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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삼십여 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미국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간의 

논쟁， 즉 롤즈(John Rawls) , 드워 킨(Ronald Dworkin)과 같은 자유주의 이 

론가들과 로티(Richard Rorty) ,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산텔 

(Michael SandeD과 같은 공동체주의 이론가들 사이의 논쟁은 이제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의미를 평가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1) 이러한 맥락 

* 이 논문은 2뼈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뼈F-2002→Cf72- BM20l이 
1) John Rawls, A ηleoTγ of ]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J뼈1 

Rawls,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J 까leαy，" ]oun따1 of Philosophy, September 1980, 
pp. 515-72; John Rawls, “Justice as Faimess: PoliticaJ Not MetaphysicaJ"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4, no. 3 (Summer 1985), 308-33; John Rawls, Political μ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RonaJd Dworkin, 7ì.따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RonaJd Dworkin, “LiberaJism," in Public 
and Priuate Mon띠ity， ed. Stu따t Hampshir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면'8); Ric벼rdRαty， Philoso，매I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대 
Press, 1979); Richard Rorty, Consequences of Pragmat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Richard Rorty, “Postmodernist Bourgeois LiberaJism," ]ouma1 
of Philosophy, October 1983, pp. 잃3-89; Richard Rorty, “Solid때ty or Objectivity," in 
Post-Analytical Philosophy, ed. John Rajchman and Comel We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쨌)， pp. 3-19; Ric뼈펴 Rorη， ‘'The αntmgencγ of Community" London 
Review of Books, 24 J띠y 1986, pp. 10-14; Ala엄air Maclntyre, After Virtue (Notre Dame: 
U띠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Alasdair MacIntyre, Whose ]ustice? Whose 
Ratiomlity? (Notre 대rne: University of Notre Darne Press, 1關); Mic벼el 닮ndel， Liberalism 
andthe μ'mits of ]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없); Michael Sa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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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논문은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론가들이 각각 정 

치이론의 의미와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정의론J (1971) 이후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1985)와 『정치적 자유 

주의J (1993)을 통해 자신의 정의론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규정하면서 

비판적 입장들에 대한 반박과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려 하였다. 롤즈의 비 

판자들 역시 그의 주장을 재비판하는 가운데 정치이론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상이한 개념과 이해가 양자의 실질적 주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주목하게 되었다 2) 이제 권리， 자유， 의무， 공동체와 같은 개념들 

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상이한 이해뿐 아니라 정치이론의 의미 

와 역할에 대한 양자의 또 다른 이해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 

이다. 

기본적으로 롤즈의 “공정으로서 정의”에 관한 이론은 현대 서구 산업사 

회의 도덕적，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철학적 방법론 

을 제시하고자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션을 증진하고 

자 한다. 이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즈의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방법 

론적으로 너무 추상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 공동체주의자들에 

따르면 롤즈의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 tion)"는 인간의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결과 롤즈의 “원초적 

상태”는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주장과 갈등의 본질적 속성을 설명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이들간의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그 

“The Procedural Republic and the Unencumbered Se!f," Political πleory， February 
1984, pp. 81-96; Michael Walzer, Spheres cf ]ustice: A D하'ense cf Pluralism and Eq따l떼 

(New Y ork: Basic B∞ks， 1없3); Michael Walzer, “The Commu띠때rian Critique of 
Liberalism," Political πJeory 18, no.1, pp. 6-23. 

2) 롤즈논 “Justice as Faim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에서 “정치철학의 역할”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정치적 기반을 구체화하려 하였다 산텔은 “도의론 

적 자유주의"(롤즈， 노직， 드워킨의 자유주의 이론을 지칭)에 대한 자신의 비판에 “정치철 

학의 의미 그리고 정치철학과 세계와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산델의 

“The Procedural Republic and the Unencumbered Self," Polítícal TheOTγ， February 
1984, pp. 81-96을 참조할 것. 그 외에도 왈쩌의 Sphere 01 Justice (New York: Basic 
Books, 1983)와 드워킨의 “To Each His Own," New York Review cf Books, 14 April 
1983, pp. 4←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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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롤즈의 자유주의 이론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판가들은 정의와 공동체에 관한 논의에 있어 실질 

적인 도덕적， 정치적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행위와 경험에서 

비롯된 정의와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게 된다.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간의 논쟁은 분명 자유주의의 철학 

적 기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이론적으로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 

러나 필자가 보기에 양자 사이의 이러한 이론적 논쟁은 사회 정의에 대한 

정치적 이해나 사회 정의의 실질적 원인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사실 공동체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은 

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정의” 만큼이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자유주의자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무제한적인 자아를 정당화하는 오류 

를 범하였다면 공동체주의자들 역시 구체성이 결여된 비현실적인 정치이 

론을 제공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사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양자의 이론적 

시도들이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등장했을 때 롤즈의 정의론과 그에 대한 로티， 맥킨타이어， 산 

델 등의 비판은 정치이론으로서 모호하거나 또는 전혀 정치이론이 아니었 

다.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 양자 모두 그 이론적 출발점이 정치적 영 

역(정치의 영역을 어떻게 정의하든)에서 벗어나 있었다，3) 개인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세계와의 이러한 모호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이들의 이론적 시도가 갖는 정치적 한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요컨 

대 이러한 관계가 곧 시민의 정치적 경험과 정치적 영역의 본질에 관한， 

3) A Theory 01 Justice에서 롤즈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의론이， 미국의 철학적 전통에서 
공리주의의 도덕적 원칙들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덕철학 또는 “도덕이론” 
임을 밝히고 있다 Raw!s(1970, pp 띠i-viii， 3을 참조할 것 롤즈의 이러한 경향은 “공정 

으로서의 정의”는 미국의 정치사상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공리주의 전통에 
대한 대안이라고 규정한 “Jus디ce as F머mess"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 Raw!s(1985) , p. 
226을 참조 할 것 또한 산텔은 “도의론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주로 “개념적 “도덕 

적 “인식론적” 차원에서 시도하였다 Sande! (1982) , pp. 1, 165, 182-83을 참조할 것 맥킨 
타이어 역시 자신의 주장과 이론의 기반이 “윤리학”과 “인식론”에 있다고 밝히고 자신의 

이론을 “도덕철학”이라고 주장하였다 MacIntyre(198ll, pp. 264-7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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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보다 일반적으로는 정치이론과 정치적 행위의 관계， 보다 특 

수하게는 정치이론과 정치적 사유사이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이해를 야기 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유주의와 공 

동체주의자 모두 현대 미국사회에서 부정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지도 

못하였고 정치이론가들이 그것의 개선과 개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 

할 수 있는지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11. 자유주의와 정치의 영역 

1985년에 쓰여진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롤즈는 그의 정의론의 정치 

적(형이상학적인 측면과 대조되는) 기반을 강조하기 위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개념의 정치적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부각시키려 하였다. 물론 

이러한 롤즈의 시도가 『정의론』에서 제시되었던 그의 기본적 주장들과 모 

순되거나 배치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그의 정의론의 기본 요 

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정의론』에서 롤즈는 ‘정의’를 정치적 개념보다는 도덕적 개념으로 다루 

었고 기본적으로 도덕과 정치를 상호 구별되는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하였 

다. 여기서 정치는 현실적 삶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면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도덕적 원칙들， 즉 보다 높은 차원에서 철학적으로 체계화 된 “규 

범의 공적체계”에 종속되어진다.4) 롤즈의 정의론의 중심 주제인 사회의 “기 

본 구조”는 그 자체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한 예 "5) 이다. 롤즈는 그의 

정의론의 대표적 인간， 즉 “도덕적 주체”를 그의 모든 가치가 맨 처음 “원초 

적 상태”에서 우리의 직관으로부터 비롯되는 전형적인 인간인 합리적 개인 

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 러 한 롤즈의 도덕적 주체가 사회의 역사적 조건 

이나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행위동기와 어떻게 관련되어있는지 분명하지 

4) Raw!s(l971), p. 88. 
5) Raw!s(197ll,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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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또한 롤즈 정의론의 정치적 주제인 “사회의 기본구조” 역시 현 사회 

의 실제적인 역사적， 정치적 전통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롤즈의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형이상학적 기반올 갖지 

않을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것의 역사적， 정치적 기반은 매우 모호하다.6)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중의 하나는 롤즈로 

하여금 자신의 이론의 역사적， 정치적 좌표와 위치를 보다 분명하게 하도 

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결과가 1985년의“공정으로 

서의 정의”와 1993년의 『정치적 자유주의』로 나타나게 된다. 툴즈에 따르 

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도덕적”개념의 적용보다는 그 결과를 반영하 

는， 정의에 대한 “정치적”개념이다. 이제 그의 정의론의 “도덕적 주체”는 

“시민”이라는 정치적 주체가 되었으며 그 시민이 속한 정치공동체는 “민 

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보편적 외형을 띠고 동장하게 되는 현대 서구의 

선진 산업국가로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수정의 결과 “원초적 상태”라고 하는 막연하고 비현실적 

인 개념조차도 처음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가 처 

음에 “직관적”이라고 명명했던 개념들을 근대 민주주의 국가와 결합시킴 

으로써 구체적인 역사적， 정치적 맥략 속에 위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롤 

즈는 “원초적 상태”에 좀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을 추가하고 추상적 

인 합리적 선택이론과의 연계를 유보함으로써 “원초적 상태” 개념을 새롭 

게 재구성하였다，7) 롤즈 정의론의 실용적 측면은 “원초적 상태”의 새로운 

경계조건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제 그러한 조건들은 “도구적 합리성 (The 

Instrumenta1ly Ration머)"보다는 “이성 (The Reasonable)"에 의해 규정되 

며 따라서 “무엇이 정당한 이유로 간주되어야하는가”하는 문제에 있어 실 

제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기준에 의존하게 되었다.8) 시민의 기본 가치와 특 

6) 같은 자유주의자인 드워킨의 이론 역시 역사적 지위가 모호한 “제도”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치를 “상호 경쟁하는 권리주장들”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Dworkin(l인7)， pp. 184-205. 
7) Raw!s(1985), p. 'l37 
8) Raw!s(l985), pp. 'l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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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 성격들도 이제 우리의 직관보다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이 되 

는 “중층적 합의 (Overlapping Consensus)"로부터 유래하게 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합의에는 “다양한 제도와 그에 대한 역사적 해석의 전통을 포 

함한 ... 입헌 민주주의의 공공 문화 전체를 구성하는 암묵적으로 인정된 

공통의 기본적 사고와 문화가 포함된다 "9) 롤즈는 또한 그의 정의의 두 원 

칙을 이러한 합의에서 도출하기까지 한다 10) 끝으로 롤즈는 이러한 조건 

들은 “그 역사적 기원을 종교개혁과 그 결과로 나타난 관용의 원리의 발 

전으로부터 야기된 종교전쟁 그리고 입헌 정부체제의 발전 및 대규모의 

산업적 시장경제의 다양한 채도들에 두고 있다"11)고 말함으로써 “중층적 

합의” 개념에 역사적， 정치적 근거를 부여하게 된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제 사회에서의 공통의 의미와 이해에 대해 적절한 관심과 배 

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 롤즈는 그가 직관적 

이라고 했던 개념들이 이미 그러한 것들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 

는 것이다.12) 

이러한 변화와 수정의 결과 롤즈의 정의론에서 역사적 현실과 이론뿐 아 

니라 도덕과 정치의 관계가 좀더 긴밀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리하여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양자 모두 미국의 정치구조가 처해 있는 

현재의 윤리적 상황에 주목하는 가운데 문제의 해결책을 미국의 역사적， 

정치적 전통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환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논쟁이 사실 

상 종결되었다고 보는 시각마저 대두되었다.13)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기 

9) Raw!s(l985l, pp. 224-25, 껑8. 

10) Raw!s(l985), p. 2Z7 
11) Raw!s(l985), p. 225 
12) 드워킨은 자신의 주요 개념인 “동등한 관심과 존경”이 미국의 역사적， 정치적 전통에 근 
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Dworkin(1977), p. 201을 참조할 것 그러나 드워킨은 자신의 문 
화적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자신의 이론을 서구의 정치적 

경험과 역사에 연결시키려는 롤즈도 그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미국의 실제적인 정치 
적 경험과 삶의 특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아무언급도 하지 

않고있다 

13) 실제로 로티는 이제 롤즈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지로 간주하기까지 한다. 
Rorty(l986), p. 1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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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1971년 이후 롤즈가 걸어온 역정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임과 

동시에 양자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롤즈가 제시하는 시민의 특징적 모습은 여전히 형식적이며 따라서 기 

본적으로 칸트주의적이고， 시민들이 그들의 사고를 이끌어 내는 합의라는 

개념 역시 여전히 추상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역사적 경험과 사실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이론에서 그것들 

의 역할은 대부분 편의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즉 롤즈는 그의 정의론이 

“관용의 원리를 철학 자체에 적용”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그의 이론에 

부합하는 역사적 사례들을 모두 관용의 원리로 환원시킨다 14) 또한 롤즈 

는 “중층적 합의”의 역사적， 정치적 성격을 매우 조심스럽게 규정한다. 그 

리고 그러한 합의의 역사적 근거들이 어떠한 현실적， 정치적 지위를 갖던 

간에 롤즈는 그 합의가 특정한 정치적 해결과 연결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 

는다. 그리하여 그의 “관용의 원리”는 가톨릭교리와 무신론을 인정하게 되 

었고 그의 이론은 정치적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유효하다고 믿었다. 롤즈 

에게 정치적 조건이란 우연적인 것이고 그것의 도덕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홉스적인 것으로， 매우 자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롤즈의 사고는 

“공정으로서의 정의펙 철학적， 도덕적 권위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조차 

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15)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이론의 우월성은 “중층적 합의”에 대한 롤즈의 설 

명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가설적이며 비역사적인 논리적 

고안물”인 “원초적 상태”에 의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원초적 상태”는 

인간의 실제적 삶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에 하나인 “우연성”을 제 

거함으로써 그것의 기능 -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성공적인 정치적 사유를 

제공하기 위해 정의의 원칙들을 결정하고 또 적용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 

장하는 것 -을 수행한다. 

실용주의를 도입함으로써 롤즈는 “형이상학적” 개념에 의존한다는 비판 

14) Roπy(1986) ， pp. 223, 231 
15) Rorty (1986) , pp. 247, 엉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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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박하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정치적 개념으로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지만 그의 정의론은 여전히 정치적 역사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롤 

즈는 자신의 정의론을 “특정한 정치적 전통"16)에 근거시킴으로써 추상적 

이고 형식적인 형이상학적 근본주의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이 새로운 근거는 그에게 그의 이론의 역사적， 정치적 입장과 위치를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물론 롤즈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 개념인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원초 

적 상태를 구성하고 그것을 정치와 역사에 연결시키는 과정을 보면 분명 

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의론』에서 롤즈는 그의 정의의 원칙들이 “한번의 공동 행위”를 통해 

선택되어 졌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들은 사 

회 구성원의 모든 다른 합의들을 “규정해야 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 

와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사회적 혜택의 배분을 “결정해야 한다 “공정 

으로서의 정의”에서 롤즈는 어떻게 “사회가 상호협력의 공정한 체계”로서 

인식되어 “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정의에 관한 두 원칙이 “기본 

적인 제도들에 의한 자유와 평등과 같은 가치 실현에 지침 "17)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롤즈의 “-이어(해)야 한다”는 표현은 

우리를 설제 시간과 실제 공간에서 벗어나 순수한 이론적 상황에서 추론 

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의 이론적 작업을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게 한다， 

롤즈의 이러한 표현은 아울러 우리를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현재에 위치 

시킴으로써 원초적 상태라고 하는 이론적 장치의 작용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며 원초적 상태에서 우리는 롤즈의 형식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시 

민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특성들은 잊어야만 한다. 

이제 롤즈의 이러한 전략은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 

는다. 우리가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어느 정도 추상될 수 없다면 우리는 우 

리 자신을 동료시민들과 평등한 존재로서 자유롭게 공동의 삶을 나누는 

16) Raw!s(l985), p. 225 
17) Raw!s(l985), pp. 232-33, 227; Raw!s(l97l),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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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판적 분별력을 결여하게 되고 우 

리의 차이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결합시키기보다는 우리를 제한하고 분 

열시키게 될 것이다. 문제는 원초적 상태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이 우리를 결합시키고 우리에게 현대사회에서 정의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과연 “원초적 상태”가 정 

치 이론의 형성 또는 정치 공동체의 수립을 위한 충분한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일단 롤즈가 어떻게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전통의 

맥락 안에 두면서도 동시에 정치를 넘어서도록 만드는지를 검토해보면 분 

명해 질 것이다. 예를 들어 롤즈는 자신의 정의의 원칙들이 특정한 도덕 

적， 철학적， 종교적 교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그 원칙들이 

특정한 역사적 합의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는 것이기를 원했다 18) 그리고 롤즈는 그것을 자신이 표현한 바와 같이 

“회피적 방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일관되게 이루 

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회피는 롤즈의 이론이 해 

결하려 하는 사회적 갈둥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 

서의 정치의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롤즈의 “회피적 방법”은 역사로부 

터 정치를 분리시키려한다. 우리가 여기서 롤즈가 제시한 공공영역과 사 

적영역의 상호작용 과정과 실제 세계에서 양자가 상호작용 하는 양상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지적의 타당성이 분명해 질 것이다. 

사적영역과 공공영역에 대한 롤즈의 개념은 개인의 “사적”인 친분과 시 

민이라는 “공적” 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이해에 잘 나타나 있다.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에 대해 서술하면서 롤즈는 칸트의 “형식적이고 필연 

적” 영역과 “실질적이고 우연적”영역이라는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있다. 롤 

즈에게 이 양자간의 관계는 규정적이다. 즉 공적 규범과 규칙들은 “사적” 

인 이해와 관심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를 체계 

화한다. 이것은 롤즈의 정의론의 분배적 측면을 상기시킨다. 여기서 롤즈 

18) Raw!s(l985), pp. 225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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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민들의 개인적 선호， 지연적 속성， 종교적 · 인종적 정체성， 사회경제 

적 계급(그들의 신념， 애착， 충성심)과 같은 “우연적”요소들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이것들을， 자신의 가치와 선(善)을 선택하는 도덕적 능력 

과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능력을 부여받은 자유 

롭고 평둥한 존재라고 하는 규정적인 시민개념 안에 포괄시키고자 한 

다 19) 그리고 이러한 사적 요소들이 동장하게 되는 방식은 그것이 정의의 

원칙을 경험하고 적용하려는 시민들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이미 주어진 것 

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산텔은 롤즈가 자아의 구성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도덕적 주체는 그의 사적인 애착에 의 

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롤즈는 위에서 언 

급한 사적인 애착이 우리의 본성을 구성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 

만 그는 시민의 공적 정체성 형성에 그것의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는 것이 

다. 롤즈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가치와 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둥한 존재로서의 시민의 지위는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롤즈의 문제는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하는데 있는 것이 아 

니라 두 영역을 연관시키는 방법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롤즈의 시민개념 

의 칸트주의적 속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관용의 원칙을 강조할 때 롤 

즈는 칸트보다는 로크를 연상시키지만 시민 개념을 논함에 있어서는 로크 

보다는 칸트에 더 많이 의존한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개념에서 신의 위치 

에 대한 로크와 칸트의 견해 차이는 정의로운 사회의 구조에 대한 논의에 

있어 정치적으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혁명에 대한 견해에서의 양 

자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로크에 따르면 통치자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억압받는 다수의 시민들은 혁명의 권리를 갖는 반면 칸트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로크의 통치자는 그의 정당성을 시민 

의 동의에서 찾지만 칸트의 통치자는 법의 최고의 집행자라는 지위에서 

19) Raw!s(l985), pp. 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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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정당성을 찾는다， 시민들의 동의보다는 법의 제도적 구조가 정치 

영역에 대한 칸트의 개념과 정치영역에서 시민의 역할에 대한 칸트의 견 

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칸트가 보기에 사적 또는 공적 이해와 관심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 행위의 도덕적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롤즈도 통치의 방향과 정당성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가 지니는 지속적인 

중요성을 사실상 간과하였다. 롤즈의 주된 관심은 안정을 유지하고 시민 

들 사이에 공적 합의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그에게 민주주의 사회의 대표 

적인 정치현상인 시민과 정부의 관계，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는 부차 

적인 것이다. 물론 롤즈는 공적합의가 존중되는 한 동의는 보장될 수 있다 

고 주장할 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의 형성에 있어 “사적인 관심(애 

착)"의 역할을 간과함으로써 롤즈의 정의론은 실제로 한 정치공동체가 역 

사적 실체로서 존재해나가는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다. 

롤즈가 그의 정의론의 기저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형식적 자유와 평 

등은 매우 높은 수준의 공공도덕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원리로 

서 그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을 가리키고 있다. 예를 들어 형식적 자유 

와 평등이 계약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적인 거래에도 이런 규범적인 사고가 수반되면서 그 거래를 정당화한 

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는 그것이 자유롭고 평둥한 존재로서 시민의 “도덕 

적 능력”을 훼손할 경우에만 롤즈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 

덕적 능력의 훼손에 기여하는 것을 롤즈는 “우연적 요소”라고 간주하였는 

데 이 우연적 요소는 실제로 훼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 

지 못한다. 반대로 현재의 우연적 요소들과 현재보다는 과거에서 비롯된 

문제 사이의 관계는 원초적 상태의 퍼스펙티브에서 제외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수인종과 저소득 생활자의 이해를 대변해줄 정치적 기구의 결여뿐 

아니라 수많은 흑인들의 비참한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종주의와 자 

본주의의 역사적 결과들은 “중층적 합의”의 구성에서 제외된 “우연적 요 

소”로 다루어진다. 미국 흑인들의 노예상태와 인종차별의 처절한 경험은 

공적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차별의 원리에 입각해서 원초적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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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사고하는 롤즈의 시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롤즈의 

정의론은 그 규범적 성격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의 사고는 주로 “배분” 

이라고 하는 정태적 수준에서 작동하며 “생산”이라고 하는 역동적 수준에 

대한 과거의 영향은 그것들이 “우연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대부분 

의 경우 그대로 인정하거나 주어진 것으로 전제할 것을 요구한다 

요컨대 문제는 롤즈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차별화 한다는 사실이 아 

니라 어떤 식으로 차별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롤즈는 시민들을 공적 요소 

와 사적요소로 이분화함으로써 사적인 관심과 집착이 공적이해와 관심으 

로 전환되는 과정(정치의 근본적 과정)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롤즈는 시 

민으로서 우리 삶의 정치적 차원이 어떻게 공정영역과 사적영역 모두를 

포함하게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그러한 중요한 정치적 

현상들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롤즈는 역사와 정치의 관계， 또는 정치와 정 

의의 관계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롤즈의 도덕적， 인식적 기확이 실제 정치세계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사실 

은 “중층적 합의”에 대한 그의 설명을 분석해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다. 롤즈는 이러한 합의를， 다양한 철학적， 종교적 교리들을 포괄하고 정당 

한 정치적 사고를 위한 토대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텐트라고 규정한다. 그 

리고 그것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기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정치적 합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롤즈의 정의의 

원칙들은 선(善)에 대한 개념들과 거리를 두고 작동하게 되는데 이는 민주 

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통합의 토대는 단일한 선의 개념에 의해 제공될 수 

없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다. 롤즈의 이론은 “정의”를 조장하면서도 도덕적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를 용인한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을 포괄 

하지는 못한다. 롤즈의 “중층적 합의”는 사회적 정의의 이해와 성취를 위 

한 적절한 안내자가 되기에는 정치공동체의 역동적인 역사적 현실에서 너 

무 떨어져 있다. 

롤즈 정의론의 이러한 측면은 우리가 그의 정의 개념이 정치적이라기보 

다는 법률적， 관료적， 그리고 행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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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롤즈가 그의 정치적 심의에 대한 개념을 규범의 

체계에 의존하는 방식을 보면 이러한 측면이 잘 나타난다. 사회적 맥락에 

서 규범과 규칙은 전형적으로 행정적 지침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리고 그 

러한 지칩은 그것의 시행을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존재 

할 때 더욱 유효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러한 법률에 대한 지지는 일종 

의 정치적 산물이며， 그것이 때로는 폭력과 물리적 힘 또는 정치적 토의와 

언어를 수반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정치적 갈등과 해결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롤즈의 이론에서 이러한 지지는 합의에 기반한 규범의 공식체계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공공 문화”와 “공공 정체성”의 일부로 

간주되어진다， 그리하여 원초적 상태에서 용인된 정치적 심의와 사고가 

이제는 단순하게 그러한 규칙들을 행정적 도구적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으 

로 나타나게 된다. 롤즈의 관점에서 그러한 정치적 심의야말로 안정과 정 

치적 통일성 그리고 정의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 

치적 심의는 이미 실제 정치공동체의 진정한 문제들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기할 수가 없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제도화가 권리를 소유 

한 시민이라는 법적 정체성의 보전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 

치적 정체성의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롤즈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우리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정치적 갈등과 관심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롤즈와 자유주의자들은 비판적인 이론가들이 지적하는 그런 

종류의 정치적 문제들을 보지 못한다. 그러한 맹점들이 롤즈가 주장하는 

정의의 원칙들의 도덕적， 정치적 유효성을 제약하고 있다. 요컨대 자유주 

의 이론은 정치적인 차원과 이론적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정 

치이론 또는 정치철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롤즈의 견해와 관련되어 있 

다. 정치이론의 역할이란 정치이론이 무엇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정당화 

하고， 비판해야하는지 이미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실현 

된 정치공동체의 도덕적 윤리적 기반들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결 

국 정치이론은，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원초적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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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합의”를 이용하는 자유주의적 시민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이 

러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적 정치적 삶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III. 공동체주의와 정쳐의 앵역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의 원리와 사 

회적 행위 사이의 “자유주의적 관계”를 정반대로 바꿔 놓았다. 즉 그들은 

롤즈와 드워킨이 배경에 위치시킨 것을 전경으로 배치시켜， 사회적 행위를 

사회적 원리와 그에 대한 이론형성의 근거로 만들었다. 자유주의자들이 

보다 일반적인 관점의 형성을 위해 경혐의 다양한 특수성들을 추상하였다 

면 공동체주의자들은 오히려 삶의 실제적 경험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이론 

적 추론이 항상 그러한 경험 안에 머물 수 있는가 고민하였다. 그러나 공 

동체주의자들의 이러한 시도 역시 정치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있어 근본 

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정치영역에 대해 매우 

제한되고 협소한 개념을 제시하였다면 맥킨타이어와 산델 같은 공동체주 

의자들은 정치영역에 대해 별 다른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롤즈의 이론 

에서 너무나 형식적인 것들이 맥킨타이어와 산델의 경우에는 형식마저 없 

어지거나 로티의 경우에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단순한 기능적 측면에 머 

물고 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각자가 매우 다양한 입장 

을 보이고 있다. 맥킨타이어는 현대의 윤리적 담론에는 어떠한 도덕적 합 

의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결과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대화와 토론 

에는 항상 오해와 모순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본적 합의의 존재를 전제하는 롤즈와 

드워킨의 자유주의이론은 실제 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해에 있어 심각한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산델의 현대사회에 대한 견해는 맥킨타이어의 

그것보다 덜 분명하고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 역시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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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사회는 상호협조적인 미덕을 고양하고 증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2이 한편 로티는 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그의 비판을 자유주의 

사회와의 어떤 특정한 관계로 연결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21) 

공동체주의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목적론적 공동체주의자와 비목적론적 

공동체주의자의 차이로 이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목적론적 공동체주의 

자들은 현재 사회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공동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공동체를 상정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맥킨타이어와 산 

델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로티나 그의 지적 동지인 오크쇼트(Michael 

Oakeshott)는 비목적론적 공동체주의자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상 

적인 공동체를 특정한 공통목적의 실현과 연결시키지 않으며 현대사회에서 

지향되고 있는 목적들에 대해 그렇게 명확하게 비판적이지도 않다. 

현대 사회의 건강함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이 무 

엇이든 간에 이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이론이 우리의 실제적 행위 

에 근거하지 않은 “권리”와 같은 추상적 원칙틀을 도덕적， 정치적 논의에 

서-드워킨의 표현을 벌자면-“비장의 차드”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 

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가 상응 

할 수 없는 비인간적 실체를 상정하는 자유주의 원칙들을 배격한다. 자유 

주의자들이 추상적 원칙에 얽매이는 반면 공동체주의자들은 전통에 관심 

을 갖는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우리가 참여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공통된 이해와 공통의 기준들에 기울인다면 우리의 도덕 

적， 정치적 대화와 사유는 더욱 풍요로와질 것이라고 역설한다. 

공동체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전통은 우리의 공통의 관심사에 관한 진정 

한 도덕적 담론의 필수불가결한 기반으로서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 

은 이러한 전통이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는데 일관성을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전통에 특별한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부여한다. 반면에 자유주의 

20) Ma이ntyre(198l)와 Sandel(l982)를 참조할 것. 아울러 산델과 유사한 입장으로는 Robert 
N‘ Bellah의 Habits 01 the Heart: l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New York: Harper & Row, 1986)을 참조할 것 

20 로티의 이러한 측면은 Rorty(1979), pp. 33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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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전통 또는 공동체의 잠재적인 자의성과 아울러 특정한 사회적 가 

치와 관행이 비판적 평가로부터 예외적으로 면제될 가능성 때문에 전통과 

공동체에 대해 미리 예정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공동체주의 

자들에게 전통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공동체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원천이기에 자유주의자들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의 가치란 무엇인가? 어떻게 공동체가 사회를 정의와 선 

(善)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공동체란 개념은 이데 

올로기적인 가치와 결합되지 않고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개념 

이다. 물론 현재 미국의 공동체주의자들은 전형적으로 공동체개념은 비이 

데올로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의미에서든 보수 

주의자로 이해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를 단호하 

게 거부한다. 로티는 자신이 이미 부르주아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주장한 

다.22) 이와 같이 공동체주의자들이 정치적 참여와 행동을 배제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정치영역에 대한 그들 

의 분명하지 않은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해될 만한 것이기도 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의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그들이 중요시하는 공동체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먼저 맥킨타 

이어를 보면， 그는 가장 분명하게 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하였지만 그러한 

공동체개념의 역사적 실례(고대 그리스와 중세기독교 공동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현대적 형태와 특징은 추측을 통해서나 가 

늠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회를 도덕적 공동체로 만드는 본질적 요소 

는 우선 인간의 어떤 행위들이 유덕한 행위이고 일반적으로 덕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공통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 사이 

의 차이 또는 그리스인과 중세의 아퀴나스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객관적인 윤리적 질서로서 인간 삶의 조화로운 체계 안에 모든 

덕의 위치를 규정하는 우주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전제”잃)만큼은 공유하고 

22) Roπy(1983) ， p. 많5 

23) MacIntyre(1981), pp. 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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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는 인간의 삶은 “내러티브의 질서” 또는 통일 

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만든다.낌) 이러한 공동체들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선(善)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통의 집단적 

이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된 선은 인간과 그들의 공동체가 총 

체적으로 추구해야할 공동의 목표 즉 텔로스(Telos)로 존재하게 된다. 

공동체에 대한 산델의 견해는 맥킨타이어에 비해 덜 역사적이지만 그것 

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산텔에 의하면 진정한 공동체는 그 안에서 “우 

리의 자기이해가 개인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의 주체(가족， 종족， 도시， 계 

급， 민족， 국민)를 이해하게 되는 터전”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담론에 있 

어 공통의 어휘， 암묵적인 관행과 이해의 공통적 배경” 동을 특징으로 한 

다. “공동체는 구성원의 공통적인 자기이해로 구성되어야하며 그러한 이 

해는 공동체의 제도로서 구현되어야한다. 공동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 

인의 감정과 성향과는 구별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선하는 자기이해의 기 

본 툴을 제시한다"엉) 

이러한 공동체 개념은 사회의 공공 삶에 있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입각한 자유주의자의 공동체보다 훨씬 더 강한 유대를 요구한다. 맥킨타 

이어와 산델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공동체”의 중요성을 충분 

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롤즈 정의론의 핵심적 결함이라고 주장한다. 그 

렇다면 우리는 공동체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어리석 

게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공동체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맥킨타이어와 산델의 두드러진 공통적 특정 중 하나는， 자신의 저작 

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주장을 펴면서도 보 

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반대하거나 또는 선호하는 특정한 정치적 조치와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맥킨타이어가 언급한 공동체의 유일한 근대적 예는 “학교， 병원， 또는 

24) MacIntyre(198ll, p. 135. 
25) Sande!(1982), pp. 1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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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것이다.26) 정치적 관점에서 맥킨타이어의 

가장 큰 문제는， “근대정치는 다른 방법에 의해 수행되는 내전이며 근대정 

치는 제도적으로 덕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도덕 

적 합의의 문제가 될 수 없다"27)는 이유에서 “근대적 정치질서”와 “근대 

의 체계적인 정치”를 단호하게 거부한다는데 있다. 물론 맥킨타이어는 “부 

정의와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하거나 “자유”가 위협받 

도록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맥킨타이어의 덕에 

대한 관심은 근대적 인간의 이기적 개인주의， 탐욕스러움， 그리고 근대 경 

제질서의 시장적 가치에 대한 경멸을 수반한다. 그러나 근대의 정치적， 사 

회적 제도가 그렇게 철저하게 경멸의 대상이라면 그 대안으로서 맥킨타이 

어가 말하는 덕의 정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또한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계속해서 야기하게 된다. 어 

떤 의미에서 공동체주의는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비판적 감수성 (Critical 

Sensibility) "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는가? 맥킨타이어는 현재의 사적영 

역과 공공영역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지역적 수준에서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공동체와 유사한 형태에 해당하는 다수에 의해 특정한 도덕적， 윤 

리적 입장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용인되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은 자 

코뱅 식으로 “공적미덕”의 이상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러한 문 

제는 맥킨타이어 자신이 구체적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사실 맥킨타이어가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세계관은 그것의 정치적 토대인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가 더 이상 존재하 

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정치개혁을 위한 길잡이로서 기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치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맥킨타 

이어에게 정의는 사회제도를 위한 최고의 가치로서 남아있고 궁극적으로 

다른 가치들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잃)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 제도들과 

26) MacIntyre(1981), p. 141. 

27) MacIntyre(1981), pp. 236-37. 
28) MacIntyre(1981),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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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정치적 대결을 회피하고 맥킨타이어는 결국 대규모의 현대사회 

에서 난해한 정의의 실현대신에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사적인 덕의 함양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주의자의 헌신과 정의 사이의 모호한 관계는 산델 

의 저작에도 역시 나타난다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겨i1Æ 에서 산델은 공동 

체를 “정의에 불안한 존재"29)로 규정하였다. 공동체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자신의 개념으로 수렴시키고 정의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도의론적 자유 

주의(Deontological Liberalism)"의 정의개념으로 수렴시킨 것은 차치하더 

라도 “공동체”와 “정의”를 상호 상반되는 원리 또는 가치로서 대립시켜버 

린 산델의 시도는 곤혹스러운 것이다. 어쩌면 그의 이상적인 “구성적 공동 

체”는 정의로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정의로운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실제적인 정치문제-소수계 보호법(Affirmative Action)-와의 

유일한 대결에서 산델의 이론은 어떠한 명확한 정치적 처방도 제시하지 

못했다.떼) 

산텔에 따르면 롤즈의 정의론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공통의 관심사를 

제시할 만큼 충분히 확장되지 못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롤즈의 토론적 사고의 주체는 어느 것에 의해서 

도 “제한받지 않는 자아"31)이기 때문이다. “원초적 상태”라고 하는 롤즈의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실험대신에 산델의 모델은 도덕적으로 구체화된 자 

아와 보다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성격， 자아 인식， 우정”과 같은 문 

제들을 다룰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산델의 모델은 구성적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32) 그러나 맥킨타이 

어가 근대에서 그의 공동체개념에 부합하는 “비정치적”인 예를 제시했듯 

이 산델 역시 심의에 대한 “비정치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그 모델은 친구 

에게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길을 택한다면 그것이 그 사 

29) Sande! (1982), p. 183. 
30) Sande!(1982), pp. 135-47 
31) Sande!(l982), pp. 93-94. 
32) Sande!(l982), pp. 1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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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경우였 

다. 산텔에게 그러한 심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친구가 내가 

간과한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내 앞에 놓인 대안들과 나의 정체성이 작용 

하는 방식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나의 

기존의 자아상은 이제 잘못된 것이 되고 나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나의 

친구가 나보다도 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잃) 

이것이 정치적 심의에 대한 산텔의 기본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주 

의와 정의의 한계』에서 산델은 자유주의는 “정치가 제대로 진행되면서 그 

전에 혼자서는 알 수 없었던 공동의 선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게 될 가 

능성을 망각하고 있다"34)고 주장하였다. 

산델의 이 모델은 두 개의 중요한 구분 즉 사적인 심의와 정치적 심의 

의 구분 그리고 근본적인 심의와 일상적인 심의사이의 구분을 무시하고 

있다. 공동체구성원의 공통적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서 산델은， 정 

치적 심의와 사고에서 집단적으로 행위하는 시민의 판단이 개인적으로 행 

위하는 시민의 판단보다 우월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산델의 보다 개인적인 심의개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적 의미는 흐려지고 있다. 분명히，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심의하는 재 

판관과 배심원 또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해 심의하는 입법 

자와 같은 형태의 정치적 심의는 여전히 정치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동제의 집합적 영혼을 정치적 논쟁의 전리품으 

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정치공동체는 근본적인 심각한 변화를 겪게되는데， 정치적 심의의 결 

과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기반으로 향하거나 또 

는 정치적 심의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분열과 해체로 향하게 

된다. 사적인 삶에 있어서도 한 사람을 잊거나 피하고자 할 때 개인의 정 

33) SandeJ(1982), p. 181 
34) Sande!(1982),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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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이 친구들의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적인 심의와 정치적 심의가 일치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추정은 그 자 

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정의의 실현과 정치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 아리스토텔레스도 개인적 덕과 정치적 덕을 

구분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모두 절친한 친구로서 서로간에 심의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구성적인 집단적 정체성에 몰두하는 것이 특정한 정치 

공동체의 공적심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롤즈의 심 

의개념은 그것의 범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제시켰지만 한 사회의 심 

의라는 것이 단순히 심의를 밀도있게 구성하거나 개인화시킨다고 해서 발 

전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산델은 자유주의에 대한 자신의 비판의 정치적 차원과 정치적 

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 

의 관계에 대한 그의 유일한 언급은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동장한다. ‘“사적’인 목적이 중요시되는 어떤 구성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공적’ 목적이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 

을 인정하는 것이다잃) 이러한 산델의 주장에서 문제는 그가 말하는 사적 

으로 구성되는 것과 공적으로 구성되는 것 사이의 “불가피한” 관계가 무 

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사적 영역의 구성적 가능성은 유사 

하게 구성되는 공정영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 

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적영역과 공정영역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문 

제는 대부분의 실질적인 정치적 논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36) 산델의 

저작에서 정치와 그것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아마도 산델의 

공동체주의적 시각에는 보다 심도있게 구성된 자아와 사회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 

35) Sandel (1982), p‘ 183. 
36) 정치적인 것(The Politicaj)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의 한계와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 

인 것이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으로는 C때e Patem뻐， “Sublimation 
and Reification: 1ιocke， Wolin and the Liber외 Democratic Conception of the P，이itic외 
Politics and Soα‘eη 5, no. 4 (1975): 441-6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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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백킨타이어와 산델이 정치로부터 떨어져 있다 

는 것은 사실 그들의 프로젝트의 일관성에 근본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그 

것은 그들의 이론이 지니는 문제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로티의 이론에도 존재한다. 맥킨타이어의 비판적 사고가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합의의 가능성올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로티는 그 

러한 합의라는 것이 일관되지 못한 모순된 개념이라고 믿고 있다. 로티가 

보기에 합의와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구성적 또는 목적론적 개념은 오직 

공동체의 구성원들만이 스스로의 설명과 사회적 담론을 통해서 부여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고유한 목적을 소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종종 맥킨타 

이어와 상반되는 주장을 통해 로티는 정치영역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는데 

그에게 정치는 항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사적이고 실제적인 설명을 초월 

하는 “저 너머”의 그 무엇을 전제하가 때문이다. 

1979년 출판된 로티의 F철학과 자연의 거울』이 철학에 미친 영향은 

1971년 롤즈의 『정의론』이 윤리적 논의에 미친 영향만큼이나 강력한 것이 

었다. 로티는 과학적인 합리적 담론과 비과학적인 담론사이의 선험적 구 

분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철학적 관념론， 객관주의， 그리고 분석철학의 전 

통을 매우 독특하고 설득력 있게 비판하였다 w철학과 자연의 거울』 이후 

로티는 철학으로 향했던 그의 비판을 우리가 사회와 정치 세계를 이해하 

는 방식에 적용하였다. 그 와중에 로티는 합리적 행위에 대한 콰인(W. V. 

Q띠ne)의 기준-“유사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의 행위와 매우 유 

사한 종류의 적응적 행위을 수용하게 되면서 공동체주의자의 대열에 서 

게 된다. 로티는， “인간의 권리" “실체적 자아 “프롤레타리아의 절대정 

신” 혹은 “정의의 원칙”들을 언급함으로써 특정한 정치적 주장들을 정당 

화하려는 소위 “메타내러티브(Metanarrative) " 또는 “철학적 내러티브”를 

거부하기 위해 이 기준을 도덕적 정치적 심의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 

다，37) 

예를 들면 로티는 우리의 지적 책임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인간외적인 

37) Roπy(1983) ， pp. 않3， 585, 586,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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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의해 규정되므로 인간에게 돌려질 수 없으며 만일 그것이 특정한 역 

사적 공동체 내부로부터 현실적으로 규정된다면 인간에게 돌려질 수 있다 

고 믿었다. 로티는 자신이 사회는 추상적인 도덕적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 

라 그 자체의 전통에 의해서만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납득시킴으로 

써 그 자신뿐 아니라 동료 시민들을 무책임하다는 비난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뻐 로티가 보기에 도덕 또는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관행과 

행위의 유형을 “요약”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덕 

또는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신념 또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을 뿐 아니 

라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39) 

웅거(Roberto Unger)가 그의 『지식과 정치』를 “말하라， 신이여 "4이라는 

말로 마침으로써 비난받았듯이 로티는 “말하라 전통이여”라는 말을 우리 

에게 남겼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전통을 우 

리의 전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 아마도 로티는， 전통을 선택 

하는 근거는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단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은 아니며， 한 전통은 다른 전통만큼이나 훌륭한 것이라고 말 할 것이 

다. 모든 진리 주장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상호주관적 동의”를 획득 

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위에 대한 선택된 서술일 뿐이다. 

그렇다면 로티는 정치적으로 우리를 어디에 남겨두었는가? 우리의 전통 

과 그것에 따른 우리의 책임에 대한 로티의 불가지론， 즉 정치적 판단의 

기 준에 대 한 그의 불가지 론은 오크쇼트(Michael Oakeshott)의 입 장과 견 

주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크쇼트는 인간의 결사를 S따’e따S와 Universi따S 

의 두 유형으로 나눈다. Universítas는 교회 대학 길드와 같이 특정한 목 

적의 실현을 위한 결사이며 Socie따S는 “공동 행위라는 차원의 실질적인 

관계가 아닌 규칙이란 차원의 형식적인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결사이다. 

38) Rorty(l983), p 잃5. 

39) Rorty(l983), p 잃5 

40) Roberto Unger, Knowledge and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75), p.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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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때로는 공동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과 결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목적을 추구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해서 규칙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들로 이루 

어 진 “구성 적 계 약”으로 간주된다.41) 

로티는 우리가 상호간에 그리고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하기 위해 오크쇼트의 카테고리를 사용한다.42) w공동체의 우연성』에 

서 로티는 도덕과 우리의 행위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공동의 목표 

로 결합된 동료애의 집단보다는 상호보존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이질적 

개인들의 집단인 오크쇼트의 Societas에 적합하다고 서술하고 있다.집) 오 

크쇼트의 Societas는 로티의 공동체의 우연성이라는 사고를 그대로 체현 

하고 있으며 로티는 오크쇼트의 보수주의를 공유하고 있다. 

로티는 지배적인 관행과 전통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 

는 오히려 비전통적 사고를 좋아한다. 그것들은 “체계적”인 “정상적”담론 

보다는 “교화적” 담론의 재료이다.얘) 더욱이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할 때 로티의 입장은 오크쇼트의 입장과 달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로티의 견해는 그의 주 관심사가 인식론과 언어 철 

학에서 인간공동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대의 변화를 겪게 된다. 로티 

는 공동체의 현존하는 제도를 사회적， 정치적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Universi따S보다는 Socie따S에 적합한 기준들에 입각해서 그러한 사회적， 

정치적 이론들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역사적인 것보다는 현재의 것 가능성보다는 실제하는 것에 대한 로티의 

편향성은 공동제의 도덕적 정치적 심의의 고유한 형식으로서 대화에 대한 

그의 선호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45) 대화가 “종교， 철학 또는 과학”의 언 

어로부터 비롯된 강제와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와 보이기 때문에 대화에 대 

41) Michael Oakeshott, on Human Conduct (Oxford: Clarendon Press, 1975), pp. 199 
42) Rorty(l983), p 많4; Rorty(l982), pp. 264, 318, 389; Roπy(l986) pp. 13-14. 
43) Rorty(l986), p. 13. 
44) Rorty(1982), pp. 357-89 
45) Roπy(l979)， pp. 264, 3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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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선호는 도덕적， 정치적 심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해 

줄 것처럼 보인다.뼈) 실제로 로티의 이상적 인간형은， 그의 행위가 전통적 

인 견해와 갈등하는 인물인， “시인” 그리고 “행동이 아닌 말의 혁명가”이 

다.때) 그러나 사실상 로티의 대화는 시인과 혁명가의 담론이 시민들의 실 

제 토의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한 실제적으로 적절 

한 현대의 도덕적， 정치적 답론들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시인과 말의 혁명가의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를 심미화하려는 로티 

의 시도가 갖는 문제점은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지 않으며 공공선 

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추구하지도 않고 특정한 형태의 지배와 권력구조 

에 따라 편성되지도 않는다고 전제한다는 점이다. Socíe따S에서의 정치적 

담론에 대한 로티의 사고는 목적의 왕국에서의 도덕적 조화에 대한 칸트 

의 사고만큼이나 정치적 현실과 괴리된 것이다. 이상과 현실， 정치적 심의 

의 형식과 실질간의 괴리가 사후에야 결과를 숭인하는 칸트를 만들어 냈 

듯이， 비판적인 정치적 담론을 시인과 말의 혁명가의 담론에 연결시킴으로 

써 로티는 정치적 반대가 갖는 합리성을 회의하면서 자유롭고 평풍한 시 

민의 정치적 사고능력과 권위를 제한해버렸다. 자유롭고 공개적인 담론를 

지지하고 그러한 답론이 사회의 심미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로티의 믿음에 

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전통이 지닌 정치적 속성을 규정하는데 실 

패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인식을 둔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낸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 “전통”의 지지와 선택에 잠재되어 있는 

차별과 부당함 같은 요소들이 “상호주관적 동의”의 기준을 보다 명료하기 

위해 사전에 배제되어 버렸다.뼈) 

물론 객관적인 인식론적 원칙 또는 도덕적 이상에 의해서 명쾌하고 비 

판적인 심의의 실제적인 정치적 내용들이 미리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46) Roπy(l986) ， p. 3. 
47) Rorty(l986), pp. 11-14. 
48) Rorty(l98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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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떠한 심의도 어떠한 특권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로티의 주장 

은 결국 현재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전통을 형성 

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에 특권을 부여하게 된다. 그들의 견해는 다 

른 대안적 견해와는 달리 사실상 “상호주관적 합의”의 기본적 규칙들을 

결정한다. 결국 로티의 입장은 어떻게 정의하든 피지배자보다는 지배자， 

일반시민보다는 막강한 힘을 지닌 공중 또는 정부관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배후에 그 어떤 것도 없는 믿음， 욕망， 감정의 망 

(Network)"이라는 로티의 말은 옳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롤즈의 “도덕적 

주체” 또는 “시민”이 너무도 추상적이라는 그의 비판 역시 매우 강력한 것 

이다. 그러나 정치적 토론에 참여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망”이 아니다，49) 분명 우리는 우연히 구성된 우리의 정체성과는 다른 특 

정한 정치적 정체성을 갖는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나라는 로티의 주장은 옳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주 

장이 정치와 시민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 

의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욕망，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러한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어려움은 “정치 공동체” 또는 “정치적인 것”의 존재론적 위치에 

대한 로티의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철학적 내러티브에 대한 

그의 비판이 정치로 옮겨간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 문제는 정치적 담론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분명 정치적 담론의 본질을 

규정하겠다는 시도는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로티 

가 이론적， 정치적 성찰을 위해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정리하려했던 방법 

이 결국 그 전통에서 중요한 정치적 원천들을 버리고 시민으로서 우리의 

비판적 분별력을 빈약하게 만들고 말았다. 

로티， 맥킨타이어， 산텔은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을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한 사회의 정치를 구조화할 것인가? 인간 결 

49) Rorty(1983), PP 않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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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결과물인 정치권력을 공동체 전체의 안녕에 이바지하도록 어떻게 구 

성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정치이론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회피하였다. 자유 

주의 이론가들 역시 이러한 문제들과 연관된 많은 요소들을 그들의 이론 

에서 제거함으로써 문제들을 회피하였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갈둥을 발견 

했지만 이를 무시하던지 또는 전혀 갈등을 보지 못했다. 공동체주의자들 

은 자유주의자들의 정의론에 대해 불평하고 이를 비난하지만 사실상 정의 

에 대해 어떠한 이론도 제시하지 않았다. 

IV 。 쟁쩍얘롬봐 정해왜 영역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이론으로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기준으로 정치영역을 전제하였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비 

판적 평가의 논점을 보다 분명히 해야할 필요성과， 아울러 롤즈가 정치영 

역의 본질을 왜곡한 반면 맥킨타이어와 로티는 비판적 평가의 근거로서 

정치영역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영역의 본질에 대한 검토와 

비판적 평가의 기준으로서 그것의 유용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시민의 사고와 행위의 준거가 되는 “정치영역”이 수학에서 공리 

(Axiom)와 같은 식으로 객관적일 수는 없다. 또한 한 개인 또는 한 공동 

체가 정치영역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실 

제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정치영역은 자유시민의 정치적 사유와 심의 능 

력과 관련된 다층적인 삶의 영역이다. 그것은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을 작 

성하고 헌법 제정자들이 헌법을 수립했을 때 중심이 되었던 영역이다. 그 

것은 또한 낙태에 대한 논의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고 소수계 보 

호프로그램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두되는 영역이며， 미국최대의 철강회사 

인 usx의 철강노동자와 경영진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또한 

이 정치영역에서 열정과 의미를 산출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상반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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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그 세계 안에서의 권력이다. 

정치적 심의는 공공권력을 구조화하려는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 

치적 심의는 한 공동체의 가치들을 그 공동체의 정치적 삶의 결정에 논리 

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다. 즉 정치적 심의는 공동제의 집단적 윤리와 사 

회적 현실이 교차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적 사유와 심의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념은 그것의 정치적 성격과 의미를 포괄 

하지 못하고 있다. 로티는 우리의 도덕적 정치적 심의를 주로 비트겐슈타 

인(Ludwig ]. Wittgenstein)이 “특정한 목적을 상기시키는 것들”이라 부른 

것으로 구성함으로써 “헌법을 제정한다든지 또는 아이들이 지켜야 할 규 

칙들을 작성할 때와 같은 일반적 원칙의 수립을 회피하였다 여기서 문제 

는 민주적 사회에서 우리는， 학생으로서 교수로서， 노동자로서 경영자로 

서， 법률가로서 배심원으로서， 입법자로서 관료로서， 적극적인 또는 수동 

적인 시민으로서 항상 헌법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어떤 현실 

적인 행위를 시도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이상들을 해 

석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헌법적 원칙들이， 로티가 얘기하듯이， 특수한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얘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수정과 개정의 과정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헌주의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다. 

민주적인 정치공동체의 헌법은 지속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일종의 텍스트 

(이 텍스트가 사회적 권력의 구조를 포괄하는 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를 읽는 것은 정치이론가， 대법원의 판사， 그리고 일반 시민 

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정치공동체라고 하는 텍스트는 역사적이고 전통 

적일 뿐 아니라 공동체주의자들이 중요시하는 “공동체”를 넘어서는 그 무 

엇이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는 공동제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주권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형성하기 위해 그들의 단순한 구 

성적 참여를 넘어서려는 노력들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듯이， 정치의 

영역은 섬의의 대상， 즉 권력 안에 존재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 

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심의 능력을 사용하는 민주 시민은 현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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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동체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기서 “내부

외부”의 구분 자체는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정치적 구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윤리를 배제하고 정치권력에만 

집중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정치권력의 윤리와 인 

간 결사에 모여져 있다. 

정치적 사유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제 

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사유의 과정은 주로 수단에 

관한 것인데 이때의 수단이란 추구되는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수단을 의 

띠한다. 우리의 정치적 사유는 일반적인 목적과 특수한 목적 모두에 봉사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치적 사유와 심의는 

산델의 구성적 사유보다는 보다 도구적이며 또한 그러한 사유의 결과가 

장래의 사유의 출발점이 되는 한 롤스의 “합리적 사유”보다는 보다 구성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이러한 정치적 심의와 사 

유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추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와 

같이 정치적 심의를 통해 실천적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자유롭고 평 

등한 시민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이 관심사인 “정치적 기예 (Political Art)" 

또는 “정치학(Politic려 Science)"의 숙련자에게는 궁극적인 문제이기 때문 

이다. 

요컨대 Archimeruan Point보다는 역사가 우리의 정치적 추론과 사유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우리의 사고는 다른 어떤 곳의 다른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 

라서 우리의 이론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와 명백하 

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관행과 제도가 “이 

론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산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다 

만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심의에서 정치적 행위 

와 정치이론， 즉 정치적 원칙과 관행의 결정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진정 공적인 것인 한 그것들은 단지 

밀도 있게 구성된 자아가 아닌 시민의 정치적 사고와 심의인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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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기서 시민이란 존재가 단지 공적 담론을 위해 동의에 입각한 “원초 

적 상태”에서 사유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 

다. 그들은 특정한 권력구조를 가진 구체적인 역사적， 정치적 공동체의 시 

민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민의 담론과 관련하여 정치이론가의 답론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먼저 우리는 이론가와 시민의 심의행위가 같은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마. 물론 정치이론과 실제의 정치행위는 불가 

피하게 괴리를 보이게 되는데 정치이론은 실제의 정치 행위보다 좀더 자 

유롭고， 보다 광범위하며， 현실의 권력에 덜 의존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이론과 행위， 이론가와 시민이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을 갖고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또한 시민의 정치적 심의와 대조되는 정치이론가의 정치적 사유와 

심의에 어떤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론가와 시민은 서 

로를 필요로 한다. 정치공동제의 정의를 이해하고 교화 및 장려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이론가는 그 공동체의 도덕적， 정치적 담 

론에서 지혜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 

자와 공동체주의자들은 모두 이러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거나 간과 또는 

망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인해 정치 영 역을 그들 이론 

의 중심에 놓는 것을 꺼리고 있다. 먼저 롤즈류의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정 

치적 관심을 기본적으로 당파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맥킨타이어 

는 현대 정치가 다름 아닌 근대성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관심 

자체를 경멸한다. 로티는 정치공동체의 합목적적 성격을 무시함으로써 공 

동체의 집단성이 비판의 여지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권력의 구조와 정치 

적 선(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부정한다. 정치는 한펀으로 이기적이고 

실리적이며， 비도덕적이면서 당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는 교육적이고 유익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주 

의자와 공동체주의자들은 모두 정치의 이러한 이중적 측면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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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들은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정치를 통제하고 

조절하려하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통제를 위한 도덕적 수단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그들의 처방과 주장은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적실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원래 의도했던 도덕적 이상과는 거리가 먼 타협으로 귀결될 뿐이다. 

반면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의 정치적 선택의 실제적 결과와 현실을 외면 

함으로써 이데올로그들에 의한 정치적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려 한 

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비전통적인 정치적 입장들이 제시하 

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간과하고 부정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은 개인의 사적인 삶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전체의 자유와 평동을 신장시키고 공동의 이상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정치적 현실을 개혁할 지속적인 책임을 지닌다. 비록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보다는 말과 언어를 통해서 행위하는 정치이론가의 

역할도 시민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이론가가 추구하는 지식은 

중립적일 수 없으며 항상 “맥락적(ContextuaD"이다. 정치이론가의 지식은 

이 세계 속에서 세련되고 단련되어져야 하며 정의의 추구를 통해 고무， 고 

취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어 낸 사회적 결과 

가 우리가 받을만한 정당한 것일 때 우리는 아마도 정의는 우리의 사고와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의미의 

정의는 도덕적 관심의 표현 지적판단력의 사용 사회의 집단적 필요에 대 

한 인식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치적 제도와 정치적 도덕에 

대한 비판적 기준으로서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단순히 전통에 호 

소하거나 다른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한 

정의는 오히려 주권자로서 실제적 권위를 행사하는 시민과 그러한 시민의 

정치적 사유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그것을 보다 나은 것이 되게 만드 

는 정치이론가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외부에서 중립적 관점에서 또는 가설적인 위치에 

서 사회를 내려다보는 또는 사회내부에서 과거로부터의 유산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치이론가들의 역할이 아니다. 정치이론가의 언어는， 그것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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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도댁， 영향력의 지배적 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쓰여졌을 때 깊이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만 공동체적 삶의 중심축으 

로서 권력과 도덕적 선을 제시하고， 현재 공동체를 지배하는 이익이 진정 

으로 전체로서 정치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적， 정치적 담론은 추상적인 보면적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 또는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이며 또한 그 

것이 정치적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이기 위해서 그것은 항상 공동체 내 

부로부터의 공동체의 담론이어야 한다. 

현대 미국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사이의 논쟁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정치이론가는 그의 관심을 역사적 윤리적 현실적 차원에서 정치영역의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롤즈의 새로운 정치적 자유주의， 맥킨타이어 

와 산델의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이론에 대한 비판， 로티의 객관적 기준에 

대한 비판 등은 인간경험에 관한 이론의 불가피한 사회적 성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한 정치적 공동체의 권력구조와 도덕적 

선이 공적담론을 제한하고 규정하는가 또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공적 담 

론들이 사회적 정의를 촉진하고 고양시키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 

국 그들은 진정한 민주적 시민의 삶과 관련된 정치이론의 역할을 수행하 

는 일을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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