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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정적 자유와 정의의 개념 : Constitutional Liberty and the Concept of Justice[1963]

출처 존 롤즈의 제 장 : <Collected Papers> 4

번역 이한: 

입헌 민주주의의 정치형태의 본질적인 부분은 특정한 근본적 자유의 규정 이1 (provision)

다 이 자유들은 권리 장전에 담겨 있거나 사법심사 권한을 가진 대법원이 해석한 성문 헌. 

법의 다른 조항에 담겨 있을 수도 있다 또는 그 자유들은 최고 입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 

침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헌법적 협약 나 법규 에 의해 확보(conventions) (statutes)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헌정적 자유를 구현하는 제도적인 형태를 지지하는 데 (secured by) .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논변들이 있다 그러나 이 에세이에서 나는 정의 개념으로부터 도출. 

되는 논변들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의는 정치제도와 사회제도의 많은 덕목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는 2 . 

부정의하지 않고서도 구식인 것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이거나 비하적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 

어떤 다른 덕목들을 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라는 관념은 좋은 사회의 완전히 포괄적. 

인 전망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그러한 관념의 일부에 불과하다 제도 또는 제도들. . (

의 체계 에 적용되었을 때 정의는 자의적인 구별의 제거를 요청하며 경쟁하는 요구들 사이) , , 

에 적절한 형량이나 평형의 구조 안에 제도가 확립될 것을 요청한다 정의의 원칙은 어떨 . 

때 형량이나 몫이 적절한지 어떤 구별이 자의적인지를 명시한다 정의의 원칙은 , (specify). 

한 제도가 공직이나 직위를 규정하고 그것들에 권력과 책임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법, 

에 관한 제한을 정식화함으로써 이 일을 한다 여기서 정의의 개념은 정치적 제도에 적용. , ( ) 

되는 것으로만 고려된 것이다 정치적 제도는 공적으로 인정된 규칙의 체계이다 이 규칙의 . . 

체계는 일반적으로 준수되며 공직과 직위 군리와 의무 혜택과 불이익, , , (privileges and 

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에 그 형태와 구조를 제공한다 나는 그래서 특정한 penalties) . , 

개인이나 그들의 행동에 적용되는 것으로의 정의는 논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헌. 

정적 자유는 인산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정치적 자유 운(liberty of person), , , 

동의 자유 그리고 기회 평등으로 구별할 수도 있다 입헌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자유들의 , . 

특성은 그것들이 평등한 자유라는 것이다 이 자유들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 , . , 

비해 유리하게 대우받지 않는다 헌법은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의 토대이자 다른 제도와의 . , 

관계에서 구체적인 실정법 규칙들의 최고차적 체계이기 때문에 헌정적 자유들은 모든 이들, 

이 존재하려면 그 안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in which everyone must begin to have a 

기본 사회 체계 내에서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자유라는 최초의 위치를 규정하고 확place) 

립한다. 

우리의 질문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정의가 이 헌정적 자유들을 위하여 제공하4 : 

는 논변은 무엇인가 이 논변들을 다른 도덕 개념 특히 사회적 효용 개념을 근거로 드는 논? 

변들과 구별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자유들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논변을 정의 개? 

념이 제공하는 반면에 사회적 효용 관념은 그러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정의 개념이 이 결, , 

론을 달성하기에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튼튼한 도덕 개념을 표현 한다는 (secure) (represent)

점을 을 보이려고 할 것이다 비록 인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만을 살펴보겠지만 구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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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이 광범위하게 불일치하리라는 점이 기대되는 자유사회에서는 그, 

러므로 정의 개념은 이 근본적 자유의 기초에 대한 공동의 공적 이해의 가장 합리적인 근거

이다 우리의 질문을 다루기 위하여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라고 불릴 수 있는 정의 개념. “ ”

을 정식화할 것이다 나는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이 인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한 논변. 

을 제공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 두 형태의 논의는 다른 헌정적 자유에도 똑같이 적. 

용되며 정의 개념의 특별한 측면을 설명하는 논변의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 

내가 사용하는 정의 개념은 일단 두 원칙의 형태로 진술될 수 있다 첫째로 제도에 참여6 , . , 

하거나 제도의 영향을 받는 각 인은 모든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가능한 가장 광범위, 

한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둘째 제도적 구조에 의해 규정되거나 그것. , 

에 의해 조성되는 불평등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며 직위(fostered) (work out) 

와 공직에 결부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나오는 이득은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합당하

게 기대되지 않으면 자의적이다 이 원칙들은 정의의 개념을 세 이념을 관련짓는 것으로 표. 

현한다 자유 평등 그리고 공동의 이득에 기여하는 노력에 대한 포상: , , (reward)

사람 이라는 단어는 요구의 주체로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7 “ ( )”(person) , . 人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인간 개인들을 의미하나 다른 경우에는 국가 기업 교회 팀 등등을 , , , , , 

지칭한다 비록 인간 개인들의 경우에 일정한 논리적 우선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의의 원칙. , 

은 모든 유형의 사람 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며 사람 개념은 그에 따라 해석되어(persons)

야 한다. 

첫번째 원칙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침해불가능한 것으로 설명8 

된다 비록 평등한 자유라는 최초의 지위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항상 있어야 . 

하며 그 입증 책임은 그 상태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러함에도 , ,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있을 수 있고 종종 그런 정당화가 존재한다 그 . 

원칙은 예를 들어 실제로 법 체계와 다른 사회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별과 분류에 대, 

하여 그것이 사회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원래의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만큼 반대

하는 추정이 주어짐을 함의한다 두번째 원칙은 허용가능한 불평등의 종류를 특정함으로써 . 

이 추정이 어떻게 무시 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put aside) . 

불평등 이라는 말은 공직과 직위 사이의 제도적 구조에서의 여하한 차이나 그들의 권9 “ ” , 

리 의무 혜택 을 규정하는 규칙들 사이의 여하한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 (privileges) , 

그것들에 직 간접적으로 결부된 이득과 부담 예를 들어 위신 부 그리고 과세 책, (prestige), , 

임 및 의무병역에 대한 책임에서의 차이 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다(compulsory services) .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그들의 상이한 포지션에 대하여 항의 하지 않으며 한 나(protest) , 

라의 시민들도 정부에 상이한 공직이 있다는 점에 반대하지 않는다 불평등으로 통상 생각. 

되는 차이들은 이런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제도에 의하여 확립되거나 가능해져 초래된 사, , 

람들이 획득하거나 피하고자 하는 것들의 분배에 있어서의 차이다  (They are not 

differences of this kind that are normally thought of as inequalities that difference 

in the resulting distribution established by an institution or made possibel by it of 

그리하여 사람들은 제도가 설정한 영광과 포상the things men strive to attain or a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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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형 예를 들어 정부 공직자들의 특전이나 봉급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그 제도(pattern), 

에 의하여 허용된 기회들은 스스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부터 귀결되는 권력과 부의 분

배 예를 들어 큰 기업 이득과 투기 이득을 허용하는 자유 기업 사회에서 출현할 수 있는 ( , 

부의 집중 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다) . 

제 원칙이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 제도에 의해 영향받는 모든 10 2

이들의 이득으로 작동하리라고 믿을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이 . 

제도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에 의해 정의되는 모든 공직이나 직위의 대표적 인간은 그가 , 

그것을 항구적 관심으로 바라본다면 그 불평등 없이는 제도 하에서 어떠했을까에 관한 그, 

의 여건과 전망보다 그 불평등이 있는 전망을 더 선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정의의 원칙은 그러한 제약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사회 효용의 원칙과 차이가 

난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이득이나 부담과 결부되는 다양한 공직들은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11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공직에 특수한 이득을 결부시키는 것은 방금 정의된 바의 . 

공동의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재능이 그 공직에 이끌리고 .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이득과 결부된 어떠한 공직도 그 공직 지원자들. , 

이 그들의 능력에 기초하여 평가되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 획득되어야 한다(contestants) . 

만일 일부 공직들이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배제된 이들은 그들이 설사 그 자리를 놓고 경, 

쟁하는 것이 허락된 이들의 더 큰 노력으로 이득을 본다고 할지라도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공직이 개방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제도 . , 

의 디자인 자체와 그것이 체계로서 함께 어떻게 작동할지 고려하는 일만이 필요하다 적절. 

한 이름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의 변화하는 상대적 직위와 복지

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리고 직위의 모든 변화가 고립되어 단 한번의 이행으로 바라보, 

아져서 그 자체로 정의로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류다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mistake) ,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제도의 체계다 일정한 공직에 있는 대표. 

적 개인의 관점에서 제도의 체계를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 

불평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의의 원칙은 주어진 특정한 개인들의 소망에 비추어 욕구12 , 

되는 것들의 특정한 분포를 정의로운 것으로 선별하지 않는다 이 과업은 원칙적으로 잘못. 

된 것으로 포기되며 어쨌거나 확정적인 답을 낼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기보다는 정의의 , . 

원칙은 제도와 합동적 행위들이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 

불평도 갖지 않으려면 만족시켜야 하는 제약을 규정한다 이 제약들이 만족되면 그로부터 . 

결과하는 분배는 무엇이든 정의로운 것으로 또는 적어도 부정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받아( ) 

들여질 수 있다. 

이 두 원칙들은 도덕성을 갖는 제약이 그들에게 정의의 질문들을 발생시키는 여건13  , , , 

즉 그들의 공동 제도의 고안에 관한 상충되는 요구를 하며 그들이 스스로를 정당성 있는 이

해관심을 대변하거나 보유하는 존재로 간주함에 있어 서로 주장코자 하는 요구가 충돌하는 

여건에서 합리적인 인간들이 인정할 원칙들로 해석될 수 있다 정의와 공정성의 질문은 자, . , 



- 4 -

유로운 사람들 서로에 대해 어떤 권위도 없는 사람들이 공동의 제도에 참여하면서 그들 , , 

사이에 제도를 규정하며 그것의 이득과 부담의 귀결되는 몫을 결정하고 한계지우는 규칙들

을 합의하고 인정할 때 발생한다 그렇다면 제도는 그것이 그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 , 

평등한 자유라는 원초적 입장에서 상호 수용될 것으로 제안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족시킬 

때 정의롭거나 공정하다 그 두 원칙이 이러한 원칙들이 되는 최선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 

꽤나 높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분석적 구성을 살펴보라 어떤 관행의 체계가 . 

이미 확립된 사람들의 사회를 상상해보라 이 사회의 사람들은 상호 사리. (mutually 

적이라고 가정해보라 즉 그들의 확립된 관행에 대한 충성은 통상 자기 이self-interested) . 

익에만 토대를 두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인간 이라는 용어의 모든 의미에서 이 사회의 인. “ ”

간들이 상호 사리적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국가 교회 가족들 간의 관계는 개별 성원. , , , 

들의 측면에서는 강렬한 충직과 헌신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종종 상호 사리적이다 그러한 , .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관념은 그 인간들은 상호 사리적인 가족이나 다른 결사체들로 이해하

는 것일 수 있다. 

이 사람들 은 또한 합리적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해관심에15 (persons) . 

는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결정한 행동 방침을 고수할 수 (more or less) . , 

있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현재의 유혹과 즉각적인 이득의 유혹 에 저항할 수 . (enticement)

있다 그리고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의 여건 차이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지각은 일정한 . 

한도 내에서는 그 자체로는 커다란 불만족의 원천이 아니다 오직 마지막 논점만이 합리. “

성 의 통상적인 정의에 무언가를 첨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대체로 유사한 필” . 

요와 이해관심을 가졌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상보적인 필요와 이해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상

호 이득이 되는 협동의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자. 

이 사람들은 이미 확립된 공동의 관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들이 처음16 , 

부터 어떻게 제도를 설립할 것인가의 질문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중 어느 누구라도 . 

그들의 확립된 제도들에 반대하는 정당성 있는 불평을 갖고 있는지를 그들이 고려하는 것으

로 상상할 수 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들이 불평과 그리하여 제도 자체를 판단하는 원칙에 . , 

우선 도달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불평등을 인식 함으로써 시작하지 . (registering)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어떤 불평등이 정당성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규. 

준에 합의하려고 한다. 

그들이 이 일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인은 그 자신의 불평등이 받아들여질 수 17 . 

있는 원칙을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혜택 은 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privilege) . 

것은 만일 어떤 이가 제안한 원칙이 채택될 경우 다른 이들의 불평등도 동일하게 받아(1) , 

들여질 것 이다 모든 이들이 불평등이 어떻게 판단되어야 할지에 대해(similarly tried) . (2) 

서 대체로 같은 생각을 갖기 전에는 어떤 불평등도 청문되지 않는 (of one mind) (be heard) 

것이다 그리고 한 경우에 제안되고 인정된 원칙은 특수한 여건이 아니라면 미래의 경. (3) , 

우에도 구속력을 갖는다(that the principle proposed and acknowledged on any one 

그리하여 각 occasion and binding, failing special circusmtances, on futue occassions). 

인은 그의 현재 여건에서 받아들여졌을 경우 특유한 이득을 주게 되는 원칙을 제안하는 것

을 피하게 된다 각자는 그가 그 원칙에 의해서 미래의 여건에서 구속될 수 있으(wary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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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래 여건의 특유성은 예견될 수 없어 그 원칙이 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 , 

안다 그 절차의 주된 이념은 모든 이들이 사전에 확고한 헌신 다른 이들 역시 그렇게 할 . ,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며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특수한 조건에 들어맞도록 정당성 있는 불

평등의 일반적 규칙 을 재단할 기회를 가져 그의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때(canons)

는 캐논을 던져버릴 수 없게 하는 약속 을 하도록 요청받는다는 점이다 그러, (commitment) . 

므로 각자는 이러저러한 사점에 알려질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을 활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 

배제하는 일반적인 종류의 원칙들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원칙들은 각자가 제도의 고안에 . , 

있어 다른 이들의 이해관심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된다는 전제에서 제한시키는 것을 가장 

적게 꺼려하는 것에 상응하는 규준을 표현할 것이다 그렇게 발생하는 제한 들. (restrictions)

은 어떤 사람이 그의 적 에게 그의 자리를 할당하는 사회 체계를 고안한다고 할 때 (enemy)

유념할 것들로 생각될 수 있다 주석. ( 2)

이 분석적 구성의 요소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18 , . 

당사자들의 성격과 상황은 정의의 문제가 발생하는 여건의 특수한 특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제도의 고안에 관하여 상충하는 요구들이 제기될 때 . , 

그리고 각 사람들이 가능한 한 그의 권리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고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

이 요구들 사이의 적절한 형량 또는 평형의 문제를 설명한다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 

으로 그에 의해서 원칙들이 제안되고 인정되는 절차는 도덕성을 가지는 제약을 표현하는 ,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도덕성을 가진 인간은 그의 사고와 행동에서 그 자신의 이해관심. , 

의 추구를 제한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는 이 원칙들. 

이 다른 사람 뿐 아니라 그 자신도 결정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그 자신과 다른 이들의 인, 

간으로서의 본질 때문에 구속하는 것으로 여긴다. (in virtue of his and their nature as 

그러므로 그와 같이 상상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도덕성을 가진 제약과 유human persons) 

사한 제약이 귀결된다. 

두 원칙이 분석적 구성의 조건에 비추어 인정되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19 

논변이 있다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을 위해 특수한 이익을 획득할 아무런 방도가 없으므로. , 

각자는 제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을 최초 원칙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입1 ( ) . 

장을 최종적인 것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제 원칙을 만족시키는 불평등이 존재. 2

하는 경우 평등이 가져다주는 즉각적인 이득은 미래의 수익을 고려하여 지성, (in view of) 

적으로 투자 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가능성이 높은 바(invested) . 

대로 이 불평등이 더 나은 노력을 산출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것들을 여길 것이다. (look on them as concessions to 

그들이 상호 사리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은 그들이 실제로 맺고 있human nature)... , 

는 관계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들이 수용하는 것은 그들이 공동 관행에 그들이 참여하게끔 . 

이끄는 동기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불평할 명분이 없다(motives) . . 

그 원칙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했을 때 (they have no title to complain of one another) 

그들이 그러한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실제로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 . , 

것은 근시안적인 일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직 다른 사람들이 상황이 더 낫다는 것을 단, 

순히 알거나 지각함으로써 낙담한 것 이 원인이 되어 결과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dejected) . 

나 각 인은 그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할 것이며 따라서 공동의 이득이 되는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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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기꺼이 희생하려 하지 않(insist on) . 

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변은 물론 그 추측적 설명 가 가정하는 바대로 인식되고 상20 (conjectural account),

황지워졌으며 기술된 과정을 채택할 것을 요구받는 사람들이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할 것, 

임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증명을 위해서는 더 정교한 논변이 주어져야 한. 

다 특히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자연스러운 반론이 있다 나는 이 반론을 인신의 자유와 . .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정의에 토대를 둔 논변을 소개하는 한 방식으로 살펴보기를 원한다 분. 

석적 구성의 논변과 함게 그 자연스러운 반론에 대한 논의는 논리적 주제가 모든 사람들, , 

이 출발하는 사회체계의 근본적인 구조일 때 정의의 두 원칙은 도덕성을 갖는 제약이 정, , 

의의 질문을 제기하는 여건에서 합리적인 인간에게 불과되었을 때 인정될 그러한 원칙이라

는 명제의 증명을 스케치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사회 체계의 근본적 구조는 정의의 질문. , 

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의 그 일부로서 나머지를 규제하는 그 두 원칙, 

을 정의의 원칙이라 부른다고 해서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비록 다른 주제에 적용되는 경우 . 

정의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다른 원칙들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두 원칙을 위한 논변에 대한 자연적 반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카스트 체계가 그 체21 . , 

계 내에서 사회가 정치적 권위와 권력의 확고한 질서로 배열된 구별되는 몇몇 집(definite) 

단으로 나뉘어지며 각 집단은 그 집단에 특수한 직업을 가지며 카스트의 소속은 상속되며 , 

서로 다른 카스트간의 결혼은 금지되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생각하여 보자 이러한 정의를 . 

염두에 둘 때 합리적 인간이 카스트 체계를 허용하는 원칙을 인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

이지는 않는다 그러한 개인들의 집단이 카스트 사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 사회로 진. 

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상상해보라 만일 상위 카스트가 되는 전망이 그들. 

을 크게 매혹시킨다면 그들은 상위 카스트에 들어갈 확률을 특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운의 장치가 그들의 그 사회 내의 자리에 할당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 사회로 진입하려고 하

는 계약에 동의할 수도 이는 것 아닌가 그들이 이 선택지를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는 ? , 

사회 그러한 사회는 제 원칙에서 진술한 조건에 비추어 개방 사회 라고 부르겠다 로 진입( , 2 “ ” )

하는 계약에 비해 선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확실히 이 두 유형의 사회를 두. 

고 그러한 섢를 가진다는 것은 일어날 법하지는 않지만 합리성이라는 관념과 비일관된 것, 

은 아니다 만일 비일관된 것이 아니라면 설명된 바의 의미에서 두 원칙이 정의의 원칙이. , 

라는 증명은 없는 셈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반론은 성립하지 않는 전제에 기대고 있다 그 전제란 사람들이 22 , . , 

모두가 시작하게 되는 사회 체계의 기본구조에서 최초의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평등한 위험 

몫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다 이 이유로 인해 그 반론은 실패한다 이 전제를 더 상. . 

세히 논의하기 이전에 왜 카스트 체계에 대한 선호가 있을 법하지 않은지를 먼저 살펴볼 가

치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두 원칙의 성격을 명료화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 

개방사회에 비해 카스트 체계를 선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있을 법하지 않다23 

는 점이 보여질 수 있다 첫번째 가능성으로서 문제되는 사람이 다른 어떤 개별 인간에게 . , 

아무런 책무도 지지 않는 개별 인간이며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모른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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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보자 즉 그들은 그들이 개방 사회에서 직위를 둘러싼 경쟁에서 얼마나 잘해낼지에 대. , 

하여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다 그들이 카스트 체계에 진입하는 계약에 합의하지 않을 두 . 

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 첫째로 어떤 운의 장치 가 활용되건 간에 그 운은 . , (chance device)

체계의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의 실제 숫자와 일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명 중 명만이 . 100 1

최고 카스트라면 그 카스트가 될 확률은 백분의 일에 불과하다 어떠한 실질적인 추정에서, . 

도 상층 카스트가 될 확률은 낮으며 하층 카스트가 될 확률은 높다 다른 고려사항은 개방, . , 

사회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카스트 체계가 재능을 가장 필요한 곳에 . , 

배치하거나 가장 최선의 기여를 하도록 북돋우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에서 뿐만 아니

라 역사적인 경험도 그와 같은 추정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카스트 사회가 , . 

모든 상응하는 위치에서 모조리 덜 풍요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한 개인의 카스트 사회에서의 

성취할 복지의 기대치는 개방사회의 그것에 비해 훨씬 적을 수 밖에 없다 이 기대를 . (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 는 i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의 백분율을 나타내며 

는 i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의 평균 복지 수준의 지수 다 만일 이 개인들이 이 개대(index) . 

치에 기초하여 선택지 가운데 고른다면 그들은 카스트 체계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주석, . (

3)

두번째 가능은 이 개인들이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아는 경우다 앞에서 사람들 사이의 24 . 

차이는 논의에 고려되지 않아서 그 논변은 단일한 대표적 인간의 관점에서 전개될 수 있었, 

다 재능을 알고 있다면 사정은 변하게 된다 왜냐하면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 , . 

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지들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방사회는 한 사람이 . 

시간에 걸쳐 이르게 되는 일련의 위치들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고 그가 출발점으로 삼게 될 , 

가능성이 높은 위치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된다 재능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그의 . , 

자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기대치는 최초의 위치에 의해 측정, 

된 기대치보다는 큰 반면에 재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성립한다 실제로 재, . , 

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카스트 체계에 운을 걸어보는 것이 더 높은 등급에 도달하는 가

능한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 사안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두 대표적 사람에게 주의를 고정. , 

하자 한 사람은 높은 범위의 능력을 다른 이는 낮은 범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 . , . 

사이에는 이익의 상충이 가능하다 분석적 구성의 조건에 따라서 이 개인들이 이런 저런 사. 

회에 진입하는 계약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필수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익의 , 

이 상충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정의의 두 원칙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자연의 복권추첨 즉 천부적 재능과 능력의 25 , , ( , 

복권추첨 에서 유리하게 타고난 사람 그리고 그들이 유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아는 사람들) , 

은 불리하게 된 사람들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조건에서만 그들의 행운 으로부, (good fortune)

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해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더 나은 재능을 타. 

고 났기 때문에 유리한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을 훈련하고 계발하는 데 필, 

요한 노력의 비용을 보상하고 그 재능을 불리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 

사용키 위해서만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이 덜한 사. 

람에게 카스트 체계에서의 상층의 자리를 차지할 아주 작은 운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 

고 그 대신에 더 능력 있는 자가 그들이 향유하는 어떠한 불평등도 재능이 덜한 자들의 복

지에 기여하는 노력을 위해 존재케 하여 덜 재능 있는 자들이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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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체계를 선호하게끔 제안을 한다 그렇다면 두 원칙이 만족된 사회를 채택하는 것은 덜 . , 

재능 있는 이들이 자연적 복권추첨에서 그들의 불운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다 제. 

원칙을 인정하는 더 재능 있는 사람들의 제안은 아마도 수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2 . 

하는 것이 차이나는 천부적 재능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활용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재능 없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방사회로 진입하기로 하는 합의가 가장 .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러나 자연적 반론에 대하여 설사 그것이 진실이라도 카스트 사회에 진입하기로 하는 26 , 

합의가 일어날 법하지 않다고 응수하는 것은 잘못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자연적 반론이 가. , 

정하는 바는 카스트 사회에서 자리의 할당에 선행하는 위험의 실질적이고 평등한 몫이 존, 

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모두가 시작하는 사회체계의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는. 

다 실질적이고 평등한 위험을 전제하는 논변은 그러므로 분석적 구성의 추론에 반대하는 . , 

무게를 지니지 못한다. 

그 자연적 반론이 위험의 실질적이고 평등한 수용을 전제한다는 점은 꽤나 쉽게 보여질 27 

수 있다 노예제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노예주가 그의 위치를 노예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함. 

으로써 정당화한다고 생각해보라 만일 노예제 사회와 개방사회의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 , 

그는 노예주가 되려는 운을 시험하고 기꺼이 노예가 되는 위험을 감수했을 것이라고 그는 . 

비록 그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노예제 사회에서 앞서 정의된 바의 복지의 기대치가 더 ( ) 

높다고 잘못 생각하여 그렇게 하는 것일 수는 있겠으나 그런 선택을 하였으리라는 점은 진

심으로 주장할 지도 모른다 이 두 근거 모두에 기초하여 그는 노예제가 부정의하지 않으. , 

며 그가 노예를 소유하고 그 제도를 지지하는 일이 부정의하지 않다고 말한다, . 

그에 대한 답은 첫째로 모든 이들이 합의하는 선택지를 취하며 실질적이고 평등한 위험28 , 

이 공유되는 어떠한 실제 행동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 노예는 노예가 되는 것 외에는 어떠. 

한 기회도 없었으며 따라서 노예주가 만일 실제의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그러한 선택지를 , 

받아들였으리라는 것은 무관한 점이다 위험의 평등한 공유가 없었기 때문에 노예주의 위. , 

치는 평등한 자유의 원초적 입장에서 인정될 수 없었던 불평등이다 다시금 설사 그것이 참. 

이더라도 노예제 사회의 복지의 기대치가 더 높다는 점은 무관하다 만일 기대치가 그토록 , . 

높게끔 노예주가 그토록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위치에 이를 어떠한 기회도 가지지 않았던 노

예에게 이것은 어떠한 정당화도 되지 못한다 그 노예주가 그의 논리를 대기 위해선 평. ,ㄴ 

등한 자유의 최초 위치에서 그 그리고 그의 노예 가 이성을 갖춘 나이에 노예제 사회를 선( ) , 

택하여 동일한 실질적 운을 시험했어야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출생시나 어떤 무작위적인 . 

장치에 의해 그 이후의 어떤 시점에서 노예가 되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예제. 

의 이 변종에서도 노예주의 논거는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노예주가 그의 . , 

주장을 펼침에 있어 신실 하다는 점을 어떻게 알겠는가 자기기만의 명백한 유혹에 (sincere) ? 

비추어 노예주는 자신이 신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확신의 신실성이 공동체 의식? 

에 본질적인 곳에서는 그것은 이미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이가 주장하는 견해로부(sense) , 

터는 수집될 수 없고 오직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을 참조하여 각자가 그가 서 있는 위치, , 

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정당화할 수 있는 평등한 자유의 실질적인 최초 입장에 있는 모든 , 

이들의 견해로부터만 수집될 수 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이 최초의 입장은 평등한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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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에 의해서 실제 제도에서 표현된다. 

실질적이고 평등한 위험을 허용하는 노예제의 특수한 형태를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다29 . 

예전에는 전쟁 포로를 살려주지 않고 항상 죽였던 도시국가가 조약에 의해 전쟁포로들을 , 

노예로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다고 생각해보라 비록 정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손실을 . 

압도하는 더 큰 이득이 있다는 근거에서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즉( , 

정의는 사회 효용의 원칙에 상치되지만 정의 개념은 필수적이거나 이전 제도에서 가능한 ) 

최선의 진전으로서 어떤 제도가 감수되어야 할 것은 허용할 수도 있다 현재의 특수한 사안. 

에서 다음과 같은 세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문제되는 노예상태: (1) (servitude)

는 세습되는 지위가 아니며 그 조약에 서명한 도시국가의 시민들은 그 (not heredity) (2) 

조약을 승인하였으며 도시국가들은 대체로 유사한 군사력 또는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3) 

다 그럴 경우 상상된 노예제의 형태는 심지어 부정의하지는 않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른. 

다 이 경우 노예주는 그의 노예에게 그는 이전의 질서보다 현재의 질서를 선호하며 현재. , 

의 질서를 부정의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는 그 자신이 노예가 되는 . 

실질적이고 평등한 위험을 감수하였으며 계속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의 도시. 

의 시민으로서 그는 그 조약을 지지하며 그에 대해 아무런 불평도 갖지 않는다. 

이 예는 노예가 되는 실질적이고 평등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30 , 

주며 이 특수한 경우에 노예제는 꼭 부정의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노예제의 역, . (

사적 형태들은 이 조건을 마족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노예의 지위는 상속되었다 그러므. . 

로 그것을 상상된 노예제의 형태라고 칭하는 것은 오도하는 일일 지도 모른다 그것은 계, . 

약적 노예상태 의 형태로 칭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것이 정의(servitude) ) 

의 개념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초적 입장에서 . 

상호 인정된 형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제도가 정의의 개념의 조건을 충족하. 

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상호 인정된 바에 따른 .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된 사람들은 가상적으로 평등한 도시국가의 평등한 시민으로서 대등. , 

한 존재이며 그들은 그들의 도시가 그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물론 요구된 조, . , 

건들이 충족되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일인지 또는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이 형태

의 노예제 또는 계약적 노예상태 는 더 인간적인 제도로 예를 들어 포로의 교환 같은 제도( ) , 

로 곧 대체될 것은 아닌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당분간 이 점은 무관하다. . 

핵심적인 점은 평등한 도시국가의 평등한 시민권을 이 도시국가들의 시민들이 다른 이들의 , 

유사한 자유를 침해하지 안는 한 그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끔 허용해준다

는 점이다 만일 이 특수한 제도를 이전의 제도에 대한 최선의 가능한 진보로서 받아들였다. 

면 그들은 더 자유주의적인 관행을 위하여 그 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냉담, 

하고 무정 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들이 서로에 대해 부정의하다(callous) (unfeeling)

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례는 아마 과도하게 가상적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설명31 . 

해준다 자연적 반론에 대한 올바른 응수는 합리적 인간이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알든 알. , 

지 못하든 카스트 사회로 진입하는 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most probably)

는 점이 아니다 올바른 응수는 이 반론이 위험의 실질적인 감수를 전제하여 사회체계에서 . 



- 10 -

우리의 최초 위치와 연관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전제하는데 그러한 위험이나 가능

성은 없다는 것이다 정의의 개념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회에는 그렇다면 평등한 시민권의 . , 

위치가 존재해야 한다 그 위치 내에서 그 사람의 자유가 확보 되며 제도에서 제. (secured) 1

원칙의 충족을 표현할 그러한 시민권의 위치 말이다 이 평등한 자유에 비추어 제 원칙의 . , 2

적용이 논의되어 공동체의식 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위치가 존재할 (sense of community)

것이다. 

추가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합리적 개인들이 자발적으로32 . (willingly) 

그리고 알면서 평등한 시민권의 위치로 대변되는 평등한 자유의 원초적 입장에서 협동적 , ( ) 

제도에 참여하였다면 그들이 그렇게 함에 있어 평등한 위험을 감수하였다면 그리고 그들이 , 

그들의 자발적인 협동을 지속코자 하며 제도로부터 철수하고자 하는 (willing) (persist in), 

소망도 제기하고자 하는 불평도 없다면 그 제도는 공정하거나 적어도 불공정하지는 않다, , . 

위의 주석 을 보라 이 원칙 자체가 인정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정의의 제 원칙의 확( 3 ) . 1

장이며 그 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에 간섭하지 않는 여하한 자발적인 제도의 설립, 

도 허용한다 자유로운 결사의 원칙이라 칭해질 수 있는 이 원칙에 비추어 정의 개념에 대. , 

한 설명은 합리적 개인이 평등한 자유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협동의 형, , 

태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 이런 방식으로 원초적 평등의 입장을 확립하고 보존. , 

함으로써 그리고 협동적 제도 및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결사들을 설립할 자유를 , 

허용함으로써 정의의 개념이 적용되는 한 제도 형태를 결정하는 일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 ( ) 

결정에 맡겨지게 된다 그러나 각자가 시작하게 되는 사회체계의 기본적 특성 헌법과 주요 . (

경제 사회적 형태 의 경우에는 정의의 두 원칙은 충족되어야 한다 평등한 자유의 조건 하, ) , . 

에서 합리적 개인의 실제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in the absence of the actual decisions 

합리적 인간이 도덕성의 제약 하에of rational persons under condition of equal liberty) 

서 인정하였으리라는 점이 보여질 수 있는 원칙에 의해서 지도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실질. 

적인 위험의 조건 하에서 동의하였을 가상적 합의의 원칙은 무관하다. (The principle of 

hypothetical arrangement which persons might agree to under conditions of real 

risks are irrelevant) 

자연적 반론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분석적 구성의 논변과 함께 이 33 . 

논의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스케치할 의도로 개진되었다 즉 논리적 주제가 모든 이가 시. , 

작하게 되는 사회체계의 근본적 구조일 때 정의의 두 원칙은 합리적 인간이 정의의 질문을 , 

제기하는 여건에서 도덕 개념의 제약 하에서 인정하게 될 원칙들이다 그러나 이 추측에 대. 

한 자연적 반론은 합리적 개인들은 개방사회에 비해 카스트 사회에 진입하는 데 운을 걸어, 

볼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만일 카스트 체계에서 그들의 복지의 기. (take a chance) 

대치를 각자 안다면 그것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동의할지도 모른다 이 반론은 사실상 합, . , 

리적 개인들이 정의의 규준으로서 두 원칙보다는 사회 효용의 원칙을 채택할 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대치의 척도가 규정된 바에 따르면 기대치는 사회 요용. , 

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사회 효용이 최대화할 경우 가장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적 반론에 대한 반박은 그 반론이 각자가 시작되어야 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의 경34 , 

우에 실질적인 위험과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전제하지만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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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연적 반론은 사회체계의 근본적 형태의 경우 적절한 정의의 규. , 

준으로서 두 원칙에 반대하는 논변으로 실패한다 임의의 사회가 일단 정의의 두 원칙을 그 . 

기본구조에서 충족하여 그 사람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게 되면 합리적 개인들은 그들이 , 

원한다면 복지의 기대치를 평가하여 자발적인 제도에 참여하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와 같, . 

이 이해된 효용의 원칙은 정의로운 사회의 틀 내에서 개인들이 이용할 수는 있지만 사회체, 

계의 헌법 자체에 적용되어야 할 올바른 정의의 원칙은 아니다. 

비록 자연적 반론이 두 원칙을 반대하는 논변으로는 실패하지만 실질적이고 평등한 위35 , , 

험의 가능성이라는 그것의 전제에 대한 논의는 실제의 제도에서 진정한 평등한 자유의 위치

의 필수성을 드러낸다 이런 방식으로 정의의 개념은 사회의 헌법에서 인간의 자유를 요청. , , 

하며 카스트 제도와 노예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이제 살펴본 , . 

자연적 반론의 또다른 가정이다 이 가정을 검토하면 정의의 개념이 사회의 헌법에서 평등. , 

한 양심의 자유도 요청하는 방식을 드러내줄 것이다. 

자연적 반론의 두번째 가정은 서로에 대하여 원칙들을 인정할 사람들이 책무가 없다는 36 , 

점 즉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카스트 체계에, . 

서 높은 자리를 획득하는 데 운을 걸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 

람들이 가족의 수장 국가의 수반 또는 종파의 우두머리로서의 책무 같은 책무를 갖고 있, , 

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이 그 자신으로서는 카스트 체계에 진입하. (for his part) 

며 운을 걸어보는 데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가 아버지라면 그리고 하위카스트의 위치가 

그의 아이들에게 상속된다면 그렇게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자녀. 

의 운명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정의의 두 원칙을 주장 해야만 한다(insist on) . 

동일한 이치가 종파의 우두머리에게도 적용된다 이 권위가 단일한 인간 위원회37 . ( , 

또는 다른 무엇으로 대변되건 아니건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 미래를 운에 맡길 수council ) 

는 없다 교회의 수장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종교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그들의 . 

종교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승자독식의 도박을 한다고 즉 두 . , 

가 도시국의 영토 규칙을 두고 도박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도박한다고 보면 그autocrats , 

들은 종교적 인간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들은 아마도 재산권 을 가지고 . , (proprietary right)

있으며 그들의 이익에 따라 처분해버릴 수도 있는 영향력의 어떤 수단을 보유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정컨대 종교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 (Admittedly) 

있겠지만 그 개념에 대한 여하한 설득력 있는 결정 요소 는 종교적 책무 하, (determinator) , 

의 인간은 이 책무를 그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그 책무의 수행을 충족할 수 없으면 안된다, 

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binding 

absolutely in the sense that he cannot qualify his fulfilment of it for the sake of 

특히 자신의 종교의 진리를 보존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사는 책무는personal advantage) , 

세속적 이익을 위해 타협될 수 없다. 

종교적 단체들은 서로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밀어붙이는 것을 제한할 어떠한 원칙도 인38 , 

정할 수 없다고 논해질 수도 있다 종교적 진리와 신성한 법에 대한 책무는 절대적인 것이. 

어서 상이한 종교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어떠한 이해도 종교적 관점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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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확실히 종파는 종종 그들이 이 교설을 받아들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 그. , . 

러나 그 교설에 반대하여 논할 필요는 없다 단지 어떤 원칙이라도 인정되려면 그것은 평. , 

등한 종교적 자유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의견만 말 하면 된다 왜냐하면 종교의 개(observe) . 

념에 따르면 각자는 다른 이들에게 평등한 자유보다 덜한 것을 받아들이라고 기대할 수 없, 

다는 점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이 그가 믿는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다른 사람은 치명적인 잘못 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 (mortal error)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종교적 책무의 개념을 이해하는 어느 누구도 평등한 자유보다 덜. , 

한 것을 초래하는 강제를 상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받아들이리라 기대할 수 없다 더군다. 

나 다른 이들이 그를 종교적 책무의 적절한 해석의 중재자가 되게끔 허락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더더욱 없다 만일 신이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한다면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에 표현. (

된 바의 그리고 신이 자유사회에서 인간의 경배를 선호한다면 평등한 자유를 인 정하는 ) , ㅇ

것은 확실히 허용가능하며 이는 종교적 책무에 비추어 절대적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렇다고 덧붙일 수도 있겠다. 

이 결론들을 유관한 인정 이 종파 의 대표에 39 , (relevant acknowledgment) , (religious sect)

의해 인정되는 바가 아니라 시민들로서 상이한 종파의 구성원들 사이에 받아들여질 것이 , 

무엇인가라는 점을 상기함으로써 더 뒷받침을 받는다 근본적인 입장이 시민의 입장이라고 . 

생각한다면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리적 개인은 시민의 자유를 규제하는는 원칙으로서 무엇, 

을 인정할 것인가를 물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그들이 오직 양심의 평등한 자유만을 인정할 . 

것이며 이 최초의 위치는 종국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똑같이 명확하다 만일 각 인이 그 자, . 

신을 종교적 책무에 일반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생각된다면(If each 

비person is thought to regard himself as in general subject to religious obligation) (

록 그는 이 책무들이 그의 종교적 견해가 변해감에 따라 그의 인생에 걸쳐 변하리라고 기대

할 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오직 평등한 종교적 자유의 원칙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 . 

을 경우 그는 그의 종교적 책무에 대한 그의 해석을 위반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평등한 . 

종교적 자유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이 책무의 관점에서 저항하는 것이 ,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강제의 위협이 있을 때 뿐이다 즉 저항을 하지 않으면. , 

자신의 종교가 관용되리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저항을 하면 더 큰 (without resistance) 

억압을 불러오는 경우 말이다. 

일단 각자가 평등한 자유보다 못한 것 가 오직 이러한 조건에40 (less than-equal liberty)

서만 묵인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양심의 자유는 평등한 자유의 원(acquiesced) , 

초적 입장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시민들의 근본적인 지위의 자유(liberties of the 

을 규제해야 하는 원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라fundamental office of citizen)

는 점이 인식될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 의식과 일관된 유일한 원칙이다 왜냐하면 평등한 . . 

양심의 자유가 없을 경우 일시 시민들의 종교적 확신은 그 정도로 특권화된 지위가 없는 ,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신념과 일관되게 인정할 수 없는 우선성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저항하면 그들의 종교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위협 하에서 그들의 열등한 지위를 

묵인할 수 있을 뿐이다 공동체 의식은 그것이 정의 개념에 의존하는 한 오직 모든 이의 . , 

권리와 혜택 이 어느 누구도 그가 그의 책무라고 이해하는 바를 위배함이 없이 (privileges)

인정될 수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정의의 원칙 그리고 제 원칙의 특수한 경우로서 특히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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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양심의 자유의 원칙은 종교의 개념에 비추어 공동체 의식과 일관된 종교적 관용의 , , 

사안에서 가능한 유일한 원칙이다. 

헌정적 자유의 특성이 왜 평등한 자유여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이제 논급하는 것이 41 

가능해졌다 각자가 그 안에서 시작하게 되는 사회체계의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서 . 

이 자유들과 관련하여 왜 어느 누구도 유리하게 대우받을 수 없는가 그들의 역할은 권리? , 

와 권력에서의 차이 그리고 좋은 것들의 다양한 제 원칙에 따라 허용하는 부분으로부터 구2

별되는 사회구조의 부분을 표시 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사회 구조의 이 두 부분 (mark-off) . 

사이의 구별은 거칠게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부분 헌정적 자유 은 평등한 자유의 원초. - -

적 입장을 제도에서 표현한다 그것은 그에 기초하여 제 원칙의 해명이 사람들의 근본적 . , 2

평등이 확보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를 표현한다, . (it represents the 

position from which the explication of the second principle may proceed among 

사회구조의 두 번째 부분은 이 구별 그리persons secure in their fundamental equality) , 

고 합동적 행위의 효율적이고 상호 이득이 되는 데 필수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형태의 

위계를 담고 있다. 

이 평등한 자유들과 제도에 의해 확보되는 다른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특히 기회의 42 -

평등과 사회적 최소치에 비추어볼 때 사회 구조의 두번째 부분의 정당성 있는 불평등의 - 

결과로서 발생하는 좋은 것들의 분포의 넓은 범위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의에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 개념이 입헌 민주주의에서의 평등한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이. , 

런 논변을 허용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자유의 존재는 헌법에 따르면 공공질서와 안전에 대. , , 

한 국가의 이해관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되는 종(save as limited by) 

교적 신념 예배 그리고 행동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는 어떠한 특정한 종교도 우, (worship) , 

대하지 않으며 어떠한 종교적 소속 이나 소속되지 않음을 이유로 정치적 법적 (affiliation)

권리에서의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 도 없음을 의미한다 특정한 종교 결사들은(disabilities) . , 

구성원들이 그들의 내적 규율을 바라고 가질 수 있음에 따라 조직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 

내적 규율은 공적 질서가 피난처 의 권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즉 배교(sanctuary) , 

는 범죄는 커녕 불법행위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종교적 소속(apostasy)

의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는 평등한 시(affiliation) . 

민권의 지위 에 의하여 제도에서 표명된 평등한 자유라는 원초(office of equal citizenship)

적 입장을 확고히 한다(secures) . 

모든 이들이 동의하듯이 양심의 자유는 공적 질서와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이해관심에 의44 , 

해 제한된다 이 제한 은 역시 정의의 개념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 (limitation) . 

그것은 공적 이해관심 이 사적 이해관심 또는 종(readily derivable from) (public interest) (

교적 이해관심 보다 우월하다는 관념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 제한의 수용은ecclesiastical ) . , 

국가는 사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를 무차별한 것으로 무시할 준비 또는 국가 사안에서 그것, 

들이 상충할 때 억압하거나 억제할 권한을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

지 않는다 그렇기 보다는 여기서 이해된 바의 정의 개념에 비추어 국가는 그들의 가장 심. , , 

층적인 이해관심의 추구 및 그들의 가장 엄숙한 책무를 규제하며 평(profoundest) (solemn) , 

등한 자유라는 원초적 입장에서 각자에게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그들의 관계에 형태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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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민들의 결사로 여겨진다.

이 입장에서 각자는 공공질서의 안전에 대한 방해 는 모든 이의 자유에 45 , (interference)

대한 침해임을 인정한다 이 점은 일단 공공질서의 유지 가 모든 사람들이 그. (maintenance) (

것이 무엇이건 어떤 한계 내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며 모든 이들이 그럴 자유가 있는 그) , , 

의 책무에 대한 그의 해석을 완수 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으로 이해되는 경우 (fulfilling)

따라나오게 된다 양심의 자유를 얼마나 부정확하건 경찰력에서 표현되. , (however inexact) 

는 바의 국가의 이해관심의 경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 자체, 

로부터 도출되는 제한 이다 그것은 원초적인 평등한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 분석적 구(limit) . 

성이 상정하는 바의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고 인정할 조건으로 수용

가능한 제한을 특징지운다 그렇다면 이 관념에서 공공 질서를 유지할 국가의 권한은 파생. , 

적인 것이 된다 그것이 권능을 부여하는 권한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 (enabling right),  

의 이해관심을 추구하고 자신이 이해하는 바에 따른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을 

무사공평하게 뒷받침할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유해야만 하는 권한이다. 

다시금 양심의 자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공공질서의 안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46 , , 

합당한 기대가 있을 때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이 기대는 증거 및 상식에 수용가능한 추론 . 

방식에 의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즉 관찰가능하고 입증가능한 결과와 정확한 것으로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사고의 양식에 의해 확립되어야 한다 상식의 방법 그리고 논쟁적이지 않은 . (

합리적인 과학적 탐구 방식 일반 에 대한 이와 같은 의존 그리고 모두에 의해 확립되고 알) , 

려질 수 있는 바에 대한 이와 같은 제한은 세계의 본성에 대한 어떤 특정한 형이상학적 교

설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존재하는 것은 오직 탐구의 상식적인 방법. , 

에 의해 관찰되거나 입증될 수 있는 것들 뿐이라거나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인 , 

과학적 탐구에 의해 관찰되거나 입증될 수 있는 것의 논리적인 구성이라고 함의하지 않는

다 그런 형이상학적 견해는 상식에 의해 확립될 수 있는 바에 대한 이러한 제한의 합당성. , 

을 도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한 형이상학적 견해. 

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보다는 합당한 기대의 규준을 상식의 규준으로 수용하는 것은 정의 개념에 의해 47 , 

요청된다 왜냐하면 평등한 자유의 원초적 입장에서 어떤 원칙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 . , 

원칙은 모든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에 대한 호소이기 때문이다. (for it is an  appeal 

to what everyone can accept, if any principle can be accepted in an original 

그것은 사실상 모든 이들이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서 공통position of equal liberty) 

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만 호소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규준의 수용은 어떤 사람의 평등한 ,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 상식 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은 원초적 입장에서 인정될 수 없는 다. , 

른 사람들의 견해에 비해 일부 견해에 특권적인 위치를 주는 일을 포함하게 된다 마지막으. 

로 공공질서의 안전에 미치는 결과는 단순히 가능하거나 개연성이 있는 것에 그쳐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합당하게 확실하고 임박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지식의 개념에 . , 

대한 어떠한 특정한 철학적 분석의 함의도 들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요건. ( requirement)

은 모든 이들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책무의 절박성을 조화시키는 고차적인 위, (accord) 

치의 표명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ere is no implication of any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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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knowledge, for this requirement may b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the high place which everyone must accord liberty 

of conscience and the urgency of religious obligation) 

그렇다면 각자가 그 안에서 시작하게 되는 사회체계의 근본적 구조에 적용되는 정의 개48 , 

념으로부터 상식이 공공질서의 본질적 요소 를 저해한다는 합당한 확, (essentials) (interfere) 

신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되는 양심의 평등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기. 

초적인 원칙 하나만으로 과거 세대에 제시되었던 불관용의 많은 근거들이 오류로 거부될 , 

수 있다 그리하여 아퀴나스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돈을 사기치는 것보다 영혼의 생명인 신. , 

앙을 타락시키는 것이 훨씬 중대한 잘못이라는 근거에서 이단 에 대한 사형을 받, (heretics)

아들였다 그러므로 사기범과 다른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단은 더 . , 

한층 강력한 이유로 그와 같이 다루어질 수 있다. (heretics may a fortiori be so dealt 

그러나 아퀴나스가 기대고 있는 전제 는 상식의 방법with) (premises) (methods of common 

에 의하여 확립될 수가 없다 그것은 로마 교회가 규정하는 바대로 신앙이 영혼의 생sense) . 

명이며 이단 즉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여 정통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 (heresy)- , in defiance 

의 억압이 영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독단의 문of ecclesiastical authority-

제다. 

다시금 제한된 관용 에 주어진 근거들은 이 근본 원칙49 , (limited toleration) (elementary 

에 종종 저촉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principle) . (often run afoul of this elementary 

그리하여 루소는 종교인들이 저주받은 이들이라고 여기는 자들과 평화롭게 사는 principle) ,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벌하는 신을 미워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 

다고 느낀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이는 그를 갱생시키거나. ( 

하거나 고통을 안겨주어야 한다 루소는 다른 이들을 저주받았다고 여기reclaim) (torment) . 

는 사람들은 사회적 평화 를 보존할 자들로 신뢰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들(civil peace) , 

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종교를 믿는 이들을 관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 

루소가 추측한 독단적 신념의 결과는 경험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었다, . (are not borne out 

선험적인 심리적 논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건 간에 관용은 정의 개념에 by experience) , 

부합하기 위해서는 안전히 확립된 결과 이외의 어떤 것에 기초하여 포기되어서는 (accord)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에서 제한된 관용을 옹호했던 루소 베일 그리고 로크같은 이들과. , , , , 

다른 한편에서 공공질서의 안전을 위해 명백하고 분명한 것이라고 여겼(clear and evident) 

던 바에 기초하여 제한된 관용을 옹호했던 아퀴나스 및 개신교 개혁가들은 경험이 더 많았

다면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납득했을 것이다 아퀴나스와 프로. (were mistaken)  

테스탄트 개혁가들에게 불관용의 근거는 그 자체가 신앙의 문제이고 이 차이는 관용으로 , , 

실제로 이끄는 제한보다 더 근본적이다. (and this difference is more fundamental than 

한 견해는 평등한 자유의 원초적 입장에서 인정the limits actually drawn to toleration) , 

될 수 있는 원칙의 우선성을 인정하지만 다른 견해는 그렇지 아니하다, . 

종교적 자유가 공공질서를 보장할 필요성에 의해 제한되나 공공질서에 대한 종교적 자50 , 

유의 저해는 상식의 원칙에 의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의 개념에서 도출

될 수 있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특유한 형이상학적 세계관이나 지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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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유한 철학적 설명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보다는 정의의 요구(particular) . 

사항에 의하여 그 원칙을 지지 하는 것이다(committed to it) . 

마지막으로 정의의 개념이 평등한 자유 원칙을 거부하는 종파 가 관용되51 , (religious sect)

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즉 그 종파가 그럴 수단이 있다면 다. , 

른 사람들에게는 부인할 헌정적 자유에 비추어 볼 때 말이다. (that is given that 

그들은 관용할 constitutional liberty which it would deny, had it the means to, others) 

근거로는 확실히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종파가 수와 영향력에서 강력하. 

다면 분열적인 내적 갈등 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그 종교를 불관용하기란 불, (civil conflict)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의의 이유에만 관심이 있다. . 

몇가지 질문들이 구별되어야만 한다 첫째로 불관용적인 종파가 관용되지 않는다면 불평52 . 

할 명분이 있는가 둘째로 관용적인 종파가 불관용적인 종파를 관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느. , 

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실행되어야 하는가 첫번째 질문을 살펴. . 

보자면 불관용적인 종파는 불평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 같다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 . 

자신이 동일한 여건에서 따를 원칙에 부합하는 그를 향한 다른 이들의 행동에 대하여 불평, 

할 아무런 명분도 갖지 않는다고 가정되면 도출되는 결론이다 불평할 권리는 그 자신이 인. 

정할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불관용적인 종파의 구성원은 모든 이들은 신에게 . , 

복종해야 하며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한다고 이야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 

그들의 불평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 원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Their complain then is that they but not others act on this principle)

그에 대한 답은 원초적 입장의 관점에서 종교적 진리에 대한 어떤 특유한 종파적 해석53 , 

도 시민들에게 구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입장에서 각 인은 종교가 그. 

에게 요구하는 바를 이해할 평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 (must insist on) 

여 불평할 권리는 당사자가 받아들이며 평등한 자유의 입장에서 인정될 그러한 원칙의 위, , 

반에 더더욱 한정되게 된다 불관용적인 종파는 불평할 명분을 같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그 종파의 대표적 성원은 시민으로서 원초적 입장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 

허용하지 아니할 종교적 사안에 있어 무엇이 진리이고 구속적인지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불관용적인 종파가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하여도 관용적인 종파가 그들을 억압할 권리54 , 

를 가진다는 결론이 따라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질문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관용적. 

인 종파가 불관용적인 종파를 관용하지 않을 권리를 적어도 한 여건에서 보유한다고 가정해

보라 즉 그들이 진심으로 그리고 이유를 가지고서 그러한 불관용이 그들 자신의 . (sincerely)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을 경우 말이다 이 권리는 정의의 개념으로부터 충분히 쉽게 . 

도출된다 왜냐하면 정. (This right follow readily enough from the concept of justice) 

의의 문제를 야기하는 여건이 규정됨에 따라 그의 존재의 기초가 파괴되는 와중에 어느 누, 

구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요청되지 않기 때문이다. 

(for, as the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qustion of justice are defined, no one is 

그러므로 문제required to watch idly which the basis of his existence is destroy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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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은 더 폭넓은 제한 즉 불관용적인 종파가 다른 이들의 평(what is in question) , 

등한 자유에 위험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을 관용적인 종파가 억제 할 권리를 가지느냐 (curb)

하는 점이다 이 질문은 관용적 종파의 관점에서 그들 각 인이 정의의 개념을 구성하는. ,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 답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 자신이 그러(constitutive of) . 

한 권리를 갖는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관용적인 종파는 그들이 억압당하더라도 불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다른 이들이 그55 , 

들을 억압하는 권위를 부여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왜 정의로운 . 

이가 부정의한 이의 재가 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정의로운 이들은 이를테(authorization) . 

면 부정의한 이들을 억압하는 것을 즐기는가 그와 반대로 정의 개념을 자유로운 사회의 , ? , 

기초로 채택한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를 최대한 확립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은 , . 

헌정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평등한 시민권의 근본적인 위치가 자유 자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 한 가능한 최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평등한 시민권의 (upheld) . 

위치로부터 다양한 종파에 참여하며 사람들은 이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 성직, . 

자들 과 신학자들이 얼마나 비타협적이건 간에 그들의 강함은(ecclesiastics) (intransigent) , 

부분적으로는 확신과 평신도 의 숫자에 의존한다 자유로운 사회의 시민들은 그렇게 (laity) . , 

할 명백한 필수성이 없는데도 정의감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Citizens 

in free society should not be held by one another, incapable of a sense of justice 

정의와 양심의 평등한 자유는 불관용적인 이들failing a clear necessity for doing so) 

즉 불관용적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 에게 정의를 설득시키도록 유지 되어야 한다( , ) (upheld) . 

이 설득은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자신들의 자유가 정의로운 체계에 의해 보장되는 사람, 

들은 그 체계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심리적 원칙에 근거하여 작동한다 불관용. 

적인 성직자들은 그렇다면 그가 운영하는 신앙의 제도를 섬기는 시민들의 권(administers) 

리 그리고 그 정의의 권리와 정의의 능력이 가장 긴절한 이유들 없이는 거부될 수 , (urgent) 

없는 시민들의 권리를 통해 그 존재가 보장된다. (The intolerant ecclesiastic is then 

secure through the rights of the citizens whose institutions of faith he administers 

and whose rights and capacities for justice cannot without the most urgent of 

reasons be denied)

그 결론은 그렇다면 불관용적인 종파는 불관용에 대하여 불평할 명분을 그 자체로는 56 , , 

갖지 않으며 비록 관용적인 종파가 진심으로 그리고 이유를 가지고 그들 자신의 , (sincerely) 

안전과 자유 제도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 불관용적인 종파를 관용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권리는 오직 이 경우에만 가진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위의 , .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은 평등한 양심의 자유를 갖는 평등한 시민권의 위치를 모두에게 확

립할 것을 요청하는 정의의 개념이다 정의로운 이는 정의의 개념에 인도되어야지 부정의한 . 

이들의 재가 에 인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authorization) . , 

제도가 번영하는 것을 볼 의무가 있으며 (They are bound above all else to see that 

그들은 부정의한 이들이 그들에게 책망 하지 못한다는 just institution flourish) (reproach)

이유만으로 부정의한 이들을 처벌해서는 아니된다.

두 헌정적 자유 인신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를 지지하는 정의 개념으로 도출될 수 있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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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변의 간략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논의 는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all too abstract) . 

이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다른 도덕개념과 구별되는 정의 개념의 특수한 의미인가 특히 , ? 

정의 개념은 사회 효용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나는 그 논의가 사회제도에 적용되었을 때? , , 

정의 개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자의적인 구별을 제거하고 서로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키려, 

고 하는 사람들의 경쟁하는 요구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몫 평형의 제도 구조 내에서 확, , 

립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리고 정의 개념을 구성하는 원칙의 성격 묘사. 

는 그것들이 합리적인 인간이 도덕의 제약 하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초적 (charaterization)

입장에서 서로의 앞에서 제안하고 인정할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싶다(before one another) . 

이 특징화는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에서 서로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제한, , 

하는 정의로운 방식을 진술하며 제도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원칙을 만족시킬 때에만 정의롭, 

다 분석적 구성의 논변이 올바르다면 모든 이들이 그 안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회 체계의 , 

기본구조는 정의의 두 원칙을 충족해야 하며 따라서 이 원칙들은 부적절함 없이 정의의 , , 

원칙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결론이 따라나온다. 

정의 개념의 특유한 특성은 이를테면 일정한 평등한 자유의 원초적 입장에서 58 (peculiar) , 

만장 일치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것이 각 인을 평등한 주권자로 대우한다는 점이다, . 

이것은 강한 조건이며 표면상 지나치게 강한 조건이다 나는 자유를 위한 논변(ostensibly) . 

을 검토함으로써 이 개념이 충분히 잘 작동한다는 점을 보이려고 하였다 사회 효용과는 대. 

조적으로 정의 개념은 일부의 요구를 침해하는 것이 다른 이들의 이득을 보상함으로써 정당

화된다 정의롭게 된다 는 논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 . 

정의의 개념은 정의가 인간의 복수성 를 근본적인 것으로 다루는 반면에 사회 59 (plurality)

효용 관념은 그러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후자는 어떤 단일한 것을 최대화하고자 하. , 

며 그러면서 이 단일한 것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사람들 사이, , 

에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효용이라는 관념은 인간의 . (indifferent) , 

합리적 선택을 다수의 인간이 있는 경우에로 확장한다 한 사람은 현재의 그의 이득을 이전. 

이나 이후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 정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는 이와 유비적인 종류의 추론을 배제한다 인간의 복수성 은 그. (the plurality of persons)

에 따라 제도들 가운데서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원칙들을 그들 사이에서 구성해야 하며 이 , 

구성의 의견의 일반적인 특징화와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각각의 위치는 그에 의해 정의의 

두 원칙이 도출되는 분석적 틀에 의해 주어진다 더구나 모든 사회의 사람들의 도덕적 가. , 

치를 위한 필수조건은 그것이 얼마나 가상적이건 그러한 구성의 원칙에 의해 그들의 마음, 

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moved by) 

정의 개념에 정초된 헌정적 자유를 위한 논변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이 60 (founded on) , 

논변들은 자유로운 사회의 가장 확고한 기초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위해 강력한 근

거가 제시될 수 있다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예를 들어 종교에 대한 무관심. , 

이나 철학적 회의주의에 정초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뿐더러 불(indifference to religion)

필요한 일이다 이것들은 기껏해야 이 자유들을 위한 부서지기 쉬운 기반 밖에 되지 못한. 

다 그 논변들은 신학적 철학적 반대의 여지가 있으며 견해의 다양성이 기. (are open to) 

대되어야 하는 자유로운 사회의 광범위한 동의 를 얻어낼 수 (a wide measure of as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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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나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검토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 , 

개념 및 그 구성적 원칙 그리고 그리하여 사회 구조의 틀 내에서 그 개념이 요청하는 일반

적인 제약과 형태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61 

인간의 특유성이며 정의에 대한 공동의 이해 속에 참여하는 것이 폴리스를 만든다고 생각,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참여하는 것은 . (Analogously) 

입헌민주주의를 만든다는 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