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유심론(called Mentalism, albeit, qusi-Telelogy in metaphysics), 인식론(Epistemology), 유물론(Materialism) 관점에서, 2017.07.31
꼭 법학(Jura)이 아니어도 '셀즈닉'처럼 법사회학 전통은 행정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여기서는 대체로 계약법 공리로 한정한 '롤즈'의 인식론에 의거한 정의론을 살펴볼 것인데 그의 형이상학적이며 집단적 정의가 어떻게 형이상학적이며 개인적 정의: 양심(conscience),과 맞닿는지도 살펴보자.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 미. 사법사(history of law)를 잠시 짚고 넘어가면 '아는 것이 힘이다': 벤자민 플랭클린',라는 유식(인식)론과 유물론이 합쳐진 초기 미. 법철학으로부터 사법 판단에 존재론적(Telelogy) 기여를 한 '존 마샬', 구조-기능주의 논쟁의 병리적(pathologic) 현상로부터 벗어나 역시 실증주의를 통해서 법학의 발전을 꾀한 분석 법학자 '홈즈', '규범도 법일까: 풀러', '법체계가 실증적여야 할까: 하트', 사회학 이론(사회주의가 아니다)의 접목을 통해서 보다 적실한 사법 판단을 도모한 '웅거'(최 종고 법철학 cf.)를 비롯해 훌륭한 다수 법학자들 가운데 '롤스'의 정의론은 미국 공리주의(Utilitarian) 관점에서 법을 해석한 명저 중 하나이다.
공리주의는 정치학과 경제학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개념이고 실증주의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모두를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앵글리칸'-공리주의자가 '컨티낸털'-실증주의자가 된다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면 연구 목표나 주제-범위 설정이 중요하므로 '롤스'가 본서에서 '칸트'를 따르겠다'고 인용하지 않았을까?'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 ..., 군자 태이부교, 소인 교이불태': 맹자,처럼 대체로 인적-사회적 규제를 전제로 규범조차 법처럼 해석하는 동양/'로마' 철학이나, 아니면 '국부론'처럼 영국 공리주의(효용론)에만 친근한 독자들에게 '롤스'의 정의론만큼 순전히 미국 바탕의 실증 법학 이론, 물론 '롤스'는 '칸트'를 따른다'고 인용했지만,이어서 낯선 이론도 드물고 그대신 정의론을 이해하면 이처럼 독창적이고 합리적 설득도 드물기 때문에 아둔한 필자의 경우,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전혀 낯선 이론을 접했을 때, 필자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철학적 계통을 따르는지부터 주로 살펴보며 필자가 정의론을 접하고 살펴본 시기인 90 년대와 관계가 깊다. 합리론이 효용론이라는 전제에서 '미국의 사법 이론('롤스'의 '정의론)이냐, '포퍼'의 실증주의냐?', 학부 시절 선택 문제로 고민을 했던 기억도 있고, 왜냐하면 필자 재학 시기였던 90 년대까지 대학들은 사회주의 혁명론/유물론이 넘쳐나는 시기여서 행정학 이론만으로는 각종 정치-사회적 현상에 다가가기 어려웠기 때문에('뷰캐넌' cf.) 다른 종류의 유물론들, 예를 들어 ('하이데거'처럼 그의 친일 행적이 논란을 낳은) 최남선의 관점이자 철학적 바탕인 강산-조국이 곧 '아'와 일체'라는 유교적 유물론 ('블루보' eg.), 중국 학자지만 '기억을 대신하는 기록이라는 유물이 어떻게 과거로부터 현재에 되살아 나는가'를 독자들에게 묻는 이택후의 유물론(풍우란 cf.), '불란서인 '칸트'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베르그송'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은 사물(corp and any)로부터 사유자(들)에게 심상/인식/기억으로 연결되어 있고 물질적인 두뇌에 관장하지만 하지만 심상/인식/기억이 양심처럼 순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의지: arbitratus dominatus cf.) 묻는, 당시 언어학파가 형이상학과 초기 심리학에 바탕해 대중들을 설득한 '카톨릭'적 유물론, '뉴튼'의 물리적 세계관이 더욱 작아진 세계에서 반복하는, '그리스'적 원자론에 바탕한 유물론처럼,도 살펴봤지만 결국 유물론이 형이상학인 이상, 파괴적인 혁명론에 다루려면 '포퍼'적인 실증주의가 '롤스'의 정의론보다 더 낫지 않을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며 '미국의 사법 이론은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전제로 수용한다'는 다소 정치적인 해석까지 내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영국 효용론에 더 가까와지는 결과를 얻었는데 '굴드너'처럼 아예 정치적으로 '사회학, 곧 사회주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던 까닭이기도 하다. 더구나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도 인식론적 영국 유물론 일종이지만 '베르그송'만큼 '위기의 개인(들)'을 위해서 정리된 이론도 아니므로 '위기의 '포퍼' 실증주의에 더 관심을 둔 이유도 있었다.
'롤스' 정의론 핵심인 두 공리, '1. 모든 개인은 똑같은 권리를 가졌고 2. 분배는 공정함을 기초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유명한 공리이다. 본서에서 도안한 '정의론'의 연구 촛점들: 국가, 사회, 제도 외,은 서로 복잡한 관계들로 얽혀 있어서('앱터' cf.) 복잡 관계 속의 갈등 이론보다는 균형 이론 관점에서 '국가, 사회나 제도적 정의를 제외하고 거의 개인과 개인 (최소한의 사회)  바탕에서 권리 생성 관계만을 본서에서 인용하기로 했다'든지 자연법적 의무(natural duty)라는 자못 신선한 개념으로 '에세이'에 발전시킨 것이나 '베르그송'처럼 '유럽' 형이상학에서 인용하는 '순수'(puritas)를 절차법에 적용한 것은 '윌슨니언'적 노력의 연장에서 80 년 대, 미국 실증주의 법학을 한 단계 발전시킨 수고가 아닐까 한다.
한국 정부가 신자유주의와 시장 개방 원칙을 정책적으로 채택한 90 년대, 한미간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외교적 관계 강화 이후부터 학자들이 국내에 미국 실증주의 법이론까지 적극적으로 소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앞서 국제 관계 상의 변화를 언급했듯이 한국에서는 동기간 동안, 유심론에 의거한 동양적 정의론까지, 예를 들어 '선인낙과, 악인고과'로 알려진 인과응보 규범, 역사법학 바탕에서 재해석 작업이 있었고 혹자들은 '하이퍼리얼리티'와 '포스트모더니즘' 바탕에서 유심론을 재해석 하면서 민담, 전설, 원형, 풍습처럼 이기론의 전통과 동떨어졌지만 민속과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했다 (신유교 행정학, 이문영 행정학 eg.)
필자에게 본업인 행정학(관학) 외에도 '법(규범): 역사법학 포함,을 연구할까, 철학: '포스트모더니즘',을 연구할까, 또는 예술: '하이퍼리얼리즘',을 연구할까?'처럼 '데탕트'와 신자유주의 출발 시기는 그처럼 미지의 영역을 향하고 때문에('움베르토 에코' cf.) 필자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작을 그다지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았고 행정 연구자 관점에서 정부 개혁에 대한 평가는 정책학을 전제로 한 별개의 작업이다.
사회주의 혁명론/유물론의 해체까지 감안해 유물론을 연구하는('알뛰세르'와 소련 해체 cf.) 전문 철학자의 목적과 '롤스'의 목적이 서로 같을 수 있어도 간략히 '롤스'의 형이상학 이론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보다 사법적 적용에 유의를 바라는 까닭은 그가 순수 이론을 만드기 원해서 자연법-독일 비평 이론을 따르며 '유물론적 혁명론과 대척점'에 있으려고 했지만 1. 신자유주의로부터의 권리(right) 증진과 한 짝(one pair)인 의무(duty)/이행 책임(obligation) 역시 추상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이 영희 정의론 cf.) 2. 전술한 유심론적 정의와 '롤스'의 인식론적 정의 사이에 서로 간극이 있어서 한국 민속/문화 상의 가해지는 변형 압력(체제 압력 eg.)도 내재해 유교/불교 이념처럼 아세아권의 법규범은 건드리지 않는 3. 거의 '로마법': 계약법,에 바탕한 정의론('하이예크' eg.)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고유하고 최소한 '똑같다'는 언명은 잘못이다'는 전제의 규범 경제학과 '모든 사람들의 권리는 똑같은데 공정하면 (법익: interest) 분배도 달라진다'는 전제의 '롤스' 정의론은, 더욱 축약(adumbration) 지향적인 '하버마스'의 다양화와 통일화 원리도 실은 그런 의미지만 '퓰러'-'하트' 논쟁처럼 생산적 논의를 지향할 수 있고 만약 '베르그송'이라면 '정의가 만약 제도의 것일 때, 양심은 개인의 것이어서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이해-접근함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