) On Nationality, 42. 

644 Miller, (1995) On Nationality,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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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노동 착취, 인종주의 등 본문에서 지금까지 문제

시해 온 부정의들은 단지 개별 국가나 민족 공동체의 범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인 영역에서의 상호연관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었기 때

문이다. 국가 공동체의 경계를 담론 참여자 범위의 기준으로 삼는 해석은 

이러한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취약해진다. 645  내가 속한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지 않아도 된다면, 결국 부정

의에 대해 나서는 행위자의 범위는 매우 좁게 해석된다. 이로 인해 개선에 

필요한 역량은 현저히 감소되며, 이는 사회적 연결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구상과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이유로, 영은 숙의적 과정을 단일한 정치 공동체의 제도 및 경계에 

귀속시키지 않고 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 주: 특정한 경계 내에 숙의가 귀속되는) 이 구상에서, 가령 입법이나 

헌법적 규약과 같은 단일 숙의체는 사회 전체를 숙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

게 되며 그 제도를 구성하는 최상의 그리고 가장 정의로운 방법을 논의하며 

규칙을 만들 수 있다. 결정과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지만 이는 시작과 

끝을 가진 단일한 과정이다. 숙의민주주의의 구심적 구상은 암묵적으로 민주

주의적 과정을 하나의 커다란 회의처럼, 그리고 그 결론부에서 결정이 내려지

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러한 구상에 맞서, 하버마스와 같이 나는 정치와 사회

의 ‘탈중심화된’ 관점을 지지한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주된 문제

를 전체로서의 사회 조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 사회는 정치보다 더 크며 정치

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정치는 의사결정 과정만으로 시야에 모

두 포착되지 않는 크고 복잡한 사회적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

어야 한다.646 

 

 
645 RJ, 168/284. 

646 ID, 45-46/66-67. 



 

339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를 통해 행위자들이 공적 영역에서 부정의의 피해

자들과 접점을 갖고자 한다면 정치공동체의 범위 구상 역시 (피터 프렌치

의 조직 행위자 구상647과 같은) 특정 국가의 경계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 

조직으로 제시될 수 없다. 탈중심적 모델에서 민주주의적 과정은 국가나 

입법체 등의 “하나의 제도 혹은 제도들의 집합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참여자들 간 소통과정은 “여러 사회적 영역들 간의 흐름과 교환으로서 발

생”한다.648 민주적 공동체는 관련 행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 비판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공유되는 책임 

논의는 규범적으로 자의적이다. 어느 구조적 부정의가 지구적 범위에서 이

루어지는 행위자들의 기여로부터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보

다 공동체 범위가 더 우선시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부정의의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인다면, 공론영역의 범위는 국가 경계를 넘어설 필요

가 있다.649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범위를 국적이나 지

 
647 French, (1979) "The Corporation as a Moral Person." 

648 ID, 46/67. 

649 아라시 아비자데(Arash Abizadeh)는 이처럼 고정된 경계 밖으로까지 민주주의

적 주권/통치자로서 인민의 범위가 확장되는 (그가 ‘무제약적인 인민 테제(the 

Unbounded Demos thesis)’라고 부르는) 것이 인민주권의 자기통치로서 민주주

의에 대한 적합한 이해라고 설명한다. 인민의 범위를 특정 영토국가의 경계 안

에 넣으려 하는 시도에서는 통치 대상과 주체가 불일치하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비정합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Abizadeh, “Democratic Theory 

and Border Coercion,” Political Theory, 36(1), 46-47). 같은 맥락에서 프레이

저는 국민국가적 경계가 기존의 사회정의 이론들에 (그가 “케인즈적-베스트팔

렌적 프레임Keynesian-Westphalian frame”이라고 명명하는 방식으로) 암묵적

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 전제가 오늘날 국제적인 정의의 문제들에 

있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프레임에서는 정의의 문제에 대

한 당사자들이 별다른 의문없이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가정되어 왔으나, 

이제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 부정의를 초래하는 사회적 과정이 압도적인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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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같은 방식으로 한정하는 대신 탈중심화된(decentered) 방식으로 구

상할 필요가 있다. 

 

2) 공론영역의 범위를 국가적 경계 너머로 구상하는 접근은 4.1.2.에서 

영의 제안에 근접한다.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를 이해

한다면, 공론장에서 귀기울여야 하는 거리는 사회적 영향관계의 범위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담론이론은 어떤 문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이 대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을 요청한다.650 해당 요청은 담론이

론의 관련된 모든 당사자 원칙(All-Affected Principle), 즉 어떤 결정이나 

문제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이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입장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둔다. 이처럼 정치적 책임의 범위

가 부정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은 이들로 설명된다면, 이는 전지

구적 부정의에 기여하는 행위자들이 공론장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사회구조적 연관을 근거로 공론장에서의 참여 범위를 규정하려는 

시도 역시 커다란 난점을 갖는다. 이 시도는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를 통해 

사회적 연결 모델을 보완하고자 했던 목적과 순환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

다. 앞서 4장에서 논의되었던 사회적 연결 모델의 난점은 사회구조적 과정 

속에서 ‘관련되어 있음’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거나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Fraser, (2009) “Reframing Justice in a Globalized 

World”, 13) 

650 대표적으로 하버마스가 제안하는 담론원리 (D)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영향

을 받는 모든 이들이 실천적 담론의 참여자로서 동의하는 규범만이 타당한 것

으로 주장될 수 있다.” (Habermas, (1990)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65-66). 영 역시 숙의민주주의적 개념을 지배의 문제

와 관련하여 고찰할 때 마찬가지로 관련된 당사자 원칙을 전제한다. “해당 결정

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이 숙의는 공정한 자원

의 분배, 정의로운 협동의 규칙, 최상의 그리고 가장 정의로운 노동분업 및 사

회적 지위의 규정에 가장 잘 이르게 된다.”(JPD, 93;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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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 때문이다. 구조적 연관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행위자들은 자신이 

어떤 문제에 관여되어 있는지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 5.1.에서 숙의적 절차

를 정치적 책임 개념의 중요한 해석과정으로 설명하는 작업은 (‘구조적 무

지’ 문제라고 명명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공론영역

의 참여자를 규정하기 위해 다시 사회구조적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라는 규

정에 의존한다면, 이는 순환논증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나는 담론이론에서 ‘관련 당사자’에 대해 이루어진 논의를 추가로 검토

함으로써 이 순환성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프레이저는 관련된 

당사자를 규정함에 있어 문제시되는 사회적 해악들의 광범위함으로 말미암

아 이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초국가적 정의를 개념화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 원칙의 옹호자들은 

상호의존성의 사회적 관계에 호소함으로써 ‘누구’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해

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에 따르면, 한 집단의 사람들을 정의의 주체로 만드

는 것은 인과적 연관 속에서 객관적으로 놓인 중첩적 상황(co-imbrication)이

다. … 관련된 모든 당사자 원칙은 나비효과라는, 즉 모두가 모든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귀류법(reductio ad absurdum)적 문제에 빠져든

다. 도덕적으로 유관한 사회적 관계를 식별해낼 수 없기에, 모든 당사자 원칙

은 애초 피하고자 했던 범세계적 국제주의에 반대하기 어려워진다.
651

 

 

프레이저에 따르면, 담론의 참여자들이 문제와 ‘관련된’ 이들로 규정될 

경우 그 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어떤 행위가 사회

구조적 과정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는 시공간적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편적 행위라도 이는 몇 백 년 뒤

에, 혹은 지구 건너편의 어딘가에서 매우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누가 문제에 있어 유관한 참여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규

 
651 Fraser, (2009) "Abnormal Justice," 64;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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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부정의에 관한 당사자는 그저 이

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범위를 넘어,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행

위자로 확장된다. 때문에 ‘관련 당사자’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

다.652 

사라 송(Sarah Song)은 관련 당사자 원칙에 의해 민주주의적 결정에 참

여하는 인민의 범위가 무제약적으로 확산될 경우 규모(size)와 안정성

(stability)의 측면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지적한다. 먼저 규모의 측면에서, 

관련 당사자 원칙은 민주적 결정의 범위를 지구 전체로까지 확장하면서 구

성원들에게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준다.653 당사자들이 공간적으로나 시간

적으로 커다란 간극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결정의 영향을 모두 파악

하려 노력한다면 당사자들은 결정에 있어 막대한 어려움을 갖는다. 다른 

한편 안정성의 측면에서, 각 결정은 이로부터 미치게 되는 영향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당사자 역시 지속적으로 변하게 된다. 매 결정마다 관련 당사

 
652 관련 당사자 원칙을 옹호하려는 혹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겠다. 누가 

부정의의 관련 당사자로서 정치적 책임에 대한 담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거나 

타인에게 경청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문제에 누가 유관한

지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이 답변은 오히려 

무한 퇴행에 빠진다. 어떤 부정의에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를 모색하는 논의과

정은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누가 유관한 당사자인지’를 규정하는 

담론 참여자는 애당초 누구이며, 이는 다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관련된 모

든 당사자 원칙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질문의 연쇄에 모두 대답할 수 없기에, 

담론이론은 그 출발점으로서 대화 참여자를 규정하는 작업에서부터 난점에 빠

진다. 이 무한퇴행 문제와 관련한 논의로는 Goodin, (2007) “Enfranchising All 

Affected Interests, and Its Alternatives,” Philosophy & Public Affairs, 35(1), 

55; Owen, (2014) "Dilemmas of Inclusion: The All-Affected Principle, the All-

Subjected Principle, and Transnational Public Spheres," in K. Nash (ed.), 

Transnationalizing the Public Sphere, Cambridge, UK Malden, MA: Polity 

Press, 116. 

653 Song, (2012) ”The Boundary Problem in Democratic Theory: Why the Demos 

Should be Bounded by the State,” International Theory, 4(1),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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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칙은 결정권자로서 인민을 새롭게 구성하도록 요구하면서, 민주주의

적인 경계는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정치적 안정성 역시 흔들린다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다.654 

혹자는 관련 당사자 원칙에 대한 일정한 수정을 제안한다. 이 수정된 입

장은 담론 참여자들에게서 인지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정 

행위가 미래에 발생시킬 모든 영향을 행위자들이 인식하고 이를 정당화하

거나 동의하도록 요구할 경우 담론 참여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직 행위자들이 규칙이나 책임의 일반적 이행으로부터 예상가능한 상황만

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655 시공간적 지표(index)를 도입함으로

써 담론 참여자들은 어떤 행위로부터 생겨난 매우 장기적이고 예측불가능

한 효과까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일반적

으로 예상가능한 범위만을 검토한다.  

이 ‘수정된 관련 당사자 원칙’이 앞서 프레이저와 송의 비판에 어떻게 

답변을 제공하는가? 프레이저의 ‘나비효과 비판’은 어떤 문제에 관련된 담

론 참여자들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상황을 지적한다. 하지만 영향 

범위를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한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이 원칙을 변론하는 

 
654 Song, (2012) ”The Boundary Problem in Democratic Theory”, 56-57. 

655 구딘의 설명을 빌리면, 이 수정은 인민의 구성 범위를 “모든 가능한 이익 관련 

당사자(All possibly affected interests)”로부터 “모든 개연적인 이익 관련 당사

자(All probably affected interests)”로 수정하는 작업이다(Goodin, (2007) 

“Enfranchising All Affected Interests, and Its Alternatives,” 59-62). 다시 말

해 가능한 모든 연관 범위를 참여 대상으로 간주하는 대신, 그러한 연관을 충

분히 예견할 수 있는 한에서 참여자들을 규정하는 것이 이 수정의 핵심이다. 

클라우스 귄터 역시 담론윤리학의 도덕원칙을 이처럼 약한(weaker) 방식으로 

제안한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에서 해당 규범의 일반적 준수가 가져오는 결

과 및 부작용들이 각 행위자들의 이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모든 행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범만이 타당하다.”(Günther, (1993) The Sense of 

Appropriateness, 35) 하버마스도 이러한 수정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Habermas, (1993) “Remarks on Discourse Ethic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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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나비효과 비판이 제기하는 인식적 제약 문제를 인정하고 논의의 영

역을 잠정적으로 인식가능한 상태에서 출발한다. 앞서 4.1.2.에서는 이 인

식가능성의 근거 중 하나로 사회 집단 간의 연관이 제시되었다. 그렇기에 

수정된 당사자 원칙에서는 담론 참여자의 범위 역시 프레이저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무한정으로 확대될 필요는 없으며, 특정 문제에 유관한 사회 집

단의 구성원으로 한정될 수 있다. 물론 이 수정은 어떤 문제의 영향이 매

우 거대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논의하는 담론적 범위가 

애초 한정된 범위에서 나아갈 수 있음을 가정한다. 그렇기에 이는 향후 담

론 참여의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생각에 수정된 관련 당사자 원칙은 사회적 연결 모델의 관점

에서 성공적인 답변이 되지 못한다. 담론 참여자들의 범위를 사회구조적 

과정의 예견가능한 범위로 국한하는 시도는 구조적 무지를 다시 초래한다. 

본문에서 애초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에 주목한 이유는 정치적 책임을 가로

막는 구조적 무지를 넘어서기 위해서였으며, 이때 특정 부정의에 관한 유

관 당사자를 밝히는 것이 5.1.의 요지로 제시되었다. 행위자들이 자신의 무

지한 행위맥락을 타자와의 대화 속에서 반성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부정의에 

대한 자신의 연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공론장에

의 참여 범위가 사회구조적 과정 속에서 영향받는 타자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이 전제는 담론 참여의 범위를 사회적 

영향의 예상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려는 수정된 관련 당사자 원칙을 다시 벗

어나게 된다. 구조적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조적 영향의 범위를 더 

넓게 고려한다면, 상호의존적 영향 속에 놓인 행위자들 모두가 담론에 참

여하도록 요청받으며 결과적으로 이 논의는 처음의 문제로 되돌아간다. 일

반적인 인식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행위자들에게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

에 호소한다면, 다음 반론이 다시 제기되기 때문이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

을 알기 어려운 이들의 문제에 대해 왜 내가 귀기울여야 하는가? 사회구조

적인 영향이라는 근거가 공론장에서 타자와 대화할 정치적인 책임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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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근거는 무엇인가? 이 지점에서 사회적 연결 모델의 ‘연결성’에 대한 

두 측면, 즉 행위자들이 사회 구조 속에서 갖는 상호의존성, 그리고 민주

주의적 대화 속에서의 연결 중 하나를 궁극적인 논의의 토대로 삼을 수 있

는가에 대한 난관에 봉착한다. 

나는 사회적 연결 모델을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에 접목시킬 때, 이 순환

성이 궁극적으로 해결되기란 쉽지 않다고 본다. 사회적 상호의존성과 정치

적 참여 사이에서 무엇이 더 근본적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쉽게 설명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이 난점이 본문의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 순환성은 정치적 책임을 형성함에 있어 부동의 토대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 두 영역 사이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구상하는 작업이 필요

함을 보여준다. 본 논의에서 관건은 행위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때 

발생하는 논리적 순환이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영은 숙의적 과정을 통해 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하려 할 때 이 순환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 당사자로서 행위자들이 숙

의 과정에 평등하고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한다는 자기결

정의 이상은, 5.2.1.에서 본 현실 민주주의의 부정의한 요소들로 인해 부분

적으로만 실현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가 과연 부정의를 개선하는 적합한 

수단인지, 오히려 그 제약들로 인해 오히려 부정의를 심화하는 것은 아닌

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주의가 정의를 촉진하려면 민주주의는 이미 정의로워야 한다. 부정의

와 결합된 사회의 형식적인 민주적 과정들은 정의를 더욱 촉진하기보다는 부

정의를 강화하는 경향에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순환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순환들은 현실세계의 정치적 행위자들이 정의를 촉진

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더 정의로운 제도 및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

는 이들에게 다른 어떤 대안들이 있겠는가?  

정치적 행위자들은 정의로운 조건에 대한 그들의 이상을 도입하기 위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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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적이거나 혁명적인 수단을 사용하려 시도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시도

가 언제나 그르다고 말하지는 않겠으나, 이는 온전한 선택지인 경우가 거의 

없다. 더욱이, 비민주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지배로부터 자유

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려는 시

도는 그 자체로 부정의를 형성하거나 강화할 위험을 수반한다. 형식적인 민주

적 제도와 규범 내에서의 조직화 및 정치적 동원만이 억압받거나 불이익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협력자들에게 대체로 유일하게 현실적인 선택지

이다.
656

 

 

민주주의적 대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작동 과정에 내재된 부정의를 개

선하려는 시도는 순환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론장에의 참여를 넘어선 

시도를 통해 억압과 지배를 개선하려 하는 많은 노력들은 그 자체로 부정

의를 심화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영의 생

각이다. 그렇기에 민주적 절차에서의 부정의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역설적

이게도 민주적 절차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구조적 과

정에서 발견되는 억압과 지배의 형태들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민주주의적

인 방식으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복수의 호소들과 관점들을 더 

많이 포용하고, 덜 특권적인 참여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다.657 여

기에는 행위자들을 더 깊이 참여시키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해악들

을 수리하고 개선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내재되어 있다.  

나는 영의 논의를 재구성하여 민주주의적 순환성을 다음과 같은 두 유형

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공론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거

나 배제된 이들이 다시 공론영역 속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와 역량을 

제공하는 상황이 선순환적 과정이라면, 반대로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점

점 더 공론영역으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은 악순환적인 상태이다. 만약 민주

 
656 ID, 35/52. 

657 ID, 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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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대화 과정에서 참여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시원적(originary)으

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리하여 소수 관련된 이들만을 대화 속에 포함시

키려 한다면 이 순환성은 민주주의적 참여자를 점점 ‘자격이 있는’ 일부로 

국한시키는 악순환에 근접한다. 반면 대화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연관을 밝

혀내며 참여의 범위를 확장해갈 경우, 그리하여 공론장에서 배제되어 있던 

이들을 대화 속에 더 많이 포함해갈 경우 이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개선

할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주의적 선순환에 가까워진다.658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자들에게 구조적 부정의

에 대한 숙의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때, 이는 참여 범위가 어디까지인

지의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회구조적 과정의 영향을 

공론장 참여 범위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사회구조적 과정의 광범위

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는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를 통해 관련 당사자를 규정하려는 논의가 순환적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순환성을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대신 숙의과정

에서 배제된 이들을 점진적으로 포함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 이는 사회

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선순환적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논의에 따라붙는 중요한 과제는, 참여자를 확장하는 선순환적 과정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를 입증하는 데 있다. 행위자들이 담론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타인을 대화 상대자로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와 

같은 선순환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5.3.2.에서 살

 
658 사라 송은 민주주의가 단지 절차적 통치의 의미로만 해석될 수 없음을 지적한

다. 그는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가치로서 평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치

적 결정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평등의 내용으로서 구성

원들의 권리와 자유, 사회적 기회와 영향력이 제시된다(Song, (2012) “The 

Boundary Problem in Democratic Theory,” 43-46). 나는 송의 이 논의를 인용

하며 (비록 송은 관련된 당사자 원칙을 포기하고 다시 영토국가적 경계를 인민

구성의 원리로 삼을 것을 제안하지만) 배제를 개선하는 과정으로서 민주주의적 

선순환이 그 정치적 본질에 더욱 부합한다고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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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것처럼 행위자들이 공론장 참여를 거부하는 논증에 대응하는 과제가 

생겨난다. 

 

5.3.2. 공론장 참여의 회피 반론 

 

행위자들의 소통과정 참여가 처음부터 이해지향적 방향으로 동기부여되

지 않은 상황 속에서, 행위자들 간의 소통은 혼란스럽고 복잡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만약 누군가에게 절박한 문제에 대해 타인들이 전혀 관심없는 

자세를 보일 때 담론적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부정의에 대해 

호소하는 행위자들은 어떻게 소통을 이어나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한 가

지 대답으로 나는 “소란적 정치(disruptive politics)”라는 개념을 살펴보려 

한다. 클라리사 헤이워드는 행위자들의 구조적 무지를 깨뜨리는 작업이 합

리적인 이해지향적 소통행위 과정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보며, 이 무지를 

영속화시키는 질서를 뒤흔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가 “소란적 정치”라고 규정하는 행위들, 이를테면 “보이콧, 대규모 

항의, 연좌농성, 드러눕는 시위, 그리고 다른 형태의 거친 정치적 행위들”

을 통해 제시된다.659  

집회, 시위, 항의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은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경험을 

타자에게 차분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 법규

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소란적 행위들은 구조적 무지 속에서 구성

원들이 갖는 ‘평온한 무지의 상태’를 깨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한국의 장

애인 단체가 대중교통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등

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때, 이 시위는 자신의 권리가 부정되고 있음을 

동료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 소란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때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659 Hayward, (2017)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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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사회 전반에 공론화함으로써, 구조적 무지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

는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 무관심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담론 질서를 소란스럽게 만드는(disruptive) 공론화 작업은 

그 자체로는 자립적인 효과를 갖기 어렵다. 이는 구조적 무지를 완전히 깨

뜨리기보다 오직 부분적으로 균열을 낼 수 있을 뿐이며 그 효과도 매우 일

시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소란적 공론화를 통해 부정의한 억압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헤

이워드는 궁극적으로 소란적 정치의 귀결점이 저항의 효과를 제도화하는데 

있다고 설명한다.660  

소란적 정치는 한편으로 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입증되었듯 무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노예제 폐지나 투표권 확대, 인종분리 철폐는 특권적 지

위를 차지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정

의의 해소를 주장하는 집단의 논쟁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이루어졌

다. 즉 소란적 정치는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소란적 정치를 통해 사회구조적 개선을 

수행하는 작업은 중요한 한계를 동반한다. 첫째로 소란적 정치는 소수자들

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들에게만 한정되어 활용되지는 않는

다. 우리는 소수자 집단 이외의 행위자들이 명목뿐인 정의를 앞세워 난동

을 피우는 광경을 숱하게 목격해 왔다. 그렇다면 부정의에 대한 정당한 투

쟁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문제로, 우리는 부정의에 대한 

일반 시민들에의 호소와 정치적 책임의 설득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660 Hayward, (2017) "Responsibility and Ignorance," 406. 앞서 제시한 장애인 단

체의 이동권 투쟁은 이러한 제도화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었다. 이 투쟁 결과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약속받았고, 이 노력의 

결실로 2004년에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명시한 ‘교통약자법(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그러나 2022년 지금까지도 이 약속과 정책들은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고, 해당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항의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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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에서 우리는 정치적 책임이 그저 특정 제도에 위임되는 것으로 설명되

어서는 안 되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함께 공유되는 것으로 볼 것을 요청했

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소란적 정치를 통해 

제도화된 내용들도 다시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단지 제도

적으로 억압을 개선하는 것의 중요성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이 구조적 문

제의 개선에 함께 동참하게끔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각각 다음의 논의를 도입한다. 첫

째, 소란적 정치가 쿠데타와 같이 그저 무력을 활용한 또다른 부정의로 이

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시민들이 부정의한 제도에 저항하는 상황이 정

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과 양심적 거부에 대한 논

의는 이 검토에서 매우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당 조

건에 대한 롤스의 해석은 다소 소극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피억압 

집단의 경험에 무관심한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시민들과의 소통을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영은 무페의 경

합적 민주주의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의 담론을 서로 다른 

지위에 놓인 시민들이 벌이는 투쟁적 논의로 이해한다. 시민들은 부정의한 

상황에 대해 지는 책임을 경합적인 방식으로 논의하며, 이 과정에서 영은 

여전히 숙의민주주의적 이해와 정의 사이의 연관을 놓지 않은 채 유지하고

자 한다.  

 

1) 소란적 정치의 핵심은 부당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이 관행에 내재된 억압을 자각하지 못하는 주변인들의 구조적 무지를 깨뜨

리기 위해 시민들이 여러 방식으로 항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두행진이

나 불매운동을 비롯한 집단 항의에서부터 위법적인 저항들까지 다양한 형

태가 포함된다. 가령 로자 파크스가 백인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이후 흑인들에게서 번져나간 보이콧 운동은 몽고메리시의 

흑백 분리 조례를 철폐시켰다. 또한 2013년부터 한국의 한 우유 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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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리점들에게 부당한 착취를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한국 소

비자들은 이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이처럼 시

민들의 집단적인 저항 및 비판은 사회적인 부정의를 시정하는 수단으로 작

동해 왔다.  

그러나 소란적 정치가 사회 정의와 별로 상관없는 방향에서 작동하는 사

례들 또한 존재한다. 2021년 미국에서 46대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절차를 

방해하려던 극우 단체의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을 생각해 보자. 당시 수

천 명에 달하는 이들은 무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몇 시간 넘게 점거했으며 

이를 통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46대 대선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

는 자신들의 의사를 전세계에 표명했다. 그들은 이 행위가 위기에 빠진 미

국을 구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극우 단체의 난

입행위가 결코 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

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난입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5명이 사망했다는 점, 이들이 주장하던 대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혹은 그들에게 주어진 제도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이 사례에서 문제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소란적 정치는 행위자들의 구조적 무지를 깨뜨리는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보여주듯

이,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한다는 이유 혹은 부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을 촉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소란적 행동이 정당하다고 간

주될 수는 없다.661 그렇다면 이 조건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나는 롤

스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려 한다. 롤스는 자신의 정의이론 

 
661 이와 관련하여 허지민은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저항행동에 대한 영의 

강조가 분명 숙의민주주의적 고찰 속에서 유의미한 지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저항행동들이 어떻게 장려되어야 하며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적절한 논의가 부재함을 지적한다(허지민, (2010)「견제력과 포용: 아이리

스 영의 소통민주주의 비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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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시민들이 부정의한 제도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도 이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

을 설명한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들이 일차적으로 사회 구조에 적용된 뒤 순차적으로 

개인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개인들은 이 순차적 적용에 따라 정의로

운 제도를 지지하고 따를 의무를 갖는다. 그렇다면 사회에 개인들이 따를 

정의로운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들이 갖는 책임은 무엇인가? 제

도들이 부정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들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부정의한 법

률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가? 롤스는 이와 같은 해석에 

반대하며 “사회의 기본 구조가 충분히 정의롭다면, … 우리는 이들이 부정

의의 특정한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662 설령 일부 법률이 부정의한 상

황이라도 전체 체계가 정의로운 한에서 개인들은 제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롤스가 아무리 부정의한 제도라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법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이탈할 때, 사회적 정

의감에의 탄원이 일정한 정도로 가능”하다고 덧붙인다.663 이는 롤스의 정

의이론에서 시민들이 심각하게 부정의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근거

가 되며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에 나서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된다. 첫째, ‘공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시민 불복종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 

첫째,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부정의는 사회 제

도들이 정의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경우이다. 우리가 사회적 부정

의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시 말해 “정의로부터 이탈을 방지하고, 

이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는 과정으로서 시민 불복종을 이해하고자 

 
662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308. 

663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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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이 부정의는 매우 “실질적이고 자명한 사례들”이어야 한다. 664  이

런 이유에서 롤스는 대표적으로 정의의 원칙 중에서 제1원칙인 평등한 자

유의 원칙, 그리고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기회의 평등 원칙이 침해받

는 상황으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을 제한한다. 제2원칙의 차등 원칙과 달리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 및 공정한 기회의 침해 여부는 비교적 쉽게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사회 정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권리들이 

자명하게 침해당하는 경우, 롤스는 시민들이 법을 비롯한 사회 제도들에 

저항하는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로 시민 불복종은 아무 형태로나 정당화되지 않으며 일정한 조건들

을 필요로 한다. 롤스는 “법 또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목적으로 이

루어지는 공적이며, 비폭력적이고, 양심적이지만 법에 저촉되는 정치적 행

위”라는 규정을 통해 이 조건들을 규정한다.665 ① 시민 불복종은 법을 의

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② 이 위반 행위는 폐쇄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적(public)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의 법률 위반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어떤 부정의를 개선하려 하는지 다른 시민들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 불복종은 소수자들이 시도하는 형태의 

공적 소통방식이다. ③ 이 행위는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추구 차원

에서 이뤄져야 한다. ④ 마지막으로 불복종 행위는 어디까지나 비폭력적으

로만 수행되어야 한다. 타인을 상처입히고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공적인 

위협이 됨으로써 불복종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이 행위가 목표로 

하는 공적인 지지 역시 떨어뜨린다.666 

 
664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326. 

665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320. 

666 이 관점에서 볼 때 미국에서 발생했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정당한 불복종

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근거는 다음 두 가지다. 이 난입 행위는 결코 사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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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규정이 지닌 한계는 부정의한 제도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의 책임을 매우 소극적으로만 해석한다는 점이다. 캐

린 하우(Karin Howe)가 지적하듯이 롤스에게서 시민 불복종은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되며, 예외적으로 매우 긴급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변화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인정된다.667 또한 

롤스는 정의의 제2원칙 중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배는 쉽게 식별되지 않

는다는 이유에서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을 정치적 책임의 범주에서 실질적으로 배

제한다. 때문에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규정은 폭넓은 부정의들에 대

해 개선을 요구하는 소란적 정치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롤스의 관점이 소란적 정치에 시사하는 바는, 법적 질서를 위

배하는 등의 행위가 어디까지나 동료 시민과의 공적 소통의 일환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공공 연설에 비교하는데,668 이는 동료 시민을 어디까지나 동등하고 

존중받는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반면 공

적 소통의 층위를 벗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만을 

생각한다면 행위자들은 상대를 위협하는 폭력으로 내달리게 되며, 이는 어

떤 설득도 이루어내지 못한다. 앞서 본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의 사례, 혹

은 1970년대 독일과 일본의 적군파들이 저지른 테러 행위 등은 소통적 측

면에 주목하지 않은 채 폭력에 의존하여 정부와 제도에 저항하는 것이 비

 

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당선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어떤 정의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힘들다. 또

한 이 과정에서 5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은 해당 

집단의 난동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게 만든다. 

667 Howe, (2015) "Is There a Rawlsian Duty to Engage in Civil Disobedience?", 

Social Philosophy Today, 31, 29. 

668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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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괴리된 활동으로 귀결되는지를 보여준다.669   

 

2) 시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시민들에게 갖게끔 하는 소통 과정으로서 소

란적 정치를 인용할 때, 이 논의는 다음 과제를 제시한다. 한편으로 롤스

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규정이 제시하듯이, 단순한 폭력에 의존하여 타자

에게 위압을 가하는 것은 소란적 정치를 단순한 폭동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 어디까지나 소란적 정치의 핵심은 타인을 설득하는 과정에 놓여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설득을 기존의 상호이해지향적인 의미에서 이

해하는 것은 이 담론 영역에의 참여를 거부하는 행위자들에게 더 이상 부

정의를 호소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딜레마를 넘어서기 위해 영은 무페의 경합적 정치를 자신의 논의

에 반영하려 시도한다. 무페는 현대 민주주의가 “경합적 다원주의

(agonistic pluralism)”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는데, 영은 이 설명

을 부정의, 편견, 가치에 대한 차이를 둘러싼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받아들인다. 670  영이 주목하는 지점은 정치적 참여가 이미 협동적 자세를 

전제하는 대신 대립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투쟁적인 자세로 이해되어야 한

다는 무페의 주장이다. 무페는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규정, 즉 

적과 동지 사이의 구분이라는 개념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발전시키려 시

 
669 물론 롤스의 이 설명이 모든 폭력적 행위를 무의미하다고 규정하거나, 시민들

의 저항이 늘 시민 불복종의 형태로만 발생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롤

스는 시민 불복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으로 “대체로 질서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사회를 상정하며(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319), 그 외에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실

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강압

적인 사회, 이를테면 제국주의 시대의 피식민지에서는 무장투쟁과 같은 수단이 

더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일 수 있다. 

670 ID, 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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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다.671 무페에게 정치는 적과 동지 간 구분을 통해 형성되는 갈등과 다

양성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지, 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타인과 상호이해를 

향해 협동하는 상태로 설명되지 않는다.672 무페가 말하는 “적(enemy)”의 

개념은 폭력을 통해 파괴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이념적 불일치 

속에서 투쟁이 벌어지는 갈등상대(adversary)이다. 이들은 각자를 정당한 

적으로서 인정한 채 민주주의적 원리 내에서만 서로 경쟁하고 투쟁한다. 

경합적 모델에서 행위자들은 타인에 대한 합리적 설득만을 넘어 상대의 근

본적인 신념을 전환(conversion)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은 경합적 정치의 특징을 받아들여 민주적 토론 과정을 투쟁의 방식으

로 재해석하려 한다. “사회적 집단 간 차이와 심대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곳

에서, 민주적 정치는 투쟁(struggle)의 과정이어야 한다.”673 경합적 정치에 

대한 논의에서 무페가 지적했듯이 모든 행위자들은 민주적 제도를 벗어날 

수 없기에 행위자들 간 투쟁은 결코 타자와의 소통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

다. 행위자들은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소통적 과정 속에 놓이지만, 이는 협동적 과정이 아니라 부정의에 대

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둘러싼 갈등적 소통으로 형성된다. 영은 숙의민주주

의적 모델 속에서 경합적 정치의 요소가 요구되는 이유로, 서로 다른 사회

적 지위의 구성원들이 담론적 영역 내에서 (설령 토론 참여자들 간에 평등

한 참여와 존중이 내재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평등하게 소통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든다.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 또는 이익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이슈를 제기하기 

 
671 Mouffe, (2005) On the Political, London; New York: Routledge, 11. 

672 Mouffe, (1999) "Deliberative Democracy or Agonistic Pluralism?", Social 

Research, 66(3), 755. 

673 ID, 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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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투쟁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이슈에 의해 위협받거나 혹은 다른 

이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공적 안건이 되고 나면, 시민들은 그들이 이슈에 관여하는 방식을 

두고 투쟁해야 하며, 그들의 견해가 타인에게 경청되도록 투쟁해야 하고, 타

자를 설득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674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적 문제 및 이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 토론 속에

서 타자와 관여되려는 시도”675로서, 어떤 상황이 왜 문제인지, 그것이 해

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 및 정당화를 수반한다. 이 과정에서 영은 앞서 본 소란적 정치

의 내용들, 즉 “무질서하고, 소란스럽고, 짜증나게 하고, 때로 주의를 분산

시키는 소통 수단”676들이 때로 이슈 제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고 설명한다. 그러나 소란적 정치의 작동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소통 수단

으로서 타인을 설득하는 과정 안에 있다. 

민주적 참여과정을 자기 신념 및 이해관계에 대한 투쟁적 방식으로 설명

할 때 이는 기존의 숙의민주주의적 설명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영이 일차

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민주적 참여의 방식이 더 이상 “예의바르고, 질서정

연하며, 차분하고, 신사다운 논증”으로 좁게 이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다.677 소란적 정치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들 역시 민주주의

적 참여의 과정 속에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토론 참여의 방식은 (5.2.1.에

서 본 것처럼)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된다. 또한 무페의 경합적 

정치에 대한 주장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대화 참여자들의 소통과정 역시 다

른 양상으로 설명된다. 억압과 지배 상태에 놓인 행위자들의 호소는 그저 

 
674 ID, 50/72. 

675 ID, 50/73. 

676 ID, 50/73. 

677 ID, 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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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참여자들이 경청하게끔 선택되는 문제로 해석되기보다 이들의 권리를 

둘러싼 절박한 투쟁 속에 놓인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공론 영역에서 타인

들이 자신의 호소를 듣고 나아가 부정의의 개선에 동참하게끔 소란적 정치

의 방법들을 비롯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 행위자들은 타자의 지지와 동

의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며, 이는 타자의 비판과 도전에 지속적으로 응

답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678 

소란적 정치의 요소들을 민주주의적 대화과정 속에 정박시킴으로써 나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제시하려 한다. 지금까지 검토된 문제는 행위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연결된 존재로 자신을 구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

결성을 거부하는 행위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이

에 대한 대답으로써 나는 영의 숙의민주주의 모델이 경합적 정치의 요소들

을 수용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영의 담론 모델은 상대방과 서로 다른 사

회적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타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한 갈등

적인 소통으로 제시된다.  

두 가지 사항들이 추가로 언급되어야 한다. 첫째로, 경합적 정치의 요소

들이 영의 숙의민주주의 모델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영과 무

페의 관심사는 구분되고 있다. 이는 영의 기획에서 공적 영역에의 포용이

라는 과제가 여전히 포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페의 논의에서 논의에 

더 많은 행위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성립하지 않는데, 왜냐하

면 그의 정치적 구상은 이미 시민들 사이에는 투쟁적 대상과 동지가 구분

되는 도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을 모두 공론영역에 포

함하는 과정으로서 민주주의는 무페의 경합적 다원주의가 기획하는 바가 

아니다. 반면 영이 경합적 정치의 요소들을 수용한 뒤에도 그는 공론 과정

에서 배제받는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포함적 참여수단을 

강조한다. 영의 민주주의 이론은 경합적 요소를 수용하는 가운데 여전히 

 
678 ID, 51/74. 



 

359 

 

“규범적 이성을 향한, 그리고 사적인 자기중심적 욕망을 정의에의 공적 호

소로 전환하기 위한 소통적 지향의 숙의민주주의적 설명”을 보존한다. 이

처럼 영은 앞서 제시된 숙의민주주의의 근본 특징들을 이론 내에 간직하면

서 행위자들 간 연결의 의미를 되새긴다. 우리는 타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과의 연관을 지속적으로 고찰하며, 이를 통해 

부정의에 대한 책임의 담지자로 요청 또는 지목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제시된 소란적 정치의 요소들, 그리고 이를 상대방과의 

소통중심적 연관 속에서 해석하려는 경합적인 소통방식에도 불구하고, 대

화 참여를 통해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책임을 갖게끔 하려는 시도는 그 성

공 여부를 궁극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소통적 연관에 대한 거부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행위자들에게 유효한 선택지이며, 나아가 타자의 고통 호소

를 통해 구조적 부정의를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 역시 필연

적인 결론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정치적 책임의 형성이라는 사회적 연결 

모델의 과제는 민주주의적 대화 원리 속에서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으

로서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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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연구 요약 및 의의 

 

본 논문에서는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의 책임 원리, 즉 구조적 부정의에 

기여한 행위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원리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했다. 주된 

초점은 정치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회구조적 부정의가 어떤 상태를 지칭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기존의 개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영

이 ‘법적 책임 모델’로 명명했던) 책임관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였다. 

뒤이어 사회적 연결 모델이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데 있어 생겨날 

수 있는 실천적인 난점들을 다루고 이에 대한 답변을 시도하였다. 나는 책

임의 당사자성이 부정되는 논변, 즉 행위자들이 부정의에 기여한다는 사실

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의 실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살펴보았

다. 해당 논변에 대한 답변으로 나는 사회적 연결 모델의 근거를 민주주의

적 자율성의 논의로부터 찾고자 했으며, 나아가 이러한 민주적 참여가 그

저 개별 이익들의 합산 과정 또는 공동선의 추구가 아닌 숙의민주주의적 

대화의 형태를 취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각 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첫째,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적 연결 모델은 행위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의도하

지 않은 채, 혹은 그 결과에 인과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무

의식적으로 수행되는 (그리고 행위자들 사이의 의식적인 조율을 거치지 않

은) 일상적 행위들이 발생시키는 부정의한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문제시할 

것인지,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갖도록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기존의 

개인중심적인 법적·도덕적 책임 모델에서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

여한 행위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갖지 않거나, 혹은 구조적 문제의 개선에 

있어 별다른 효과가 없는 방식으로 책임이 논의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여하는 행위자들이 모두 이러한 해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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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 그리고 이는 그들이 처발받거나 비난받아야 한

다는 법적·도덕적 책임 모델의 의미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개선에 동참

할 것을 요청받는다는 의미라는 점을 주장했다.  

구조적 책임 원리에 대한 해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

려는 시도였다. 나는 2장에서 영의 저술에서 먼저 간략하게만 서술되어 있

는 사회구조적 과정에 대한 설명을 더 상세히 논의하였다. 사회 구조가 행

위자들의 개별 행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행위자들에게 구조

가 어떻게 제약을 가하는지, 마지막으로 사회구조적 과정 개념을 통해 본

질적 속성을 공유하는 것으로서가 아닌 사회 집단이 어떻게 제시될 수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영 자신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책임에 대

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과정의 작동방식을 충분

히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679 본 논문의 고찰은 정치적 책임 논의에 유

의미한 분석지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어 3장에서 나는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을 차례로 검토하고 이에 답변하는 작업을 수행

하였다. 기존 문헌들에서도 정치적 책임 개념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제기

된 바 있으나, 이를 영의 관점에서 보완하여 다시 답변하려는 시도는 해당 

문헌들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 나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비판들을 인용하고 이에 대해 영의 입장으로부터 답변하

려는 시도들을 통해 정치적 책임 개념의 설명력을 보완하려 했다. 

둘째로, 4장과 5장에서는 사회적 연결 모델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영의 책임 논의를 발전하고자 시

도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책임을 행위자들이 가질 이론적 근거가 영의 논

의에서 불충분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책임과 행위자들 사이

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 연결고리가 성공적으로 밝

 
679 가령 박유진, (2018) 「정치와 책임」; 허지민, (2010)「견제력과 포용: 아이리

스 영의 소통민주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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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지지 않는 이상 사회적 연결 모델은 부분적으로밖에 성공을 거둘 수 없

기에, 나는 부정의에 기여한 행위자들과 이에 대한 책임 사이의 연관을 민

주주의적 시민으로서의 자기이해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동시에 이와 같

은 자기이해가 기존의 공동체주의적인 일원적 가치를 지향하는 설명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차이의 정치가 영의 숙의민주주의적 과정에서 

구상되는 방식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4장에서 제시된 영의 논의가 갖는 맹점으로서, 나는 행위자와 구조적 부

정의 사이의 연관을 가릴 수 있는 ‘구조적 무지’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특권적인 지위에 놓인 집단의 구성원들은 다른 집단 구

성원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로부터 자신이 가져야 하는 정치적 책임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

히 구조적 무지는 그저 행위자들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과정을 자연적인 것처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발생하기에, 

개인적인 도덕적 책임을 통해 비판되거나 극복되기 어렵다. 5장에서 나는 

이 문제를 넘어서는데 있어 숙의민주주의적인 대화 과정이 사회적 연결 모

델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숙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단지 개개인

의 선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의견과 관점을 나눔으로써 부정의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책임

의 형성 과정이 그저 행위자들의 관점 사이에서 동일성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적 대화 과정은 영의 비대칭적인 소통 개념

을 통해 설명되어야 함을 보았다. 행위자들은 각자 사회적 지위마다 갖게 

되는 관점의 차이를 포기하지 않은 채 타인과의 소통을 개시함으로써 사회

적으로 확장된 견해에 기여하며, 이로부터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할 방안

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 본문의 4장에서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영의 논의가 실

천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맹점이 지적된 뒤, 5장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으로

서 숙의민주주의적 논의가 제시되었다. 이 연관은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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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의 연구에서 공백지점으로 남아있던 부분으로, 개인적으로는 다소 

의아한 지점이기도 하다. 영이 숙의민주주의적으로 시도한 이론적인 전개

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책임에 대한 그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숙의민주주의

와의 연관 속에서만 해명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추측하건

대 이 공백은 한편으로 영 자신이 이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지 않았던 점으

로부터 기인하거나, 혹은 두 이론 사이의 연관성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

럼 간주되어 이론적인 별도의 논의를 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 탓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나는 사회적 연결 모델과 민주주의 사이의 

접합지점이 간단히 또는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숙의 과정이 요청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

음을 설명했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한국의 학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아이리스 

영의 논의를 이론적으로 소개하고 보완하는 것을 넘어, 실천적인 잠재력을 

재차 확인하는 데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나는 구조적 부정의 및 이에 대

한 정치적 책임이라는 개념들이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진단하고 개선

점을 모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영의 사

회적 연결 모델은 개인중심적 책임 모델을 통해 사회구조적 부정의를 개선

하려는 시도가 갖는 한계를 잘 보여주며, 동시에 그에 대한 대안적∙실천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겪는 

제약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점을 통해, 행위자들은 구조적 부

정의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나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에서 영이 제시하는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의 구분이 더 깊이 고찰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이 구분, 다시 말해 개인 행위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그 배경조건

으로서 사회구조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사회 

문제에 대한 많은 책임 논의들은 혼란스럽게 개진된다. 이 혼란은 본 논문

을 집필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이기도 했다. 가령 노동 착취에 대한 



 

364 

 

문제제기는 매장에서 티셔츠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매운동을 하지 않

은 데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 성차별적 사회 문

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책임은 정확히 무엇을 촉구하는

가? 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겨냥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시도들이 개인들을 

향한 비난중심적 언어로 해석될 때, 이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이루

어지지 못한다고 본다. 사회적 관행들이 부정의하다는 지적은 특정 개인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과 다른 층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이 관행들이 행위자들의 참여로 구성되는 것인 한, 구성원 개개인들이 면

책될 수는 없으며 이들은 때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를 성급하

게 법적∙도덕적 책임의 방식으로 묻는 순간 제기되는 책임의 내용은 다소 

부정확해지며 문제제기의 폭도 좁아진다. 그렇다면 인종주의, 성차별, 노동 

착취 등의 구조적 문제에서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행위자들이 

가져야 하는 책임의 내용 및 형식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 영의 관점을 

통해 시도한 대답은 사회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다. 다시 말

해 행위자들은 억압과 지배의 문제에 대한 타인의 호소를 경청할 책임이 

주어지며, 나아가 이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구받는다. 이 과정은 

행위자들이 담론 참여 속에서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자신의 구조적 연관을 

확인하고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과 자원을 공동행동에 투입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물론 사회적 연결 모델이 행위자들에게 요구하는 정치적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사회적 연결 모델 하에서 행위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책

임의 범위는 법적 책임 모델보다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론

장에서 부정의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이를 호소하는 과정도, 타인의 호소에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역시 행위자들에게 그리 가벼운 

부담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 책임은 행위자들에게 기존의 책임 

모델과 다른 층위에서 커다란 부담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들이 이를 짊어져야 한다면, 이는 그들 자신이 민주주의적 공동체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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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로부터 주어지는 소수자들에 대한 연대의 과제로부

터 생겨난다. 

 

6.2. 후속 과제 

 

끝으로 나는 본 논문의 후속 과제로서 다루고자 하는 세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개별 행위성으로부터 기인하

는 도덕적 책임과 맺는 연관이 자세히 구상될 필요가 있다. 영이 제안하는 

법적 책임 모델과 사회적 연결 모델의 관계는 불완전하게만 드러난 상태이

다. 영은 행위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거부하는 한 가지 회피 논변으로서 이

러한 두 층위의 책임이 충돌하는 상황을 드는데, 왜냐하면 정치적 책임의 

실현은 행위자들에게 매우 넓은 범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개별 

행위자들이 실현해야 할 특수한 범위의 도덕적인 책임(가령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회사 직원으로서 갖는 책임 등)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680 

이들 간의 관계는 사회적 연결 모델의 설명력을 보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과제는 구조적 부정의의 다양한 유형들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방식

에 대한 분석이다. 영은 구조적 부정의의 특정한 양태를 논의 모델로 다루

 
680 영은 이 문제를 레비나스의 고찰을 인용하며 살펴보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

이 두 책임을 비-환원적 방식으로 해명할 때, 이들 간의 관계는 분명한 긴장관

계의 형태로 드러난다. “우리가 레비나스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는 도덕적 삶에

서의 환원불가능하며 심지어 비극적이기까지 한 긴장이다. 우리는 정의에 대해

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각 개인들의 즉각적이고 잠재적으로 무한한 요청

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두 측면에서의 책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결코 책임을 이행했다고, 다시 말해 두 책임의 균형이 맞았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RJ, 163/277;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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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이를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 개념틀을 제시하고 있다.681 

이는 이론적 분석의 관점에서 필요한 시도이며, 또한 영은 각 부정의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틀로서 5가지 

억압의 기준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현실의 억압과 

지배 양상들이 각각 갖는 고유한 형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밀한 분석

이 필요하다. 이 분석이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후속 

과제로 남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부정의를 다루고 있는가에 따라 그 

정치적 책임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향후 논의에

서 사회구조적 부정의의 구체적 사례들에 영의 정치적 책임 논의를 적용하

는 시도를 전개하려 한다. 

셋째, 정치적 책임의 논의가 이처럼 개별 사례에 적용되는 경우로서, 구

조적 부정의가 갖는 역사적 성격을 적용한 책임의 문제가 있다. 영은 『정

의를 위한 책임』 7장에서 식민지배, 노예제 등 과거에 이루어졌던 부정의 

유형을 정치적 책임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를 간략히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상세히 전개되지 못한 채 요점만이 제시되고 있으

며, 영 사후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후속 논의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사

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682  특히 20세기 초중반 식민통치를 경험한 한국의 

맥락에서 역사적 부정의라는 주제는 매우 첨예한 문제를 제기한다. 가령 

강제징용을 당하거나 또는 종군 위안부로 전장에 다녀온 시민들에게 식민

 
681 JPD, 2장. 

682 대표적으로 Lu, (2017) Justice and Reconciliation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lliams, (2013)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Decolonization in Canada," in L. Michaelis & G. F. Johnson (ed.), Political 

Responsibility Refocused: Thinking Justice After Iris Marion Young, Toronto: 

Toronto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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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통치국으로서 일본이 갖는 책임은 무엇인가? 683  당시 직접적으로 피해

를 경험한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책임은 어

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식민지배 이래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구조적 

연관을 정의의 관점에서 서술한다면, 이는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가? 본고의 서술은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이 갖는 설득력

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에, 이처럼 구체적인 개별 사례

에서 형성되는 정치적 책임이 어떤 내용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과제로서 남겨두고자 한다. 

 

 

 

 

  

 
683 국내에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전해정, (2016)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과 비실증주의 법개념론: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책임의 근거를 모

색하며」 , 『한국여성철학』 , 26. 전해정은 여기에서 주로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반박을 전개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또한 법적인 책임을 일본

에게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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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deals with the concept of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social structural injustices, as suggested by the social/political 

philosopher Iris Marion Young. There are two main purposes of 

this study. One is to scrutinize the theoretical explanation of the 

'social connection model' presented as a type of responsibility for 

structural injustice. To this end, I examine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for structural injustice, which argues that "people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unjust social structures have a 

political responsibility to remedy it". In chapters 2 and 3, I discuss 

what it means for actors to participate in social-structural 

processes and how their responsibility differs from the traditional 

action-oriented responsibility. The second purpose is to spot and 

improve weaknesses in the practical feasibility of th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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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model. In chapter 4, I show the difficulties in bearing 

political responsibility. Despite the explanatory potential of 

Young's concept of political responsibility, due to the insufficient 

elucidation of the meaning of ‘social connection’, it fails to 

demonstrate convincingly that we are responsible for structural 

injustices. To solve this problem, in chapter 5 I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deliberative democratic process 

to which Young appealed in her previous works on redressing 

injustices.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political responsibility 

with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realizing political responsibility 

in citizens can be shown more convincingly. 

In chapter 2, I explain Young’s concept of the social-structural 

process. Conceiving political responsibility is possible only when 

the concept of the social structure as a subject of the theory of 

justice is conceived more broadly than in the realm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law or policies. When the sphere of justice is 

limited to public rules, the theory cannot sufficiently cope with the 

problem of injustice that arises in connection with everyday 

practices. On the other hand, explaining the boundaries of justice 

at the level of personal choices lacks the perspective of social 

structural matters that cannot be reduced to individual actions. 

Therefore, we need a theoretical standpoint that expands the 

scope of justice without forgoing macro-social view. In this 

context, I review Young’s explanation of the social structural 

process and how it i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her key concepts 

of "oppression" and "domination."  

The third chapter discuss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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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model," about which Young argues that it is 

differentiated from the legal/moral responsibility of the “liability 

model.”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models of responsibility 

comprises of five points. First, whereas the liability model 

excludes the influence of surrounding contexts and holds 

individuals responsible in isolation, the social connection model 

scrutinizes the background conditions that affected the individuals. 

Second, while the liability model holds individuals accountable for 

blamable actions and their consequences, the social connection 

model primarily attempts to question the existing social processes 

that led actors to these actions. Third, unlike the legal 

responsibility model, which arises from a past-oriented point of 

view, focus on punishing the individual who performed an 

erroneous act or demanding compensation for the wrongdoing, the 

social connection model aims to improve this unjust state of affairs 

in a future-oriented way. Fourth, in the liability model, an 

individual responsible for the act is specified as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whereas in the social connection model the 

responsibility is shared with everyone involved in the unjust 

structural process. Finally, from the liability model, the key to 

discharging responsibility is punishment or reparation. In contrast, 

the social connection model assigns political responsibility, which 

can only be discharged by participation in collective action to 

ameliorate the structural injustice. Through this discussion, I 

attempt to elucidate Young's social connection model in more 

detail and examine the criticisms levied at it thus far. 

Chapter 4 examines the arguments related to refusing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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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ies. The key to rejection is that actors do not accept 

the link between their actions and social-structural harm. Within 

comprehensive and complex social structures, it is difficult for 

actors intuitively to grasp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actions 

and the corresponding results. Due to this epistemic obstacle, the 

social connection as an interdependency between actors turns out 

to be insufficient concept to assign political responsibility. To 

address this objection, the meaning of the social connection should 

become apparent for actors to recognize the suffering of others 

or to regard themselves as subjects of responsibility. I refer to 

this epistemic problem 'structural ignorance' and try to explain it 

through Bourdieu's concept of habitus. The logic of social-

structural processes is embodied and reproduced by actors in an 

unconscious way rather than via the actors' conscious choices of 

explicit rules. Participation and reproduction in the social 

structural process occurs as actors forget their historicity and 

regard a certain context as essential and beyond choice. The 

condition for actors to take responsibility for structural injustices 

is to recognize the contingency of the social structural process. 

Finally, in Chapter 5, I suggest that actors' participation in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is a process that shapes their political 

responsibility. When political responsibility is explained through a 

deliberative procedure, communication within the public sphere 

provides a channel for recognizing connections between social 

members. The communicative process in which actors find 

themselves involved in injustice provides reasons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action to mitigate social harms with others as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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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gard, why responsibility for structural injustice is termed 

"political" rather than "moral" becomes clearer; the responsibility 

to improve unjust practices is not fulfilled from the embodiment of 

moral principles, but through a democratic process. The key 

points of this argument are twofold; on the one hand, the basis of 

asking for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phere must be presented. I 

regard self-understanding of public autonomy, which can be 

realized only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democratic 

citizens, as the basis for calling for communicative engagement. 

On the other hand, Young warns that the deliberative proces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eliminating differences among 

members, for removing the complex context in which structural 

injustices occur and are reproduced results in the practical 

incapability of diagnosing and redressing social injustices. In this 

context, the dialogue within 'asymmetric reciprocity,' i.e., 

participants having conversations without withdrawing from their 

structural status, is required. The social knowledge formed during 

this asymmetric dialogue process enables more effective solutions 

to be sought for injustice while also becoming a background in 

which actors can take politic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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