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척 공동체의 갱치사ι앙

찰스 태일러 (Charles Taylorl와 마이 클 오크삿
(Michael Oakeshott)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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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호대로 유지되는 대충 시외의 웅씨는 오i닙예

도 지속되고 잉다 연대 지흩쭈의 경찌는 개인i 시이의 고립혀 상엉을 의뼈

시키고 잉으여

도억액 주란쭈의 •

용호하는 웅찌는 모은 규엉혀 연던§

지기 걷적의 (self-d녀terminate) 자유의 원정얘 { 징딩여히고 잉다

g스

에잉러외 이이 a 오크삿의 논의는 이 ''''"대 대충 시외의 운제에 대언 빼
엉으로서

대~직 g용셰 *은 시인 시핵 개녕을 찌시히고 잉는 것으로 이빼

일 수 잉디 두 시싱기기 싱이한 지입 전 g에 기대어 롤의. 진재여영융얘
도

이러언 이유에서 우리늠 투 사싱가의 논의. 싱보혀으흐 욕에앙으효써

잉진직 앙의 . 찌고해 톨 수 잉다
소극혀 지유외 용치월 수 없는 진징성/지기 진실성의 이싱을 깅30m으료
써

개인므로시의지이기 우리가귀승엠대여용용에 숙여서싱숙하여，"'

것잉훌 에잉히기 모여쭈고 잉다연 오크섯용 이혀언 대여가 아닌 다용 잉여
의

지 톨i 을 잊으리는 모든 시도기 부외힌 것잉을 보여준다 요크섯은 보

추쭈의직 시싱기증서 잉리 잉려져 있으여

용애되는 귀륙혀 시인 사꾀 •

실제로 그의 논언 을

i수에 의예

'1잉히늠 깃으로 등에잉 수 잉는 기능성 도 혀

지 잉디 그러나 그의 추징을 근대

잉리추의(Rationelis찌

비앤이리는

거시적 용" . 승에서 흩에믿 g우 오크섯의 입톨온 호수성흩 띠는 것이리

기보다는 오히혀 대...

"언 잉진 이외여 대용 시여 의 용" . 극옥앙 대인

을 g을 수 없디는 정§ 시용I 핑 깅연하는 것으호 외에잉 수 잉다

요연대

투 사싱기눔 대여에 은긴언 잉치 공용세의 쩌구성피 육영 이외에 연대 대중
사회의 운세에 대언 다톨 해엉을 g을 수 없다는 정을 R여훈다
주제어
개인

g스 에잉려

징딩직 연대싱

(Rationalism )

마이 를 오크삿

진징성/지기 징잉싱

다영직 연대싱

대여

대여 (쩍'" 동에

g 지매 g

대중 시 •. , 인 시회

잉리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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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화된 게인 (atom i zed individuaO 과

집단적 연대성 (colle c tivist

solidarity)

샤이

대중 동원의 시대는 지나갔는가 자유로옹 주애호서의 개인의 시대가 도얘하었

는가 아니

지용 객 주셰로서의 개인이라는 곤대적 이상조차 과거의 일호서 치

우되는 이쓴아 쪼스트요언의 시대에 우리가 동어서 있는 것인가

지난 20 세기용 대중 동앤의 시대었다고 갱의하더라도 이는 경코 파언이 아니다
찌융과 인축 혹용 인종과 경용 다양씬 용씬 논리가 정치 권역에 의얘 사링용의 영

상Af 속으로 끊임없이 항잉얘 흩어갔다 정시 권력은 대중동& 용원었고 대중응

용 또한 영형" "-용었다 " 나치의 재3제국온 악용 내었지얀 그리고 용로코스트
의 강혹한 섣상이 수 않용 영상용파 인쇄용용 용얘 사양등에게 양려져 왔지반 대
중 용인의 협실용 경 E 총언융 고하지 않았다 단지 다용

민족 이삭는 이유 하나

안으로 이재껏 가꺼이 살아 왔언 이웃융 어느 날 이후로 갑자기 거리갱 없이 상혜
웠던 보스니아와 묘소보 주민융의 오숭온 그리 오해 션의 기억일 수 없다 1 M에~

2002)
학상의 경엉이 우리에게 비교객 영리 잉어져 잉는 것처업 보이기는 하지안 자
유효용 주세호셔의 개인 그려고 이러 얻 은대책 이상용 배반한 혹용 보다 더육 극

딩화안 원자-)왼

개인 의 용제는 경'" 언 나라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일 수 없

다 포크엉의 지적대호 근대 민주주의의 조건 하얘서 동장힌

고링잉 개셰융 용

1) .정세주의는요은근대 연핵의 용이다 인주주의와욕셰라는지얘 유영외 씨이는이 은

얘 권혁의 요경 몽 앙에셔는

’‘

앙의 엉용이다 우*리나는 얘중의 용외강 바닷가의

요예생 .0)서 를안정하기 찍이 없다 고 앙안에하여 오은 이암리아인의 자*격 용앤이

보장되능 션셰극가 1-μι} 톨 웅"었다 사씌구성앤 션세톨 잉싱안경언 앙영언 찌
연 주‘ ζ 안톨고지 g인 ~~외 주세사상용 우*리니의 링보다 앙셔가는 것이었다 이
용외 장용 토크빙(Alexis dι Tα제:.eville) 이 인추주의외 용~'" 예려하제 강아엉엉 다수

•

용@ 션 *tynumy through majorily ) 와 그다지 엉지 않다 (입지엉 '1JXf/, SSS)

예종

에 대한 갱시 권혁의 홈앤 그라고 대중외 자딴칙 순융 사이외 이요얻 혀중 앤생에 때
에서는 언양얘야ii. lll .iil.역샤용화연구소에서 용간원 영영의 r대종욕얘 a 연구셔 흥용 장
조예

t

수 잉다(잉지연

입용우 :?004. 2005 , 2(07)

얘"객 용용예외 정시사상

언제라오

얘중 인간 (mas‘ man ) 의 앵얘호 동원핑으호써

’

23

씨로용 전찌정

( 'yηanny ) 융 갱ξ 'fi 냉 수 있는 우르악용 토양 용 제공한다 그용용 자기안의 용
속에 올어 앉용 애로 지내다가 언앤가 일정한 조건이 찌장원다띤 가장앙 파괴력

융 앵사하깨 진 수도 있다 현대 자온주의 사회의 이상야 소비자 동 이은아 소비
주셰 라고 요현외기도 하지만 사싱상 이융용 경j!

주셰 일 수 없다 안지 서로

호우터 고링의고 따과서 원자찌원 상태호 어용고 있는 개셰화원 존재자즐영 따용

이다 이§용 주씨 (subject) 라기보다는 자온의 용학과 욕앙얘 따라 이리저리 우
유하는

혜씨 (object) 일 얀이여

소비 와

소유 용 용혜

자기 정세생의 공액용

에우고자 한다 요두용 씬자화(，~띠뼈)했언 I9JO년대 옥일 나치층의 정엉이 역
성적으로 서 옥의 션후 부흥용 핏앙갱었던 자온제 사회의

축진었다는 포이셰르트의 한장용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니다
는 주세혀 개인용 쟁용히기 보다는 수용객

소비자 겁안의 웅장용

”

현대 자본주의 사회

개얘흉 융 양산얘 옹 것이다 자유"-옹

주찌로서의 깨인에 대한 은애적 이상이 요능냥애도 여션히 용제가 외는 것옹 야로
이 때문이며 그러한 한에서 아직 우리에재 2l)세기는끌나지 않옹 생 이다
장스 에잉 èl (c. Taylorl 의 아이블 오크삿 ( M α"'''''''''' 양자의 논의는 이와 강용

용연에서 오능 우리에게 않용 시사정올 셰 용한다 ，~일려가 앤자회씬 개인융 넙어
션 공동셰척 외이 지영의 약" 혹용 상성의 푼껴잉 찌기하고 있다연

오크삿용 개

2) -"'3셰 국파 그것에 외예 연앙딩 에 1 얘선와 영 에 냥제 핑 것용 영잉하언 인용용꽁씨
가 아니었다 사외는 아연안 앙았다 용짜g 것용 건암얀이 아니엉다 [ ... J 상리칙이고
도억석인 사'1 석 경용 역시 용짜의었다 '3세극에 경파가 있었다연 그것용 공객인 연
1 아 용척 에잉외 여피 그리고 사여객 생.셰저의 격연이었다 아는 션용격인 사여용찌
객 @경이 존1 하여 사랑i이 4꾀앙 풍간이 .，연외어 잉는 웃에셔도 아싼가지었다 사

칙인 영써흉강용 여에고 고링왼 셰 ‘찌에 !’ ‘R 융 가양 수 있용지도 오프는 오등 사껴

’‘

쩍 ..연
의이 영 g으호우터 엇어낭 깨인외 자아충심성:호 의앵에어리고 앙~다
[ .. -) 그런에 억영적인 것& 아혹 그러얻 엑악에서 션4 서하 샤회의 대연히 용엄격이고
측에 E얘적인 역동성 이 경얘 기혀쳐 더생어 영쳐정다는 갱이다 정예 가씌에 서 냐타싱
언 한껏 고양현 용해기는 바호 제3찌국에서 이꾸어졌언 전용외 상생 그리고 그야 용사

에 씨 ζ이 장*잉 앵쩌 유영의 여융 쪽옹히 "았다 농옹 생산융 용얻 고잉긍융 지양하
는 영혀주의혀이고 "양파원 '"용자 고영잉 사생"융 영쩌하연서 사회척 용구를 시장

.. 용에 충혹시키는 g대적인 소가혹 e예척 얘충소'1 잊 여"와 얘중에셰익 성장 용
이 아웅 그것이다 • (Pe ukert

2003. 37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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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용 에득하지 용한 다수 대중의 집단성융 용채상고 ~다는 정얘서 투 시P앙 7f의
운제 의식이 갖는 총연정옹 서로 상이하다 그러나 오놓 우리가 얘연하고 있는 바

의 운재는

개인 이 아년

집단 얘 의악하여 자기 정 에 생옳 확보하는 얻!-개인

(anti-individu피 )용의 얘중 사회의 영태이거나 혹옹 극단적으호 씬자회외어 자기용
녕어선 아무 것에도 판싱융 우지 않는 개인률의 오습이라기보다는 오히혀

경갱객 (self.어=，떠，， )

지기

개인성용 현현하고 잉다는 자기 확신 혹온 기안애 ‘쳐

잉는 다수의 씬자화원 개인툴 사이얘서 안견외는 우비연적 갱단성 혹용 의시)공공

성 (""ι)o.publ icness) 의 양상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명요로 하는 싱천적 대안옹
개인

혹옹 공용세 의 어느 한 연에 배타적으호 초정용 잊훈 논의로부터 도@핑

수는 없으여

"f로 이와 장온 이유에서 장스 혜영려와 아이증 오크삿 양자의 논의

용 싱~ 교차하여 특혜하는 작업용 자융 주세로서의 개인성과 다씬적 연대성이라
는 우 지양정 사이 용 어영깨 "1개양 수 있용 것인가에 판한 한 가지의 가능한 사유
외 경로훌찌흥힌다

언저 이일러늠 엄 대 사회 속애서 양견핀 수 있는 원자화원 개인 。1 란 사실용
그 자세 료 형용 요숭용 당지한 개녕에 §과하여

개인의 자아는 그 개인이 귀용한

용용얘 측에서의 지속적인 얘화 야정 *') 천제하지 않고서 는 앵생핑 수조차 없는
것잉에 주욕얻아 영안적으호 호건대

현대인동용 타자로￥터 혹용 자기 ，(우g우

터 자신에재 가에치는 어이언 엉얘의

간성 에 대에서도 부정척인 인식용 강I 있

다 용히
는

이 'f 강온

외우로우터의 간성 용 가놓한 한 최대한으로 애찌하고자 하

소극적 자유 (oog:잉 ~-)

깨녕 옹 이사야 영련 (ls.ai‘h Berlin ) 얘 의하여 갱

식화잉 이후료 정치 이용 혹용 정치 시F앙 내우 에서도 상당한 영양혁용 안껴 하여

왔다 그러나 에일러의 원정에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간성앙지 않용 수 있는 자유

3) 옹 논고흩 용하여 셰시의 l 잉는 야의 대여 깨녕옹 기용씌으호는 언어 톨 용하여 이우
어지는 이에'"'‘-) 지향척 상호 작용융 에싱썩 내용으호 당고 있는 것이나 안
드 시 언 g걱 싱t 작용안& 언정적으갚 지갱하는 엉얘화원 대찌 1 녕인 것용 아니다

tl1'l:
외외

71 녕야 당지하는 외미 에 얘 에 서는 다용융 창조에
언어

‘

휘하려끄 하는예

t

수 있다

나〔에힐러〕는 경

이것용 우깅，j 영상석으호 쓰는 냥앙 ..인 아니라 우

혀 인간 자신률용 갱의하는 다용 g연 양에 을 예톨 증연 예 g 용갯 사장 퉁퉁싸 강용
언어툴 융 포8한다

(Taylor 1991.33: Taylor 2001 , 49)

예’@척 용톨에의 정씨시싱

한 개인옹 진정한 주셰혀 개인으호서

2ß

*용 진갱생 (authenlieily) 용 엉잉암수 있는

개인으로서 성속에 야는 e용 토대인 대찌혀 풍퉁애 와 개인 사이외 언경 고려용
야어어리는 것파 다용없는 시도호서 간주영 !’이다

아이융 오크섯용 입연혀 연대성(때kctivist 50어b찌<y)에 의흔하는
삐 ividual )

인1->1 인(.‘’

혹용 명잉 1 인(in이‘α.~껴"') 찍 놓용척이고 주셰혀인 1 인용 이

쿄 고영언다 오크섯의 씬갱에서 보건대

양서 언급인 야의 20ιl 기척 얘충 사회의

요융용 비 (M -쭈씨씩으로 징당객 연대성에 기생하는 'If-개인 융이 야기앙 수 있
는 갱씨격 화극(이9야<l 그 이상도 야하도 아니다

그러나 자융 주세요서외 요크

섯외

얀깨인 을 어이힌 얘식용 용

깨인 {indi>"idtJ미)

하여 자올 주세호서외
양생하는 듯 보인다

껴녕이 갖는 낭갱용 이용바

깨인 으로 고양에 냐강 수 잉는가 하는 용1 와 "련하여
오크섯의 논의톨 일영 @ 경우에

용껴상고 잊는 것용 용영하지안

그가

‘←깨인 외 종져용

'I!-개인 융 개인 으호 성용케

l

수 있는 성천

혀 에냉얘 대에서는 앙구하고 잉는 것써잉 여져갱 수 있는 증띤이 그의 논의 전안

에서 나타나고 입기 예 g이다
우리가 인일 자용 주에호셔와 1 인률호 구성원

동용자훌외 용용에 톨 앤짜여

원 '.예객 지。}를외 찌’f 에호서의 연대 샤피 그리고 인쪽이나 인륭 극가 지역
싱 (~ι'-) 정세성와 경용 기흔의 정예객 논리에 e거하여 묶인 잉단객 연대생

외 사회라는 우 극단 사이에서 씨헥앙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싱천혀 대안으로 간
추양 수 있다연

앙스 ‘l 잉러와 아야 융 요크삿 양지，( 논의는 오늘외 우리 가 쳐얘

입는 운세용 얻 연으호는

씬'1화원 깨인 외 옥연예셔

그리고 다용

@ 연으료는

정안석 연대성 이 갖는 >1엉성의 자씬에서 비영에 흩어가교 외다 며라서 두 사
싱가의 정쳐 이용 션안에서 찾야경 수 잉는 추요앤 강정악 약정 i용 우리의 실천

칙 대안이 가갱 수 있는 갱시 이용으호서의 가치. 사상걱으호 정양>l에 주는 용
시애 우리가 영코 생사리 회이땅 수 없는 여 러 갱운톨용 우리에게 엉지고 있는 생
이다 . ) 에일러의 주장대호 우리가 용흥셰와 유리씬 상태에서는 징요 갱정언 자
융 주세호 성장힐 수 없다고 하이라도 그러 힌 얘찌 용동세 송외 새인이 끊임없는

산성 의 상영에 *여 잉농 것쳐 다용 없다연 오히려

소극칙 자유 외 이상이 갖

는 가쳐용 우리는 이 응 궁정에야 하는 것용 아닝가? 따라서

에힐러의 입 ε외 유

의이성이 보중의기 외에서는 때화 가 경표 간선 。1 아녕 수 았다는 갱이 보다
영확히 보여지지 앙으앤 안영 것이아 2) ø}이를 오크섯이

안)깨인 률에 대하여

힌국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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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하고 있는 바는 도대세 우엇인가? 갱단적 연대성이 가정 수 있는 외엉성융 비

혹 그가 정고하고 잉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I.'!-개인 응융 자융 주씨 로서 고

양한 수 있는 실친척 해언용 제 시하고 있지 옷하다띤

그의 논의 션세는 경끌 다

수 대충융얘 포위원 소수 개인 융의 귀종정 용 애써 용호하려는 얘써효훈 시도에
생과얻 것으요 잉힐 수여에 없지 않옹기?

아얘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용 바로 이와 강용 투 개의 질용파 그에 대한 당
연 Sζ로서 요약원 수 있다 경용푸터 미 '1 밝혀두자연 창스 에일러의 논연옹 우리
가 가지는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우리가 귀용의어 있는 얘화 풍용애 속에서 생슛

되어 나가는 것이여 그 이외의 양삭으호 우리가 우리의 자아용 엉성혜 나강 수는
없다는 갱용 신슐하고 있다
의 대아가 야닌

그리고 야이올 요크삿의 잉용온 대화 공용세 내에셔

다용 앙식의

지흡질 용 핫으려는 오은 시도가 우익하여

싱지어

는 위엉힌 것일 수 잉다는 정융 보여주고 있다

진정성 (authenticity) 과 대화 공륭셰

II

상스 페잉러의 도덕적 주관주의 및 소극적 자유 비판
샤희 정제적 욕연에서 추똥외고 있는

파더용어 엉대

개세척

소비자와(化)의 지송껴인 I용

개인주의(illdivid뻐 ~ I 가노갱하는또하나의 중대한운제 호지

혀필 수 잊는 것용 야로 오억적인 차앤얘 있어서의 자기 중심적 갱장의 현상 용
-도억척 주한주의 의 흑연이다

곧

오은 도억격인 가시 완당외 춘거가

로서의 자기 X 신의 내우얘 있는 것으로 이에하연서

개인 으

어인 형태호든 그것이 자신

의 나용대호의 연단이기안 하다연 그러한 싼당올 자신의 도억척 이상으호 상고자
하는 앵태의 앤상융 가리킨다 이와 강옹 정양성용
용어가연서 보다강화'1 고 잊는

"f

힐상성(~미nary life)얘 대한근대 이후의 육특

힌 긍정("'=에00 1과도 경푸되어 (Taylor

에의

.) •

상호 존중 의 씬칙파 잊용허

1989.285- 3(2)

토크밍이 질I얘언 야의

엉용생 ( ~외iocrity) 융” 강화얘 나가능 요융율 보여주고 있다 아융러 이는

인주주의 시대의 앤">f영 영정외 에싱용 깨인적인 연싱사에 잊지 않는 오등 의우

냐 신녕& 권애주의적인 것으호 거우암 수 았는 경양 옥

찌인주와 의 익대에 있다

얘화혀 용용세의 정시샤상

'"

보다 극단적으호는 모든 자기 구속적 앤혀 혹온 앤리응에 대한 강얻 안강으로 요

용되는 "t의 포스트오더니충 계영의 사유호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TayJor 200 1

81 - 89). Sl 장스 얘영려는 다용과 같이 '!l인다
-젊옹이융 각자는 오두 자신의

가시연 용 가지고 있지안 0[" ￥고 서로 영융

용 R혀 가연서 강흔용악하는 연용 광가능하다는 것이다 용용이 지격하고 있듯
이

이것온 단순히 인식§객인 입장 혹 이생이 확충양 수 있는 능연의 언져잉 "

안 아니라 ，.앤 이것용 누구도 다용 사링의 가시흩에 대에 양가양우하며 이의 g

세기혜서는 안잉다는 도억적인 입장인 것이다 [ ... ) 이련 상얘주의는 시쉰 상호
흔종의 앤칙에 부용석으호 @허 g 악:;:!.~다

[.) 새인주의는 지기 (self)에 대힌

깅충용 수인하여 동시애 용i척 정치적 또는 역사격인 핵랴에서 자기용 녕어서
는 보다 더 중요한 용셰응이나 외이 g 야예 지워 어리거나 갱어 의식하지 옷하재

힌다 경파적으효 인생의 의이는 용소의거나 또는 〔농낮아 없이 〕 엉엉에지는 것
이다

(---) 오융낭 영，^융。1 추구하;: 자기 성엉의 용i다는 않은 이용에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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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강용 도억죄 주싼주의의 운셰에 대한 예 엉 으로서 얘일려는 진정성 혹용 자

기 진실성( ..띠tlenticity l 의 금얘척 이상용 회욕항 것융 종용한다(유흥링 2003 . 133

145) 용히 진갱성용 오든 형태의 개인올 초원하는 의미 지명을로부터 완션히 얘
앙핑 자o}의 자기 경정혀 (self-dctcnninate ) 자유와 경우외어 이해 되 어 았고 그형기

예문예 요융날 우리가 혼히 보고 외듯 자기가 션 g 하는 o}의 어띤 것이든 자신의
상용 이 g어 나가는 하나의 이상으로서 세 워 나강 수 잊는 것이와 생각되 어껴 았

지안 사실 진갱성의 이녕과 자기 경갱척 자유가 양천히 동시영 수 있는 것이 아니
며 어느 시정에셔인가는 양자가 안드시 용리되지 않으연 안원다는 것이 에일러의

주장이다 에잉러는 다용과 강이 !t혀 두고 있다
자기 진실생(진갱생

..빠 icity J 온 그 자세호 자유의 개녕이다 자기 진실성

이강 내가 의찌적인 영치성의 요구얘 얘항하여 스스호 내 인생의 구도톨 힐정에
내는 일이나

( ... )

시시 경정의 자유야E 깨념용 극당껴.2...1ε 잉고 나가연

그것용

어이얻 언제 흑 자기 경정쩍인 션액용 하연서도 내가 존중에야안 하는 객완적으
호 주어징 어언 것융 인정하지 않기 예 g이다

('까지인1 이런 식의 자유 깨녕용

가장 극당격인 앵식의 인강 혹혼주의증 엉 1 션학양 수 있다 [ ... ) 긍극적으호 자
기 진성성용 자기 정갱의 자유와 언찌나 항찌 강 수도 없고 가셔도 안딩다 그형
지 앙고 앙씨 간다연 자기 진싱성용 자기 기반융 에녕 수밖에 없기 예문이다

( .. } 인간 욕존주의는 인간 주에외 흔찌흩 션용 자연 하느닝악 강옹 의이외 요
은 지영 풍.. 갱에시킹으"써 우리에재 외이외 상싱강융 안겨 훈다 ( Taylor 1991

67-68 : Taylor2001 . 90-’1) :1)

도억석 주완주외에 얘한 에 영러외 비영옹 이사야 엉원(Jsaiah Berlin ) 의 소극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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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얘 풍웅세의 갱 '1 사상

'"

자유 (~ι;…‘.'C fn:cdom/negali、 e !i야rty) 에 대한 비 8으요 이어진다‘} 이사야 연린이
주장하는 ，)의 소극적 자유 개녕옹 냉연 지신의 다핀주의

민주주의의 용호흔과

긴밀언 연계 고리용 이용다 간앵하게 정리해 "-자연 적극적 자유의 원영용 서구

의 청악 전용 내에서 오랫용안 지욕피어 용 아의 강약 옥 이성적이고 현영한 8안
에 따라 앵외하는 것과 자유용 퉁가의 것으료 이혜하혀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잉으
여

이것옹 언제나

세련원 위장 으로 포장원 전쩨 ( tyranny) 이자 옥혁영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강이

자유 익 이앵 하얘 자앵되는 션찌와 혹력의 가능성

용 억지하고 우라 용 진갱으로 자유세 항 수 있는 자유의 완녕융 회욕하여야 한다
는 것이 연힌의 근용척인 훈제 의식이다 따파서 명링의 소극혀 자유 개녕이 용호

하고자 하는 아는 우리가 자유용 이예항에 있어서 가장 찍싱적으g 다후어야 양
용옹이얀 -누가 지얘하는가 의 용제가 아니라

내 가 현재

영아안용 지얘받고

있는，r 의 정용이여 외격 간성이 쩍어지연 적어정수 S 우리는 더욱 더 않온 자유
{소극칙 자유〕용 양유하고 있는 것과 장다는 정얘 있다 힌언건대 앵링의 요지는
-개인의 타인으g부터의 독립적 자존 의 용호흔으로서 이혜월 수 있다

그러나 영언의 이아 경옹 주장애 애용허여

'. 일려는 이와 강용 식의 소극척 자

유의 개녕안으호는 경코 도억쩍 주싼주의료의 칭장융 악야낼 수 없다고 8당안다
소극객 자유용 지나치게 용호하는 것온 경국 진정성 {authenticity }의 이상용 스스호
얘안하고 있는 오늘날의 혐싱융 그대 g 앙치에 우는 것과 다용 바 없다는 것이다
안터 에제-경에는 빙연에 대한 에연"의 ，)"올 다용과 강。)Ji약혜 두고 있다
년지 우리가 앤하는 것흩 앙 수 았다는 것안으호는 우훗하다

우리가 앤하는

것이 우리의 E용칙 적Jl나 우이의 자아 실언파 오순되지 않융 것도 용시 에 요구

원다

약간 다용 g연으로

신이 쩌총 연쩌영 수는 없다

주1 는 그 스스호기 자용호용가 하는 용제에서 자
예냐하연 X낸의 용구가 진정한 것인지 야닝지

그

8 구가 자신의 욕g용 없애 어허는지 아닝지 하는 용셰얘 대때 주세가 최 I의 연

')

이 우훈의 논의는 R~-S깅뻐 .... (1 99’)의 쭈요 우용에 얘한 서용호의 연세 한역용 논용
인 Rcese.Schäfer(200S)의 내용융 추호 갱조하었뎌

그리고 냉터 에찌 예에의 는용에셔

추g 언급외고 잉는 양스 에일러외 1 치 용언응 Taylor(J 988) 잉* 잉어 둔다

에영러의

소극혀 자유 I ~g‘ ve li bel1 y}" '.녕에 얘한 ~1 1!I:.2.호는 T，뼈 '19π) 톨 아용 '1 갱죠예
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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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영 수 없기 예용이다 (Rcese-Schïfcr 2005 , 413)

안터 에제-예펴는 에일려와 법원외 양지 ^I이에서 쟁연외 연에 용을 융어 주는

것으로 보인다 '1 잉러의 임용용 -외우얘 딴당이 어인 ，~식에서 자기 8당보다 우
엄한쳐 보여주지 옷하는- 상태에 애용러 잉융 용이여 그러인 언에셔라연 주씨로
서외 '1 인의 외부에 게인외 8당외 &고 그용의 여푸톨 <1당에 룰 수 있는 권해

혹용 권헤쳐의 혼예톨 상갱하는 것보다는 엉원의 '.녕을 유지하는 엔에서 자기

8

연펴 1i잉엉는 시앵 악오 혹에셔외 수갱 가능생용 용호하는 연이 더육 '1양식’@

것이라고 에셰4 여는 주생@다

‘

그러나 소극적 자유톨 자기 '1 ￥호우터 간성얻지 하융 수 있는 자유로서 이에에
수 있융 예에

'. 일러의 소극혀 져유에 얘얻 비싼용 그영세 연승m 논하핑 수

입는 성정의 주장이 갱 수는 없다고 8안핑다 오히혀 소극척 자유에 대얻 '. 잉허
의 '1 앙용 태일러의 추장이

용용세와 유리핑 수 없는 자아로서외 진갱 성융 연엉

하는 깨인 주씨 의 용호 g으로서 갱링핑 수 잉는 언에셔
중에융 싼용하는 에업려 자신의 용셰 껴기인 용시에

에잉허의 션찌 입용외

에업러외 농년 자세가 실언

찍으로 유의이얻 에셰흩 ~i'\t 수 잉는가 혹옹 그앵지 잉용가톨 엉냉에 훌 수 외
는 시엉예이기도 언 것이다 서옹에서 이이 언급얻 야
대야 톨 용얻 자아의 수영쳐 엉성 잉용이
간섬 으흐셔

에힐러가 지양하는 야외

'.인적 자아에 띠@ 져약혀인 외 l용얘

그리고 연터 에찌→1 쩌외 '1 양에서 셔격외고 잉농 것서엉 1 인을

초앤힌 권외껴 연연의 혼찌 가농성에 대언 용호용으호셔 파악영 수 jj 는 것이라
연

우리는 앙터 에찌←에어가 주갱었언 것아 갱이

에영려보다는 엄연외 연에 손

융 용어주지 않융 수 없융 것이다 그러 나 ‘l 일려가 영우에 우고 있는 야외

대화

톨 지용되는 외적 간싱 그리고 개인흩 초영힌 권위에의 일방양혀 송융와 동 '1 시
쳐 이에’Q 수 있는 것인가?
에영러가 단지 우리가 앤하를 것융 양 수 았다는 것안으호는 우용하다" 주장
안 것용 앙셔 언 g원 야외 진갱성 혹용 져가 견실성 (-ω1CIltiCitY )의 피싹훌 용하여
도억혀 주연주의억 규엉혀 성예쭈외로의 갱용 가능생율 악아 내 고자 시도하는 것

으로서 이에찍어야 &다 그언에 쇼극혀 자유용 자기외 션 a 외 농허흩 어이언 외

쩍 간성도 앙지 "용 상대예서 양유하는 것으료 이에얻 예

%

이러언 '.녕외 가장

영칙한 씩용융 용에셔는 시킹상 도억격 주g주의로외 하강융 악아냉 수 있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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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앙잭도 가놓예정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용 앙의 인용운에서 에영러가 자기

징실성 혹옹 진정성의 이상와 자')-결정걱 자유의 양자가 궁극혀으로는 용리꾀어
야안 한다고 주장었언 우용얘서 이이 어혀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안일 자아
A 가 앵쩌 x용 앵하고자 션택하였지안 자아 B 혹용 자아 C와의 싼계 송애서 앵쩌

. " 앵하는 것이 억지외었다연 가장 엉격한 기준융 적용혜 보건대

이것 역시 얼

정하게는 자기의 성액애 따라 앵쩌앙 자유률 강성방용 것') 이잔가지이다 여기얘
지얘-여지애의 동악이 작용했다고는 용 수 없다 하더라도 어셨건 자아 A가 영정
한 갱도의 간성융 받온 것온 우인힐 수 없는 샤싱이다 그렇다연 우리가 이사야 영
린이 역설하고 있는 야의

소극적 자유

g

보다 강력하재 용호하고자 안 예에

우

리는 타자의 앵외 지향올 억지힐 수 있는 어떠한 형얘의 시도얘 대얘서도 거부하
지 않용 수 없융 것이다 그리고 이것용 다시긍 에일혀적인 연지애서 생각해 요건
대 진정성외 이상과 자기 경갱죄 자유의 양자용 상효 싼가용의 용일한 것으요서

간주하는 것파 션허 다용 아 없는 실천적 경파로 ，)"하고 앙 것이다
에일러의 경우애 자아가 하나의 지아호서 자기 정셰성융 확링얘 냐가는 것온 언

찌나 타자동로 구성흰 얘여 공동셰 속에서안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이혜원다 그
리고 이러얻 과정용 어느 륙정 시경얘 총경핑으로써

그러한 욕갱 시갱 이 4에는

자아9 확고히 정엉언 개인이 어느 누구로우터도 간십양아서는 안익는 영대오 전
개의는 것이 아니라 총경잉 수 없는 영연 대회의 지속적 파정으효서 개진원다 씨

9' .

나는 소극적 (ncgal;'-e)

에 .H씨는 종유외 것이다

의이와 앵엉기 i 얻다 이는 다용피 깅용 갱용에 대언 당
인인 엔 사랑 호는 일운의 사양이 다e 샤링외 간섬 없

이 스스호 앙수있는잉융영 수 잉￡용 또는스스호영 수있는존예가핑 수았도욕
잉잉의어야 앙 영역용 우엇인가 ? ( ... ) 다용 샤앙 어느 누구도 내 암통에 "입하여 간성
하지 않는 인증 내가 지}유8다는 것이 용상의 어엉이다

[ ... )

강세캉 내가 그것얀 아니

라연 이영 1 앵용하영을 영역에 다 용 사링이 의도혀 a효 강생하여 다르게 1’용하찌 g
앙드능 경우에 예당되는 양이다-( Berlin 2006 , 343 μ"

융§ 이샤야 엉엉외 쇼극끽

자유 깨녕이 기온척으로 초갱을 잊추고 잉는 부용용 끼예 "*외 용아파 깅잉허 연션
되는 영역에서의 갱서격 자유 의 싹언에 잉다는 갱용 영시되어야 앙 영 ..，가 있융 것

이다

00'

에엉려는 가다에 ( H. -G. Gadamcr) 와 아찬가지로 상호간의 대~* 상 i 이에

(ω며잉찌'"냉 V‘ω""'"앵)외 파갱으표 이찌하여

애양 파정* 거시는 흥안 얘여의

양사시얘인 지아 양엉 요우에 인정언 이예 엉야외 '^μ

-

상예연에 .언 이에와 지기

m

안국잉에영구

세 17힘 쩌 2호 (2008)

개인이 용동1 에 선앵하여 흔찌하여

이이 자기 정써성용 '1링얻 개인용이 오여서

하나의 정치 용풍세 용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에 더육 구세적으로는 대화 공
용에 속에서 지속적인 상효적 대화용 나눔으로써 깨인용 "1 호소 자신의 자아g 구
세 화하여 나가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에일러죄 잉은톨 송에서 자아와 자아의 외

무용 엉칙허 용리하고 구용짓는 것용 병연의 정우에서와는 강리 그다지 유의미얻
갱 E이 。}녕 수잉융앤더러 사실응 전혀 가능하지 않용것융시도하려는것영수
조치 잉다 연련의 개녕융 가장 엉격 한 수중얘서 적용양 경우에 쇼극적 자유의 갱

예호 여겨갤 수 찌는 알하자연 간성 으료 여겨갱 수 있는 것이 대일허예 있어서
는 개인과 개인용 륨러싹고 았는 얘회 공동셰 사이의 용가피한 혹용 회피되어서
는 안 되는 상호 작용으호 이예찍는 것이다 애인러는 자신이 역생하는 야의
화 와 상호 이해 (mutual undcJ‘잉'KI.ing) 의 가능성

의 생을과 연화 과갱이 결 E

얘

그리고 이러언 과정용 흉한 자야

간성 이나 지얘 혹용 유재가 아니하는 정용 다용파

강이 영시객으로 밝혀 두고자 한다

-이에("""""뼈뼈)에 도냥하는 과정의 욕적 ξ 지얘(~띠~I 가 아니다 그영지

않다연 ( 이 에 의 욕객이 지에 (conuol) 약연〕

냐 는 〔대희 상대자와} 영의하고 잉

는 것셔엄 I대회 상얘자톨〕 기인하고 잉는 용안 나의 대여 상얘져용 교묘히 '"웅

하기 애 '1여 째찍잉 업장('냉nl 에 장여하고 있는 생이 씬다

자아 자세 에 때언 이예 앵삭의 영화
.000띠ι“;ng

〔이예에 도g하는

가 양셈"지 앙융 수 없다고 주갱얻다

thc othcr is 10 be COn>IJUO:퍼 ‘ fusioo of Ioi엉‘ ‘Jd ...,. as

~ing

γ

a scieoce of

the object. 1hm the ‘빼an migbt be: 00 understandi얘""에이，.야Jt!I a changed undmtι이ding of
seIC (Taylor 2((η

29>)

그리고 이러힌 예화의 파갱용 씨용객 연갱생피 강용 것융 가지지 않는다는 정융 에 앤

려는 다용의 경이 상융힌다

one thing

‘eαm‘ to

... conungl。‘ ωXIerStanding can never ha~ this rU'O‘".Fo<

unclmt:lnd in gS ‘1에 oeruin

defiωι in ter\oculors. These ..... iU 001 neCeSSariJ~

-“” ‘ .oeoome to de피 wilh ocheπ U"'"‘ - . ‘
cιIJIge aJld

thc

u‘""ι찌"'

...

t α.，
π‘k ‘ A찌""". h억~피W
PartnerS n y DOI ren잉n Ihe same. Their life si lUation or
πlIIy be ;11 question. True. we try to rontrol for this by bind

‘,

I1l('JR: wooymg.tvmoω~nt

“

gOOJ‘=,
““@

agrec mc: n ‘ l잉 ~=ι '"" "" precisely be‘ωg ’ ‘ sce that wκu α~“ ulC'S perfw and
u omoained IT ω ."'"잉ndin~ 띠 ooe ume ma 00 kJn g.... hOId good 1=,. (Taylor 2002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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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욕적용 대화 상대자야 여하언 엉예로 앙깨 항용 가웅케 하는 것인 야 。l 것

이 익이하는 야에는 양하키 한안 아니라 흉기 또한 포앙딩다 따라셔 이허한 와정

용 내가 〔써용에 혹용 대화가 시혀되기 。! 션에] 욕g호 었언 껏 그 자예에 대한
찌규갱〔혹용 수갱〕융 요갱하께 되는 것이다 (TayJor 2002. 28 1), - 11)

에잉러의 기용적인 논의용 이와 강용 앵식으호 이에예 용 수 있다연 에채 예피
의 대영러얘 대한 반흔옹 그다지 걱실얻 것이 원 수 없아 얘일 '1 는 개인의 외우얘

개인 융 초월한 정대적 기중이 존재한다는 식의 보다 강한 논연융 개진앤 것이 야
니다 에일러의 주장온 이보다 약@ 수준에서

자기 앙당과 @잉없는 시앵 악오의

파갱 역사도 고영원 개인외 내부에서안 이후어질 수 았는 것이 아니각 개인과 타
자동 사이외 지속원

의미 지앵의 추구로서의 -

상호 작용 혹용 상호 교정 각

용융 용해서만 이후어정 수 있는 것잉옳 주장하고 있는 논연용 션개하고 있는 것
으:서 。l'써야어야 야땅하다 그영다연 양허 셰제 1 어가 엉경의 언에 서서 주장

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옹 에일러가 용호하는 아의 소극적 자유 "1 연 잉§과 거의

나 8 아가 없는 것이어 오히혀 대일러외 주장융 지지하는 논거로서도 이예견 수
있게 핀다 에일려는 다용과 강이 써히고 있다
-냐는 인강 생앙의 잉딴적 특정옹 기온적으호 서흐 얘화용 나누는 g성에 있융

용 @기시키고자 힌다 인간의 용부한 g 엉 언어증용 획득앙으호써 우리 인간을
용 자기 자신융 이에하고 따라서 인간 고유의 자기 정‘성올 규정하는 앤승엔 앵
왜겨용이 씬다

( ... ) 하지안 우리응용 타인용과의 의사외 "환〔 소용]용 용혜서

비로소 이인 언어흩 속으호 이끌려 종어가늪 것이다

아우도 자기 갱의(잉 f

d“…‘. )에 잉수혀인 언어증융 자기 >'"1 서 숭륙앙 수는 없다 ( .• ) 인간의 아용
용 이언 의미 에 서 깅코

특액적 (.α101ogi<:에) 으혹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얘화외 파갱얘 의하여 생성외는 것이냐

[ ... J 우리 자신이 우엇이어야안 하는가

용 용는 정 셰 성의 정의와 강옹 중요앤 웅제융용 혼자의 시색안으호 에견되늪 것
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아S 용하여

또는 우리에깨 의이 잉는 타인ξ이 우

11 ) Ìhe c찌 of Ihe op:nWoo lcvming 10 anω"""""' 이.1 ‘ 001 cootrol. or el~ 1 am en잉aging in a
@αn desi gn..:l !O mani에ate my p:뼈leI" ,,'lI ile pretending !O negol이 e. The eI닝 ι 아'". ψIe in
-

‘

‘ ..ay 10 “mι. . . .‘~'"ι'"‘ """,,.... his meιlS IÌSICI1 얘 as wcll ‘ 미lking. and

~~"‘.y n:<j u π thal l mleflrw:애ω ， ~잉~띠'.‘-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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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을 야용 송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갱셰성률 (identilie$)피 격 g 한 논쟁용
영여 기연서 우리외 갱세성& 규갱하고 안융어가는 것이다

[ .. .) 욕액척인 이상

용 고입하는 사양률에 의하연 우리 률용 우요닝의 영양흩 세대로 갱 이에하고 그

것에 대한 흥찌력을 가지고 더 이상의 종속에셔 엇어냥 수 잉융 안증 가놓@ 한
최얘얻으혹 우리 자징융 육엉적으호 엉성잉 수 있도혹 노경얘야안 얻다는 것이

다 용흔 타인흩과의 앙찌는 자신용 성언하기 쩌얘서 영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정

셰 성의 와정용 요직 자신에 의예 스스료 경정이어야안 힌다고 그동용 주장언다
[ ... ) 나는 이언 엉장이 인간 생땅에서 얘화 기능외 써상& 싱각하재 격하시키고
있다고 생각언다 (Taylor 1991 . 32-)4: Taylor 2OO L. 49-5 1) .-1 2)

'.일러 에 있어

야와 갇용 대회 꽁용셰 얘 강여하는 것용 개인에게 주어진 션액

의 용셰가 아니다

도리어

인간이 인간인 힌얘셔 인간영 수 있기 위얘서는 이와

강용 대여 용용셰얘 영수적으호 귀속되어야안 하는 것이다 여라서 개인적 자아
와 개인적 자아의 의우로서 셰째 톨 이앤화하여 인석하는 것옹 에일러에 있어서
는 e온칙으로 용가능하다

개인파 얘화 꽁동새 혹용 개인과 의이 지명용 상호

교악척인 강계용 유지하지 않융 수 없으여 이허한 상호 앙제생 혹옹 악은성용 애
채한 특링원 개인이란 있융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완갱생이 전제외지 않융 수

없으므로 ε8 일러의 잉옹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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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 와 。 1 1< 용한 개인 정얘성의 구성 과갱온 개

얘여적 용용‘외 갱써사상 ' "

인파 개인옹 녕어선 외우로우터외

수 있는 것이 결코 야니여

간성 이 라는 우갱적인 규정성으로서 이에핑

오히려 깨인의 용용애 의미 지영얘의 지속적인 그라

고 능흥적인 장여 g 용한 자아의 생숙 파정으호서 긍정척으호 이에되지 않융 수
없는것이 원다

요건대 대화 용용찌에의 공속성

그리고 그 송에서의 대화 과정은 우리로 하여

금 일갱한 도억객 연안의 중거용 공유하는 주세석 앵헤쳐냄호서 자신용 정업에 나

강 수 있는 영수용가경한 계기용 아련해 준다 엉인이 은용적 으로 우려하는 바외

가능성이 이흔야 이성 에 의한 혹압적 지얘 져기외 동장이라연 용 다시 양혜 이
성적으로 8안항 예예 누구나 홍영하재 도g하지 않용 수 없는
갱당 (lin이 soluûoo) 과 장용 것이 안드시 존재하여

안항 것이라 기대외는 이생적

딴일안 앵외의

다혼 이률보다 더육 어 장 연

존재에 의하여 우리가 우리의 앵위의 자유용 간성

방게 되고 강재외어갱 수 있으리라는 용혁에 대한 우허용이하연 에일러가 주장

하는 아의

대회 용용얘 와

하는 야의

강성 과는 처융부터 그 지칭하는 대상이 션어 다흥 것이다 용히

대>l 개녕이 당지하는 야의 의미는 얼린이 두혀워
전숭

원 인용운예서 보여치는 아 개인적 지아의 놓용칙인 딴연과 비용 가능성 그리고
이에 e강언 논쟁 가능성 융 충실히 긍정하고 있다는 정용 일"，\f적인

간성 이

아닌 운연 그대로의 캉망양적 양화 가능성융 영우에 두고 있다는 사실융 찌악인
예 주고 있다 결국 에일러가 역영하늠 바의

대화 풍용세

개영용 강제와 지애용

얘찌하연서도 풍시에 오늄날 우리가 욕도하 l 있는 자기안의
‘l 어 있는

그러연서도 또엔

우규엉적인

g

속에 강혀 고링

깨세적 지아동의 운셰용 그대료 앙치

에 두지 않으려는 시도인 생이다 '"

13)

얘여 용용에 속에셔외 상 1적인 자야 갱링 의갱이 어 느 특정앙 자。}에 대얻

니다나지 않용 수 잉 는 또 하나외 가능생용 가다이 ( H..(j. GWrær)의
샤이의 g져 속에 서 나타냐는

강성 으호

퉁퉁언 얘파자

연애 의 가능성에 얘@ 지격을 용에서도 갖아i 수 잉

다
사링의 권찌 는 그의 최종객인 e꺼 톨 경표 。1 성의 욕총""기 앵쩌에 우지 앙
는다 오히혀 그것 용 다용파 감용 인갱와 잉식의 앵에 에 그 e꺼톨 등다 용 다S 사강
이 나보다 8연킥 용장에셔 우영하고 여악서 자신의 8연보다 앙션다능 것 즉 자기 자
신의 8안보다 쑤영하다는 것에 대한 인삭에 은거@다

( ... J 연에는 인정에 토얘 흩 우

여 그언 정 에 셔 킨씨는 자신외 ~. .‘ 앙고 다e 시강의 더 나용 용앙융 싱회하는 이

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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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를 오크삿의 대충 샤외 비판

번개인에nti-indMd떠 W 과대중사회

1

마이를오크삿의 대중인해m=ma이 비판
요크삿옹 e대 서구의 정치 사회가 보여 주었앤 가장 주요한

캐억터 (chaiactcr)

용'" 개 인생 (irαv 잉 ” 이“y) 의 용장으로 이혜엉다 그리고 이 와 강옹 깨 인의 총현
파 헤용 갈이 하여 개인으효셔 주어지는 우앙용 스스로 인수앙 인한 의지 혹온 역
량융 경 여힌 다수의 또」개 인 { anti-ir잉 ividu이 )

영원 깨 인 ( indiv닝 U에 ~에"' )

혹용

대중 인간( =‘ ~，) 이'" 또얻 。}용러 동장하게 외었다고 파악한다(""''''''''‘
생 쳐1 외 에도에 근거앤다 .용쩍인 냉정 삭종용 "아흐께 이예원 외이에서외 씬외아
는 아우강 상".( 없다
다 (Gadamer

권위는 객갱객으$. .:;:-총;냐는 인이 싼1 가 엉고 인삭 ~t ~JII 힌

1993 , 172)

이러언 갱융 다시 한 언 고려에 "경대 대여 웅용‘ 내에서외 자아외 정엉 와정& 지
。}에 ‘F셔에농
“잉허외

안껴 jζ~"ε 것용 그 자져 오에잉 순 었다 혹에

얘아

깨영용 가다어의

앙시 상의용 아

이예(…""'"에j앵 VeNäOOi gung j"

갱오의 용λ 얘융 "이고 잉다는 갱에서 정저하깨

71 영과 상영언

중고스( '앵~， 에 엉각앤 연껴 1 녕

융성여하고 외는 가다어의 이 'f 강용 주생온 '.영 'f가지지하는 상1간의 지속적 얘"
앵예가 어느 영양에 의앤 다자에 대한 지애 강잉 톨셰 ~용 이"이

강성 과는 액악“

잉혀하는 것영 수 잉용훌 a이는 에에 를 도용융 충 수 있는 것으로 "딩인다

'" 오 g섯의 §’인 개영인 """에 는 성격 ‘용 혹생 용으호 언역영 '" 있융 것이
나 여기서는 욕영히 언역융 당지 않고 용역하여 g기하고지 한다 요크삿외

'charaCla'

끼녕이 앙시하고 잉는 의이에 얘예셔는 00혀빼 (1 993 .30) 용 장조양 수 있다

15'

오크삿의 "녕

indivjd，ω """"" 에 대 @ 우리양 언억어는 따1 내에서 이객 l얘되지

"용 것으로 보인아 온고에셔는 자" ..세 호셔의 1 인생율 인수양 안언 역양훌 깅여안
이을이라는 의이용 ￥각시키기 쩌하여
엉씬 찌인

얀개인

얘충 인간

e

영~ '.인 이각는 g언 :ζ호 &겼다 아융에
오추 장용객~~ 은대 이후에 용정언 비($) 

자&칙 인강엉흩 져갱얻다 오3섯 자성이 세 1 녕을 엉킥히 구g하여 사용하지는 앙"
으호 세 게녕용 혼용하더라도 a 깨 우리가 잉" 것 "-ζ 보이지는 않으나 ￥"칙으..
는 엉핀 찌인 파 다용우 1 녕융등징 시기에 여악 구싼 언돗언 언g도 잦융수 잉으

.!!5.!.. 야하에서는 "인예 대 "외는

' f 자용쩍 인간영을 지갱앙 예에 !←깨인 혹용

대중 인간 깨녕훌 주효 사용하기로 한다

대"끽 풍용‘의 정져사싱

227

1991 , 363.383: 1993}

자유로훈 자기 경정척 주세효서의 개인종용 ，~치 (role 이 law )~ 근간으로 하는
시인 사회 (civilassocialion ) 용 구성얻다 이러힌 개인률의 삶융 토대짓는 정우는 대
의찌 갱우 (represcntative govCfll πICnt)포서

갱우의 역앙용 시인 사회 션세 률 규융히

는 욕객 ( porpose ) 옹 구성하거나 혹용 우여하는 데얘 잉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
인흘이 스스호 선액한 욕적융 추구뼈 나가는 상융 영휘힐 수 있도흔 엉치의 용용
유지하는에얘안정원다
대죠객으로 다수의 안 개인

s

혹온 대중 인간5용 대종 정부 ( popular govcmmem)

요청언다 。1 응의 정우는 자기 경정의 능력융 경여얻 다수 대충등의 욕구얘 우

용하는 ，~식으로 앵외하게 의는 아 대중 정부는 이콩야 생산주의적(.여야1i v 잇 )

혹옹 용얘 주의척 {distriblUion 씨인 형얘의 집에적 (oollcctivism) 인 욕적용 갱치 사회
전인얘 부여 하고 이용 강찌앤다 이와 양온 오승용 띠는 욕적적
시넨 사회 {ci vil as.sociation } 와는 상이한

사회의 양상옹

계외 경사(~잉φn~ '‘ocialion ) 의 욕성용

보이게 띤다 '"
개인 5 로 이'1-어진 시민 샤회 (civil assoc 피 ion ) 는

흥동세 (community) 와는 천격

으로 다§ 성격용 강는다 요크삿이 상정하고 있는 시인 사회는 용용의 언어

연대

성 '" 공동의 옥쩍 꽁꽁션 혹옹 공공 이의 꽁용 갱각과 강옹 것에 기안하지 않는
다 오크삿의 시 인 사회는 오호씨 엉 치 (ruk 이써w ) 의 요소안용 공 유 앙 푼이여

엉

시장 녕어선 이외에는 개인융 사이에서 여하힌 형얘의 풍용성융 요구하지 않는다
요스피츠 ( Auspitt ) 는 이와 강옹 성융 다융파 강이 갱리힌다

-시인 사씨의 유춘을용 칙갱적으로 그리고 권에액으호 애외융 애인 조건응용

"} ’f gQveming is see" ‘

~'"‘φrisc ， desigoed 10 prom이e an identifiable set of objectives

'"""""η p띠ιu‘rity α ω잉…Iity)

the gteaIeSI CQn lribll1 ion

10 '"ιι、1(:1"

lhen a gOOO citi W1 is a gOOO Slaμ-、tite. ooe "'00 찌'tl
it is lhaI thc enlapOs.e is σ어ιing. ACC(JO에ing to oak에w

""" =야 00 '_ 여uality in 양h a sysIem . beca usc: rommon 센""""" m잉""μ'g<d 00

‘ “ion

thc scale of their contri

lO rorporaI C goals'-

“p;tt 1976 ηn

(A

(7) 요크삿용 1 인에 귀속되는 ‘정§호서 가*(l it.eny) 친쩌성 len!elprise) 자기 정정 ( self

de lClmir.ation ) 용융 융l 잉는 씬띤 양찌잉에 귀속의는 것으로서는 안션( SttUrity ) 영
얘(잉@끼，，} 명융(어때 ity)와 강용 것융 언융하고 잉다 ( Minogue 1993.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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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효하며 이와 깅용 규웅를용 앵용찍인 욕용이 아닝 외우에 예언 씨생씩이고도

자유로이 의욕잉 강성예 얘얻기예 톨 션 1 료하여 씩용언다 앙와호=쇠잉
생 (ci 에 ，)의 옛애톨 놓“히 수’하고 잉다며
하 외 g느 잉어외
Z}에 r뼈 S 어

g

"' • • 이;'l!I

그히’“쩌"가 "씨등 냉톨에 대

~.2. ~~영 서이 서 g 예 대’ ~"

@다 걱엉” 외치에잉

쳐우서 카잉 A 아예 a 하 이&에외

@다 샤잉잉 어 ‘에잉

....예

u

어 8 예외

e

'"여 i 잉 잉

"이，，~ 거。1 。“’ 거비 d

그의 엉

톨에 예@ 외우는 시민 사여외 생셰혀 조건률에 애한 져생혀 융인외 강각으로부

터 나오는 자유호용 션에 “l 갱억가1 영 것이다 (A~이:z 1 971ι 279)'- 11) (강죠는
인용자의 것 1
끼1'-'1 시@외

i 냐이 ￥.!io~ z)강 요 시.~ 여 a서잉

gi 느 꺼익* 기어* 처Jl.

.;;. R. 81 다

기 g 이 시이서에

, "'"

:11*.111<;11

쩌 。. 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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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 언어 종쿄 규엉척 8앵

즉가혀 욕g 혹용 생

칙파 강용 것용 션혀 풍유앵 영요가 없다 (A잉이tt 1976. 285) 씨 〔강조~ 잉용차
외 것1

요크섯이 그라고 잉는 자유호웅 쭈세로서의 끼인용 요용흩 "에 영생의는 요양
인 ( self-<Ultivared ~ )이자 (Aι"'"φ6.

아리스료엔셰스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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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 인

간 에 가까용 인간앵으로세 이에월 수 있융 것이다 이 률 이 구성하는 경사호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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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여는 용에스키외가 잉구힌 .)외 군주정 (~α"'" ) 혹용 쩌혹혀 용'1주의

”

대이}혀 공동예의 정씨사생

229

그링다연 군주정용 비영하고 션악@ 애용융 고상하지 옷얻 것으로 야안으호
의 외악으호셔

그 자선에 얘언 영예에손으포서 인갱하는 자기 쪽겹씩인 인간에

재 적앙한 갱우외 형에가 원다 그리 I 군주정용 이와 강용 육인융용 위한 정우가

원다 이러힌 정우용 용지 (govem )하는 것용 국인용 악혀하는 것
것파 감지 않으며

오흐지

흥지 ( role ) 하는 것영 여용이 다

[.J

혹온 션도하는
균주갱 의 쪽인

등에재 주어지는 죠언용 지유와 영웅의 상대가 의는 바 여 기에서의 명동이 한 지
쩌 싱외 영동일 "

조경 상의 영용이 아니기 예풍에 그이지 쭈헛하찌 드려나지

않는 총유외 것이 원다 이러한 국인융이 영워하는 앙용톨용 않용 수의 다양앤 것
흩이 외는 ，~

그것옹 이율 궁주갱 하의 국인용이 개인객 선에융 흥하여 그동이

앵앙 앙용융 경갱하기 예용이다 ( ... ) 그리고 (이 정용 갱세 하의} 갱시씩 교육의

용색용 영에와 갱셰의 찍성융 고취시키는 애에 ￥이재 잉다 씬언하연

[갱치 쿄

욕의 욕적용} 언 인간융 이와 강용 형태외 지기 경갱썩 개인융 (self-detσmilled

i찌 ..닝 . .，)의 경사껴(‘~ωioo)의 성씬권에 합당하게 생장잉 수 잉도육 하는 것

이다(Oakeshott 1993,

)8- 39):20)

요크섯용 서구의 역사 과갱 속에서 충세척 정서가 얘셰익기 시작하연서

파거의

용용세격 경용 (oommunal ties) 이 제몽빼 주었언 갱세강 잊 도억강의 공액 상얘가
나타났고 이러얻 속에서 대중 인간 (mass man ) 이 용갱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

나 요크삿의 농외에 있어서 특옐히 부각되고 있지 않용 우용옹 파연 그렇다연 우
허가 이혼바

*←개인

혹용

대충 인간 률융 어이힌 앙삭.0.포 개인성융 셰현얘

나갈수잉재당 유도에 영 수 었는가하는 정에 얘한 논의이다
자흩척 주세로서외 개인이 가지는 용성융에 대한 논의

그여고 이러한 개인률이

어미한 갱우 앵 얘 용 영 ..호 하는가에 안한 이녕영( ideaI type ) 쩍 정은용 §ε 유외

,

20) ‘b잉rt:hy， m" n is govemn‘에 l‘*이)!1a\C 10 “‘hωbjoo의 a self..oonl!ψ냉 m‘’‘"'-‘
lIlW1 and ignoble conduct a!l undignifoed , a '"니아e into baIbariSm. 8 dmigrntion of himse!f],“ i

‘ ..

g<Jvernm: nl in IÌ

simplyω 빼
어 a씨y

-이 . . . ω에CCIS. To

’..

govem. 11m: is neilber 10 exploit nor 10 Iead. but

‘

"""ι'""''''ωbjecls of 'mooωd、，y' I one of freedom and of여U피11)'-3fJ

which is ωu，히이efU ~iti‘ an .qual ity of starus and π~ of conditioo、 Tho.，;씨"''''

tκg ωbjects are many 8J떠 \'aric)us

br:I;aUSe they

sprin명 f~"이， mπ seof i어ivid띠1 c l10ice

And the oIJjecIs of poIilic띠 edocation is to incuk:age these vÌJrucs이 """'"ιlId moderaûon; in
0Iber

word<;,lO f,“ '"‘” ‘i)r I1lCI1Ibtnhip of

h an M!iOC이 ionofself-delermined in‘U‘iιu

j,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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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갱용 자영원 개인동이 이이 충분히 보엉칙으로 존져하고 있는

상태 에 서 개인의 풍장에 뒤이어 정부 용 새호이 구성항 수 있는 것이라연

오크삿

의 논의는그자세로하나의 중요힌성천격 대안으로서 이얘낀 수있올것이다 그

러나 용제는 이러힌 가갱이 껑요 현실적이지 웃하다는 데에서 사작원다 소수의
개인툴파 다수의 대중 인간의 풍장이 안지 하나의 개연죄 사건애 용과였다연

운

재의 싱각성용 그리 크지 않융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개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회
이되기 어허용 현상이었다연

다수의 대중 인간이 이이 웅장한 상태에 있어서 이

러힌 현실용 어엉게 타개하여 나강 것인가

공

연l-개인 흩용 어이한 앙식으로

개인 으로 고양시쳐 나강 수 있융 것인가애 대하여 논의되지 않￡연 안 연다 인
일이와강용지정얘 대하여 오크삿이 크게 영우에 두지 않고있다연 요크섯의 논
의 천안이 가지고 있는 앵징용 앙서 상여용

에영러의

'1 \'f

"f

엉연의 소극적 자유 개녕에 대한

잉.j; o1 찌기하는 야의 운찌용파 견적으로 흥영한 훈찌 상횡으로

원잉 수밖에는 없다 오크삿온 재인 의 륙 정에 지나치게 앵정용 둔 나어지
개인 풍의 위힘성용 지걱하고 있 용 깐

‘

9

안

이융의 운재 용 어영깨 에소해 나강 수 있

는지에 대예서는 그대호 방기얘 어린 것용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기저얘
는 개인외 정씨성 징엉이 용용셰 구성에 션맹하여 이우어앨 수 있으며

，.，성 이우

어져야 언다는 자유주의적 사유가 자리잔고 잉는 것용 아닝가? 그리고 그정으호

써 강파척으로

'I!-개인 의 고양 가능성 얘 대한 성천척 고인이 도외시원 것용 아

닌가?

륙히 오크삿외 경우에 꽁용세얘 대얻 얘씩 혹온 공용얘 내에서의 연얘강의 옹

연융 개인§의 경사애호서의 시띤 사회얘 영수적인 것으호 보고 있지 않다는 정얘
주욕얘 흉 핑요가 있다 공용셰얘 대얻 얘싹 혹옹 연얘갑이 부재얻 경우얘 양하자

띤 공똥새에 예한 소속강 혹용 귀속강응 션제 호 하지 않는 상대에서 1경원 개인
용의 개인성융 "양하기 위언 어떠한 형태의 얘엉조치 제 시의어 있지 않다연 이

는 정치 궁용세용 소수외 개인용로 이쭈어진 귀측정 (aristocracy 이 the few) 과 이
용융 동러싼 다수의 대충 인간융의 존재로 훈기시킨 얘로서 양치얘 우는 경파표
뀌칙앙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지갱에서 실천적으로는 두 가지의 가능한 대안이

촌얘힌다 흩 대중 인간의 미양전왼 개인영 융 고취시쳐 나강 수 있는 땅엉용 고인
하거나 혹용 풍용얘에의 용육감에 의존하는 현성척인 용흔 냉안용 요씩하여 나가
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 나 오크삿의 논의용 일영에 보건대 양 흩연 오두 거

얘화적 웅웅세의 정치사상

2n

의 언급되어 있지 않옹 것으로 보인다

2 자용주찌료서의 개인올항한고잉가능성과대회적시민시회
이이를오크삿의정치교욕혼피 힘리주의(Rationalisl에 비판
아，5;.

01

지갱애서

앙얘셔 논의원 아 영런의 소극적 자유 개녕에 대언 에일허

의 비!’이 다시긍 유외이한 비연의 냥용 1 공한다 오크삿용 용홍씨 내척인 연대
강에 대하여 거의 우게용 싱지 않는 흉사애

시인 사회의 성앤으로서의 개인등에

대해 정우 혹용 갱시 권력이 일정한 욕적용 '1 호부터 1""φwo ) 쭈와하는 것에 대
하여 "!우 강한 경제갑융 g증인다 요크삿에 있어

정치란 개인의 자유호용 성액

용 허여하기 쩌한 하나의 보호악과 강온 것으로서 이는 영치 ( rulcoflaw ) 의 앵태로

지속외어야 하는 것으효 언급외고 있는 아 '" 이러한 한에서 요크삿의 논의는 앵
련의 소극적 자유 용호용파 상당힌 우용애서 유사성용 갖는다 그언에 운찌는
이이

소수의 개인차 다수의 원자화원 개세척 개인동호서의

안-개인용

대중

인강 (mass man ) 이 용장얻 상황 하얘서 꽁용 씨 적 경송의 옥연 혹옹 개인성의 고양
가능성보다 개 인이 갖는 자융적 선댁 능력의 용호용에 더용 초정용 잊층 경우 。1

러한 논연이 실천석으표는 극도호 무책입언 깅과§ 가져용 수 잉다는 정에서 안생
한다 이는 오능냥 우리가 직 연하고 있는 "1의
여

이용아

상호 존충 융 이유호 하

어느 누구도 다용 누문가외 상에 안해 긴성하어 융지 않지안 이 러한 상앙이

요두외 개인성의 l양이하는 긍정혀 정와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개애'1 '1 고
앤자화원 개인 융 사이의 우규냉객 양태호 나타나고 잉는 것과 정악히 용일한 현
상이다

이러한 속얘서라연

대중 인간옹 언찌나

안 개인 인 상태로 냥아 있게

갱 !’이아 대중 샤회와 대중 용앤의 위엉성온 더욕 중대되는 앙향으호 악회의어

" ) 개le[Oalesho(l]

criticiæs

w idea of cen tntJ soci체 planning, for e~ample. becaω;e Ihe rnodo 01

’

‘

iIUCgralÏoo thai 1:0:1011& 10 ”이 a simple and u tc:mal SOII. 10 a cen traJ l planned sociely 에 W‘1
ι coooen ll1llOO in Ibe 11M피s of Ibe govemmeru. iU얘 Ihe go"δnmenl UTψ0iCS ooltr on socicty flQffi
Ihe OU lS ide. as il wc n:.

Sιh~띠IÍOI1

..

01

po‘ιer

jnevit.a bly !e ads 10

desψg“m.

‘

ln a liberal

de lllOCt1ll ic so:: iely. on tht 이"" 씨 the mode of inlc graUon is 이. more comple 5011. bcing
어.sed on lhe rule of law: (Fra‘ ;0 200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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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강수밖에는없다
그형다연 오크삿의 잉온 천안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긍 질운용 언지지 않융 수

없다 개인성파 반(反)-개인생애 싼한 오크삿의 논의 선셰는 실천칙으호는 그다지
흥이호용 것 없는 진부한 역사객 개싼얘 용야한 것인가? 개인성얘 대한 싼녕켜 용

호용과 안개인용에대한정영호가특한 귀쪽혀 지적용회로셔치￥외어야마
땅안 것일 앤인가? 그가 주장하고 있는 다양안 욕소리의 대화{Q)IIversatlon}의 장

이라는 것응 경국 다수톨 얘제한 소수의 선유융에 용과힌 것인가9
경흔부터 미리 양한다연 아이융 요크삿용 하나의 경정적인 그러고 그의 다용
논외융과도 수이영싼안 에엉용 제시하고 있다 다안 요크삿의 에업은 사회혀

리 협상 에 얘안 연기적인 그리고 걱정적인
않으여

셔앙 혹온

~

조치 의 성격융 띠지

그영기 예운에 오크삿융 며상적으로 욕에양 경우에

그가 얘충 사회의

e←개인성에 대얻 아우언 실천걱 얘엉도 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호셔 오에하게
핑 소지가 다용히 <l다

오크삿의 실천걱 얘안옹 주로 그의 에세 이 r정치 교육

(Po litical Edocation )J예서 찾아힐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갱시 교육흔용 업려주외
(없，.냉αm) 비 8 이라는 보다 큰 톨의 논의와 긴밍하재 경우되어 나타난다
오 3섯이 보기 에

근대외

I!리주의 는 명료힌 규액의 앵대호 정헝 가능한 기슐

적 지식 (technical knowledge) 와 구셰혀잉 힐용 용에서 비호소 세특핑 수 외는 성견
석 지식'''''''''피 knowledge) 사이의 구운융 흐려놓용 '"안 아니라 후자에 귀속되

는 요든 것률융 애초에 지식이 아닌 것처엉 영가 정하에 어영 q 에 싱천적 지식용

션용객 지식( Ir.Iditlorω k~'얘;e) 으 로도 g현얻 수 았는
션용이나 싼융파 강용 "!개에 옥혀의는 것이지안

이는 연쩌

"l

선입견

앙리추의는 이용바

이생

， ~앙. ) 의 미영 하에 이러한 요든 것의 의이용 훗소한다 갱치 양용의 영역에서

실천적 지식옹 경코 기슐적 지식으로 얘 세핑 수 없 는 것잉에오 용구하고 m 근대

22) •...

RatÎDII에Î.lm

. . .잉~

is Ihc: assenioo tI“”‘11: I hav‘에뻐

뻐• . •이...， ‘κating. tl>e"π

(에;c:shou 199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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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 사이의 구톨으효 .갱갯는다

앙리주외 찌영외

샤고 앙식이 g툴 것.， '""""잉 외 잉생에서 갱 e하는 인연 오크삿용 정시 영역외 고

유‘’ ‘갱용 그것이

까"fJCU，S'

7. 아닌

잉다는 션영이다 ( A잉pítz 1976)

""""" 로 구성피는 용강이라는 갱에 주용하고

얘여혀 용용1외 정치사상

III

의 합리주의 는 이톨 대세하고자 g 잉없이 시도에 었고 씨 정치 톨 정치을서 이에
하기보다는 하나의 사회 장악 (""ω engineering) 의 영대로 이예하고지 혔다 이러

한

엉혀주의 는 오쟁 용안의 구씨걱 황용 속에서 비호소 영어질 수 있는 경영

(e~perience) 과 강각 (sense) 이 갖는 가치 용 양각하었고
냉 으흐서의 이용아 파악걱

연기적이고 직정혀인

처

엉엉(""""" ) 에 얘타격으호 진충해 왔다

그러나 요크삿의 판정애서 정치적 지식 혹옹 성천혀 지식용 깅코 액 용 잉융
으로써 기슐적인 지식용 천수양듯이 찍특핑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천적 지식옹

가프쳐갱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예객인 안용의 액학 속에 능동혀으로 진잉함으
로써 비호소 옹에 얘이게 되는 것이다 여라서 여기애는 어떠한 유의 연기적 써'11

혹당의 죠치 의 강옹 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이 요핸 기강애 걸쳐 축적의어 내려
옹 천용(tra.dilioo) 얘 스스로 창여@으호써

비로소 죠긍썩 싱천객이고 능용걱인

자유로훈 앵쩌 주씨효서의 깨인으호 암아꿈뼈 냐가재 횡 수 있용 양이다 얀) 이 외
에 우리가 생각힐 수 있는 다흔 정로는 션혀 없으여 다혼 경로 혹용 보다 앵용 정

로흩 잦아내어야 한다는 강악 싼녕。1 요히려
영 똥이다

앙려주의 와 강용 용찌 용 야기하게

오 크삿용 정치 교육얘 대한 우리의 한녕

올

우리가 어이안 식으호

갱치 교육 융 수앵에 나칼 것인가애 대한 혜당이한 근온적으로 우리가 정치 앙
용융 어잉게 이혜하고 있는가의 차씬으로우터 도용핑 수 있는 것이라고 용다 더

나아가 그는 이미 지속되고 있는 정치 앙용에 관언 우리의 이얘용 중진항으로써
우리가 정치 "육에 대한 이예용 찌득하게 핑 양안 아니라 정치 항용 그 지}셰 에

대얘셔도 보다 이 깅이 있게 이해항 수 있게 앤 것이라 주장한다 정치 쿄육파 갱
치 영용의 양자는 운환객인 앤연 구죠 속에 놓여 있는 생이다 오크삿온 다융파 경
이 11혀두고잉다

-그러므 g 우리는 갱씨호부터 갱씨칙 지식과 교욕의 성격융 추용에 내기 헤하

여 갱치의 갱의 (definition) 를 추구하여서는 인원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이이

’

24) "Thc: $O}""", ign of 'reason: for
1991, 16)
25) ... speak 이뼈~""
"."엉‘n 1991 .4:’ )

‘

R.aoo.빼ist.

means the so\'ereign l)' 이te<:hniqι ,- (Oakeshott

-얘얘 --"πnlS: nuher ‘κIß

as 'makin냉-함~ι

i

n

‘

힌국정 t 연구

~t17~ ~t2호 ( 2008)

가지고 있는} 갱시적 앙용에 얘얻 오총의 이에 (ωJdcrstanding) 의 내우에 혼예부터

존찌하고 있는 지식와 "용의 용갱& 장 판창하고 이러@ 판장의 경파용 우혀의
정씨에 대언 이에톨 충진하여 냐가는 수단으로써 @용하여야안 엉다 10냐s‘m
1991.46)." 삐

이이 종재하고 았는 갱씨 앙통융 이얘하는 것옹 그 자1

정지적 전용에 대힌

이에 톨 의이힌다 그리고 션용이 하나의 고정책 싱세요서 개인융용 초영하여 종찌
하는 것이 아닝 언 션용에 대한 이얘는 곧 션용예 대한 창여용 의이하여 션용애
대한 창여는 다시긍 융잉없는 대화외 파갱에 스스호용 기쭈하는 것용 옷하게 원
다 π

정치 "욕용 단숭이 전용융 。l 에'f재 되는 것외 용제가 아니여

이것용 얘화

에 창여하는 앙앵융 얘우는 것& 의미힌다 이것용 우이가 〔우리의] 앙의 이얘
안계 ( inlereSI) 톨 가지고 잉는 〔아료 그혀엔 1 찌송 !H 션용〕 내로의 잉희앙

(initìation)이자 용시에 이러한 채숭용〔션용〕 송 '1 앙시흩에 얘한 당구이기도 힌
것이다 l(hl잉삐I 1991 . 62 ) ."28)

연!-개인 융 녕어

하나의 자링썩 주셰 로 자리'!깅안

개인 으호서

지속객인

""ν ••‘”닝 noI . lhm: fon: . seek a definitioo of α>liÚC!i iII order 10 deducc from it the cl1aracter of

poI itical knowledge ar잉벼‘:aUon. bt‘--、Ie the ki찌 ofkoo，.냉!ge and cducatioo which is
inhereru iII any IUαf'SWIding of poI itical actlvity. a찌 ω;e d! is 야-‘n‘

•• -“ of improving

~싸""""ι빼"0‘ P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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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시추구 1，，"，"“。of irnimatioo ) 효서외 갱치는 경굿 논리혀 주장용 근용 .성

으ζ 상고 있는 이예융ζ기 갱셔야 앙리 a잉없고 개앙객인 대여 I~-ι..，흩 그
용 ‘생으로 앙 수여에 없다 예냐하연

전용이냐 연앵 속 에 서

e

앙시되는 것 용 어인

앵악@ 양앵올 지시하거나 자영언 내용융 지년 것이라 연정!이기 어영기 예용이다 갱시
전용이냐 ~~용 여러 욕소리 호 구성잉 구성용 1m에 j.miccd Cf'eII1UR:)

다시 당에 서호

정갱어연셔 다용 양양으을 영어당기는 다양한 신녕 룰로 구성의어 잉는 &‘~. 구성&

(mi!cc llancous composition) 이다"(김1l1 -tt 2006 , 136)

2&'

‘

poIiûç피 cdocation is π， ~πIy a

110.... 10 partic.어te in a COO \lflSa‘ion:

“

maße1"

i~. and the ex plorn1ion of its …~

‘

of coming 10 ω'lden.Unding a 11 lition

“0I1Ce

“ is leaming

initiation in lO an inheritance in whidl wc: have a liι

대화석 용용에의 정시시징

2J5

대화 과정용 흥얘 전용융 예석예 나가고 또한 션용융 앵엉혜 나가는 시인 사회

(civil association) 의 구성띤이 외기 에에서는 다시 양해

대중 인간 이 아닌 자융

적 개인으호 당 아꿈하기 쩌에서는 시인 사회가 장유하고 있는 정치적 전용용 이에
하고 갱시칙 앵~의 천용 내에 스스로용 하나의 대화자호서 기쭈하는 것 。1 외에

는 다혼 방업이 없다 이는 일경

개인 이 외기 외하여

개인 이 외어야 씬다는

순환 논충의 오유에 ‘진 것과 강이 이예핑 수도 었다 용ξ 이러얻 지객용 어느

갱도는 타당얻 '101이다 그러나 오크섯의 판갱에서 이것 이외에 다용 앙엉융 찾
으려는 gε 시도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정치 안용애 얘힌 이에와 칭여 이외의 땅

식으로 안 개인 용 개인 으로 고양하고자 하는 오ε 시도는 구세적 싱천혀 지식
융 기숭칙 지식의 차연으로 @왼에 어리고자 하는

양려주의( Ratior버ism ) 적 사고

냉식의 앙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인옹 자용적 개인으로서의 정씨성용 확핑한 연후에 비로소 용용셰익 장애 진
잉하게 되는 것이 야니다 오히려 정치 공용에의 전용 속에서 이로쇼 개인용 자훌
적 개인으로 자신용 정링예 나강 수 찌찌 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크삿의 천채 잉은
이

개인성 과

안 (f{)-개인성 의 용제용 단순히 기슬(d=riρg‘)하고 잊는 수준

에 그치고 있용 원 개인성(;찌 M ω “y ) 의 고양의 용연융 간파하고 있다는 이얘는
요크섯에 대한 오에잉 생이다

오-1 혀 오크삿의 션찌 논의는 그것이 영아나 지난

언 노혁용 요구하는 파세인가 하는 정용 우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썽이다

IV

경어 ; 대화적 꽁퉁셰와 다앤적 연대성

우리가 오크삿용 이상에서 정이한 냉식대로 욕에안 수 있다연

앞애서 논의영언

"1의 창스 얘힐러의 입흔파 오크삿의 갱시 교육흔 사이의 유사생과 진억성융 다시

암 확인때 용 수 있쩌 왼다 챙스 에일러가 주장하는 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
인으로서의 정씨성융 엉성혜 나가고 확인뼈 나가는 계기한 오직 얘화적 용용제와
의 상호 교효척 "껴 맺응융 용얘서얀 가능항 수 잉아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도

요크삿 역시

그가 시인 사회(인 v il associatioo ) 라고 지갱하고 있는 대화격 용용째

의 액라 송애 하나의 대화 주쩌료서 스스호S 기우앙융 흉해서안 자융 주세표서의

개인 으로 스스호용 고양양 수 있옹용 강연한다 요약하션대

태영러의 논띤이

ll6 언국정치연구 세 11집 제2호 (2008)

우리가 가지는 개인으로서의 지아가 우리가 꺼승외어 있는 대화 공용세 속에서 생

숙의어 나가는 것잉용 보여주고 있다연 요크삿의 주장용 대화 용용씨 내에서외
대화가 아년 다룡 땅식의

지용경 용 찾으려는 오은 시도가 우익항 원안 야니라

그 자세 갱치쩍인 혹용 성천객인 항흥이 갖는 용정용 에곡하는 것으 g서 위엉융
초찌항 수 있다는 갱융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강용 연융 고혀혜 호건대 요

크잣의 논의는 에일러의 논연파는 다소간 상이한 잉장에서 그의 논리용 정리하고
있옹에도 용구하고 곧 g언하연

션 용(.낀iditîon) 와

전용얘의 창여 (initi써~mro

an inherilJUlCe) 용 강조언다는 혹연에서 g영 에일려가 보여주l 있지 않용 보수주
의척 샤상가로서의 연오용 노정하고 있용에도 융구하교 양자의 논의는 상당힌 정
도의 진화성파 상호 보싼성용 가진다고 명가되기에 크게 요자랑이 없다

오히려

에일러가 유정하고 았는 대화척 공똥얘의 가치용 요크삿의 논외가 그의

엄리주

의( ""'"비ωn)

비연과 예톨 강이 하여 보다 단당하게 강화하고 았는 것으로 딴

당핑 수 있는 것이라 하졌다 첼스 에일려와 아이용 오크삿의 논의는 경극 연'f화
원 개인에 토대용 두고 잊는 요능냥외 얘중 사회의 용세에 대져함 수 잉는 유일언

싱천적 혜영옹 대화 의 가치용 의상려 나가는 것일 환이여 이것 이외에 다흔 망
식융 장융 수는 없다는 사실용 우리에깨 영려준다
그러나 여전혀 당째지지 않응 용찌가 아직 냥아 있다 풍용세적 연대강용 션제

하지 아나 얻 셰로 사랑률흩 어영재 대화의 장으호 이열어융일 수 잉는가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그것이 공동씨일 수 잉기는 얻 것인가
이

이 용제와 완련하여 요크삿

대중 인간 (mass man ) 률의 연대강(ooIidarity)융 거우언 것용 정당하다 셔두애

서 언급었웃 인쪽파 째급 인종파 강용 집단혁 정에성용 사링 융을 하나의 장으로

용러 요아융이는 얘에는 생풍했지안 그것의 경과는 과히 우려앙 안한 것이었기
예훈이다 20세 기의 슐앤 억사걱 사셰융용 우리흐 하여금 파거외 것과는 다용 어

언 것 갱단껴 연대성용 장충하는 기찌가 아닝 또 다용 가능성용 오씩하지 않용
수 없도용 종용얻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외 셰로운 대안척 연대생 혹용 연대장용
서호 상이현 욕소리흩。1 용존하연서도 그것이 하나의 사회흐서 경용핑 수 있게앙

얘 주는 어언 것이어야 한다 "'
' " 용용씨의 그 생앤률의 연예에 얘언 요은 강조가 그 자‘ Z 갱당하지 는 않아 갱치웅용
에외 연얘의 논리는 그 갱당성의 견세를에 대한 셰싱얻 "성과 추의가 "다연 아주 영

예@적 용웅씨외 정치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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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한 문재와 판경하여 우리가 유용하게 앙용에 용 수 잉는 또 다용 에스트풍

이 있다 그것옹 성천(~잉is) 와 완련한 가다어 ( H ，-G .G영~)의 여러 언영률이
아 가다어얘 따르연

사회객 이성 (gesell&뼈mκhe Vemunft) 이 시현의 는 것용

연대성(Solid때띠，) 이 용유외는 언에서 바로소 가능한 것이다(액승영 2005
85 ) ’이 그리고 연대생 용 외우격 자씬얘 의해서 추용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

화자을 사이의 대회가 이쭈어지는 파갱 속에서 비로소 형성되는 일종의

공용생

이다(액슐영 2005. 88) 가다어의 원정에서 보건대 서호 다흔 용소리 톨 내는 인간
융이 서로용 이예하기 해하여 얘화톨 시작힘 예 그용옹 이미 하나의
공유하기 시작한다 이 질옹 가다어의 입용ξ l려에 용 얘

연얘성 용

"용씨객 연대성의 의

이용 강죠하고 있는 에일허의 경우에는 알힐 것도 없거니와 오크삿의 대화격 시
민 사회 (αvil assoc떼 ioo ) 역시 그것이 서로 다흔 욕소리 사이의 지속혀인 대화용
강죠하고있는한에서

확히 어느한연의 용소리가일양칙으로강조핑수있는논

중 ( argumenl)이 야년 대화 (conversatíonl 용 충시하는 언에서(Oakeshon 1991 , 58

깅

비tl: 2006. 136- 139 ) 영동셰 내적인 연대성의 자씬융 간파하고 있다고 양 수 없
다 오히허

연대생 (sol idarily) 으로부터 대회걱 용용셰융 지앵앵 수 았는 갱치적

자원용 찾는 것용 거부하는 대신 대아 (~、 mω00) 그 자새로쭈터 용흥1 내척
유대의 지안융 추구하고 있다는 정얘서

비혹 그 자싱이 명시적으로 밝혀두고 있

지는 않다 하더라도 오크갓의 얘학적 시인 사회 개영옹 기흔의 깅당쩍 연대성융
대세하는 다앤혀 연대생의 가능성용 오색하여야 한다는 우 리외 용재 의식과 더육
더 장 부안앙 수 있는 가놓생융 앙시“mι，)하고 있는 것으호도 잉어정 수 있융
것이다"，

제 션에주의적 억앙외 ~.표 객용안 수~에 없다 그혀고 그것용 역성객으호 갱시"흥
1 아 그 구엉앤를외 사씌혀 혼져 양삭의 샤사화 . 위한 비일 용호가 영 수도 잉다

( ... J 용1 는

웅f생이나 연대의 이녕 자에 7) 이니라 그 생칙이다 전세주의걱 정치용용

씨와 인주척인 정치장흉‘의 풍장생와 연대외 논리가 갱율 수는 없는 것이다 (장용주

2007 , 134-1 36)
30'_ ‘"'"잉ce? I WQU\d likc 써잉~: f'racti<:e is 잉잉 . .띠 g~lf ‘얘~‘ '"，어
S뼈@‘y ’”“[ ‘ thedecisi，'eCOl깅 . . .찌 ...’‘이에~버 π‘00." (Ga<.ωner ]98].87)

31) M. (hleshoo이 생갱하고 잉는 바의 자융핵 재인이 타자 {용 공용세 에 때하여 당혀 잉
는 지아가 아니라는 갱용 다융의 g용 그의 언g융 용에서도 상여‘ 수 있다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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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 자유로운 주세 개인으g 우리용 스스 .. " 정링얘 나가는 것 그힘으 로써

영딩 개인 올의 대중 샤회흐 갱싹앙 가놓성용 강쇄시쳐 나가는 것 이와 융시에
기흔의 깅당석 연대성융 대찌하는 새로운 다앤쩍 연대성에 의거안 자유호용 주
‘-개인증의 꽁동셰융 구성뼈 냐가는 것융 가능케 하는 유얼한 실션적 대안온

앙융 경고

또한

알융 률는

대화의 과정 속에서 잦아지지 양으연 안핀다 이

는 얘우 느릿하깨 진얘외는 그리고 영잉없는 완심과 노역융 요하는 파정일 수악
에 는 없지얀 우리가 양 수 있는 최선의 것이지 우리가 양 수 았는 유일힌 것이

기도 하다
연

개인 이 용흥세에 선앵하여 자렵양 수 있다고 생각히는 이용에재라

이러한 결온용 허우앵랑하고도 우의미한 진슬에 용파얻 것으료 '1 추어갱 수

있융지 요용다 그러나 에일려와 오크삿의 논외가 우리얘게 보여주는 바는 경코
개인의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대화척 액확 송애 자리얻 공동세 의 차앤과 용려월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신안의 톰 속에 사로장혀 옹신하고 있는 개셰화

원 개인증융 어영께 공척인 대화의 장으로 이용어 내어 을 수 있는가 하는 용옹

에 대한 궁극척 당연 또한 역시

양걸기

이외의 다응 곳에서 핫용 수는 없다 사

회적 연대성융 고취시키는 것이 오직 대화의 앙식안으흐 가능하다고 영 때에 스
스로용 연대외 용간으호￥다 고링시키고 있는 많용 이 률 에 대하여 우킥가 그융
융 에찌하지 않는 연대성용 확보에 나가기 외하여 영앙 수 있는 앙식 또한

기

이외의 다용 것영 수 없기 예용이다

이러한

양걸기 의 시도가

잉경

자기 션찌

얘 따라 개 ‘ 객 고엉켜 상융 상기 훌 션엑한 이톨에 대안 혹혁적 간성인 것옹 아
니다 가다어가 지척하는 아 권위가

연쩌주의 료 천화하지 않는 언

걱 주애로서외 자아애 대얻 간성이 아니며
기 예용이다

오히혀 그정다연 이는

용력적 지얘 육앙의 후사 또한 아니

그융 익 이생척 자아애 대한 강한 공갱영

‘

the !IIQI"lIl ily o( individuality h 잉 =<Ig niud self-love
homao açti

‘” ‘“

enjoy the bendi t.s of

이는 개냉

‘

‘

.m。얘 lhe legitimale spring 。r

‘@야 10 aæommodale 뼈 ividuals 10 OIIC IIlOÙlC r so lhll they mi야l

‘’@…ioo. the ’ofllliry of ∞

’

IJ

e<.:ti vism pronounced 'self-lovc' \0 be evil

l“ soughil0π에~“ 101 by love of 'others: by 'charity: or 'be~vok ‘:e' (which woold

havc entaikd a

..,lapsc i…。 the vocabu’ary of individ““oI ity) , 001 by lovc of lbe 'Col l<<livity

itselC (Oak esboul993. 26);
꺼Ic[the 'mass man'l CllIl havc 110 ~‘""
be has
(C야;eSOOtt 199 1. 373)

comndes:

‘_&;0‘

bhip;s a π:lation betWt'C끼 individu.띠5)， 001

얘야격 장흩세익 갱 i 샤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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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G잉amer 1993 112) 씨 운째는 다안 이것이 경코 쩔온 시일 내에 해소핑
수 있는 간당힌 과제가아니라는 대예 았다

손쉬훈 처양융기대예서는안딩다

는 요크삿의 언영은 그얘서 요능 우리에게 더육 용 의이용 언져주고 있 다

투고엉 2M잉 7'"잉
심 Alil 2CO영 8월 7잉
게 찌 ~엉잉 xα엉 80'β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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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이 itic어 꺼lOught of “ Con versation어 " PI이Jtic외 Community

Mi c hael Oakeshott

F ocusing on the theses ofCharles Taylor and

Chan-sung Park

11< pro히ems

of atomized individuals and the issllc

-;πdividuals aπ conllnωtlsly
OCQ!lOßl ic

serious in the

‘

이 rnass

COfIternpoi얘tγ

I SeO..I뼈"""뼈..，

sociely which

αf1sisl!i

of

society. Modcm cap;lalist

sySlcm intensifics this problemalκ endeocy of seperation amon시g the individ떠]，

lbemodem ω ure Ihat supports lhe mo때 subjectivism juslifies evc J)' ki찌 of_씨"
judgmenl!i of eac h. indi이d 피 on the perspcçtive 이'"“ nding se lf-delenninale freedom . The
mam ψιses of Charles Taylor and of Michael Oakeshou maintain Ihat ∞ nversalion히
F씨 ical oommunity OT 이vi1 association can be the 0Il1y solut Îon for those problcms of "

‘

sociely in modem liπ‘ Even lhough there aπ many diss imilarities 001 ~"

‘

"'"

“

싸~of

1 o ψinkeπ‘ 씨S 잉ω'J asserts they are fundar야nulJy concemed about the same αublemof

‘

mass SOCIC y

’

c‘때 es Taylor argues th이 the idea 이 authentiπty can OOl 야 떠entirJed vith lhat 이 se l f.

determinate

fl뼈

or ncgati ve freedom . He stresses

th에

an

individ 때

야 amaUJre

=

citizen only w뻐in the ∞ mrn" … yofmulωU ∞fwersaûon which is llOI !he same as coeπive
interfeπnce

from

ω

s ide. Add

αωly.Miche피

"∞P ∞nstam oonvers히 ional understanding.

Oakeshon shows that !here is

r"IO

OIher way

The thesis of Oakeshotl' s contains many

‘ critic ism on the modem mass ‘ociety even seems to defend the

~πie1Vaúve

as pectS. H

oonservative

i야a 이

!he '.aristocπlCy of the

be a possible and reasonable

πsponsc.

ω찌@ω1ding. This study stπ=‘ ’띠，

recons idered

씨 Ihin

“

w:' Although this kind of undι"'"쩌 lng may

thi s study contends that il is nOI an appropriate

""""'"‘I'

the wide contex l of hi s

s SOlulion on !he mass sociely mUSI be

cril띠 ues

on the

probleπS

of modern

Ralionalism.' In shon. T:애I~ ，쩌 """"얘 I teoch us that all we can do and shoω Id do ‘

얘.혀 웅흉‘ 외 갱시사상

OCI lVe 잉여

"'，，，κal par1 icipt…。'"

in the αm‘'"이 ion

th이 '"'히녕s

2'"

mutual understanding and

rearrangcmcnt

Keywords: Ch arles Taylor. Michacl Oakes !M:l u , convcrsalion , conversatk씨1
이ommumty. atomlZ~찌

individua l. collectiviSl

association. ' RatÌOfωlsm. ， plu이

씨ic

soJidarity

$01 띠larity.

띠 itical

authenticity. mass sociely. civ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