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주의논쟁: 

브라이언 배리와 윌 킴리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준성 l 샤을대회깅 

한국사회는 잊션대 이해료 급옥히게 다\'!용 다문회 시회표 진입히고 ~q 이러힌 

연회원 얻경 옥여서 톨'1 2000년디빼 톨어서 회7QOÐA쉰 다용회쭈의 연구기 뭇톨 터지 

돗 흩이져 나왔디 '1>엔! 장직 정치엑기때 서는 디은회주의얘 판힌 연구기 상대적으로 

‘싱회j되어 잉지 않온 것이 사-1101다 이.m. .. 뼈 온고는 다용외쭈의 논엉시에서 영 
잉럭이 큰 두 정i 이톨가인 브리이언 배21외 월 깅리키의 견해. 제깨적으로 비교용석하 

고 01톨 정치획끼|얘 쇼개ε삐 므리01언 배리는 영등주의직 자유쭈의 시각얘서 다운회주 

의. 깅엌히 비연히여 윌 낌리카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시킥에서 다뭉회쭈의. 적긋 

지지인띠 힌언 몽고는 g괴적인 6따를 위.~껴 개인괴 집딘 켠리외 문회 징으l 사 

회~II의 예 기지 태미를 g심으료 두 O톰기의 디문회주의 g기를 실미온디 영국 본 

고는 비록 다은회쭈의. ~J; I억괴 적극직으로 잉액시카는예 다쇼긴 힌찌톨 보01고 g옹 

에도 툴구히고 헝* 국가-소*~딘 판껴 애서 나티나는 지'" 운찌를피 진톨적인 정치회 

의 지인 이슈률 긴의 연깨 A밀톨 위멘 흩1lI{j으로서의 의의톨 깅는다고 히갱디 

쭈I뼈 영웅주의적 지유쭈와 자유주의직 다은회주의 운회 정의 시회~II 

1. 서론 

한국사회는 90년대 이래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인자을 충심으포 인구학적으로 빠흔 

속도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가 지속왼다연 2050년에 

냥한인구 전체의 약 10%가 타인종의 배정융 지닐 것으로 추정된대윤인진 2008. 껴) 한연 

이러한 인구용계적 연화는 수의 연~f에 그치지 않고 이주인 집단의 사회구성원의 권리블 

양한 자각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요구용 뺨뜯인 시민사회 단제틀로우터 도웅올 받아 공 

적 영역얘서 옥소려릅 낼 수 있는 정사채플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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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합의는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왔다고 용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다문화주의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퉁파 관련해서 어떠한 설천적 항의를 갖고 있 

는 것인가 - 다문회타의는 위기인지， 기회인지， 아니연 툴의 혼합인지 - 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진행형이다 

한면 이러한 추세 속에서 다문화주의(multiωhumli sm)'는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의세로 

판싱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2뼈년대에 들어서 학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 

었다 실제로 사회학과 인류학분야에서는 주로 소수자의 증가 추이를 추적하는 흉계와 이 

로 인한 사회변화을 관완하고 분석하는 작엉늘이 이루어졌고 여성학계는 주로 성명등의 

관점에서 이주노통자의 현실을 정근하거나 국제결혼에 따른 여생 이주자의 문제를 다루었 

다{김남국 2008, 347) 갱치학계에서도 정치이론의 시각에서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고 다문 

화사회로의 이행이 갖는 정치셰도적 합의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왔다 하지안 정치학계 

어 서 나옹 연구는 주요한 연구로는 김납국(2005. ， 2oo5b), 김엉수(2008) ， 김비행1 996. 

2007). 팍준혁(2007) 등이 있다 - 타 학문 영역의 연구 성과에 비해서 수적인 연어 서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울고 있다고 불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하여 온고는 2 1세기 한국사회의 핵심 의제들 가운데 하나인 나문화주의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지학껴 에 소개하려는 한 시도로 출발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서구의 다문화주의 논쟁의 액락에서， 영향력이 크연서도 다문회주의에 관 

해 우렷하게 대영되는 입장을 전개한 두 갱치이론가인 브라이언 배려(Brian 8any)와 월 김 

리개에11 Kymlicka)를 비교한다 온고는 이룹 흥해 정치학의 시각에서 다문회뮤의 논쟁에 

대한 보다 성서 한 이혜를 제고하는데 기여합읍 목적으로 한다 

한연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강다 우선 서구 다문화주의 이혼기을의 논의릅 중심으로 다 

문화주의 논쟁올 정리한다 이어서 이러한 논쟁사의 액락을 바탕으로 배려와 정리카의 다 

문화주의에 관한 상반왼 견해를 개인과 집단， 권리와 문화，‘ 정의，‘ 사회홍합‘의 예 테미흘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두 정치이흔가의 비교논의를 정리하고 간단히 시사점 

을설영한다 

II. 다문화주의 논쟁의 맥락에서 본 윌 캠리카와 프라이언 배리 

다문회주의 논의의 초창기로 볼 수 있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이른바 공동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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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다문회주의 이론가틀이 - 에론 반 다이크(Vemon 、'an Dyke 1979), 프란시스 스엔손 

(Franccs Svcnsson 1979), 로날드 가렛(Ronald Garct 1983), 달렌 존스톤{Darlcnc Johnston 

1989)등-등장했다 이틀은 기온적으로 다문회냐의를 개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화 

(1i bcrali zation)에 애한 공동체주의적 거부로 웅장한 것으로 성영하였다(Kymlicka 2007, 

99 fn .) 또한 이들은 개인(individual) 과 ‘국개the stat야 사이에 존재하는 (이익집단이나 계 

급집단과도 구분외는) 중엉위 집단으로서 인종 공동제(ethnic communitics)의 엉적 도덕 

적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집단의 권리를 개인의 권리 혹은 사회의 권리로 환원시꺼는 

자유주의 정지이론가들의 일반적 정향성을 비만하면서 이들 공동제를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단위(right-and-duly-bcaring uni비 로 인식한 것올 제안하였다 

한연 공동재주의적 다문회}주의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70--80년대에는 여전히 1948년 유 

엔의 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Human Rights, UDHR)’으로 대효되는 2차대전 

이후 약 얘년간 우세했던 인권 중심의 국제규엄이 우세하였고， 이에 따라 다운화주의 당론 

은 기대E녕 활성화되지 옷했다 하지안 1 980년대-1990년대 초l 특히 당냉전 이후 인종분 

쟁이 섬각한 수준으로 표출되었던 %년대 초안에 이르러서는 인권선언 프레임으로 인종 

갈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을론 다인종 사회에서 인권 중 

싱의 정근은 인권의 관점에서 소수집단의 성원을 보호하는 것올 최우선시 한다 하지만 다 

른 한연으로 인권 중싱의 접근은 개인의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소수집단의 제도를 보호항 

의무즐 간과하고， 그 정과 소수집단 성원들의 집단적 행위자로서의 능혁이 약화되는 한계 

플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는 정차 다문희주의 규범올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검리카의 표현을 쓰연 다문화주의의 국제회--( intemat ionalizat ion of multicul

tura li sm)’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려한추셰 속에서 일군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liberal 

multiculturalism) 이혼가들 - 야엘 타미르(Yael Tamir 1993), 재프 스피너(Jeπ Spinner 

1994), 라이너 바F럭(Rai ner ßaubock 1994), 조셉 라즈(Joseph Raz 1994) 동 이 동장하 

게왼것이다 

대체로 다문화주의 이론은 우 가지 공용된 전세풍 바탕으로 한다 첫째， 다문화주의는 

근대의 계몽주의 기획(Enlightenmeπt project)~l 대한 인식흔적인 반성올 함축하고 있다 둘 

째， 자아(s이O는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적 액락 속에서 규쟁되여1 운화는 개인적 자유의 핵 

심직 조건이다 한연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이흔은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전제을 수용하 

연서 다응과 같은 특정을 보인다 첫째."f-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인낀의 동질성융 전제로 

한 인촉국가{nation-statc) 판녕， 프항스의 공화주의 모텔에서와 강은 동화주의에 기반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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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국가)건설(nationlstatc-bui 띠ing) 프로젝트를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웅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를째， 자유주의적 다운화주의는 소수집단 유형영로 자영화된(group-d i tJ'erentiated) 

다문화주의 규범과 갱잭을 지향한다 

그렇다연 80년대에서 90년대 호에 급부상한 다문화주의 이론의 주요한 갈래와 논의가 

우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다문화주의의 논쟁정을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 

는 자아와 문화의성격에 대한규정이라고봉수있다 마이를산델(Michael Sand리).찰 

스 테일러， 앨라스데어 액킨타이어(A때air MacJntyre) 등의 공동제주의^e을은 우엇보다 

도 칸트와 룹즈로 그 연원을 되짚을 수 있는 원자론적 개인의 관념과 계약주의 자유주의 

등 이른바 ‘자유주의적 기획(libcro l projcct)을 거부하여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성을 위 

한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산텔(Sandel 1984)은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절차주의적 

공화국(procedural republic) 의 도래”와 이로 인한 공동제에 대한 애착싱과 충성심을 상실 

한 우제약적 자아(uncncumbcrcd self)의 문제로 규정짓는다 그는 자유주의적 기획이 선거 

권의 대상 확대， 권리 수준의 향상， 그리고 제도의 발전 등의 긍정적 결과를 낳았응을 인정 

한다 이러한 사싣어 도 을구하고 그는 행원good)에 대한 권리(right)의 우선성， 목적 (e찌s) 

에 대한 이익(inte찌)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기획의 논리로 인해 운화 혹은 공동 

체의 긍정적 71능이 따괴된 것음 더욱 우려한다 그는 자유주의 기획이 윤리적 혹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정제성응 형성하는데 핵싱적인 문화 공동제의 구성적(constitutive)‘ 기 

능을 약화시킨 것으로 명가한다 

한연 테일러는 공동제주의적 판접에서 ‘차이의 정치(p이itic s of differen야)를 용호한다 

테일러는 ‘보연적 존엉성의 정치(politics of univcrsal dignity) 와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 른 구분한다(Taylor 1992, 38) 천자는 계몽주의 전흥을 따르여， 이질적 문화정 

재성을 념어서 보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유주의적 기준인 개인의 존엉성을 강조한다 

반연에 후자는 지배적인 다수의 정제성으로 동화되는 것을 강요당해온 개인과 집단의 고 

유한 정체성(의 차이)을 인정항 옐요성융 강조한다 태영러는 이 가운데 개인 혹은 집단의 

1) 절차주의적 공화국의 문제정은 (1) 엉。1 정지의 역한올 대신항으로써 생겨나는 정당성의 운제，이 

호 인혜 α) 민주적 가능성틀이 쇠퇴히F는 경향‘ 그리고 (3) 씬차주의척 공회택이 그험에도 쉰구하 

고 시 있는토대인 공동셰융따피하는정양이다 한연그는절자주의 공화국과대멸되는2c세기 

중반 후안부의 복지극가 시스탱 'f<계 작용했언 민촉 공회p:-(na!i onal republic)에 관해서 도 언급용 

하고 있는데， 근대 확지국가 모엔에 근거한 인쪽 공회R응 소규모의 절사용 용한 공동제의 구성 

융 위혹시키는 일종의 (국가 내부의 엉위에서 불 때)보연회히려는 힘으로착용한다고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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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성과 관련하여 후자의 관점에서 차이툴 인정하는 젓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한 

다 또한 캐나나의 원주민 집단인 인디언과 울어권 캐나다인 풍의 예를 들연서 다인종 사회 

의 소수집단의 요구들 가운데 특히 문화척 생존(survivance) 의 중요성올 강조한다 

다문회뮤의와 관련하여 보다 급진적인 시각을 갖는 이론가들로는 아이리스 마리온 영 

(Iris Marion Young)과 비쿠 따레크(Bhikhu Parehk)가 있다 둘 모두 개인의 정제성 형성에 

서 정단문화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따레크의 문화 개녕은 개인이 스스 

로 선택한 삶의 땅식이 아니라 집단일반에 구속력을 갖는 규범적 권우 에 가까운 것으로서 

아이리스 영의 문화 개녕과 비교환 때 상대적으로 본절주의적 성칙을 갖는다(Pau l Kel1y 

2005.7) 한연 아이리스 영(Young 1 990)은 급진적 명등주의의 시각에서 차이의 정지 릅 위 

한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녀는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연서도 주류 집단의 지 

애(domi nion)에 유리한올평등한 사회직 규범의 생산윤 더욱 경계한다 따랴서 아이리스 영 

에게 소수집단의 문화 보호는 이러한 전반적 사회규범의 문제에 비해 이차적 중요성(sec

ondary 잉gn i fì cance)을 갖는다 이러한 판점에서 아이리스 영은 용일성(unity)을 중시δ}는 

공화주의적 제옹주의 의 전흥과 이러한 전풍을 따르고 있는 위르겐 하어마스， 벤자민 야어 

등의 일군의 학자들용 비판하여 차이의 정치(pol itics of difference)를 주장한다 테일러와 

마찬가지로아이리스영의 차이의정치는주류집단과소수집단의관제에대한새로운인 

식올 요구한다 즉 배짜 억압， 지배의 판계가 아닌 차이 의 관계칠 지향해야 한나는 것이다 

특히 그녀는 차이의 정치흘 위한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초하는데， 이는 주류 제도가 특권 

과 억압의 왜턴을 (재)생산하시 못하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저 기 'c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 이론가든은 대체로 개인의 자유와 정제성 형성에 있어서 (소수집단) 문화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초셉 라즈와 잔드란 쿠카타스(Chandran Ku 

kathas)는 문화의 충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집단 문화의 역할융 지나치게 강조하 

는 것융 경계한다 우선 조셉 라즈는 가지 다원주의(va l ue p l ura1i sm)의 관점에서 다문화 사 

회어 서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지지하는 나륜의 이유픈 갖기 때문에， 문화집단 간의 우열 

윷 따질 수 없으여 어떠한 집단도 국가(lhe slalc)를 배타적으로 션유항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종차별적이고 억앙적인 문화의 경우에도 직정적인 개잉보다는 집단 성원 

에게 안정장치로서 탈퇴의 기회 (opportunity of ex i t)릎 보장하는 짓이 우선시된다 또한 그 

는 다문화주의을 단순하게 비차엘(non-di sc ri mination)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연 

다문화주의는 이질적인 운화정제성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함께 요구한다(Raz 1994, 

159) 한연 그는 다푼회}주의가 사회적 연에soc ial soli따rity)를 손상시킨다는 우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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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히려 다운화주의까 이질적 문화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용 문화(common cu1ture)로서 

상호 관용과 존중윤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적 연대성올 형성한다연서 이를 반박한다(Raz 

1995, 172-173). 한연 쿠카타스는 다인종 사회에서 소수집단의 권리의 성척에 관해서 본래 

적인(genuine) 집단권려가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는 자유주의 시각에서 오직 개인의 

권리가 있올 뿐이며， 문화 혹은 집단의 관행에 대한 적극적 보호는 개인의 권리어 서 파생된 

‘절사의 자유를 따르는 차원어 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랴고 주장한다(Kelly 2005, \0) 

이상에서 간단히 살며본 다문화주의 지성사의 맥락에서 킴리카를 설영하연， 우선 그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기본적 잉장을 수용한다 그는 철저하게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문화의 핵심적 엑함을 ‘자융적인 삶융 구성힐 수 있는 자원용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역설 

함으로써 상대죄으로 온질주의적 관점에서 문화플 규정하는 공용쩨주의의 견해를 녕어서 

고 있다 특히 다문화주의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핵심적인 주장들 가운데 하냐는 자융성 

(autonomy)이 문화와 대척점에 놓이지 않으여， 소수집단에게 부여된 자융성은 - 일안적 

인 다문화주의에 대한 보수적 해석과는 달리 - 집단 문화의 연혁(transformation)을 가능 

케 한다는 것이다 한연 깅리카의 시각이 갖는 차앨화된 특정은 그가 문화 집단에서 언어‘ 

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이론가인 데이비드 밀러(Da 

vid MîIl er)와 마잔가지로 .민족적 통질성 개녕이 현대 사회의 인종적/충족적 다양성과 양 

립항 수 있도록 안을기 위해서 이 개녕을 인종적l종촉적 동질성 이 아니라 ‘문화적 공흉갱 

(ω Ilura l commona l i ty)'으로 이해하고자 한다-(김업수 2008, 182) 이때 그는 다인종 다문 

화 사회에서 참여적 민주주의 공론장의 형성을 위해서는 공홍의 언어‘가 충요하다고 보여， 

언어를 공유히}는 인족공홍제를 인주주의의 기온객인 공론장으로 설영한다t깅엄수 2008, 

183) 김리카의 다문화주의 논의의 또 다른 특징은 그의 연구사와 관련된다 즉， 그는 2007 

년에 발간한 r다문화주의 오다셰이jμ띠'ticullUral Odysseys) 0]후로 ‘다운화주의의 국제화 

를 EU, UN 동 국제기구(10，)를 홍해서 살펴용으포써， 국가의 경계 내에서 국7，-소수집단 

판제플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시각을 녕어서서 다운화주의 규범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맥락에서 이 관계를 조땅'f-는새로운 정근올 시도해오고 있다 

다운화주의 이돈7，을응 종종 -우리는 ￡두 다문회|주의자들이다{We are all m미11ωItur

ali s찌.라는 나탄 글레이저(Nathan Glazer)의 유명한 표현을 인용하연서 다문화주의가 이 

시대의-틀이킬수없는규엄이되었응올강죠한다”하지만다문화주의에관한회의론역시 

2) 하지만 이 g현은오히려 다문화주의애 대한 글헤이지의 냉소적 시각용 반영하고 있다 즉，글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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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재기되어 왔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론은 다양한 갈래로 전개되었지안 대제로 

몇 가지 공풍된 전제등 바탕으로 한다 첫째 다문화주의 비딴 이돈가들은 대제로 집단권리 

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의 우선성올 주장한다 틀째， 이등의 사고는 시민적 영둥과 기온적 자 

유를 위한 핵심적 액락으로서의 문화의 역할융 인정하기보다는， 문화릎 자유와 영둥의 ’수 

단(an ….trumeot)'으로 받아들인다 즉 이들은 대체로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자유주의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한수단으로서 문화를 이해한다” 

한연 그간 시도된 다문화주의에 대한 "1딴롱은 크게 7가지 논리로 구분해 상펴볼 수 있 

다 첫째， 다문화주의 규법은 서구 헤게모니의 표현이랴는 비만이 있다 이는 흔히 문화적 

제국주의론(cu1tural i mperial i sm)으로 울려지기도 한다 이때 서구 헤게모니는 (특히 국제 

기구에세 다운회14의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힘의 우위를 앞세운 유럽과 영이권 국가들의 

지배적인 영향혀응 웃한다 등째， 다문회주의는 타가회{이hering) 등 강화한는 이유로 비판 

받기도 했다 일에로 다스 급타(Das Gupta 1999)는 다문화주의가 인총집단 간에 위계륜 강 

화시키고 다자(the 이 h，，)를 다르고， 의존척이고， 자립력을 결여한 존재로 정형화한다는 성 

을 지적하였다 셋째， 다문i뮤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반 적용휠 뿐이며 다문화주의의 

보연적 적용가능성을 지나치게 악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일부 자유주의적 다운회댐의 이론가플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측， 다문화 

주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 내로 논쟁의 엄위가 제한된 담론과 실천에 윤과하며， 서구의 모 

엘이 여1툴 듬어 구씨)공산주의 국가들이나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후기 식인지 국가틀셰 

이식핀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이딴논의는 대체로 서구중싱주의 혹은 오리엔당 

리즘과 관련왼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한 수 있다 

한연 다문화주의에 대한 네 번째 비판논리는 다문화주의가 운화적 상대주의(ω llural 

relat ivism)'라는 것이다 일혜로 알레인 핀꺼엘크라우트.(AJain Finkielkraut)는 다문화주의 

를 1 9세기 독일 낭안주의에 뿌리를 둔 문화상대주의로 규정했으여‘ 리자드 카쭈토(Rκhard 

저의 요현에는 미국 사회애 부혀깅은 문제로서 주류문화와 분리핀 혹인사회에 대한 차언을 현실 

적으효극척하기어령기때문애공홍시민권용 g성하기위한과도기적논의로서의다운회추의용 

넘어설 수 없고， 그 깅과로서 다문'1주의 논의가지속될 수밖에 없으리피번 회의주의가낄려 있다 

(Glaz，야 1997, 160-161). 

3) 아이를 완써(Michael 써 zer)2j 다응 언긍은 이러한 '1딴이온가능의 사고등 영료하게 갱리하고 

있다 그는 개인 자유을 위한 문화의 온질적 가치용 인정'f'는 공동체주의자월Communitaria야) 

은 자유주의융 궁극적으호 이깅 수 없고， 때때로 사유주의에 서 느슨해시기 쉬운 내적인 연합역양 

용 강화시격 중 훈이며1 이때 강회는 오직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영한다{Walzcr 199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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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uto)는 다운회타의를 자유주의에 대한 탈근대주의적 혹은 해처 주의적인 거부로 이해한 

다{Kymlicka 2007‘ 98) 특히 문화적 상대주의로서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 정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져 에 대한 깅이있는 성찬융 어렵게 항뿐 아니라 집단 내의 현존하 

는 차별과 억압을 그대로 방관하게 된다는 약점올 드러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섯째 비판은 다문화주의가 운화적 본질주의(cu 1tural essentíali sm)’라는 주장이다 이 

때 문화적 온정주의는 집단의 문화가 성원의 정체성올 포팔적으로 규정합올 뭇한다 비딴 

의 요지는， 바로 이러한 논리가 집단 내 보수 지도층에 의해 전용됩으로써 반인권적인 관행 

이 - 여성 및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공정한 재판이 없이 유죄 추정만으로 처벌하는 

풍 적법절7.\{due process)의 부정， 가혹한 쳐연， 영예 살인(honour killing)‘ 여성힐예 등 - 국 

가에 의해 관용되연서 지속된다는 것이다 에이미 구트만(Amy Gutmann 2003)과 조지 케 

이탱(0∞rge Ketab 1994연 씨}주의 시각에서 문화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구트만은 개인이 하나의 단일한 문화에 의해 포팔적으로 규정펀 수 없으며， 문 

화적 생존{cultural survival )‘의 논리는 대얀적인 문화플 선택할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져 약 

한다는 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커 이 댐 역시 민주적 개인성(democratic individual 

ity)을 손상시거고 개인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자아를 잊게 된다는 점에서 

문화에 대한 본짐주의적 혹은 보수주의적 해석을 정계한다 어지니아 틸리이멍inia Ti l1ey 

2(02) 역시 같은 시각에서 문화의 자아 규정성을 지나지게 강조할 정우 집단 구성원들이 성 

원권 박딸로 인해 발생할 율이익에 대한 두려웅 때문에 자발적 의지와 무관하게 문화적 성 

원이 되도록 강요당항 수 있다는 접을 X 척한다 

여섯 번째 비판논리는 다문회타의가 재분배(rcdi stribution)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즉， 다문회주의는 상징적 인정‘(symb이ic recognition)에 치중항 뿐， 웅적자원 및 

정치권력의 분배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흑히 찰스 혜영(Charles Hale 

2(02)은 인정 재분배 열레마‘의 시각올 신써f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하여， 다문화주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엘리트가 사회 내 권력구죠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툴리기 

위해 고안한 것일 수 있응올 주장한다 특히 그는 이를 신자유주의척 다문화주의라고 명영 

하는데 이것의 핵심적 욕정은 최소한의 문화적 권리안을 인정힐 뿐 울질적 자원의 재분배 

~←은 정치적 권한의 이Oo~empowenncnt) 둥 보다 적극적인 권리 주장올 억압하는 것이다 

다문회F주의에 대한 마지막 비딴논려는 이는 ‘사회통합의 문제와 연관성을 갖는 것이 

기도 하다 - 다문화주의가 정치적 민족주의(political nationalism) 혹은 애국심(patriotism) 

과 견항관제에 있다는 견해이다 일혜로 미국의 대표적인 샤유주의적 보수주의 학자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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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현팅톤{Samue l Huntington 2α얘)과 앨런 을룹{Allan 8100m 1 987)은 이러한 시각 

을 대요적으로 보여준다 헌영톤은 다문화주의가 미국적 신조어merican Creed) 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블룸 역시 미국 정신의 퇴보(the closing of 

American mind)블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다 특히 아딘 E 스앤서(Martîn E. Spencer 1 994)는 미국의 아프리카인중심주의(Afrocentri 

αsm)의 사혜를 툴연서 비옥 억앙적인 문화에 대항한다는 취지를 갖끄 있음에도 울구하고 

특쩡한 문화적 정체성융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인종적 혹은 도덕적 공격성으로 냐타날 수 

있고，결국공존의미덕을훼손하고사회적분열올심화시킬우려가있다는쟁을지적한다 

배리는 이상 정리한 다문화주의 비판논리를 대제로 수용하고 있다 그는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상대주의일 분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온질주의의 합정에 빠지게 왼다 

는 정올 지적한다 그라고 사회적 정의 의 시각에서 다문화주의가 재분애 매커니증을 결여 

하고있음을비딴한다 

한연 그의 다문화주의 비딴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자영화되거나 보다 발전왼 

것으로 명가할 수 있다 첫째， 다문회F주의 시각에서 다인종 사회 똥치모델로서 공회주의적 

모델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김남국 2005b, I 1α 111 )， 그는 역으로 공화주 

의척 시작에서 다운회}주의플 비딴적으로 성창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기회의 명풍(cq삐 "y 

of opportuni ty)’을 중시."는 명퉁주의적 자oOr주의(egalitarian libera lì sm)의 시각올 취하고 

있다 즉 그는 권리와 자원의 동퉁한 분애플 중시하여， 문회에 대한 권리의 우선성을 강조 

한다 그에게 있어 문와와 권리는 양험가능한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두 선택사항인 것이 

다 배리의 다문화주의 비딴의 두 번째 차별화왼 특징은 그가‘사회적 쟁의(soci al justicc) 의 

시각에서 혹은 혀일(Ha le)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비딴론의 시각에서 

- 다문화주의을 비판하며 다인종 사회의 민주적 통치툴 위한 재분애 매커니즘의 역할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악으로 배리의 개인 연구사의 시각에서 볼 때 그의 다문화주의 비판은 사회적 정의 

에 대한 오래왼 자신의 연구를 다문화주의 이론 및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접액한 시도로서 이 

해된다 실제도 그의 두 저작인 r문화와 영웅j。씨ure & Equalîry)과 r사회적 정의J..Social 

JllstÎce)릅 용해 이를 확인항 수 있다 2001년 출간된 r문화와 영둥J에서 배리의 집멸 의도 

는 ‘문화와 ‘명동‘의 두 단어가 암시하뭇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이었고， 다른 하냐는 명풍의 관점에서 사회적 쟁의에 관해 제계적으로 서슬하는 것이 

었다 하지안 정작 그는 r문화와 영풍」에서 대부분의 지연을 다문화주의 비판 내용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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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다 그리고 2005년 출간왼 r사회적 쟁의j는 바로 이 이완성왼 프로젝트플 아우리"}-는， 쪽 

r문화와 앵둥j의 후속작으로 올 수 있다 

III. 네 가지 태마를 통해 본 프라이언 배리와 윌 킴리카 

1 개인과집딘 

우선 ‘개인과 집단의 문제에 관한 두 갱치이롤가의 견해를 살며보자 애리에 따르연， 다 

문화주의 정책을은 - 자유주의 국가라연 웅당 집단으로부터 보호해야안 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악화시킨다(Ba"y 2001, 125) 즉 집단 위주의(grouPoQrienled) 다문화주의 정 

책은 개인융 집단의 특수한 문화， 신녕， 혹은 관앵들에 구속시치는 정향이 있기 때문에， 개 

인의 역량이 자유흉게 발휘될 수 있는 71-능성이 ~J-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그는 미국의 아 

미쉬(Ami sh) 공동제에 대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사려1흘 들면서 다문화주의 정책이 종종{특 

히 직엉과 교육과 관련하여) 개인적 삶에서 선택 을 제계적으로 지 약하게 핑융 지척한다‘1 

더욱이 이러한 경향성은 때때로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예툴 틀어 시크교도들의 

터번 착용의 관습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현장 둥 공사장에서 혹 

은 오토바이툴 헬 때에 문화적 관습에 따라 싱지어 안전을 위해 헬엣올 쓰고 싱은 시크 

교도들도- 터언을 착용하게 되는 상황이 밥생하게 된다 즉， 이들 시크교도 오토바이 사 

용:<1-들은 종교 공동제의 문화적 관습으로 인해 실제로 자기보존， 즉 생존옹 위한 개인의 

권리마저 부정당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배리가 판단건대 이러한 경우 다문회주의는 무엇 

보다도 인간 자유의지의 심각한 손상올 초래하게 된다 

또한 배려는 대부분의 경우 집단 위주의 다운화주의 갱책이 국가 내 집단 간의 문화척 자 

이를 영속화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그에 따르연 이는 다시 개별 문화집단 내의 지도충이 

집단의 운화정제성윷 보호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집단 위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전용하여 

4) 아이쉬 공용쩨릅 안퇴앙 때 성원을은과도하게 비용웅 지용해야 한다 일예호 이등은공동제 고유 

의 문화적 관행에 따라서 국가의 사회보장(socia l sccu ri ty써 가잉하지 않는다는조건으로 종동제 

의 성원이 원<1 따라서 공통체융 안퇴하게 외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연척 

인 당퇴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엽다 경극 실정적으모 자영적 성원권이 보장되지 않기 

예문에 아미쉬 공동체가 자양적인 경사제로 간주되는지 의문이 대Barry 200 1.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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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집단 내부의 보안 기셰를 마련하는 퉁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용치률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붙어 배리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또 다른 문제정으로 인종 문화적으로 이칠 

적인 집단의 규엉이나 전용적 관승을 지지항으로써 결과적으로 집단 간의 정치적 공동가치 

(common values:에 대해서는 소흉하게 핍을 지적한다 

상기익 이유로 애리는 결국 다문화주의는 명퉁주의적 자유주의에 위협이라고 절론짓는 

다 그는 영동주의적 자유주의 시각에서 개인적 자유와 명동，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성원에 

대한 집단의 지배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고유한 문화， 신영， 관행올 보존한마는 

명분 하에 성원들의 상올 구속하는 집단(의 풍치)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제약을 가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f(Bany 2001, 11 8) 

배리와 달리 깅리카는 문화를 개인 자유의 필수불가결한 맥락으로 용다 예를 틀어 g현 

의 자유， 정사의 자유， 양싱의 자유와 강은 민주주의 사회어 서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는 타 

인과의 판져 성의 맥락에서， 즉 공동제의 운회}적 지영을 배경으로 비로소 실질적으로 챙사 

될 수 있다 이러한판정어 서 그는 집단 간 운화적 차이가 개인의 자유와 명웅， 그리고 기본 

권이 실현되기 위해 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Kymlicka 1995, 3 & 83 & I이) 

자유의 핵심적 맥락으로서 집단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킴리카와 일 

반 공동제주의자의 시각은 다르지 않아보인다 그러나 그는 지4주주의 시각에서 ‘개인과 집 

단의흘「융중심으로한시각의문3 정올지적하고집단간문제，특히 국가-소수집단(stalC

minori ty group)의 문제 에 주목한다 우선 그는 개인과 집단을 나누고 둡을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는 성근방식의 문제정용 지적한다 무엿보다도 ‘개인 힘 집단 의 정근은 다문회추의 

에 대한 보다 포팔적인 이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연 개인과 집단 툴 중 어느 

하나의 우선성융논'c는것은 정작 징단간 비대칭적 관계(asymmetrica l relations)를파악 

하는데실매한다 

그가 딴단건대 바로 이러한 집단간 비애칭성이야말로 그간 국가가 소수집단에 가한 부 

정의(inju잉 ices)'흉 포착하기 위한 유용한 을인 것이다 특히 그는 이러한 비대칭성을 이해 

하기 위해서 외적 보호.(extema l protect i on) 와 ‘내적 제앤tnlC 끼a [ restri c tion)'의 구분에 근 

거한 대안적 접근을 제시한나(Kymlicka 1995, 44). 이얘 외적 보호는 인종운외}적 소수집난 

과 국가의 관계를 전제로 소수집단이 국가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올 줄이는 방식으로 자 

신의 정치 성윷 보존하는 것올 의미한다 반연에 내적 셰한은 문화 집단이 내부의 반대자를 

(intemal di sscnt s)로부터 문화적 가치와 전용을 수호하혀는 시도을을 의미한다(Kymlicka 

1995, 36-37) 검리키는 이러한 대안적 접근융 바탕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올 보다 제대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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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그는 대부분의 다문화주의 정책들의 의도는 외적 보호였고，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국가가 소수 집단에 가한 부정의흩 치유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라고 

설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액락어 서 부정의를 초래한 국가-소수집단의 관계 유형에 대한 

성세한 이혜를 바탕으로 집단별로 자영화된 권리률 인정하는 것이 자유와 명풍의 자유 

주의 원칙과 경E 어긋냐지 않응을 역설한다(Ky찌icka 1995，찌) 즉， 이러한 권리의 인정은 

소수집단이 지배적인 집단 혹은 국가에 대한 취약성을 낮용으모써 집단간 관계의 형명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대Kymlicka 1995, 36-37) 

물론 검리카는 외적 보호가 그 자제로 집단 내 시인적 자유의 실현을 보장한다고 주장하 

지 않는다 실제로 외쩍 보호의 실천에도 흥구하고 개인의 기본권이 칭해되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킴리카는 공동제의 문화객 관챙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국가나 국지 사회 둥 찍부로부터(from without) 직접적 개잉보다는 - 집단 성 

원들의 노력을 흉해 ‘내부로부터(from within)' 연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그 

혈 때 비로소‘동회'(assimilation)'가아닌 ‘문화연용{acc비turation)’이 가능하고， 징단의 자기 

부정(self-denial)도 방지항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지유로운 삶의 실질적인 의미지 

명으로서 집단의 문화가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권리와문회 

애리는 자유와 명둥， 그리고 기본 인권에 대한 공홍된 신녕이야말로 이질적인 문화적 배 

경을 갖는 집단등올 합께 포용항 수 있는 가장 꽁명한 길임올 역설한다(Bany 2001 , 68) 그 

에 따르연 문화적 소수집단에게 흑혜율 주는 다문회주의 정책은 결국 자유주의적 다문화 

주의(Iibera l multiculturalism)의 목요인 집단 간 형명성과 집단 내 개인의 자유를 손λ&시키 

깨 왼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역설을 바탕으로 그는 단호한 어조로 ‘권리(rights)는 ‘문화 

(cu1t ur이 로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소수 문화집단이 특쩡한 혈홍이 

나 인종에 근거하여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집단이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reasonablc agrecmcnl) 의 기호를 무너뜨리는 것과 마친 

가지라는 정올 분영히 한다(Bany 1995, 8). 따라서 애리는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정의에 부 

합하기 위해서는 인종적(혹은 인쪽적) 소수집단 역시 종교， 철학， 도덕올 포함하여 여러 영 

역에 결진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관행들이 일정 수준의 합당성(reasonableness)을 견지하고 

있어야안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의 설영에 따르면， 그혈 때 비호소 복수의 운화 집단들 



다문화주의논쟁 301 

이 기온적 인권의 내용과사회구성의 원칙에 관하여 합당한 합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연 애리는 인권융 지나지게 강조하는 것은 문화적 제국주의 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다 

문화주의"1-들의 우려를반박한다(Barry 2001, 138) 그는정작문제가 되는 것은다문화주 

의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라고 말한다 애리에 의하면 오히려 설 

제로 소수집단의 풀이익은 소수집단을 제급이나 젠더 등 다른 요소플 거의 배제하연서 

까지 문화적 집단으로안 보려는 다문화주의자들의 전반적인 태도로부터 도출되는 결과 

일 71-능성이 큰 것이다 즉， 집단을 문화로 환원시켜 。1해송F는 운화환원론{cul tural izati on ) 

은 결국 모든 울이익이 집단의 문회에 대한 장옷된 인식(misre∞.gnition)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을충분한 결혼으로 귀결왼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러한 류의 사고가 인정("∞ 

。 gnit ion) 을 부쟁의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분배세계나 억압 

과 지배의 구조와 같은 집단 찰이익의 또 다른 주요한 원인들에 눈멸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위헝하기까지 하다고 온대Barry 2001 , 308).Sl 

요약하연 배려는 대다수 다문화주의 정책틀이 소수집단의 문화적 특수성을 기본적 인권 

과 집단관계의 공명성을 손상시킬 정도에 이르도록 긍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에 대하여 보면적 가치로서 인간의 자유와 명동을 당지하고 있는 

권리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정치적 삶은 언계나 인쪽적 측연을 갖는다·는 언급에서 보듯이 킴리카는 문화의 중요성 

을 인간의 정치적 삶의 존재론적 기초의 수준으로까지 이해한다(Kymlicka 1995, 194) 이때 

문화는특정한혈풍이나인종보다는특정한결사체의도턱혹은어토스에토대를두고있 

는 ‘사회적 운회{societal ω1ture) 로서 개인에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올 아울러 다양한 정 

치적 딴동을 위한 핵심적인 액락 혹은 의미지명을 제공해준다(Kyml icka 1995, 23) 이러한 

점응 고려항 때 겁리카가 설명하는 사회적 문화에 기초한 공동제는 일종의 상상펀 공동제 

(i magined communi ty) 이며， 문화의 지속가능성은 공동제 구성원듭의 특정한 공동체적 존 

재방식에 대한소속감과총성싱에 달려 있다고 활수 있다 

이러한 시각어 서 김리카는 인권의 보연성이 집단의 혹수성을 압도할 수도 없고， 또 그렇 

게 되어서노 안된다"' 주장한다 그는 보연성에 대한 애착 그 자제가 일종의 또 다른 연견 

5) 한연 아이리스 영에 의하연， 사회적 정의는 운얘 때러다잉여야ributive para이gm)의 문제라기 보다 

는 제도화왼 지배와 억앙(inslitutiona1i zed domination and oppression)의 제거의 문제이다 이때 

억앙응 자기발전(sel f-development)'애 대한 제도적 셰약응， 지애는 자기정갱(self-decision)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용 의이한다iYoung 1990. 15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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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올 뿐만 아니라， 차이에 대한 갑수성을 상실한 채 운화적 제국주의에 길올 내어중 

수 있응올 지적한다 특히 그는 -외부인이 특정한 소수 원주민 징단 혹은 소수민족에 자치 

를 허용했을 때 그것이 개인의 기온권을 억압하게 될 가능성을 따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앙 

한다(Kyml icka 1995 ， 40) 씨즉， 인종적 소수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기본권의 청해 수준에 대 

한 확신과 이를 근거로 한 외부로부터의 직접적 개입의 정당성은 그것이 해당 공동제의 특 

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감수성을 결여하였을 정우에 자의적인 것이 왼다는 것이다 따라 

서 킴리카는 어떠한 문화석 소수집단 내에서 개인의 기온권 칩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딴단) 자체가 소위 인도주의적 개잉‘의 명분으로 외부로부터의 직정적인 군사 경제 

척 관여툴 정당화하는 충운초건이 외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경우 공동제 외부의 자 

유주의 세력이 - 직접적 개잉보다는 이성과 본보기(reason and examplc) 의 양식을 흥 

해 지원을 세공함으로써 공웅체의 문화가 내부로부터 보다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개선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영한다{Kymli cka 1995, 168).7J 더욱이 그는 실제로 다문화주의 

에 대한 저항의 상당부분은 소수집단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억압적 운화가 국가에 

의해 용인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새로운 이민자 집단에 대한 인종주의적 혹은 외국인혐 

오적인 공포로부터 기인하는 연이 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Kymlicka 1995, 179) 

한연 킴리카는 보면적 권리들 부정적으호 보지 않는다 그는 보연적 권리가 집단의 문화 

라는 특정한 백랴이 없이 설짐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정에서 소수권리의 인정올 용해 정 

흥적 인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Ky찌 icka 1995, 6)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free 

dom of speech) 자제는 적합한공식영어를 쩡하는 정책을 알려주지 않으며， 선거권은 그 자 

체로 선거구간 정계 설쟁방식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에 의하연 이러한 사안들은 오직 운화 

집단들의 흑수성을 공론의 영역에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합의를 풍해서 결 

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로 언급한 기본적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행사된다는 것이 

다 만일 소수집단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 경여될 경우 상기한사안들은 국가 내에서 특히 

나민족 국7\-(multination 잉atc)에서 다수절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 

이 높다 정리하연 인종 문화적 소수집단에 대한 인정이야말로 집단간의 국가와 소수 

집단 간의 - 관계블 요다 종풍하게 함으포써 보앤적 인권읍 보호하고 촉진한나는 것이 킴 

에이앤릭특L분은멜자가강조한우운 

7) 덧웅여 망하띤 이때 그가 개선‘이라고 양한 이유는 문화는 개인 자유흉 싱현하기 위한 밍수적인 

액라이여 외부로부터 파~되어서는안왼다는 그의 기용적인 신녕과관련이 었다 



다문회냐의논쟁 303 

리가의잉장이다 

3 정의Uuslk:e)와 다문화주의 

브라이언 배리는 명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시4어 서 다문화주의를 비판한다 이때 정의론 

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다문화주의 비딴은 두 충위를 갖는다 그는 한연으로는 보다 청학 

적 관점어 서 ‘공명으로서의 쟁의Gustice as impartiality) 의 시각으로， 그리고 다른 한연으로 

는 보다실천적 관점에서 사회적 정의(soc îaljusti ce) 의 시각으로 다문화주의블 비판적으로 

앵가한다 

우선 전자의 경우블 보연， 공명으로서의 정의 의 핵싱은 챙복{the g∞d)에 대한 공영(i m

partia1i ty)의 우선성이다 그는 챙복의 관녕이 공유되지 않고서는 샤회적 정의에 관해 합의 

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3←웅제주의적 사고블 일쭉한다 배리는 우리는 더 이상 용질적인 사 

회플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행복의 판녕에 대한 풍의(∞nsensus)를 도융할 

수 없다고 본대Barry 1995, 27) 따라서 그에게 보다 핵심적인 질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용 

"1를가라는 소크라테스식 질문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서로 다흔 생각융 갖고 있는 

개인들이 혹은 집단들이 어떻게 힘쩨 살아갈 수 있는71'이다(Barry 1995, 77) 이 질문에 대 

한 그의 대당은 갈등하는 이익을， 시각등， 특히 행욕에 관한 관녕들에 대한 공명한 초정 이 

다 결국공명으로서의 정의는공명한조정융위한기본원칙(ground ruJe)으로서 사회의 도 

덕규칙을 평가하고 정치공용체의 특수한 도덕 제계콩 정당하게 홍제힐 수 있는 토애인 것 

이다 

또한 공명한 정의에 토대블 둔 사회는 합당한 함의(reasonabl e agπcmenl)'7} 가놓한 사 

회이다 합당생'reasonablen잉s}은 타인의 알과 챙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행 

북을 칩해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 을콩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한 - 이을을 합리적 

대화상디j :::t\{rcasonab l e partner)로 간주함을 뭇한다 그리고 합당한 합의는 행옥에 대한 특 

정한 관녕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갈풍 속에서도 상호존중을 용하여 공용의 기본원칙을 찾 

고 이즐 기반으포 하여 사회가온구조블 형싱함을 의이한다 득이 애리는 합당한 합의에 의 

해 승인된 규엉과 기본제도는-특수한 행복의 관념을 독접하고 이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 

에 - 이질적 집단틀이 한 사회 내에서 각자의 도덕적 관녕에 따랴 살 수 있는 여지를 낭긴 

다는 정을 강조한다(Banγ 1995, 72) 정리하연 공명으로서의 정의는 인종집단틀의 문화적 

다원성올 보존하연서 공존의 과정에서 말생하는 갈등을 공병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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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애리는 상기한 ‘공명으로서의 정의‘의 시각에서 다문회타의를 비판한다 그는 특정한 현 

흉이나 인중에 근거하여 특혜를 주는 정책이 이질적인 문화집단틀 간 ‘합당한 합의의 가능 

성과 징단 관제의 형명성을 멸연적으로 예손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한연 공앵으로서의 정의 

와 같은 보면주의적 논의에 대해 일부 회의론자들은 특정한 서구식 개녕화의 경괴에 지나 

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예를 들어 장스 태일러는 ‘자유주의는 완전한 문화적 중립성을 주장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여 중립성에 기초한 보연성의 정치을 비판적a로 바라본다 

(Taylor 1992, 62). 하지만 배리가 보기에 이러한 반-보연주의적 주장틀은 사회 내 이질적 집 

단들 간의 공약많가능성 (incommensurability)을 과장하고 있을 뿐입옴 1 잭한다 쪽， 애리 

에 의하연 다문회타의는 문화집단 혹은 그 구성원틀의 특청한 행복의 관념에 대한 요구들 

을 과도하게 인정함으로써 갈둥적인 요구들의 중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한연 애리는 보다 실천적 관정에서 사회적 정의 의 시각으로 다문화주의를 비판한다 애 

리의 사회적 정의는 우엇보다도 시，Or주의적 정의(libcral justi ce)에 대한 반대테제로서 이해 

왼다 그가 설영하는 자유주의적 쟁의론의 핵싱은 권리가 보장된 자유사회에서 자신이 현 

재 처해진 상황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 즉 개인 책임성(ind’vidual responsibility)의 논리이 

다 배려가보기에 이러한쟁의관은세 가지 문제점을안고있다(8，，，，， 2005, Ch.2 & Ch.J) 

첫째， 개인 책잉성은 정당한 등영풍(jUSI inequality) 의 논리를 수긍하도록 한다 특히 개인 

책임성의 논리는 누객적 (올)이익(cumulative [dis]advantage)의 측연올 간과한다 둘째， 자 

유주의적 정의는 권리(righ1) 의 보장을 강초할 뿐 71회(opportunity)’의 측연을 간파한다 

즉，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젤적인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을명퉁한 사회구조툴 따Qt하는 

데 설패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이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적 

연대롤 따꾀하고 (기회를 독정하게 되는) 부자와 힘 있는 자에 의존하는 용치행태을 낳게 

됨으로써 민주적 갱치에 반한다 사회적 정의는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의의 운제의 극 

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배리는 사회적 정의의 시각에서 일정수준의 을 

적 명동， 그리끄 환경적 풀이익에 대한 보상 이 두 가지의 국가적 개입을 기본 소득의 보 

장이나무유세의 도입 웅-기회의 명풍을위한 핑수조건으로지 시한디뻐aπy 2005, 58). 

그렇다연 이같은 사회적 정의의 시각에서 온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배리는 

소수집단의 문화에 대한 인갱(recognition)'에 초점을 맞추는 다문회주의 정책이 다인종사 

회어 서 집단 간 갈둥을 초정하는데 있어 재분애(πd;히ribution)’의 역할이 갖는중요성을 간 

과하게 만든다는 정올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그의 시각은 인정 충심의 다운화주의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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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분배 정책에 회의적인 세력에 의해 전용될 가놓성을， 즉 신자유주의와 다문화주의 간 

의 모종의 공모 가능성올 암시한다고 올 수 있다 한연 애리에 의하연 재분배에 대한 고려 

가 결여왼 다문화주의는 집단 ‘내에도 문제정올 낳는다 즉， 다문화주의는 집단 내 고유한 

규범과 관행 그리고 제도를 인정함으로써 결국 집단 정치가 경제와 교육에 대한 집단 성원 

들의 흥동한 기회를 셰약하는 상황을 방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리하연 배리는 기회의 영 

풍을 제고하기 위한 재분배적 조지가 없이 인정에 지중한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에， 그리고 

집단 내에서 사회적 정의를 싱각하게 훼손항 소지가 있응을 우려한다 덧웅→이연 만일 애리 

의 우려가 맞는다연 인정 중심의 다문회뮤의가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사회경제 

적 율명퉁의 문제는 인종전안에 걸쳐 연대갑을 약화시카고 복지국가흉 약화시킴으로써 궁 

극에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침식시거게 된다는 정도 심각f하게 고인해봐야 할 것이다 

윌 킴리카에 따르연 쟁의로운 다인종 다문화 사회는 인종문화적 정의(cthnocultural 

justice) 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인종문화적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따르고 있 

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의 둥장 배경을 살펴보。빠 한다 8()-9()년대에 풍장한 자유주 

의적 다문화주의 이론가들은 무엇보다도 당냉전 이후 퉁장한 극싱한 인종운쟁올 다루는 

데 있어， 2차 대전 이후 지배적이었던 인권선언(UDHR)’의 프레임이 갖는 한껴를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인권의 원책에 대한합의가 그 자체로 효과적인 인권의 집행 메커니즘을 보장하 

는 것이 아니여， 변화왼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접근의 멸요성옹 정감했던 것이다 깅리카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국가-소수집단 관계의 형명성파 집단 내 자유률 자유주의적 다문회}주의 

의 핵싱 옥쩍으로 주장한다 그의 인종운화적 정의 핵심도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적 다문화 

주의의 목적융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화 향유권， 토지 언이 교육에 관한 권리， 자 

치권 둥←→ 인종적 소수집단의 문화와 권리릎 인정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종문화적 쟁의가 언제나 긍정적으로 한떨여지는 것은 아니다 회의혼자들은 

인종운화적 쟁의관을 바탕a로 한 다문화주의 정책으포 인혜 민주적 국가가 (소수징단의) 

비자유주의적이고 반인주적인 관행을 용인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검 

리카에 따르띤 이러한 우려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일연적 혜석에 불과하다 인종문화적 정 

의의 시각에시 다문화주의는 우엇보다도 국가-소수집단의 미대청직 권역관계포부터 일생 

한 부정의(，띠ustice s)릎 치유하기위한 일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소수권 

리에 대한 요구는 국가의 인족건설(state nation-buil‘ling)의 액락에서， 혹은 그에 대한 대웅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Kymlicka 2001 , 1)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소수집 

단 내에서 생원들에 대한 제약 혹은 이등의 인권의 성해가 공동제의 가치와 관행에 대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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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애착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시걱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연 그는 소수 

집단의 소위 나쁜 관앵들이 종총 국가가 소수집단의 의지에 반해서 인족건설을 추진."는 

과정어 서 손상되거나 상설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인 정우가 

있기때문이다 

한연 ‘부정의 치유와 더불어 인종문회적 쟁의관의 또 다른 핵심은 ‘연핵 (transformation) 

이다 킴리카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정제성과 관행을 인정하고 보호합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i 성과 관행의 연혁 (transformation}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Ky찌icka 2007, 100). 예플 들어 그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는 원주민 집단에게 엉 

제정의 권한융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한이 칩단 내 보수주의흘 강회하지 않으여， 오히 

려 ‘원주민 집단의 자치[가] 본래적으로 문화연혁적인(culture-transfonni ng) 것-임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KymJicka 2007. 154) 특히 변혁은 집단 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인종문화적 정의는 국가의 변혁올 총용."는 측연을 함께 갖는다 즉， 국가의 민족건설 

(혹은 통화주의) 정책에 대한 소수집단의 대웅은 국가의 다문화주의 정책 개선을 위한 자 

극이 되는 것이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연 다인종 사회어 서 인종적 소수집단의 권리 

에 대한 요구는 국가풍치의 정당성(legitimacy)에 대한 건설적 을음제기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것이나 

한연 인종문화적 정의는 자유 민주추의 와 ‘민족주의 가 앙립가능항을 전제로 한다 한 

마디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 i beral nalionali sm) 가 형용모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리 

카는 사회적 정의， 토의 민주주의， 개인 자유의 세 가지 원칙이 민족적인 정치단위 내에서 

가장 장 이루어진다는 자유주의적 인족주의 이론가들의 일반인식응 수용한다(Kymlicka 

2001 , 225) 그는 소수민족집단인 퀘빽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다문회타의 정책을 예로 들 

며， 케액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한 • 자신들이 속한 더 큰 

사회인 - 캐나다를 자신을이 그 안어 서 민족적 정치단위로서 여전히 ̂ "유로울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적 액락으로 받아들이게 핀다고 설영한다 그에 의하연 소수 민족을 하나의 정지 

적 단위로서 인정해 주는 이와 같은 샤혜들은 자유주의적 민촉주의의 대g적인 구현 방식 

으로서의 다인촉 연방주의(multination federali sm) 의 냥정적 기능올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Ky때icka 2001 , 234) 

마지악으로 인정(recognition)과 재운BH( redi stri bUli on) 논쟁의 액락어 서 김리카의 인종 

문화적 정의는 어떻게 영가합 수 있을까 그는 다문화주의가 상징적 인정 (symb이 I C recog 

nition)에 지중할 뿐， 룰적지원 및 정치권력의 분배 분세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뭇한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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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론한다 우선 그에 의하연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 

의 특수한 정쩨성옹 인정항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처 성올 갖는 성원들어 게 정제적 지회， 정 

치권쩍， 사회적 지위 퉁융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조건옴 마련해 주려는 시도를 함축한 

다 특， 다문화주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ccognition)와 더율어 ‘재분배의 정치 (the 

poHtics of redistribution)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민족(인총)사회에서 권한이 

양(devolut ion)이나 연방주의(federalism)의 예를 을며 이러한 조치틀은 문화적 인정과 더울 

어 울적， 정지적 자원의 재분배를 위한 %받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온다 단， 그는 다문 

화주의릎 인정의 이슈로반 영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있듯이， 다문화주의를 지나 

지게 계급의 사안으로 이해하려는 시각도 정계할 멸요가 있다는 정올 지적한다(Kyml i cka 

2007.8 1) 

4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잘등을 정치의 내재적 온성이라고 할 때， 갈등의 조정 혹은 사회적 풍합은 정치의 영원 

한 과재라고 양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법치(rule of law) 

플 주장한 바 있다 .， 이는 법이 공명 올 확립하기 때운이다 그에 따르연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중핍적 기준을 추구하는 것인데， 엽이 바로 중립적인 기준이 된다ft(Ari st이이es 1995, 

128) 일자가 딴단건대 배리는 이같은 아리스토헬레스의 사고를 수용하여 사회적 용함을 

위한 공명한 영치의 역힐을 인식한 바당위애서 다문화주의즐 명가한다” 

애리는 다인종 사회어 서 집단간의 문화적 정계가 생각δF는 것만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에 따르연 다문화주의는 운화간 경겨 가 ‘실재(rea l ity) 를 반영한다 

8) 주디스쉬캉라(J빼th N. Shklar뼈 의하연 엉치는본래두 가지 구분되는시씬적 익이잘가시고있 
는데 각각은아리스토쟁러스와용테스꺼외로거승러 용라간다 아려스토델레스의영치의핵싱은 

이성의 용치(the rule 이πason)이여， 정치 지도자등이 논리척으로 사고하며 윤리적이고 지적인 역 

량올갖추는것융충시한다 한연용테스거외의엉i 어 { 핵싱은국인의대리인으로서의정우권 

력기관이 사회의 다른 인인등융 억앙히는 것 혹은 지배하는 것융 악기 위한 셰도적인 저 약(in sti 

tutional restraints)O ]다{Shklar 1998) 

9) 하지안아혀스토댐에스의 엉치는이성의 용i 이고그 자에가공명이라고하더라도 여션히 고대 아 

태내의 노에제와 양립하고 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엉치와 이중국가(d，찌1 state) 의 문제에 관혜서 

는 쉬블2./-(Shklar 1998‘ 22)흉 창고항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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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제함으로써 집단간 문화의 장역올 영속화시키고 사회적 연대갑을 약화시킨다 … 또 
한 그는 특정한 집단에 대하여 예외를 둔 규칙(rule-plus-except îons)’의 형태로 별도의 권 

리를 부여하는 다운화주의 정책은 법적용의 일반성과 법 앞에서의 명둥이라는 법치의 기 

본원척을 싱각하게 손상시킨다고 온다 간단히 말하연 다문화주의가 차이 릉 수용하는 

공영한 앙식이 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퀘백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 퀘액인틀에게 

언어， 교을 등에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하는 - 다운회주의 정책을 예로 등여 킴리 

카에 의해 제안왼 비대쟁적 연방주의(asymmetrical federalism)툴 비판한다 그는 무엇보 

다도 이러한 다문화주의 정책이 ‘두 셰충의 시민(two classes of citizens) 윷 낳게 됩을 우려 

한다 그에의하연， 

비대갱생이 두 제급의 시민을 낳융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깅리가는 대수롭지 않게 보았 

지안， 내게는 완전히 유효한우려라고 온다 한연으로는 일부 영역에서는 자신들안의 경갱 

으로 사안융 결정하연서도 다른 영역에서는 [자신을만이 아닌1 모든 사량들의 문제에 관 

해서 결쟁하는데 참여등 ，.，는 시민을이 있다 다른 한연으로는 일부 영역에서는 자신을안 

의 절정으로 사안융 결정하연서도 다룬 영역에서는 자신등의 사안잉에도 해당 사안에 대 

한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캉들이 결정에 창여항 권리를 갖게 원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 

등안의 결정융 내련 수 없는 시민틀이 었다 이허한 상황은 동퉁하지 않은 권리릉 지년 두 

계충의 시민의 문제로 보인다어arry 2001 , 31 1-312) 

비대칭적 연방주의 모엘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온 것처럽， 애리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그 

대상이 되는 특정한 징단에게 국가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엉과 제도의 영향력으로부 

터 옛어날 수 있는 예외적 기회틀 부여함으로써 집단간 형영성을 찌슨한다는 점윷 지적한 

다(Barry 2001 , 311).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다문회뮤의가 사회적 운영을 찬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축한다f(B.πy 2001 , J). 특히 그는 다운화주의가 공식 언어나 공교육 응 국 

가의 공적 기됨publκ fun이ons)을 소수민족집단 혹은 원주민 징단에게 ‘이양(삐삐tion ) 

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정우 진찌 함갱fea l trap)이 원 수 있다고 온cf(B.rry 2ω 1 ， 88) 그의 

판장에 의하연 특히 보수세력의 정치권역이 시배석인 영향력을 갖는 집난에게 주요한 공직 

10) 니시카와나가오는자신의 저작인 r국인이라는 괴뭉j에서 디응과강이 안한다 -만약문화등간의 

다이나익한교류용 인갱하지 않는다연 다문화주의는 인촉 혹은 얘스닉 그릎 수오녕 이니 너 이션 

(mini-nation)'융 생산"는 것으로 끝나벼러겠지요 "(니시카와 2002, 124- 125) 이어서 그는 우리을 

마응*어 서 문화에 대한정태객 모앵응 문회에 대한동태적 모잉로 대셰한 것옹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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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관한 권한이 이양필 정우 문제는 더욱심각해진다 

배리는 정치제도론의 시각에서 뿐 아니라 재분배의 시각에서도 다문화주의가 ̂l회흥합 

을 저해한다는 점플 지적한다 그에 의하연 다문화주의는 ‘인정 에 시중합으로써 사회적 풍 

합의 펼수조건 가운데 하나인 재분애 시스댐을 고려하지 않는대B""" 2001, 8 & 328) 즉 

다운회타의는 기회와 자원의 심각한 불명 응올 혜소하기 위한 재분애의 메커니즘을 결여하 

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법치 훼손의 문제점과 더블어 사회흉합의 기반인 민주적 연대강 

의 약화를 호래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다문화주의의 부정적인 동학을 고려하여 애라는 인종운화적 자이의 수용보다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의 기온원칙에 대한 사회적 함의릎 형성하는 문제에 보다 많 

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져 안한다 애리에 의하연 민주적 원칙을과 이에 근거한 공명한 엄지 

야말로 다인종 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핑수조건인 것이다 특히 그는 이러한 시각어 서 ‘공 

화주의 시인권 오델(republκan citizenship m여，1) 이 다인종 사회의 여러 문제릎을 다루는 

데 있어 유용한 인식을이 힐 수 있g 을 역설한다(B，ny 2001, 21) 그는 공화주의가 차이에 

눈언 동질생(difference-b li nd homogcneÏly)‘을 추구할 문이라는 우려가 있응에도 불구하 

고， 공화주의 당론이 명등주의적 자유주의에 근거하여 건성적인 방식으로 전개왼다면 다문 

화사회의 사회봉합융 촉진항수있는아이디어플 모색하는데 도웅융줄 것으로확신한다 

그에 의하면 -법 앞에서의 명등이라는 사유주의적 [명둥주의의l 관녕은 그것이 자이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기는커녕， 그러한 차이틀 가장 공영하게 수용õf는 [사회용합 

의l 방식으로 시 안된 것이다 ~(Bany 2001 , 68r 
킹리차는 다인종 사회에서 소수집단이 자신의 고유한 사회적 문화를 유지하려는 바당 

이 문화적 고립 혹은 사회적 분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볼충분한 것임올 역성한다 

(Kymlκka 1995, 103) 요히려 그는 X빠주의적 다문화주의 정책이 사회적 용합을 손상시 

키기는커녕 사회 내 지배적 집단과 인종적 소수 간의 민주직 연대성을 촉진한다고 주장한 

다 즉 소수인종집단의 성원은 자신의 집단정제성이 다른 집단에 종속되지 않고 양육되는 

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Kyml icka 1995, 189). 

한연 자유주의적 다운와주의는 집단별로 자변화된(group-di따 rcnti alcd) 다문화주의 

이다 달리 알하연 다인총 사회에서 소수징단(의 성원)이 국가로 홍합되는 다양한 길(， 

diversity of way야’이 있다는 것이다 낌리카는 대표적인 소수집단의 유형으로 인족적 소수 

11)[ 1의내용은 영자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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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minority), 원주민(indigcnous people), 이인자(immigmnts)률 구분한다 그러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징단유형영 흑성에 대한 섬세한 이혜를 바당으로 집단옐 

로 차영화왼 접근을 추구>1-는 일련의 규범과 정책이라고 성영한다'" 실제로 그는 각각의 

소수집단 유형에 대한 대상적인(target ed)’ 다문회타의 정책의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구분 

하고있다 

갱리카에 따르면 <li 1>에 정러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정책들은 집단 유형영로 차영 

화된 방식으로 국가-소수집단 관계툴 홍합적인 관계로 안드는 전략들로 이해왼다 우선 이 

민자 다문화주의 정책을은 기본적인 문화적 향유권을 보장함으로써 통화주의적 인족건 

설의 우려를 윌 식시키고 이인자의 자발적인 국가로의 흥합’을 옵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 11 소수집딘 유형열 다문화주의 성잭 옥록，，' 

소수민족집단 원주민집단 이민자집단 

’ (춘)연방쳐 잭 영토적 자치 • 뚱'1권(land right)l토지권리 , 중앙정부」지앙정부씨단위수 

’ 지역수준에서 혹은국가수 소유권(land titlc) 인정 준어 서 다문화주의용 헌엉상 

준에서공식언어로인정 · 자치권인정 으호혹은의회얘서공식적으 

’ 중앙정부에서 대요성을 보 ， 역사적조약인정 로수용 

장 • 문화적 권리(언어， 사냥 풍) • 학교 커리융영에 다운화주의 ’ 소수인종의 언어용 쓰는 대 인정 픔채택 

이/~~m언릎에 대한공적 · 관습엉인갱 • 언릎보도나 이디어 리e벤스 
재정지원 ’ 중앙정부에서 대표성옹보 와관련하여의무지선에인종 

• 다문화주의에 대한헌엉상 장 적사안을안영 

의혹은의회의수용 , 원주민 지위에 대한현엉적 , 드레스 코드， 영요영 휴엉 규 

• 하위국가 징단의 자격으로 인정 정웅으로부터연제 

국제기구에 장여하고， 초약 • 원주인 권리애 대한국제조 · 이중국객의허용 

융서영하고 옥딩적인옵링 약둥융지X 비중 · 인종집단기구의문화사엉에 

팩팅옹구성항수있는권 • 원주인공동제 성원을애 대 대한재정적지원 

라인정 한 적극적 차영시정초지(af- · 이중언어교육혹은모어교 

firmative action) 육에대한재정적지원 

· 웅이익을받는이민자집단에 

대한적극적자멸시정조치 

12) 깅리카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세 유형의 구운온 여전히 엉주("탬이y)의 딩에야에서 자유용지 

옷한것도사실이다 일혜포세유형은고산쪽{>川 tribe) 정시촉 로"1인(Roma) 동 흑수한조건에 

저한소수징단융 포팔하지 않고 있다 

J3).ll는 밍자가 깅리캐Ky찌cka 2007, 67-74)의 내용윷 정리한 것잉 



다문화주의논쟁 311 

(KymJicka 1995, 31) 원주민 혹은 소수집단 다문화주의 정책은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정에 

서 이민자 다문화주의와 결정적인 차이정응 갖는다 하지안 킴리카는 자지의 인정이 그 자 

제로 사회적 분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용합을 촉진한다고 설영한다 

왜냐하면 자지권에 대한 인쟁으호 인해 소수민족집단과 원주인 집단의 성원등은 (자신플 

의 자치를 인정한) 국가를 생체생집단의 선용적인 문화와 정지적 자유룹 누혈 수 있는 핵심 

적 액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시각애야 볼 때 자치권의 

인정은 국가로부터 분리하려는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나 또한 킴리카는 대요적 

인 다문화주의 정책인 적극적 자멸시정조치(affirmative act ion)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구는 

독립된 제도에 대한 바람을 반영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로의 용합의 의시를 중영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Kyml icka 1995, 68) 정리하연 기본적으로 대상화된 자유주 

의적 다문회주의는 다인종 사회의 사회적 홍합융 목적으로 하며， 분리주의를 낳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킴리가의 입장이다 

한연 깅리카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 시민권의 약화 등의 이유로 다문화주의률 비판하는 

논리 자처 에 결함이 있다는 정도 강조한다 그의 성영에 따르연 특히 다민족 국가-{muhina 

110n state)에서 공통 시민권을 지나치게 강조항 경우 오히려 국가 내 집단을 수적인 다수와 

소수로 같랴놓」응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수집단이 수쩍다수플 정하는 집단의 지배적 영향 하 

에 놓 아게 될 가놓성이 크다(Ky찌 i cka 1995, 184) 그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다인종 샤 

회의 홍합을 위해서는 오히려 사회의 지배적인 운회{domi nant c비 ture)의 제도적 블과 내용 

을 수정하려는노력이 우정적흐로 일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악으로 깅리카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룡 사회적 용합올 지향하는 일련의 규범과 

정책을의 묶음으로 이해하연서도， 통시에 이러한 순기능이 싱현되기 위한 초건으로서 국 

가-소수징단 관셰의 할안보회H: Jcsccuri ti zation ) 즙 강조한다 이때 달안보화는 인중관져를 

지나치게 ‘안보 증심의 관접에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고 쟁의‘ 우선잭 관점을 취히는 것 

올 뭇한다 그의 설영에 의하연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기을이 지속적으로 인종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등 국가에서는 인종관계의 당안보화 수준이 높은 

연이었다는 사실이대Kymlicka 2007, 122) 이와 달리 통유럽의 구(Vl)공산주의 국가의 대 

(힘)소수민족 정책실패의 경우 정의와 안보의 딩레마플 극복하지 못한 사예로 용 수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민주적 공존을 위해 소수민족집단에 대해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 

으로 (춘)연방제를 채액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국가가 자칫 소수집단이 자신의 강화된 역 

량융 기반으로(과거 적국이었던) 이옷 혈족 국가와 결탁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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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이같은 우려는 NATO와 같은 지역안보기구가 부재한 상뺑서 더욱 강하게 나 

타나게 된다 이러한 동학에 대한 검리카의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다인종 사회의 사회적 통 

합을 위혜서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행과 더풀어 다문화주의의 국제회펄 위한 

(소수집단-국가-국제기구의) 다총적 거어넌스와 안보상황이 울안한 지역의 지역안보기구 

설립 풍의 시도가통시에 이루어질 띨요성올 추론할수 있다 

N. 절론 

스튜어트 흉{Stuart Hall)은 ‘차이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능력(the capaαty 10 live 씨h dif

kαnce)’이야말로 21세기에 도래한 시대적 문제라고 예견한바 있다(H，ll 1993. 361) 이 문 

제의 당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내하여 애리는 명퉁주의적 자유주의 시각에서 비판적이며， 검 

리카는 쩌}주의적 다문회주의 시각에서 지지한다 이때 두 입장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합 

당한 판단인지의 운셰툴 잡시 유보하고 보연， 이러한 상반왼 명가는 사회마다 나릉 국7~ 

소수집단 관계의 액락에 따라 다문화주의 정책의 효과가 상이항 가능성， 즉 나운화주의의 

양가성을암시한다 

온문에서 살펴본 네 가지 태아올 흉한 두 정치이흔가의 견해 비교로부터 우리는 다문 

호타의의 위협 요인과 기회 요인융 구분해 정리항 수 있다 우선 위협요인을 정리하연 다 

문화주의는 개인올 집단의 특수한 문화， 신녕， 혹은 관행에 구속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 

와 영퉁， 그리고 기본적 인권융 손상시키는 경향이 었다 또한 예외툴 둔 규칙(ru[e-p[u s. 

except ions)'의 형태로 옐도의 권리를 부여하는 다문호타의는 엉치의 공명성과 정단관계의 

공명성을 슨상시킨다 。1로 인해 다문화주의는 인종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집단간의 합당 

한 합의’를 어협게 한다 한연 사회적 정의 의 시각에서 올 때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운 

회에 대한 인정(recogniti on)에 치중한 나어지 재분llHC rcdi stri bution)‘ 애커니즘의 역항을 

간과한다 

다융으로 시외요인올 정리하연 다운와주의는 국/f와 인종 문와적 소수집난의 에대성적 

관제(asymmetrical relation s)’로부터 초래된 부정의를 치유하기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다 또 

한 다문화주의는 집단간 관계의 형명성올 제고함으로써 보연적 인권율 보호하고 촉진한 

다 이와 더을어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정체성과 관행의 내부로부터의 연혁 을 가능케 

한다 사회용합과관련해서 다운화주의는 소수집단유형옐로 대상적인(targcted) 정책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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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다는정에서 샤회적분열이아니랴 국가로통합되는 다양한길‘을제시한다 

한면 배려와 킴리카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반대의 명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용된 

입장을보여주고있기도하다 첫째，둘모두다문화사회가안쩡된갱치공통제로준욕하기 

위해서 통정성(homogeneity) 이 아닌 문화적 다원주의(cu[tural pluralism)와 양립하는 

‘공룡성(commonality) 에 토대를 둔 시인권을 지향할 것용 주장한다 씨 다만 방식에 있 

어 차이가 있는데 배리는 공화주의 모텔에 근거한 시민권을， 킴리카는 다문회F주의적 시민 

권(multicultu ral citi zenshi이을 지향한다 둘째， 애리와 김리카 모두 다문화 사회의 민주적 

용치를위해서 인정과재분애의균형이중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 다만이해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배리는 인정 위주의 다문화주의가 새분애 애커니증용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항 일요성올 강조하는 반연에， 검리카는 인정의 방식 자지 가 재분애의 효과블 갖고 있 

음올역설한다 

이상의 논의을 흥해 온고는 다문회주의 논쟁사에 큰 영향을 이친 정치이론가인 프라이 

언 배리와 윌 겁리카에 대한 제계적인 비교룡 시도하였고 이를 정치학계에 소개하는데 작 

으나마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반연에 온고는 다문화주의릉 정치학과 보다 적극적으로 

정액시키는데 있어서 한계툴 보이고 있마 다반 영자는 온고에서 두 이론가에 대한 비교분 

석이 향후에 전용적인 정지학의 이슈들과 다문효F주의 이슈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후속연 

구릎 위한 출발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만족한다 즉， 본고의 시도는 향후 "t~사회의 

국가-소수집단 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 이슈을을 정당구죠， 선거제도， 시민사회의 성격， 이 

디어 갱에인 로비 퉁의 정지적 전략과 같은 정치학의 이슈들과 접액시키기 위한 작은 출발 

정이뀔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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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bate on Multiculturalism 

A Comparison ofBrian Bany and Will Kymlicka 

Jun SUng Han 1 ""'" Na뼈 에얘"" 

Since the 19905, Korean society ha‘ increasingly become a rnu1t i경thnic and multi -cultural 

society. In reccnt years, a rapidly growing number of studies ha、IC been εonductcd by schol 

ars from various δelds. Howeveι political scienlists in general have 001 engaged enough in 

the field ofmulticulturalism. In li야t orthis, this essay aims to introduce rn이D poli tical theo

rists, Brian Barry and WilI KymJicka, who are both highly in f1 ucntial in the heated debate 

on mulliculturalism. Baπy criticizes rnulticultur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egalitarian 

liberalism, whi le KyrnJicka is supportive of it with a 끼ewpoint oflibeml multiculturalism 

For an effective compari잉n， thcir ViCW5 00 multiculturalism are 10 be investigated in terms 

of four theme‘ the individual and the colJective, rights and culture, justice, and social inte

gration. After al1, thîs papeι though it does n이 directly address the task ofli nking multic비 

turalism and p이itics， has ils own mcaning as a staning point to do the job of investigating 

thc rclations bctwccn lraditional p이ilical issues and the multicultural issucs thal arise from 

잇atc-minority relalions 

Keywords: egali tarÎan libcralism, libcral multiculturalism, culture， justπ:e ， social integra-

Il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