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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자 이한: 

일러두기: 이 요약번역본은 전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며 요약번역자의 관심사, 

를 중심으로 부분 부분 발췌 요약번역을 한 것입니다 숫자 다음의 내용이 그 숫자가 가리. 

키는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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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규범적 법 이론: 

나는 이 에세이에서 공법과 사법에 관한 규범적 이론화는 의무론이나 결과주의의 심층적 전

제에 관한 의존을 피하고 대신에 내가 공적 가치들 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고 “ ”

논할 것이다 그 가치들은 심층적이고 논쟁적인 특정한 포괄적 도덕 교설의 전제들에 의존. 

하지 아니하고 확인되는 가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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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대 후생 논쟁 위치지우기I. 

후생 경제학 A. (Welfare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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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가 작동하려면 효용의 기수성과 개인간 비교가능성이 요구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경제학자들에게 측정 문제를 발생시킨다 단일한 개인의 경우에도 신뢰성 있게 기수적 효용. 

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간 비교를 지지할 수 있는 측정은 정당화하기가 훨씬 . (1457) 

더 어렵고 기수적 개인간 비교는 논쟁적인 가치 판단을 많이 요구한다 시장 가격은 자산 , . 

효과 자산가치가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는 효과 를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 (wealth effect- )

때문에 효용의 대용 지표가 될 수 없다 주석 .{ 13 - See Elizabeth Hoffman & Matthew 

L. Spitzer, Willingness to Pay vs. Willingness to Accept: Legal and Economic 

후생 경제학자가 맞서야 하는 도전Implications, 71 Wash. U. L. Q. 59, 85-87 (1993)} 

은 강건한 측정을 산출하면서도 기수적 개인간 비교 효용을 요구하지 않는 방법론을 발전, 

시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파레토 원칙이 등장한다 약한 파레토 원칙은 모든 사람들의 서수적 후생 등  . 

급이 에서 보다 높다면 가능세계 는 가능세계 보다 선호할 만하다는 것이다 강한 파P Q , P Q . 

레토 원칙은 적어도 한 사람이 에서보다 에서 서수적 후생 등급이 높고 다른 어떤 누구Q P

도 에서보다 에서 후생등급이 낮아지지 않을 때 가능세계 는 사회적으로 보다 선호할 Q P P Q

만하다는 것이다 약한 파레토 원칙과는 달리 강한 파레토 원칙은 약한 파레토 원칙과는 상. 

대적으로 탄탄한 몇몇 결론으로 도출해주기는 한다. 

소위 신후생경제학 는 외부성이 없는 시장 거래가 강한 파레토   (new welfare economics)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통찰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외부성에 관한 가정은 결정적이다. . 

어떤 종류의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면 거래는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1458) . 



케네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몇몇 설득력 있는 가정이 전제될 경우에 강한 파레토   , , 

원칙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 경우에서 개인의 서수적 등급을 사회적 등급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사회 효용 함수를 구성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애로우의 정리는 후생경제학에. 

서 두 부류의 발전을 촉발시켰다 한 부류의 발전은 애로우가 설정했던 여러 가정들 중 일. 

부를 완화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사회적 등급 이 이행적 이어, (social ranking) (transitive)

야 한다는 애로우의 가정을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이행성 가정이란 가 보다 선호할 만. ( , X Y

하고 가 보다 선호할 만하다면 는 보다 선호할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부류의 , Y Z X Z ) 

발전은 개인적이고 통약불가능한 서수적 효용 이외의 다른 정보를 허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다. 

완전한 개인간 비교가능성과 기수적 효용 정보가 허용된다고 하여보자 이것은 베르그손  . -

사무엘슨 효용 함수라고 불리는 것을 지지하기에 충분하다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 

띤다. 

역자 바로 오른쪽 옆에 붙은 숫자는 윗 첨자임W(x) = F(U1(x),  U2(x), .... UN(x)) [ U ]

여기서 는 가능세계 의 사회적 효용 가치의 실제값을 나타낸다 는 모종의 증가함수W(x) X . F

이다 요약번역자 실수 전체의 집합 의 부분집합 위에서 실수값함수 를 정의한. ( - R E f(x)

다 정의역 에 속하는 임의의 두 수 가 의 관계를 만족할 때 항상 . E x1, x2 x1< x2 , f(x1)< 

가 성립하면 함수 는 증가함수이다 는 개인 이 가능세계 에서 어떤 과정f(x2) f(x) ) U1(x) , 1 X

을 거쳐 산출케 되는 개인간 비교가능한 서수적 효용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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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상이한 많은 함수들이 있다 예를 들어 는 합산 함수가 F . F

될 수도 있고 각 개인의 효용을 모조리 곱하는 곱셈 함수가 될 수도 있다 합산 함수는 사, . 

회후생에 관한 벤덤함수라 할 수 있다 곱셈 함수는 의 사회후생함수라 할 . Bernoulli-Nash

수 있다. 

사회후생 함수는 고전적 공리주의 함수에 비해 몇 가지 기술적인 장점을   Bernoulli-Nash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전자는 개인 선호의 상대적인 강도에 관한 정보만을 요구하는 반면 후. 

자는 절대적인 척도에서 효용의 값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는 다른 중요한 . Bernoulli-Nash

측면에서도 고전적 공리주의 함수와도 다르다 그 함수는 개인 효용 값 사이의 평등 편차. (

의 최소화 를 강력하게 선호한다 이것 이외에도 가능한 다른 많은 사회 후생 함수들이 있) . 

으며 그 중 일부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 

후생주의 또는 복지주의 는 캐플로우와 샤벨 의 이론에서   ( Welfarism) (Kaplow and Shavell)

중요한 요소다 후생주의는 아마티아 센에 의해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정의된 바 있다. . 

후생주의는 사태는 배타적으로 각각의 상태와 연관된 행복이나 욕구 충족과 같은 효용 “ ( )( 

정보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행위의 수행여부 얼마나 추잡하건. ( ), 

다른 이들의 자유 얼마나 인격적인 자유건 간에 와 같은 ( )

결과적 사태의 다른 측면이 무엇이건 간에 말이다. 

1460 

캐플로우와 샤벨은 후생경제학 발전으로부터 이탈하여 기수적 효용과 개인간 비교가 가능, 

하다고 본다 즉 캐플로우와 샤벨의 후생주의 판본은 베르그손 사무엘슨 사회후생 함수를 .  , -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생주의는 그 특정 형태의 함수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물론 대. , . 

부분의 후생주의자 캐플로우와 샤벨을 포함하여 들은 사회후생 함수가 개인 효용에 관한 증( )

가함수임에 틀림없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지만 후생주의는 꼭 고전적 공리주의와 같다, 

고는 할 수 없다. 

도덕 철학과 정치철학B. 

어떤 면에서 보면 규범 경제학은 단지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적용으로만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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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범 경제학자들은 도덕에 관한 메타이론에서 비인지주의를 채택하기도 한다 그래서 . 

가 좋다는 언명은 우와 와 같다고 보기도 한다 경제학자들의 가치 판단에 대한 혐오의 X X ~ . 

원천이 무엇이건 간에 후생경제학의 역사 중 많은 부분은 가치절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또, , 

는 가장 약한 이것은 가장 논쟁의 여지가 적은 을 의미한다 규범적 가정에서 최대한의 “ ”( “ ” ) 

규범적 내용 을 얻어내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maximum prescriptive content) . 

하여 신후생경제학자들은 단 하나의 규범적 가정 즉 강한 파레토 원칙에 기반하여 작업하, 

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강한 파레토 원칙이 가장 논쟁의 여지가 적은 것으. 

로 보인다 그 원칙이 증명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 원칙이 직관적으. , 

로 너무나 그럴법하고 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출발점으로 적절하다고 

한다. 

그러나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은 그런 가치절약에 동의하지 않는다 비인지주의는 사실상   . 

철학계에서는 이제 정리되고 지지자가 별로 없는 이론이다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관점에. 

서 후생주의는 결과주의 도덕이론 중 하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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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도덕철학은 결과주의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 

긴 하지만 정확한 내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현대 도덕철학 내에서 공리주의는 심각한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규범적 법 이론에 관한 현. 

대의 논쟁에 도입된 형태의 후생주의는 도덕 철학에서는 전혀 승자라고 볼 수가 없다 현대 . 

도덕철학에서는 여러 결과주의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리주의도 있지만 이 이론들은 다 ,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현대 도덕 철학에서 결과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간단한 분류 체계를   ? 

가지고 하나의 문단에서 답하는 것은 오도할 수 밖에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논의를 진행하, 

는 데 다른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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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철학을 분류하는 하나의 방법은 결과주의 의무론 덕이론 이다  (1) (2) (3) (aretaic) . 

요약번역자[ 요약번역자는 이 분류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본다 이러한 분류는 상호 배타 - . 

적인 범주를 설정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결과주의와 의무론 덕 이론은 상호 , 

배타적인 범주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결과와 정언명령 그리고 덕 은 차원이 다른 범주. ‘ ’ ‘ ’ ‘ ’

이며 따라서 그 각각에 관한 원칙들은 다른 차원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 



롤즈의 차등 이론은 협동의 산출물을 분배하는 결과에 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 

가족의 덕을 증진코자 하는 이론은 그러한 가족의 덕이 증진된 결과적 사태에 관한 이론으

로 번역될 수 있다 요약번역자는 다른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의 실질적 자기. . 

결정권과 인생기획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이론과 그렇지 못한 이론으로 일차적으로 분류하고

개인에 관한 목적적 관념 개인에 관한 가치담지자 관념 그렇지 못한 이론은 그 이론이 ( - ), 

증진코자 하는 가치의 차원을 중심 개인이 담지하는 가치가 효용 덕 으로 이름 붙이는 것( , )

이다 그리고 이 분류법에서 두 번째 분류 차원은 상호 배타적인 동일 차원의 가치가 아니. 

라 상호 번역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가치이며 단지 중심작업의 장 이 다를 뿐임을 명field

시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도덕철학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유관한 철학의 풍경은 정치철학도 포함한  . 

다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관계은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 . 

정치철학은 도덕 철학에 근거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도덕철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치철학은 필연적으로 결과주의적 정치철학 의무론적 정치철학. , , 

덕 이론적 정치철학이 되어야 한다 다른 접근법은 정치철학이 도덕 이론으로부터 . (1464)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이념은 롤즈의 후기 저작에서 논제화되었으며 특히 정치적 . <

자유주의 및 관련된 논문들에서 드러난 바 있다 현대의 규범 정치 이론에서 그러한 입장에> . 

는 롤즈의 이론인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포함하여 자유지상주의 평등주의 이론 민주주의 , , , 

이론 그리고 시민 공화주의 이론이 있다, . 

규범적 법 이론의 상태 C.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 듯 하다. 

비판법학 이론 페미니스트 법학 비판 인종 이론 비판법학운동은 다른 접근법의 불(1) - , , 

확정성과 편견을 드러내지만 명시적인 규범적 권고를 하는 것은 삼가는 모습을 종종 보인

다. 

자유주의 법 이론 통합성으로서의 법 이론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법적 판본 법에 대(2) - , , 

한 자유지상주의적 접근 등이 포함되는데 공정성의 고려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규범적 법과 경제학 이 이론은 효율성의 가치를 강(3) (Normative law and economics) - 

조하며 공리주의 또는 실용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1465)

실제적 이성과 덕 법학 은 법적 의사결정(4) (Practical-reason and virtue jurisprudence)

에서 실제적 판단의 역할을 중시하며 성격 형성에서 법의 역할을 고려한다. 

공화주의 심의민주주의와 담론 접근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5) , . - 

것의 가치를 강조한다. 

실용주의와 법 실용주의는 통일적인 규범 이론을 피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실용적인 판(6) 

단을 강조한다. 

캐플로우와 샤벨의 후생주의 판본은 규범적 법 이론에서 다원적 접근의 맥락에 속한다 요. [

약번역자 맨마지막 의 접근 방식을 지칭하는 듯- 6 )

공적 법적 이성II. 



이 에세이의 중심적 주장은 두 측면을 갖고 있다 한 측면에서 그 중심적 주장은 적극적이. 

고 일반적이다 규범적 법 이론은 공적 법 이성 의 원천을 활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적 : “ ” . 

법 이성이란 모든 합당한 시민들에 의하여 접근가능한 법적 이유들이다 중심적 주장의 다. 

른 한면은 소극적이고 더 구체적이다 캐플로우와 샤벨은 틀렸으며 후생주의는 법 정책의 : , 

평가에서 배타적인 규범적 접근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캐플로우와 샤벨 판본의 후. , 

생주의는 판사들이나 법학자들에게 추론의 적합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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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이성이 무엇인가 특히 그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의 범위에 관하여 상이한 원칙들이 있을 

수 있다 자유 방임의 원칙 배제의 원칙 포함의 원칙. (1) (2) (3) .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이유들이 공적 이유들이라고 한다 (1) . 

비공적 이유를 가려내어 이 놈들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2) .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적어도 어떤 종류의 공적 이유들의 활용은 요구된다고 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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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원칙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공적 이성에 관한 복합적인 이상을 산출할 수 있  

다 그래서 공적 이성에 관한 논의를 자유방임적 공적 이성과 배제적 공적 이성 사이의 대. 

결구도로만 보는 것은 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보기에는 단순. 

한 자유 방임 원칙으로 보이던 입장이 실제로는 자유 방임 원칙과 배제의 원칙의 각 요소 

모두를 결합시킨 복합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는 공적 이성의 이상에 관한 입장일 수 있기 때

문이다. 

롤즈주의적 공적 이성B. 

롤즈 공적 이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롤즈는 공적 이성을 정치 사회의 공동의 이성으로 이해한다 공적 이성은 여, . (1468) 

러 형태의 비공적 이성 교회 대학 다른 결사체들의 이성 과 구별된다 롤즈는 공적 이성이 ( , , ) . 

현재 받아들여진 일반적 신념과 상식에서 발견되는 추론의 형태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없“ , 

는 과학의 방법이나 결론들 에 관하여 언급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회의 비공적 이성은 ” . 

비밀 문헌의 권위나 특정한 사람의 해석적 권위에 호소하는 양식의 추론에 관한 전제를 포

함할 수 있다. 

둘째 공적 이성의 이상과 주제로서 헌법적 기본적 사항 기본적 정의의 문제가 공적 , , i) ii) 

이성의 주제다. 

셋째 그 적용범위에서 공론장에서 공적 주장을 펼칠 때 적용된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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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공적 이성의 이상에 관한 논거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심층적 전제의 배제는 정당화되는가C. ?

롤즈의 심층적 전제 배제에 대한 반론들에 관하여



반론 심층적 배제는 불공정하다 특히 종교적 교설을 신봉하는 사람에게1 - . 

답변 그렇지 않다 롤즈 이론에서 심층적 전제는 세속적인 것이건 종교적인 교설이건 공- . 

히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나 칸트주의의 심층적 전제도 배제된다. . 

반론 제레미 왈드론의 것 심층적 배제는 상상력과 창조력이라는 인간의 능력을 정치 2- : 

영역에서 본질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그래서 공적 추론에서 정당성 있는 것이란 모두가 이. 

미 공유하고 있는 현존하는 전제에 기대는 논변만이 해당되게 된다. 

답변 이건 오해다 첫째로 이미 경험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전제를 끌어들이는 것도 허용- . , 

된다 예를 들어 과학의 확립된 사실 이전의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 새로운 . , 

과학적 이론을 도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왈드론의 반론은 전혀 뚱딴지 같이 튀어나. 

온 정치적 논변에만 적용된다. 

둘째로 롤즈의 단서 즉 적정한 시간에 포괄적 교설이 정치적 공적 이유들에 의해 번역되  - , 

고 지지됨을 보여준다면 포괄적 교설의 개진도 허용된다 를 고려하면 왈드론의 반론은 더 -

제한된다 참신한 논변도 단서를 충족시키면 도입되어 시간이 흐르면 공적 정치적 문화를 . 

넘어 공적 이성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익은 롤즈의 단서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인데 셋째로 이 경우에도 공적 정치   , , 

논쟁 바깥에서 먼저 참신한 논변이 도입되고 배경 문화의 일부가 되고 언론이나 공중의 양, 

식에 의해 소화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공적 이성이 될 수도 있다. (1472) 

넷째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참신한 논변이 합당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아들여질   , 

수 있다 왜냐하면 롤즈가 말하는 중첩적 합의는 경험적 합의가 아니라 합당한 시민이 지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원칙과 이상에 의거한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결론 공적 이성은 단지 참신하다는 이유만으로 논변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왈드론의 반론: 

은 틀렸다 위에서 반론에 대한 답변으로 처리되지 않는 예로는 예언적 내용을 말하는 종교. 

가 있는데 이것이 공적 이성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워할 것이 없다. 

공적 이성에서 공적 법 이성으로D. . 

공적 정치적 토론의 맥락에서 공적 이성의 최선의 이상은 포함적인 것이다 그들(inclusive) . 

의 포괄적 종교적 도덕적 교설로부터 끌어온 심층적 이유를 공적 이유들이 적정한 과정을 , , 

거쳐 지지하도록 개진된다면 그것을 개진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법적 이성에 공적 이성의 이념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공적 법적 이성의 이상이라는 것의 자료를 제공해준다 공적 법 이  . ‘

성 이란 다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에 대한 공적 추론을 지배하는 규’(Public legal reason)

범적 원리들이다. (1473)

공적 법적 이성의 이상은 배제적인 것이다 즉 공적 맥락에서 공적 행위는 공적 이유만  . , 

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것은 롤즈의 공적 이성의 이상보다 좁다 그러나 나는 공적 법적 . . 

이성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그의 견해와 양립가능하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공적 법 이성과 법 실무1. 

공적 이성의 이념은 법 실무의 맥락으로 어떻게 번역되는가Q1) ?



이 질문은 다음 질문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공적 이성은 법학의 실천에 어떤 제약을 부과하는가Q2) ?

출발점으로서 먼저 판사의 사법 추론에서 공적 법 이성이 갖는 함의를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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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적 법 이성에 관하여 세 가지 가능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자유방임, . , 

주의 원칙을 채택하는 경우 무엇이든지 공적 이성에 속할 수 있다 둘째 배제적 원칙을 채( ). , 

택하는 경우 공적 이성이 아닌 것을 가려내고 이것은 판사의 판결 이유에서 아웃 셋째 중( !) , 

간적 원칙을 채택하여 자유방임 규칙 포함의 규칙 그리고 배제의 규칙을 맥락에 따라서 , , 

혼합할 수 있다. 

이 에세이에서 나는 법 논증에 관한 법 형식주의 에 의해 공적 법 이성  , (legal formalism)

의 최선의 이상의 내용이 정해진다는 주장은 검토하지 않겠다 법 형식주의란 규칙 선례. ( , , 

구체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결론들에 의해서만 법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나) 

는 이 글에서 법적 이유는 법 그 자체 바깥에서 도출되는 가치에 직접적으로 의존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이렇게 보는 이론에는 드워킨의 이론이 포함되는데. , 

형식주의자들은 드워킨의 이론에 반대하면서 드워킨이 말하는 법 해석 단계에서 부합의 단, 

계만으로도 해석은 종료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하드 케이스를 풀기 위해 도덕철학이나 정. , 

치철학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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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의 이론이 일단 맞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해보도록 하자 그런데 드워킨의 헤라  . 

클레스는 하드 케이스를 풀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개념적 상승 추론(conceptual ascent- 

이 기댈 수 있는 전제들의 심층성을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 같다 에 한계가 없다고 하는데 )

나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나는 법에 부합하는 해석과 그 해석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고. 

안할 때에는 공적 이유들에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과연 공적 법 이성의 최선의 이상이 포괄적 종교적 교설 도덕적 교설의 심층적 전제에서   

나온 비공적 이유에 의존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이 질문이 문제다 예를 들어 자유 방임? . 

주의 원칙에 따라 공적 이성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의존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이것

을 숨기지도 않고 공개한다고 해보자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판사. . 

들은 심츠적 다원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다종다양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세계. 

는 어떻게 될 것인가 판사들은 그들 사법 결정의 이유로 빈번하게 그들의 가장 심층적인 ? , 

확신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수정 순간 태아. , 

에 영혼이 들어온다면서 태아가 사람이라고 하여 판결할 것이다 다른 판사는 모든 종교적 . 

이유는 신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인간됨은 이성의 능력이

나 출산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획득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

할 것이다 또 불법행위 판결에서 한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후생주의에 기반하고 있. (1476) 

고 장래의 가능한 세계의 결과만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므로 공정성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 

무시한다고 설시한다 다른 판사는 결과의 고려는 심각하게 비도덕적이며 결과와 상관없이 . 

오로지 당사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후적 추론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한다. 

이런 세계 매력적인가 그렇지 않다  , ? ! 

이유 법적 안정과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심층적인 의견 불일치가 고질적으로 나타나기   1: 



때문이다. 

이유 정당성의 가치가 저하되고 법적 권위에 복종하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 . 

먼저 이유 부터 살펴보자 안정성 신학과 도덕철학의 심층 전제에 의견 통일성이란 어떤   1 . . 

세계에서도 출현하기 힘들다 그리고 선례 구속의 원칙이 합의를 산출하는 능력은 심층적 . 

문제에 대한 합의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한다 법의 심층적 토대는 이로써 본질적으로 불안정. 

해진다 판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법에서 원하는 것 . . 

중 하나는 안정적 토대이다 법의 지배와 예견가능성 안정성 확실성 같은 법의 지배와 연. , , 

관된 가치에 부여된 중요성은 바로 법의 안정된 토대가 가치있다는 점을 많이 반영하고 있

다. 

그 다음으로 이유 정당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런 세계에서는 다수 또는 대부분의 시민  2 . 

이 결정적인 심층적인 전제를 제공하는 판결 이유에 제시된 포괄적 교설을 거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합당하지만 오류일 수도 있는 전제에 의해 정당화되는 . (1477) 

이유를 기반으로 협동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 과는 다르다 합당하다고 여길 수 없는 이유(A) . 

의 기반 위에서 협동할 것을 요구받는 것 이기 때문이다(B) . 

의 예로는 다이옥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증거에 기초한 귄위있는   (A)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판결을 받아들, 

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의 예로는 여성의 종속은 신의 계획이 명하는 바이므로 이렇게 판결내린다고 하는 것  (B)

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결과만이 중요하다는 교설이나 권리만이 . 

중요하다는 교설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와 유사한 예로 들 수 있다. 

정당성은 법의 권위에 있어 물고기에 필요한 물처럼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법이 권위를   , . 

주장할 때 그것은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 준수행위의 좋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 

받아들일 것을 수범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성 없는 권위는 자발적 협력을 . 

이끌어낼 수 없으며 감시와 빈번한 처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이를 통해 끌어내는 준수율은 

자발적 준수율보다 낮을 것이어서 비효율적이다. 

또한 정당성 없음 의 문제는 단순히 실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  (illegitimacy) .(1478) 

당성 없음은 화해의 기반을 훼손하여 시민권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한다 판사의 판결은 공. 

적 법 이성의 이상이 법 실무에 갖는 함의를 설명하는 한 맥락을 제시하지만 공적 법 이성, 

의 이상이 적용되는 다른 맥락들도 있다 변호사들의 변론이나 입법부의 입법행위 같은 것 . 

말이다. 

변호사 판사는 기댈 수 없는 논변을 개진한다면 그것은 헛짓을 하는 것 이거나 비  (futile)

공적 이성의 잘못된 사용일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공적 법 이성의 경계 밖에서 변론해. 

야 할 경우도 있다 그 중 하나는 공적 법 이성의 이상에 동의하지 않는 의뢰인의 입장을 . 

적절히 대변해야 하는 경우다 법원이 비공적 이성에 근거하여 행위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 

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반대의 견해를 법원에 표명해야 할 책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로 말이다 그 중 중요한 사례는 법규범에 대하여 원리에 기반하여 . (

반대하는 범법자의 논변이다) 

입법자의 경우 비공적 이성을 자유롭게 포함하여 입법에 관하여 논의하고 숙고하는 것은   , 

합당할 수도 있다 주석 법의 서문 위원회 보고서 같은 공식적 문서에 담기는 이유는 . ( 47- , 

공적 이성을 대변해야 한다 이것은 사법부의 공적 이성과 같은 범위일 수 있다 반면 비공. . 

식적 맥락에서 롤즈의 공적 이성과 같이 포함적인 공적 이성의 이상이 적절할 수 있다 또. 



한 본회의에서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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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법 이성이 규범적 법 이론에 갖는 함의  2. 

규범적 법 이론은 사회적이지만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고 롤즈가 부르는 배경 문화에서   ,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교회 교육받은 이와 과학자들의 사회나 클럽 등 공적 . , , . 

법 이성의 이상은 법학자들이 법정책이나 규범적 법 이론을 논쟁하고 논의할 때 직접 적용

되어서는 안된다 패러다임적으로 규범적 법 이론은 법학계에 의해 수행되나 변호사와 판사. 

는 법정 밖에서 그 활동에 빈번하게 참여한다 은유적으로 말하건대 규범적 법 이론과 법 . , 

실무의 명제적 내용은 동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고도의 규범적 법 . . 

이론은 메타윤리학 도덕철학 정치철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법 실무의 명시적인 부분과 , , , 

거의 항상 불일치하게 된다 반면 법학은 빈번하게 사법부 의견과 동일한 법리적 분석을 포. 

함한다. 

이와 같은 불일치는 법 이론가들이 공적 법 이성의 이상의 건전함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규범적 법 이론은 다원주의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 가상. 

적 여건도 정당하게 살펴볼 수 있다 후생주의가 참이라는 보편적 합의가 있는 가상적 사회. 

에서는 공적 법 이성의 이상에서 후생주의의 심층적 전제를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

이다 물론 이 가능세계에서도 비공적 이성은 남는다 판사의 당파적이거나 개인적 이유는 . . 

사법부의 숙고와 공식적인 이유 설시에 의해 금지될 것이다 그러나 다(proscribe) . (1480) 

원주의의 사실이 성립하는 실제 세계에 적합한 공적 법 이성의 이상이 규범적 법 이론의 법

정책에 관한 규범적 논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적용되는 것, 

이다. 

나는 규범적 법 이론에 그것이 간접적으로 제약을 가한다는 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규범적 법 이론과 법 실무의 관계3. 

규범적 법이론가들이 특정한 사안에서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

래야 하는지를 조언할 때는 정치적 도덕에 대한 이 제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규범적 법 , . , 

이론가는 공적 법 이성의 이상에 부적절한 것은 판사들에게 조언해서는 안된다 즉 학술적 . 

세계에서는 종교적 교설 포괄적 도덕 교설의 함의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고 이것은 정치, 

적 도덕의 의무를 위배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을 곧바로 법 실무에 대한 조언으로 전환하, 

게 되면 정치적 도덕의 의무를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1481)

공적 법 이성의 이상에 관한 이제까지의 설명은 법경제학자들이 여러 법정책 선택지가 후  

생에 미치는 결과를 파악하는 실증 기획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점이 전혀 없다 후. 

생주의는 강한 후생주의와 약한 후생주의가 있다 강한 후생주의는 모든 법 정책은 후생만. 

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한 후생주의는 후생은 법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한 요소. 

라는 것이다 공적 법 이성은 약한 후생주의의 주장을 반대하게끔 하는 면을 전혀 가지고 . 

있지 않다. 

반론 법 이론의 역할은 최선의 또는 참된 옳은 이유에 근거한 최선의 법정책을 옹  - “ ( , ) 

호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이들은 결국 공적 이성의 이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 .” 

이유들을 판사들이 숨기고 다른 이유에서인 것처럼 가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순전, . 



히 결과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사법부의 은폐 관행은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 한 정당화될 , 

것이다 그러한 은폐는 두 세계 모두에서 최선 을 제공한다고 주장될 지도 모른다 최선의 . “ ” . 

포괄적 도덕 이론과 종교 이론에 대한 의존하니 그것도 좋고 정당성도 인식된다니 그것도 ,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란 말이다 물론 법 실무가 모호한 채로 남아 있지 않을지도 모, . 

른다는 위험이 있기는 하다 공중이 사법부의 은폐 관행을 알게 되는 한도에서 이러한 깨. , 

달음은 정당성을 허무는 효과를 가질지도 모른다 모호한 조언을 주기 위해 이론가들에게는 . 

다양한 테크닉들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론가는 두 전선에서 논변을 펼칠 지도 모. 

른다 심층적인 이유에 기초하여 그 특정한 법 정책이 최선이다 동일한 그 정책이 . (1) . (2) 

권위 있는 법원 에 대한 최선의 해석에 의해서도 정당화된다고 이중적으로 (legal materials)

논하는 것이다 즉 이론가들은 판사들에게 순수하게 규범적으로 내적인 숙고에 기초하여서. , , 

도 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견론에 형식주의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 

굳이 이름을 지적하지 않고서도 일부 법 이론가들이 정확히도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법 이론가들은 스스로 의도적으로 오도하거나 기망하는 방식으로 옹호하  , 

거나 조언함으로쓰 은폐하여야 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에세이에서 거짓말의 현. 

명함이나 도덕성에 관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만한 어떤 것도 이야기된 적이 없다 나는 . 

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거짓말은 정치적 도덕의 의무를 위배하며 . 

인격적 통합성 를 훼손한다 그러나 은폐를 별로 거리끼지 않는 사람들은 personal intergrity . 

이와 같은 개인적 의견을 진술하는 것에 별다른 무게를 두지 않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 

그러한 입장 진술을 단순한 빈말 말이야 뭐라고 못해 이라고까지 할 것이다“ ”(cheap talk- ) . 

주석 다른 맥락에서 빈말 에 관한 논의는 { 49- “ ” Tom Ginsburg & Richard H. McAdams, 

Adjudicating in Anarchy: An Expressive Theory of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45 Wm. & Mary L. Rev. 1229, 1263-81 (2004)}

공적 법 이성 후생주의 그리고 사법E. , , 

사법의 맥락은 범례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규범적 법과 경제학은 사법 분야에서 특히 영  . 

향력을 행사해왔다 비록 규범적 법과 경제학 는 의문의 여. (normative law and economics)

지 없이 공법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일부 공법 주제들 소위 인권 또는 근본적 권, - “ ” “

리 를 포함하는 쟁점들을 포함하는 주제들은 법 경제학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거의 관심을 ” -

받지 못하였다 법과 경제학 학자들이 확실히 매우 중요하고 거의 틀림없이 지배. (arguably)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법 분야와는 달리 규범적 법과 경제학이 공법 이론을 지배하, 

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공적 법 이성의 이상이 사법 실무에서도 온. , 

전하게 적용도도록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법실무가들은 심층적이고 논쟁의 여지 있. , 

는 포괄적 종교와 도덕 이론의 전제들에 그들이 사법 사건을 결정할 때 기대서는 안된다, , . 

공적 법 이성이 사법의 맥락에서 후생주의와 공정성 사이의 논쟁에 관하여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때까지 벌어진 그 논의의 함의는 이것은 요약된 결론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요? 

약될 수 있다. 

공적 법 이성의 이상은 사법의 영역 내의 법 실무에 적용된다(1) . 

공적 법 이성의 이상은 후생주의가 법학계에서 실천되는 규범적 법이론을 위한 패러다(2) 

임으로 포기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는 그 이외의 배경적 문화에서도. ( )



공적 법 이성의 이상은 법 실무가들에 대한 변론이나 조언에서 약한 후생주의 주장을 (3) , 

금지하지 않는다. 

공적 법 이성의 이상은 사법 영역 내의 법 정책의 질문을 해결하는 유일한 적합한 방(4) , 

법으로서 강한 후생주의 주장을 금지한다.

공적 법 이성의 이상은 공정성에 관한 이유들을 사법 영역 내에서 법 정책의 질문을 (5) , 

해결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허용한다 그 이유들이 공적 가치들에 의해 도출되거나 지지된. 

다는 단서를 충족하는 경우 말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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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귀적 또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F. ?

이 에세이의 중심 부분을 끝맺기 전에 나는 마지막 반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어떤 이는 여. 

기서 개진된 요기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강한 후생. , 

주의 주장이 법 실무에 부적합하다고 가정하고 나서 공적 법 이성의 이상의 규범적 토대를 , 

펼쳐보인다는 것이다 확실히 이 반론의 공격을 받을 만한 공적 이성의 이상에 관한 설명. , 

을 상상할 수는 있다 그 이상을 논증하면서 반결과주의적인 심층적 전제를 끌어다쓰는 경. 

우 말이다 그러나 그런 반론은 여기서 제시된 논변에서는 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왜냐. . 

하면 여기서 제시된 논변은 공적 가치에만 의존하고 심층적 전제에는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그 논변이 갖고 있는 이 측면 즉 공적 법 이성의 이상에 대한 정당화가 공적 이유들에   - , 

기댄다는 점은 여기서 개진된 논거의 중요한 학 측면을 드러낸다 그것은 재귀적이다 즉- . . , 

그 이상에 의해 제공된 이유에 관한 이론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전제들에만 기댄

다는 것이다 이 재귀성은 순환성이 아니다 비록 항상 그렇듯이 재귀성과 순환성은 어떤 . . , 

구조를 피상적인 차원에서는 공유하지만 말이다 재귀성은 이유에 고나한 좋은 규범 이론이 . 

갖출 수 밖에 없는 필수적인 속성이다 이 점은 쉽게 보여질 수 있다 만일 공적 이성에 관. . 

한 이론이 그 정당화를 위해 비공적 이성에 의존한다면 그 이론은 내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 

것이다. 

공적 이성의 이론을 위해 제시된 정당화의 재귀성은 그러나 비공적 이성이 그러한 이론  , 

의 논의에서 아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배경적 문화. 

예를 들어 법학계 에서는 공적 이성의 이상의 논거가 특정한 포괄적 교설의 제약 내에서 - -

이루어졌는지를 탐구하는 일은 완전히 적합한 일이다 그 포괄적 교설이 종교적인 것이건 . 

철학적인 것이건 말이다 이 과업은 자연스럽게 규범적 법 이론의 학술적인 과업 내에서 하. 

나의 특정한 형태를 취하기 마련이다 법 이론가들은 공적 법 이성의 이상이 다양한 이론들. 

과 양립가능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의무론 결과주의 덕 이론 등등 말이다 그러한 이론들. , , . 

의 중첩적 합의의 초점이 될 수 있는 한에서 그 안정성의 토대와 잠재력은 그러한 탐구에 , 

의해서 개선되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포괄적 교설이 그러한 중첩적 합의에 참여하. (1489) 

지 못하는 정도만큼 두 가지 우려가 제기된다 포괄적 교설에 마음이 끌리기는 하지만. 

또한 공적 법 이성의 이상을 보증하는 공적 가치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tempted by) 

게 그들의 우려는 그들 자신의 견해의 정합성 에 관한 것이다 비일관성은 둘 , (coherence) . 

중 하나를 버려야 함을 의미한다 포괄적 교설을 지지하지만 공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이. 

들의 우려는 그들 자신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정치적 문화를 화해시킬 가능성에 관한 것, 



이다 물론 화해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필수 조건은 아니다 저항과 철수의 삶 역시 통합. . 

성을 갖춘 삶일 수는 있다 역자 여기서 저자는 중첩적 합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공. ( - 

적 이성 내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 교설 지지자들의 내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인

다)

공적 이성의 법정에서 선 후생주의III. 

이제까지의 논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었다 규범적 법 이론에서의 구체적인 논쟁에 적용. 

시켜 논의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자 공정성과 후생주의가 부딪히는 사안에서 말이다. . 

이 예는 캐플로우와 샤벨이 그들의 에세이에서 든 예이기도 하다. 

캐플로우와 샤벨의 후생주의를 위한 논변은 후생주의에서 이탈하는 어떤 이론도 어떤 가  , 

능한 세계의 짝에서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반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한다 약한 파레토 . (

선택은 가능한 두 세계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세계보다 더 나아진다면 그 세계는 더 

나은 세계라는 것이다 그리고 옳은 행동 지침이란 바로 그 세계를 귀결시키는 지침이다. .)

여기에 캐플로우와 샤벨 논변의 핵심 발상을 설명해주는 사례가 있다 정책이 공정성에   . 

의해서 평가되고 후생주의의 기반 위에서 배타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해보자 예를 들. 

어 공정성의 문제로서 범죄자들은 그들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면 항상 처벌되어야 한다, , . 

설사 모든 이들이 그들이 처벌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 

수 있는가 물론 보통 범죄자들 자신과 범죄자들의 친구 가족들은 처벌되지 않는 ? , (1486) , 

쪽을 선호한다 범죄의 희생자 역시 자비를 선호하는 그럴법한 경우를 상상할 수 있으며. , 

경찰 검사 판사 그리고 배심원은 처벌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 , 

다 이제 덜 그럴법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모든 이들. ( ) . 

이 그 범죄자가 처벌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마도 그 사건은 너무나 널리 알려져서 그 세. (

계의 모든 이들이 그것에 관해 의견을 형성했다고 해보자 만일 사회가 처벌받아 마땅한 사) 

람은 항상 처벌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면 모든 이들은 나빠진다 나아지고 나빠지는 , . 

것이 개인 선호 만족의 함수라면 말이다 따라서 공정성을 처벌에 고려하는 것은 모든 이들. 

이 나빠지게 만들 수 있다 주석 물론 이 단순화된 설명은 캐플로우와 샤벨의 입장에 . ( 52- 

대한 치밀한 표현은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나의 이 단순화된 판본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약한 파레토 원칙을 참인 규범적 전제로서 확인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또한 .) 

동시에 공정성이 법 정책의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모순적인 , 

신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주된 전략은 공정성과 후생의 갈등관계를 드러내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   . 

주된 전략은 공정성이 적어도 특정한 여건에서는 후생주의와 긴장하여도 후생의 고려를 압, 

도한다고 믿는 이들은 납득시키지 못한다 이런 독자들에게 캐플로우와 샤벨의 논변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 뿐이다 이 에세이의 앞선 논의는 캐플로우와 샤. (1487) , 

벨의 논변은 캐플로우와 샤벨이 결과주의의 심층적 전제에 명시적으로건 묵시적으로건 의존

하는 정도만큼 법실무 내에서 좋은 이유라고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 

캐플로우와 샤벨의 논변 즉 공정성이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논변은 특히   , 

흥미를 끈다 왜냐하면 그것은 후생주의가 법 정책을 평가하는 배타적인 방법이 되어야 함. 

을 확인하는 공적 이유를 제공해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캐플로우와 샤벨은 모든 이들이 . 

더 나빠지게 만드는 가능세계를 선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끄리고 아마도 심지어 비(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건 말하지 않았건 간에 그들의 논) . , 

변은 그들의 증명이 공적 법 이성이라는 이상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후생주의를 확언하기, 

에 좋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듯 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들의 . , 

주장을 그들이 후생주의를 확언할 납득이 가는 공적 이유들을 갖고 있으며 이 공적 이유, , 

들은 비결과주의적인 포괄적 떡 교설을 지지하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들을 납득시킴이 틀

림없다는 주장으로 재기술할 수 있다. 

캐플로우와 샤벨의 후생주의 판본B. 

캐플로우와 샤벨의 핵심 이념은 우리가 법 정책을 오직 인간의 복지 또는 후생 에 미치는 , “ ”

그 영향에 기초해서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핵심 이념은 법 분석가들은 법 정책의 . , 

결과를 검토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오직 후생의 관점에서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 . 

견해를 캐플로우와 샤벨은 후생주의 라고 부른다“ ” . 

캐플로우와 샤벨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가능 세계의 평가에 관한 견해임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행동을 인도하는 지침 이론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다 모. . 

든 사람이 후생주의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캐플로우와 샤벨은 그. (1488) 

들의 이론이 정책 결정에만 관련된 것임을 매우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들은 법적 의. “

사결정자들은 법 분석가의 조언을 의사결정자들이 보통의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책임성을 

갖는 그러한 정책의 언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결국 공정성이라는 관념에 . 

더 익숙할 지도 모른다 이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나는 이 짧은 문단에 묶인 여.” ? 

러가지 사고의 입장들을 풀어내보려고 할 것이다 첫째 캐플로우와 샤벨은 법적 의사결정. , “

자들은 분석가의 조언을 정책으로 번역해야 한다 고 이야기한다 이 구절은 후생주의가 직” . 

접적으로 행동을 지시하지 않음을 명료하게 밝힌다 그렇기 보다는 그들은 세 단계의 과정. , 

을 상상한다 단계에서 법 분석가는 후생주의를 활용하여 가능한 정책 선택지들을 평가한. 1

다 단계에서 의사결정자들은 이 조언에 기초하여 행위한다 그 다음 부분 요약번역자가 . 2 . (

발췌한 부분 이 단계 을 시사한다 의사결정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기는 ) 3 . 

하는데 이 설명은 그 결정의 실제 기초와는 다른 것이다, . 

내가 이 세 단계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강조를 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이것은 짧  . 

은 문단이고 캐플로우와 샤벨의 발상의 온전히 발전된 판본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문단에서 표현된 핵심 관념은 공리주의의 역사에서 익숙한 것이다 실제로 . . 

그와 비슷한 견해가 캐플로우와 샤벨에 의해서 총독부 공리주의 라는 경멸적인 딱지를 붙“ ”

여 표현된 바 있다 총독부 공리주의는 의사결정자들은 공리주의자들이 되어야 하지만 보. , 

통의 시민은 더 단순한 일련의 도덕규범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플로우와 샤. (1489) 

벨의 견해는 상아탑 후생주의 라 불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후생주의“ ivory-tower ” . 

의 순수 판본은 법 분석가들 학계와 학계 유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실천“ ”,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상아탑 후생주의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 

실천되는 후생주의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평가의 이론이지 행위의 이론은 아니다. .

또다른 명료화는 캐플로우와 샤벨이 후생주의자라는 의미에 관련된 것이다 그들은 후생  . 

주의자다 그러나 특수한 종류의 후생주의자다 그들은 후생 개념에 관하여 주관적인 해색. . 

을 채택한다 캐플로우와 샤벨의 후생관은 가능세계에서의 개인 선호 또는 선호 만족에만 . 

기반하고 있다. 



캐플로 샤벨 증명에 관한 비형식적 해설C. 

우리는 캐플로와 샤벨의 후생주의 판본을 탐구해보았다 이제 우리의 주의를 그들의 증명  . 

에 대한 해설에 돌려보도록 하자 그 해설이란 비후생주의적 평가 방식은 약한 파레토 원. , 

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증명의 목적은 공정성을 법 정책 평가의 한 요소로 포함하. 

는 어떠한 가능한 이론도 우리가 모든 이들을 더 나빠지게 만드는 정책을 선호해야 한다는 , 

결론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증명의 형식적 판본과 비형식적 판본을 제시하. 

는데 두 판본 모두 동일한 일반적 이념과 증명의 동일한 전략을 공유한다 이 에세이에서 , . 

나는 그 증명의 비형식적 판본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다른 논문에서 나는 형식적 판. 

본이며 그 논변의 결론이 그 전제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

음을 논한 바 있다. (See Lawrence B. Solum, Of Pareto and Possible Worlds: A 

Critique of Kaplow and Shavell, Argument for Welfarism (2005) (unpublished 

manuscript, on file with the Virginia Law Review Association).) 

그들의 증명의 일반적인 이념은 어떠한 비후생주의적 평가 이론 에 있어서도 적어도   , T , 

한 쌍의 가능 세계 와 에 관하여 가 를 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하지만 각자 그리고 P Q , T P Q

모든 개인들은 보다 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약한 파레토 조건을 위반하는 Q P . 

사례가 어떤 이론에서도 적어도 한 가지는 있게 된다는 소리다 반면에 후생주의 평가이론 . 

는 정의상 약한 파레토 조건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이론은 사회 T . 

후생 함수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그 사회후생 함수는 개인의 후생 정보만을 고려하며 . (1) 

그 정보를 익명으로 고려하며 개인 후생에 관하여 증가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된다(2) (3) . 

내가 보여주었듯이 캐플로우와 샤벨의 증명의 일반적인 발상은 결정적인 요소를 빠트리  , 

고 있다 그들은 비후생주의 이론 에 대하여 가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반하는 적어도 한 . T T

쌍의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어 게 보여주는가 그들의 기본적인 논증 전략은 모든 ? 갌

가능한 비후생 이론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사례뜰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들의 비형식적인 증명에서 그들은 대칭성의 가정을 차용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과실에 . ,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공정성의 근거에서 요구하는 규칙의 효과를 모든 이들이 , 

서로에게 정확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가하는 세계에서 탐구한다 이 가능 세계에서 배. 

상은 모든 이에게 해를 입힌다 그들의 형식적 증명에서 그들은 단순하게 모든 이들이 공. , 

정성에 무차별하며 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이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도입하는 것을 가정

하는 사례를 사용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공정성의 여하한 원칙도 모든 이들이 공정성에 무. , , 

심하며 공정성은 모든 사람들이 발생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가능 

세계에서는 어떤 공정성의 원칙을 따르는 것도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

다. 

비형식적 증명은 일부 비후생주의 이론이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을 규명하기  

는 한다 캐플로우와 샤벨은 증명의 공식적 판본이 모든 비후생주의 이론이 약한 파레토 원. 

칙을 특정한 여건에서 위반한다는 증명을 규명해준다고 생각한다 이는 증명의 비공식적 판. 

본이 그 사례를 생성하기 위하여 손해의 대칭적인 부과 및 배상의 비용 발생이라는 가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캐플로우와 샤벨은 모든 간으한 비후생주의 이론이 대칭성 문제 때문에 . 

골치를 썪는다는 점을 논증하려고 하지 않는다 증명의 형식적 판본에서 그들은 단순히 . , 

각 인이 를 더 가지면 각인이 더 나아지는 그러한 재화가 있다 고 가정한다 그리고 나서 “ ” . δ

그들은 모든 비후생주의적 평가 방법에 대해 가능세계 의 세 쌍이 존재하며, X, Y, Z



그 세계에서는 비후생주의 평가 방식은 를 보다 선호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triplet), X Y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 가능세계 와 다른 점에서는 동일하나 각자 그리고 . Y

모든 사람들이 를 더 가지고 있어 각자를 더 나아지게 하는 점에서는 와 다른 그러한 “ ” Yδ

가능세계 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한다 비후생주의 이론은 그러면 가 보다 선호할 만한 Z . X Z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이들은 에서보다 에서 더 나아진다 이것은 약한 파레토 , X Z . 

원칙을 위배한다 왜냐하면 그 원칙은 모든 이들이 더 나아지는 가능 세계가 바로 그 이유. 

에서 선호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약한 파레토 원칙은 공적 법 이성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D. . 

캐플로우와 샤벨의 증명은 후생주의를 확언하게 해주는 공적 이유를 제공해주는가 약한 파? 

레토 원칙은 그들의 논변에서 규범적 핵심을 이룬다 약한 파레토 원.(normative linchpin) 

칙이 법적 이유를 제공한다면 그리고 캐플로우와 샤벨의 증명의 모든 전제가 참이고 그 증, 

명이 타당하다면 요약번역자 전제가 참이고 증명이 타당한 경우를 그 논증이 건전하( - valid 

다 고 한다 캐플로우와 샤벨의 논변은 법학자와 판사들에게 후생주의자가 될 좋은 이sound ), 

유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공적 법 이성의 이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쟁점은 약한 파레토 원칙이 모든 합당한 시  , 

민에게 접근가능한 종류의 원칙인가 여부다 그런데 약한 파레토 원칙은 기술적인 경제적 . 

원칙이기는 하지만 참신한 이유들도 공적으로 접근가능하다면 공적 이유들이 될 수 있다고 , 

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공적 이성의 이유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약한 파레토 원칙은 . 

직관적으로 설득력 있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즉 모든 . , 

이들을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발상 말이다 약한 파레토 원. 

칙은 명백한 진리의 순환 또는 토톨로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약한 파레토 원칙의 직관적 설득력은 그 원칙의 내용이 완전히 명시적으로 밝혀졌 

을 때에는 유지될 수 없다 대단히 폭넓은 지지를 얻는 약. (garners very wide accpetance) 

한 파레토 원칙의 형식은 모든 이들을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와 같은 “ ”

형태를 띤다 이 진술의 형태는 모든 이들의 선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위하는 것은 결. “

코 옳지 않다 라는 형태와는 다른 것이다 다원주의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이한 시민” . , 

들은 더 나빠진다 를 상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약한 파레토 원칙이 직관적으로 설득력 있“ ” . 

는 것은 복지에 대한 관념을 구체화하기 전까지일 뿐이다 요약번역자 아주 탁월한 그. ( - !!!! 

러한 지적임 그 관념이 일단 구체화되면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가능성은 바로 그 ~! !) , 

구체화된 관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로만 제한된다. 

더군다나 많은 시민들은 선호 만족을 개인의 복지에 관한 최선의 관념으로 받아들이기를   ,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선호 견해에 관한 반대는 잘 알려져 있다 요약번역자 주관적 . . ( - 

선호 만족이 곧 절대적 선이라는 발상에 대한 반대는 토머스 스캔론의 가치 욕구 그리고 “ , , 

삶의 질 이라는 요약번역된 논문으로 시민교육센터에 게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 일부 사람” ) 

들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을 그들의 건강에 나쁜 것을 알면서도 선호할 수도 있, 

다 어떤 이들은 취하게 만드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그들의 간을 상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 , 

을 알면서도 마시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요약번역자 여기서 저자는 의지 박약의 경우 . ( - 

또는 단기적 선호와 장기적 선호와의 충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전격적인 반론은 역, 

시 토머스 스캔론의 설명이다 왜냐하면 의지박약의 문제와 장단기 선호 충돌의 문제는 합. 



리적인 선호관을 확정함으로써 그 모호성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더 전격적인 반. , 

론은 욕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는 그 욕구의 대상을 달성하는 것이 선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약한 파레토 원칙의 모호성이 일단 노출되고 나면 캐플로우와 샤벨 자신의 논변이 그들  , 

의 결론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만일 선호 만족만이 가능 세계를 평가함. , 

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면 모든 이들의 객관적 복지가 훼손되는 세계를 세계를 선호할 수, 

도 있다는 소리가 된다 캐플로우와 샤벨의 독자의 많은 수가 선호 만족에만 의존하지 않는 . 

복지관을 갖고 있는 정도 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거부하게 만드는 논변을 제공하는 , 

셈이 되는 것이다 이 명제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들 자신의 이론적 이유에 의. , 

해 후생주의에 대한 그들의 확언은 합당하지 않다 만일 그들의 이 명제를 거부한다면 그, . , 

들이 이 명제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게 된다 그리고 그 설명은 없다 요약. ( -

번역자)

캐플로우와 샤벨은 의문스러운 모델상의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E. . 

캐플로우와 샤벨이 모든 가능 세계를 규정하는 세 전제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  

이다 그들의 증명에 대한 그들 자신의 진술 자체가 다음과 같은 세 문장으로 시작한다. . 

가 세계에 관한 완전한 기술이라고 하자(1) x . 

특히 는 세계의 상태를 평가하는 여하한 이론 하에서도 유관한 명의 개인의 유관한 (2) x n

상황과 유관한 모든 것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가 모든 인식가능한 세계의 상태의 체계라고 하자(3) X .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캐플로우와 샤벨 증명의 결정적인 작업은 암묵적인 모델 가정에 의. 

해 수행된다 즉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진술되지 않은 가정에 의존한다 그들이 우리는 . , . 

항상 모든 이들이 그들을 더 낫게 만드는 어떤 선을 충분히 얻게 되는 가능 세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하나의 모델 설정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가능성은 매우 다루기 힘든 개념이다 왜냐하면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잠  (tricky) . 

재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가능한가 캐플로우와 샤벨 논변의 가능성 . “ ?” 

문제는 이 질문이 일단 답변되고 나면 그 답변은 그들의 증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또한 일, , 

관성 문제를 노정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가능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애매함을 제거하는 한가지 도구는 가  ?(get a handle on) 

능 세계 의미론이다 가 가능하다 는 말은 는 어떤 가능 .(possible-worlds semantics) “H ” “H

세계에서 참이다 라는 진술로 번역될 수 있다” . 

가능 세계 의미론은 우리가 가 가능하다 또는 가 발생할 수도 있었어 라고 말할 때   “H ” “J ”

생기는 다양한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가능성에 대한 가장 넓은 개념은 . , 

논리적 가능성이다 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라는 것은 는 적어도 한 가능세계에서 참. “J ” “J

이다 라는 말로 번역된다 즉 아무런 논리적 모순이 없는 적어도 한 세계에서 참이라는 말” . , 

이다 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가능성의 다양한 의미와 관련하여 가능 세계의 세트를 정의. 

하려고 접근가능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하여 논리적 모순이 없는 가능세계는 논“ ” . , 

리적으로 접근가능하다 과학의 법칙을 준수하는 가능세계는 법칙론적으로. (nomologically) 

접근가능하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 일관된 가능 세계는 인식론적으로. (epistemologically) 

접근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순간에 이르는 세계의 역사를 공유하는 가능세계는 역사적으로. 



접근가능하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가능세계는 실제 세계(historically) . “ ”(actual world)

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칙론적으로 접근가능한 세계는 실제 세계의 역사 및 그 자연 법칙. 

을 모두 공유한다 요약번역자 이와 같은 가능세계 사이의 구분은 정책에 따른 가능세계 . ( - 

평가를 포함하는 어떤 이론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틀을 제공해준다!!)

캐플로우와 샤벨의 증명은 가능성에 대한 몇가지 암묵적인 주장에 의존한다 이것들 중   .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원래 증명의 다음과 같은 전제에 담겨 있다 각 에서 양의 만. “ x' δ

큼 늘려서 각 를 증가시키는 를 구성하라 변수 와 는 가능 세계를 명명하는 것x'' .” ( x'' x'

이다 이 어구 는 캐플로우와 샤벨이 여하한 비후생주의 이론에 관하여도) (locution) , X, Y, Z

가 있고 가 와 다른 면에서는 동일하고 오직 다음과 같은 점 즉 모든 이들을 더 낫게 Z Y , 

만드는 어떤 선의 만큼의 양을 더 받게 되는 점에서만 다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하게 δ

만드는 장치다 이 암묵적인 모델 설정 주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가능성이란 무슨 의미인가. ?

첫번째 의미는 논리적 가능성이다 이 의미는 캐플로우와 샤벨이 모든 인식가능한 세계  . “

의 상태 세트 라고 언급한 것에 의해 시사된다 비록 논리적 가능성이 캐플로우와 샤벨의 ” . 

증명이 진행되도록 해주겠지만 이것은 그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일, . 

단 캐플로우와 샤벨이 그들의 증명에서 논리적 가능성을 사용하게 되면 그들은 규범적 이, 

론이라면 모든 논리적 가능세계에서 성립해야 한다는 명제를 지지하게 되어버린다 그러나 . 

이 명제는 후생주의에 반하는 논변을 도입하게끔 만든다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 

계의 짝에서 한 곳에서는 무고한 어린이가 고문되고 동시에 그 고문이 사디스트를 만족시키

지만 다른 세계에서는 무고한 어린이가 고문을 받지 않아 사디스트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공리주의와 같은 결과주의 이론에 따르면 전자의 세계가 더 선호할 만하다고 ( ) 

평가될 수도 있다 요약번역자 저자는 여기서 진술을 생략하고 있는데 만족을 얻는 사디. ( - 

스트가 매우 많고 그들의 쾌락이 매우 크다는 가정 등등이 들어가게 된다 캐플로우와 샤벨) 

은 이런 사례를 활용하는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거부한다 주석 그런데 이 점에서 보자.( 62) 

면 그들은 후생주의 이론들은 오직 현실적인 가능 세계에서 그럴법한 결과만을 산출하면 “ ”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현실주의적 이라는 형용사는 특정되지 않은 접근성 . “ ”

요건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가능세계를 배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캐플로우와 샤벨이 그들의 논의를 실제적인 가능성이라고   , “ ” (practical 

부르는 것에 한정시킨다고 해보자 그들은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칙론possiblity) . 

적으로 접근가능한 가능세계만을 고려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긴다. . 

그들의 증명에 등장하는 세 번재 가능세계는 역사적으로나 법칙론적으로 접근가능하지 않

다 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상기해보자 는 와 한 측면만 제외하고는 똑같다 세계는 . Z . Z Y . Y 

어떤 비후생주의적 고려사항 예를 들어 범죄자를 처벌하는 고려사항이 만족되는 세계다, . 

그런데 에서는 그런 사항들은 다 똑같고 각자 그리고 모든 개인이 받기를 원하는 것을 선Z

호하는 선 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세계다 그런데 이 추가된 선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good) . 

인가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이 선을 더 받기를 선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공정성의 ? ?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어떻게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 ) 

어떤 선의 어떤 양만큼 잃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실제적인 가능성에 우리의 논의? 

를 일단 한정하게 되면 약한 파레토 원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를 발견할 것인지 여부, 

가 명료하지 않다 모든 비후생주의 이론이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을 보이기는 . 

커녕 말이다 이 결론은 반복할 가치가 있다. . 캐플로우와 샤벨이 모든 공정성 이론이 역사, 

적으로 그리고 법칙론적으로 접근 가능한 세계에서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반하다는 점을 보



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명백하지 않다. 

  캐플로우와 샤벨은 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아마도 그들은 가능성의 의미? 

를 구체화하여 후생주의에 손상이 가는 경우들은 제외하면서 모든 비후생주의 이론은 약한 , 

파레토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는 포함하도록 만들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벅찬 과업. 

으로 보이지만 설사 그들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가능성의 구체화, , 

된 의미가 규범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즉 그것이 도덕적으로 . , 

유관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능성의 어떤 자의적인 의미를 채택하여 그들의 논증의 . 

지저분한 점들을 모두 처리해주게 만드는 것으로는 논증을 해냈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은 그. 

들이 채택하여 그들의 입장을 타당하게 해주는 가능성의 의미가 가능성 문제에 대한 단순히 

임시변통적인 땜질이 아님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나는 이 과업을 캐플로우와 샤벨에 대한 . 

도전으로 설정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들이 이 도전에 응전할 수 있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은 수의 도도새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을 언젠가 발견할지도 . 

모른다 캐플로우와 샤벨의 증명은 도도처럼 죽은 것 이다 즉 공정성 대 후생 논쟁에서 . “ ” . , 

살아있는 중요성을 지니지 못하는 죽은 증명인 것이다 물론 가능성 문제가 캐플로우와 “ ” . 

샤벨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는 하다 그들의 모델 설정 주장이 . 

논리적 가능성인 한에서 그러나 그 증명은 타당하기는 하지만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 

없다. 

의무론에 대한 잘못된 기술F. (The Misdescription of Deontology)

캐플로우와 샤벨은 의무론 또는 공정성 기반 원칙들의 성격에 관하여 미묘하지만 중요한 가

정을 한다 캐플로우와 샤벨은 세계가 두 종류의 이론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 , 

후생주의 이론은 개인의 효용 정보를 익명으로 고려하여 그에 의거하여 가능세계를 평가하

는 반면에 비후생주의 이론은 개인의 효용 정보가 아닌 정보들을 고려함으로써 가능 세계, 

를 평가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가정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오도하는 것이다. . 

우리가 의무론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규범적 이론들을 살펴보자 의무론적 이론들은 당신  . “

의 약속을 어기지 마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와 같은 도덕 규칙에 기반하여 작동”, “ ”

한다 즉 의무론적 이론은 행위자의 작위나 부작위에 제약을 부과한다 비후생주의 사회 평. , . 

가 함수는 가능세계에 의거하여 작용하지 행위에 의거하여 작용하지 않는다 비후생주의 사. 

회 평가 함수는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귀결될 수 있다 약속이 어겨지는 가능세계는 다른 . “

모든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약속이 지켜지는 가능세계에 비해 마이너스 점의 평가 점수를 10

받는다” 

의무론적 이론은 비후생주의 평가 함수의 주형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비후생주의 평가 함  . 

수는 가능 세계 위에서 작동한다 그들은 불편부당한 관점에 근거하여 행위들의 결과를 살. 

펴보며 그리하여 그들은 행위자를 제약하는 과업을 하기에는 장비가 덜 갖추어져 있다, . 

의무론적 이론들은 주체나 행위자의 관점에서 행위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 (1497) 

세계들을 평가하는 과업에는 장비가 덜 갖추어져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캐플로우와 샤벨은 사과들과 오렌지들을 비교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 . 

가능 세계를 평가하는 접근과 가능 행위들을 평가하는 접근을 비교하려고 한다 이 두 상이. 

한 종류의 이론은 상이한 종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 

것은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셈이며 지독한 개념적 오류를 범하는 셈이다, . 



그러나 후생주의를 의무론적 이론과 비교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가능 세계를 평가하  . 

는 한 이론은 간단한 개념적 변형 과정을 통하여 행위들을 평가하는 , (transmogrification) 

이론과 비교될 수 있다 요약번역자 이것이 바로 차원 변환이다 차원 변환을 거치면 덕 . ( - !! 

이론과 의무론적 이론이 실제 동일 차원의 이론으로 상충하는 경쟁 관념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그리하여 우리는 후생주의에 포함되는 한 이론을 행위 이론으로 변환할 수 있다 예를 !) , . 

들어 행위 공리주의는 활용가능한 행위 선택지 중 최대의 효용 수준을 산출하는 행위를 선

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론이다 캐플로우와 샤벨에게 최대 효용 수준은 고전적인 공리주의 . 

사회 후생 함수로 조작화될 수 있다. 

위에서 보여졌듯이 그러나 캐플로우와 샤벨은 후생주의적 결과주의와 의무론 사이의 비  , 

교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한 이 경로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후생주의는 분석가를 위한 . 

이론이지 정책제정자를 위한 이론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들은 가능세계를 평. 

가하는 이론을 행위를 평가하는 이론으로 변형하는 대신 그 반대를 시도한다 즉 의무론적 . , 

이론을 가능 세계를 평가하는 이론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캐플로우와 샤벨은 이 이. 

론이 의무론을 왜곡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무고한 자를 죽이는 것은 금지된다 는 . “ ”

것은 무고한자를 살인하는 것이 발생하는 가능세계는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 무고한 자를 살인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능세계보다 점 낮게 평가된 10

다 와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캐플로우와 샤벨은 이제 어떤 현란한 발놀림을 보여줘야 한다  . (some fancy footwork 

그들은 그들의 후생주의 판본을 정책결정의 이론으로 제시하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to do) 

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정책결정에 대한 후생주의적 접근이 그러한 접근이 모든 이들을 . , 

나쁘게 만드는 선태긍로 이르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서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의무론적 접근은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배하여 . 실제

로 모든 이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 . 

러나 이 지점에서 캐플로우와 샤벨은 넘기 힘든 벽으로 달려간다 그들은 모든 상상할 수 . 

있는 의무론적 정책 결정 이론이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

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 의해서 이 점은 쉽게 밝혀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고. .(established) 

도로 단순화된 의무론적 정책결정 이론을 상상해보라. 

  

축차적으로 서열화된 다음 세 개의 규칙을 따라 정책을 결정하라  . 

모든 이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책은 결코 만들지 마라 (1) . 

만일 이 만족된다면 각 개인들에게 보장되는 평등하고 적정한 자유의 영역을 최대 (2) (1)

화하는 선택하라. 

만일 과 가 만족된다면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정책을 선택하라 (3) (1) (2) . 

이 이론을 준수하는 것은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게 된다 왜. 

냐하면 그런 원칙을 피하는 것이 첫째 원칙으로 구성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호워드 챙 은 캐플로우와 샤벨에 대하여 매우 유사한 비판을 가한 바 있  (Howard Cahng)

으며 챙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그들이 의무론을 결과주의로 재기술하는 것이 허용하는 때, 

에만 유효하다 물론 캐플로우와 샤벨은 그들은 결코 후생주의를 공정성 이론과 비교하려는 .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이싿 그들은 그들의 논변은 단지 가능세계를 평가하는 이. 

론들을 비교하려는 것을 의도했을 뿐 칸트의 이론과 같은 의무론적 이론에 의문을 던지려, 



고 한 것은 아니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의 변경은 그들에게 그들이 허. 

수아비를 상대로 논증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게 만든다 더군다나 그런 변경은 그들의 증명. , 

을 구원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보여주었듯이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가. , 

능세계 평가에 관한 비후생주의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캐플로우와 샤벨이 의무론을 잘못 기술한 것은 그들의 후생주의 옹호에서 매우 심각한 개  

념적 흠결이다 이 잘못된 기술은 그들의 사고의 핵심에 범주 오류가 있으며 그러한 . (1499) 

오류를 교정하게 되면 그들의 증명이 공정성 대 후생주의 논쟁에 유관하다는 그들의 주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하게 된다 그 논쟁이 규범적 법 이론의 살아 있는 입장과 관련되. 

어 있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캐플로우와 샤벨 스스로 만들어 낸 가상적인 입장이 아니라 . (

말이다)

선호 가정 G. (The Preference Assumption)

캐플로우와 샤벨의 논변에서 풀지 못하는 어려움 중 마지막은 그들이 선호에 관하여 설정, 

한 가정에 놓여 있다 이 가정은 그들의 증명에서 잘 숨겨져 있으며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 , 

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들의 증명에 대한 그들 자신의 진술에서 그들은 말한다. . 

만일 가 개인주의적인 사회 후생 함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관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 F , x

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의 원소이다 모든 . x X . i

에 관하여 가 성립하고 이다 다시 말해 캐플로우와 샤벨은 어떤 Ui(x)=Uj(x') F(x) F(x') .” , ≠

공정성 비후생주의자의 고려사항에 초하면 하나의 가능세계가 다른 가능세계에 비해 높( ) , 

은 등급을 받지만 모든 개인은 그 두 세계에 대해 무차별하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 

기에서 숨겨진 가정은 어느 누구도 공정성 비후생주의적 고려사항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 ) 

가정이다 이 논점은 반복할 가치가 있다 캐플로우와 샤벨의 증명은 전체 세계의 어느 누. : 

구도 불공정한 가능세계에 비해 공정한 가능세계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가정은 결정적인 가정이다 그리고 캐플로우와 샤벨은 그 가정을 하지 않고서 증명이   . 

성립하도록 재정식화할 수가 없다 단 한 명의 개인이 그들의 증명에 도입된 공상적인 선보. 

다 공정성을 더 신경 쓴다고 해도 공정성 비후생주의적 이론이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반, ( ) 

한다는 명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다 가상적인 소비재보다 공정성에 더 관심을 가지. 

는 그 한 명의 사람은 공정성이 존중되는 세계에서 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단 . 

한 사람이 후생에 비해 공정성을 더 선호한다고 하여도 공정한 세계를 불공정한 세계에 비, 

해 선호하는 것은 약한 파레토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캐플로우와 샤벨은 이 논점에 아마 동의할 것이다 그들은 공정성이 포함되도록 허용하지  . 

만 개인들이 공정성에 대한 선호를 갖고 있는 정도만큼 포함된다는 점을 그들의 견해의 장

점으 로 본다 그러나 한 명의 일인청 시점 에서 그 논점이 고려. (first person perspective)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공정성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숨겨진 가정은 장점이라기보다, (1500) 

는 약점 으로 보인다 도덕 이론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선호가 (a vice rather than a virtue) . 

무엇인가에 관한 이론이다 나는 어떤 소비재의 추가적인 양 아니면 처벌에 있어 공정성 중. 

에 무엇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하는가 어떤 도덕 이론들은 이 질문에 중립적일 수 있겠지만 ? 

다른 도덕 이론들은 그렇지 않다 어떤 도덕 이론들은 우리가 비필수적인 품목에 속하는 소. 

비재보다는 근본적인 공정성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말한다. 

당신이 채택해야만 하는 도덕 이론 그리하여 채택해야만 하는 선호에 관하여 추론하고   , 



있다면 숨겨진 가정을 갖고 있는 캐플로우와 샤벨의 논변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캐플로, ? 

우와 샤벨은 당신이 만약 공정성을 후생보다 더 가치있게 생각하게끔 하는 이론을 거부한다 

면, 그렇다면 당신이 거부한 그 이론은 우리가 모든 이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결론에 이를 

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해준다 그러나 . 만일 당신이 후생보다 공정을 더 가치있게 생각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채택한 이론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어야 한 

다는 결론으로 이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사람. , 당신은 어떤 소비재를 조금 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 

말해 일인칭 시점에서 캐플로우와 샤벨의 논변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 

이다 캐플로우와 샤벨이 우아하게 그것을 표현하듯이 우리 각자가 공정성 대 후생의 논거. , 

를 판단해야 한다 그들이 그러듯이 모든 이가 이미 후생에 더 유리하게 결정하기로 이미 . , 

마음을 먹었다면 공정성에 유리하게 결정하는 것이 모든 이들을 더 나쁘게 만드리라는 것은 

논증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캐플로우와 샤벨의 논변의 심층적인 문제다 일단 그 . . 

문제가 노출되고 나면 그들의 증명은 공정성 대 복지 논쟁에서 전적으로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결론 공적 법 이성으로서 복지와 공정성: 

이제 나는 나의 중심적 주장으로 돌아오겠다 규범적 법 실무는 공적 법 이성 의 원천을 : “ ”

활용하여야 한다 이 이성은 모든 합당한 시민들에 의해 접근가능한 법적 이유들로 이해된. 

다 이 에세이의 목적을 위해 나는 특정한 이론인 후생주의를 논의함으로써 그리고 후생주. , 

의를 위한 한 특정 논변인 캐플로우와 샤벨의 증명을 논의함으로써 이 주장이라는 동전의 ‘ ’

다른 면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적 법 이성을 지지하는 논변의 비판적인 함의는 캐플로우와 . 

샤벨 후생주의 또는 결과주의 일반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 실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 . (1501) 

고 주장하면서 합당한 시민들에게 접근가능하지 아니한 심층적 전제에 기대는 어떤 규범적 

법 이론도 동일한 일반적 문제에 직면한다 그것이 법 의무론이건 통합성으로서의 법이건. , , 

다른 무엇이건 간에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플로우와 샤벨에 대한 검토는 그들의 기. 

획의 전체주의적인 야심이 너무도 그러한 오류의 표면에 부상했기 때문에 범례로서 중요성

을 가진다. 

캐플로우와 샤벨은 그들의 책을 공정성 대 후생 로 정했다 일  < Fairness versus Welfar> . 

부 독자들은 그 책의 제목을 철학 대 경제학 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할지도 모르겠다 두 “ ” . 

제목 모두 오류다 왜냐하면 그 제목들은 규범적 법 이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 

이 심층적 이론임이 틀림없다고 시사하기 때문이다 의무론이건 후생주의건 다른 무엇이건. . 

그러나 이것은 규범적 법 이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소하지 못한다 어떤 도덕 이론이 . 

법의 연구를 인도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복합적인 것이다 법의 연구가 법학 문? . 

화를 포함한 배경 문화에 한정되어 있을 때 그 답은 공적 이성에 관하여 말하는 한 어떠한 , 

규범적 법 이론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이론가들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조언할 때 규범적 법 이론은 공적 법 이성에 의  , 

해 적절히 제한된다 그 여건 하에서 포괄적 도덕적 철학적 교설들은 규범적 법 이론에서 . ,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의무론과 후생주의의 심층적 전제 모두가 실제적인 규범적 법 이. 

론의 영역에서 적절히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층적 전제의 배제는 전적인 배. 

제와 동일하지 않다 의무론과 후생주의는 변. (is not the same as exclusion tout court) 



호사들 판사들 그리고 입법자들에게 자문으로서 공적 법적 이유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 . 

공적 법 이유들을 물론 현대의 법 학계에 꽤나 익숙한 것이다 그것들은 중간수준의 법 이. 

론에서 늘 다루는 정책과 원리의 이유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적 법 이(bread and butter) . 

성의 이상은 후생과 공정성 모두를 지지하지만 그들 중 한 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는 것은 , 

거부한다. 

법의 정당화는 합당한 시민들에게 그들이 유신론자건 무신론자건 의무론자건 결과주의  , , 

자건 도덕 철학자건 경제학자건 접근가능한 규범적 원칙들에 의존하여야만 한다 법의 숙, - . 

고는 얕아야 하지 깊어서는 안된다. 법의 이성은 공적이어야 한다. (Law's reason should 

be public) 

끝  < >

총평 이 논문의 다음과 같은 명제는 설득력이 있으며 동의할 수 있다: . 

공적 법 이성이라는 것은 필요하다(1) . 

이것은 특히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배제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서(2) . 

를 충족하며 포괄적 교설도 자유롭게 공론장에서 개진될 수 있다는 롤즈의 공적 (proviso)

이성의 범위보다는 사법부의 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좁게 된다 예를 들어 포함적 이성으로 . (

보자면 판사가 어제 신에게서 범죄자가 누구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또한 동시에 과학적 증, , 

거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범죄자다라는 결론을 얻는다고 판결 이유에 쓰면 판사는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안된다 이러한 특수성은 사법부가 권리와 의무의 설정자가 아니라 권.) 

리와 의무의 해석자라는 데서 오게 된다. 

사법부 판결의 근거로서 후생만을 배타적으로 고려하는 후생주의는 아주 어리석은 이론(3) 

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그것은 약한 파레토 원칙의 더 나빠진다 는 진술에 대한 모호한 해석에 기대고 있으 (i) “ ”

며 일단 그 진술이 명시적으로 주관적 욕구 충족이론 으로 진술되는 경우 그것은 더 이상 , ‘ ’

공적 이성으로 타당하다고 봐 줄 수 있는 이론이 못된다. 

그것은 가능세계에 대한 비일관된 의미에 기대고 있다 때로는 논리적 가능성 또는 현 (ii) ( , 

실적 가능성 만일 논리적 가능성에 기댄다면 자신의 후생 이론마저도 부인하게 되는 대다). 

가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논의이고 현실적 가능성에 기댄다면 공정성 이론에 대한 반박, 

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선호에 공정에 대한 선호가 한 사람만 포함되어도 공정성 이론이 약한 파레토 원칙을  (iii) 

위배한다는 주장은 깨어지게 된다. 

선호가 공정에 대한 선호를 포함시키지 않거나 어떤 가상의 재화에 대한 선호가 공정 (iv) 

성에 대한 선호를 항상 이기도록 전제된다면 이미 전제가 결론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그냥 ,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셈이다. 

범주의 오류를 범함으로써 의무론을 잘못 기술해서 허수아비 대결을 시킨다 (v) . 

등등 . 

 

의문점: 

그러나 이 이상의 결론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복지 후생도 고려하. /



고 공정성도 고려하고 다 고려해서 이론상 부정합성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적당히 짬뽕하는 

것이 공적 이성이란 말인가 공정성이란 후생이나 자원과 같이 배분될 수 있는 선들을 배분? 

하는 하나의 관점이다 그 관점은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거나이지 그 관점을 채택하면서 . 

동시에 그 관점을 채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이상한 결론은 저자가 의무론 결과론. , / /

덕이론을 상호배타적인 동 차원의 대립하는 이론들로 봄으로써 발생한다 사실상 모든 이론. 

은 어떤 결과나 상태를 평가하는 관점에 관한 이론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관점은 하, 

나로 확정될 수 밖에 없지 관점이 여러 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혼돈 때문에 공적 법 이성이 깊은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얕은 것 이어야 한다는   “ ”

저자의 주장은 매우 모호하게 된다 저자가 보여준 것은 후생주의 이론이 논리적 일관성도 . 

갖추지 못하였고 아무런 도덕적 중요성을 갖지 못하여 거짓이 됨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 ’ . 

캐플로우와 샤벨의 이론을 아주 작살을 내어 거짓임을 철저히 보여준 그의 논증이 얕은 것‘

이 되어야 한다 는 결론으로 어떻게 도달하는지 의문스럽다’ . 

깊다 얕다와 같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 이는 어떤 가상적 척도 에 의  ‘ ’ ‘ ’ (scale)

해서 공적 이성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그 척도 가늠이 사람마다 다름으로 

인해 실패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사법자제론 또는 사법소극주의가 야 그 정도는 자제해야지 이 정도면 너  “ ”, “

무 자제를 안했네 하는 개인의 주관적 가늠에 의해 판단되는 형태로 진술되기 때문에 법철”

학적으로 인상 비평의 대상만 될 뿐 어떠한 지침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저자는 모든 합당한 시민에게 접근가능한 이라는 문구를 논문의 일부에서는 경험  “ ” “

적으로 접근가능한 또는 이해가능한 과 혼용하고 있는데 후자는 사실 공적 이성의 기준이 ”

될 수 없다 논증대화는 일단의 시민들에게 이해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억지로 임의적으로 종. 

료될 수 없으며 계속된 논증대화가 매우 난해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엉. (

터리이긴 하지만 복잡한 수식을 쓰는 진화론에 대한 반론 증명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

에 실려야 한다고 우기면서 이것이 학문의 자유와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주장하

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평가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나 신생아 호흡 곤란의 확률에 대하여 , 

기저율을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형사 법정 공정거래법 위반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지, 

배적 위치에 관한 특정한 경제학적 평가 틀을 채택하는 법정 특허 사건에서 특허권 침해를 , 

복잡한 기술적 구조의 유사성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특허 법정 그러나 그 논증대화의 형태) 

와 논거의 종류 가 공적 이성의 논거 형태와 일치하는 한 그것이 경험적으로 수락‘ ’(kinds) , 

가능하거나 이해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공적 이성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실제 중첩적 합의의 달성 가능성이라는 안정성의 문제와는 별개로 안정성 문제 이전에   ( , 

결정되어야 하는 공적 이성의 범위는 깊고 얕음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경험적 문제의 ) . 

경우에는 인식론적인 것이 되고 규범적 문제의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주의적인 것이 된다, . 

정치적 자유주의의 경우에도 호혜성의 원칙 공지성의 원칙과 같은 것이 핵심이 된다 그리, . 

고 경험적 문제나 규범적 문제 공히 명확한 참을 따질 수 있는 논증의 기술에 위배되지 않

을 것이 요구된다 캐플로우와 샤벨의 논증은 참 거짓을 따지는 논증의 방법을 여러 군데에. 

서 위배하였다 그것은 호혜성의 기준을 만족시키지도 않는다. . 

  

예를 들어 판사가 아무런 명문 규정도 없이 실제로 명문 규정이 없다 쟁의행위 목적의   ( ), 



정당성에서 정리해고 반대 목적을 제외하여 정리해고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 

로 처벌할 때 그렇게 처벌시켜주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길이라는 공리주의적 논변을 제시, 

한다고 해보자 그것은 깊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공리주의적 논변이 공적 이성 논변의 . ‘ ’ , 

핵심인 호혜성과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적 . 

논변도 마찬가지다. 

깊고 얕음의 척도에 의해 공적 이성의 범위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공적 이성의 사실조, 

사에 있어서 근거의 조건 이것은 과학철학의 문제다 그리고 공적 이성의 규범적 측면에 ( ), 

있어 근거의 조건 이것은 공적 관점의 설정에 관한 문제다 를 명세화함으로써 공적 이성의 ( )

범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식으로 굴다가는 완결되지 못한 공적 , 

이성의 잡탕의 상충하는 내용을 갖게 되고 사실상 판결 이유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포괄적 교설이 판결의 결론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의문점2:

마지막으로 소극적으로 다른 이론이 파레토 원칙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후생

주의를 정당화하는 캐플로우와 샤벨의 논리는 전혀 이해가 안된다 그것은 쓸모 없다 왜냐. . 

하면 후생주의가 정책결정에 실천되는 형태는 파레토 원칙에 의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레토 최적상태는 무엇을 변화 전의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래서 . 

롤즈는 정의론 에서 파레토 원칙은 유효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별 도움은 안된다고 보았< >

다 너무도 불확정적이기 때문이다 후생주의는 실제로는 고전적 공리주의와 같은 형태로 . . 

정책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다수의 욕구 만족이 소수의 불쾌를 압도하는 형식이다 리처드 . . 

포스너의 법경제학을 보면 전부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 전부 약한 파레토 원칙은 커녕 강한 . 

파레토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정책 제안들이다 그러면 자신이 제안하는 이론조차도 실제 . 

정책결정할 때 어차피 어기게 되는 약한 파레토 원칙을 다른 이론이 어떤 논리적으로 가능, 

한 세계에서 어긴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 어찌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이론이 자동적

으로 좋은 이론이 되는가 옆사람이 코가 못생겼으면 자기 코는 자동적으로 잘생긴 코가 되? 

나 거울을 보란 말이다? !

그래서 저자가 캐플로우와 샤벨 논리를 아주 작살내고 아작내는 과정을 보는 것은 즐겁고, 

그 논증과정에서 사용한 도구들 가능세계의 애매성 문제 파레토 원칙의 애매한 진술 문제( , , 

그리고 변환의 장치 등등 이 매우 흥미롭고 유용하기는 하지만 파레토 원칙에 기댄 후생주) , 

의 옹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증의 기본 전략이 틀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적 의사결정론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은 이런 파레토 원칙으로 무장한 자들이 아니

다 그냥 공리주의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자들이다 공리주의에 대한 계속된 치열한 반박과 . . 

반복이 지금도 필요한 이유다. 

거기다가 야 너 지금 공리주의잖아 이렇게 지적하면 나는 공리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 ! !”, ‘ . 

공리는 고려사항 중 하나다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요약번역자가 의문’ . 



점 에서 밝혔듯이 공리주의를 다른 이론과 적당하게 섞을 수가 없다 이 점이 명료하게 이1 ! 

해가 안되니까 다들 자기마음대로 왔다리갔다리 자기 마음 속의 저울을 작동시켜서 범주상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닌 것에 점수 매기고 무게 매기고 결론 내린다 엉터리가 아닐 수 없. 

다. 

저자의 논문을 읽다 보면 공적 이성이 좋은 게 좋은 거 적당히 조금씩 짬뽕해서 이거 저거 , 

언급해서 결론내자는 식인데 결국 이러다 보면 실제 결정과정은 납득할 수 없는 근거에 의, 

하지만 이유 설시는 번드르르한 가치만을 언급한 이 되기 쉬운 것이다cheap talk . 

갈 길이 멀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