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 강 그의 공리관I (His Conception of Utility)

들어가는 말 밀§1. : J. S.  (1806-1873)

미른 공리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으며 벤덤과 함께 철학적 급진주의자들의 지도자 1 

중 하나였던 제임스 밀 의 장남이었다 밀은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에게 교육받(James Mill) . 

았으며 한번도 학교나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밀에게 여동생과 남동생을 가. 

르치게 했고 밀은 공부와 가르치는 일로 시간이 꽉 차 보통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같은 것, 

을 전혀 보내지 못했다. 

아버지의 교육 아래에서 밀은 어린 나이에 인간 본성에 대한 연상주의 심리학 2 (tutelage)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 정치 이론과 사회 이론도 완전히 마스터하였다 그는 또한 리카도 경. 

제학에 대하여 아버지가 가르쳐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마스터하였다 살 때 밀은 이미 . 16

그 자신이 어마어마한 한 지적 인물 이 되었다(formidable) (intellectual figure) .  

우리가 이전에 말한 것을 떠올려보자 철학적 전통의 주요 저자들의 저술을 공부할 3 2. . 

때 하나의 지도적인 지침은 그들이 직면했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이 그 문제를 ,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 . 

이 일을 하고 나면 그들의 대답은 항상 전적으로는 타당하지는 않다 해도 훨씬 더 깊이 이, 

있어 보인다 처음에는 낡고 흥미를 불러 일으키지 않던 저자들도 많은 점을 가르. (archaic) 

쳐주며 진지한 연구에 보답을 줄지 모른다, . 

그러므로 모든 정치철학자들에게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밀이 무엇을 그의 질문4 , 

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그가 저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아야 , 

한다 특히 우리는 밀의 소명 선택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칸트와는 달리 철학. (vocation) . , , 

경제학 정치 이론에서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학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 

았다 그의 연구가 실제로는 매우 독창적이고 체계적이었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밀. . 

은 또한 정치인 이 되거나 정당인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political figure) . 

그 대신 밀은 자신을 계몽되고 진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교육자 로 생각했5 3. (educator)

다 그의 목적은 그가 근대 세계가 그에 따라 조직되기에 적합한 근본적인 철학 도덕 정치 . , , 

원칙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조직되지 않으면 밀은 미래 . 

사회가 유기적 시대 즉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치와 사회의 첫째 원칙에 의해 통합되는, , 

시대에 필요한 조화와 안정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unified) . 

유기적 시대라는 발상 비판적 시대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을 6 ( as opposed to critical age)

밀은 생시몽주의자들로부터 가져왔다 주석 밀은 근대세계는 민주적이고 산업적이며 국. ( 1) , 

교가 없으며 신앙 고백을 강요하지 않는 세속적인 곳이리라 생각했다 그것이 밀이 영국과 . 

유럽의 다른 곳에서 출현하고 있다고 본 종류의 사회였다 밀은 그러한 사회의 근본적 원칙. 

을 정식화하여 정치와 사회의 삶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계몽된 견해에 이해될 ,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했다. 



나는 그의 저서가 학문의 중요한 작업물이 되거나 철학 사상이나 사회사상의 독창적인 7 4. 

기여물이 되는 것은 밀이 소명을 선택한 이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밀이 , . 

깊이 있고 독창적인 사상가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독창성은 항상 억눌렸다 그 , .(oppressed)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것은 그의 소명의 선택 때문에 요구되었다 즉 정치 생활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8 , . , 

람들 그가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에 대한 서평에서 말했듯이 재산과 지성, ( 『 』

그리고 단결의 힘 다른 사람들과 단결해서 특히 정부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intelligence) -

능력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장을 펼치는 것이 그의 목적이(power of combination)-

었기 때문에 그의 저술은 지나치게 독창적이거나 학문적이거나 어려워서는 안되었다 그렇, . 

지 않으면 그는 청중을 잃게 될 터였다. 

둘째 밀의 독창성은 그의 아버지와의 복잡한 심리적 관계 때문에 억눌렸다 내가 생각하9 , . 

기에 아버지와 벤덤의 공리주의와 공개적인 공적 단절을 표명하는 것이 그에게는 불가능했, 

다 밀이 그렇게 했다면 밀이 정적으로 여겼던 그가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직관주의적 보수. , , 

주의 교설을 견지한 토리당 지지자들 에게 위안을 주었을 것이다 주석 그러나 (Tories) . ( 3) 

밀은 실제로 벤덤의 교설에 대하여 두 에세이 벤덤 과 콜리지“ (Bentham)”(1838) “

에서 진지한 유보를 표명했다 그러나 밀이 익명으로 출간한 벤덤 철학에 대(Coleridge)” . “

한 논평 에서 훨씬 더 비판적이었다는 것은 전(Remarks on Bentham's Philosophy”(1833)

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가 선택한 소명에서 밀은 확실히 비상한 정도로 성공했다 그는 빅토리아 시대의 10 5. .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사회 저술가가 되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의 소명을 이해. , 

하는 일이 그의 저서의 결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의 저서는 종종 느슨하고 모호. 

한 용어 를 쓰며 그 저서들의 거의 끊임없이 나오는 오만한 문체와 (terminology) , (incessant) 

자기 의심이라고는 전혀 해보지 않은 듯한 설교조의 어조가 심지어 가장 정교한 질문을 다

루고 있을 때조차 나타난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가 선고를 내리지 못할 때. (convict)

는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convince) . 

이 결점들은 널리 읽히고 있는 후기 에세이들 이를테면 년 이후 에서 가장 거슬리11 ( 1850 )

게 나타난다 그 중 우리는 세 저작 공리주의 자유론 여성의 .(most disturbing) , , , 『 』 『 』 『

종속 을 논할 것이다 이 시기 즈음 밀은 영국의 전 귀를 청중으로 얻어 놓고 있었다 밀. . 』

은 그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밀의 생애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는 . 

대략 년의 기간이다 밀의 비상한 재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정치경제의 몇 1827~1840 . 『

가지 해결되지 못한 질문에 관한 수고(Essays on Unsettled Questions on Political 

번째 에세이는 년 부분적으로 다시 쓰였고 책은 년까지Economy (1830-31, 5 1833 , 1844』

는 출간되지 않았다 에서 시작하여 년대의 많은 뛰어난 에세이들과 년의 논리의 ) 1830 1843 『

체계 를 거쳐 년의 정치경제원리(A System of Logic) 1848 (Principles of Political 』 『

를 읽어보기만 하면 된다Economy) . 』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밀을 읽으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큰 실수다 그는 위대한 12 . 

인물이며 우리의 주의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일대기 자료J. S. Mill : 

1806 월 일 런던에서 출생5 20

1809-1820 그의 아버지에게서 집에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시기

1820-1821 사무엘 벤덤 경의 프랑스 집에서 보낸 시기(Samuel Bentham) 

1822 법을 공부하고 신문에 첫 기고문을 발표

1823-1829 공리주의 사회 및 의 집에서 친구들과 연구한 시기“ ” Grote

1824 웨스터민스터리뷰 창간 그 잡지에 그는 년까(Westminster Review) . 1828

지 글을 썼다.

1826-1827 정신적 위기

1830 헤리엇 테일러 를 만남(Harriet Taylor) . 

1832 벤덤 사망 첫 개혁 법안 제출, (first Reform Bill)

1833 벤덤 철학에 대한 논평 출간“ ” 

1836 밀 아버지의 사망

1838 벤덤 과 콜러지 출간“ ” “ ” (1840)

1843 논리의 체계 출간 그가 살아 있는 동안 판까지 출간됨, 8 .『 』

1844 정치경제의 몇가지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수고 출간, 1831-32『 』

년에 저술됨.

1848 정치경제원리 출간 판까지 출간됨. 7 . 『 』

1851 헤리엇 테일러의 남편 존 테일러 가 년 사망하고 나서 (John Taylor) 1849

그녀와 결혼

1856 동인도 회사의 수석 검사관 이 됨(chief Examiner)

1853 동인도 회사에서 정년 퇴직 헤리엇 테일러 사망. 

1859 자유론 출간『 』

1861 공리주의 와 대의정부론 출간(On Representative Goverment)『 』 『 』

1865 하원 의원 이 됨(Paraliament for Westminister)

1869 여성의 종속 출간『 』

1871 아비뇽에서 월 일 사망5 7

1873 자서전 출간『 』

년1879 사회주의에 대한 장 출간(Chapters on Socialism)『 』

밀의 공리주의를 읽는 한 가지 방식 §2. 

나는 공리주의 라는 에세이를 읽는 한 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방식은 13 1. . 『 』

그 저서를 밀의 벤덤에 대한 그 이전의 비판과 연결짓는다 벤덤에 대한 비판은 벤덤 철학. “

에 대한 논평 에서 처음 그리고 그 이후의 밀Remarks on Bentham's Philosophy”(1833) , 

의 아버지가 년 사망한 지 년이 지나서 쓴 에세이인 벤덤 에서 등장1836 2 “ Bentham”(1838)



했다 이 에세이는 그의 에세이 콜리지 와 함께 벤덤과 그의 아버지의 공. “ Coleridge”(1840)

리주의와 밀의 가장 공개적인 단절 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most open breaks) . (marks) 

공개적인 단절이라고 한 이유는 그가 발전시킨 형태의 공리주의는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명

료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들의 공리주의와는 매우 다른 교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 

해석에 달린 문제이며 널리 공유되고 있는 시각은 아니다. 

벤덤 철학에 대한 논평 나는 문헌 인용에서는 이 에세이를 로 칭하겠다 밀은 우14 “ ” ( RB ) 

선 벤덤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원칙은 이것이다 즉 쾌락에서 고통을 . “ . , …… 

뺀 것을 의미하는 행복만이 유일하게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목. 

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최대 행복의 달성이 모든 인간의 생. 

각과 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도덕과 정부에 적합한 유일한 목적이다 더 나아가 쾌, . , 

락과 고통은 인류의 행동을 추동하는 유일한 기제다, . (that pleasure and pain are the 

그리고 나서 그는 누sole agencies by the conduct of mankind is governed)”(RB, 2). 

구보다도 벤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한다 첫째 밀은 벤덤이 어디서도 공리 . , 

원칙을 진지하게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벤덤이 그의 . 

반대자들에게 퉁명스럽고 무시하는 어조를 보인다고 비판하였다 밀은 다(curt) (dismissive) . 

른 철학적 도덕적 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벤덤이 대우하는 것보다는 나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논평한다. (RB 3-6) 

둘째 그는 벤덤이 공리 원칙을 밀이 구체적 결과의 원칙이라 부르는 바의 좁은 의15 2. , , , 

미로 해석했다고 비판한다 이 원칙은 행위를 오직 어떤 종류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실천되. , 

었을 때 이를 결과만을 계싼하여 승인하거나 불승인한다 밀은 이 원칙이 많은 경우에 적절. 

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법적인 유인책 과 처벌 로 특정. , (inducement) (penalties)

한 행동을 북돋우거나 제어하는 일을 하려는 입법자의 관점이 그런 경우다 그리고 밀은 벤. 

덤의 작업이 법학과 입법 연구를 진척시킨 장점을 인정한다. (RB, 8-9)

밀이 벤덤의 그러한 공리 원칙 해석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시대의 근본적인 정16 , 

치적 사회적 질문을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전체. 

로서의 인간의 성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행동은 유도하고 범죄. 

는 막는 법적인 유인을 어떻게 제공할 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거나 이미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을 갖는 품성 목적 욕구- , , 

그리고 감성 을 가지게 하는 기본적인 사회 제도를 세울 할 것인가에 주로 관심- (arrange) 

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더 넓은 질문은 구체적인 결과의 원칙. (principle of specific 

를 넘어서 행위와 성품의 형성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정치와 사회 consequence) , , 

제도를 통해 행동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도할지를 고려하게 만든다 입법은 국민성을 형. , 

성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완전성으로 가깝게 하거나 그들을 퇴락 으로 빠지(degeneracy)

지 않게 하는 우리 정체 의 유기적인 제도와 일반적 형식에 관한 이론과 연결된 더 “ (polity) ” 

거대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를 보라. (RB, 12 ; RB 7-12 )

셋째로 밀은 벤덤을 인간 본성의 분석가로서는 높이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17 3. , . 

벤덤은 우리가 전적으로 미래의 쾌락과 고통에 관한 욕구의 균형에 의해 움직인다고 잘못 



생각했으며 그 수와 종류 모두에서 원칙적으로 셀 수 없는 인간의 동기를 인간의 욕구와 , (

혐오라는 동기로 열거하려는 시도를 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 벤덤은 또한 양심 의무감 ) . , 

같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동기 중 일부를 무시하여 그 결과 그의 견해는 심리학적 이기주, 

의의 어조를 띠게 되었다 (RB 23-30)

밀은 더 나아가 벤덤이 인간의 개선을 향한 가장 원대한 희망은 우리의 성품과 이전의 18 , , 

규제적이고 지배적인 욕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비

판한다 벤덤의 이러한 잘못은 정치와 사회제도를 사회생활의 조건을 사회교육과 그들의 . , 

문명단계에 맞게 조정하는 수단임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밀은 벤덤에게 만연한 오류는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19 4. (prevailing) , 

기의 일부에만 초점을 맞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지적(fox on) “

인 계산가 로 간주한 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인위적이거나 추론된 이익의 파악이(thoghtful) ” . 

라는 벤덤의 발상과 연결된 이러한 경향 때문에 벤덤은 입법을 보상과 불이익(rewards and 

에 대한 시민의 합리적인 계산을 통하여 그 효과를 달성하여 법과 정부가 필요한 penalties)

법적 보호를 달성케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벤덤은 습관과 상상력의 역할과 효과 그리고 . , 

외부적 형태에 그 존재와 정체성의 지속성이 달려 있는 사람들이 제도에 갖는 애착의 중심, 

적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였다. (which depends on the continuity of their existence 

사람들이 역사적인 기억에 그것을 적응시키고and their identity in their outward form). , 

제도의 권위를 유지하는 일을 돕는 것은 바로 이 지속성과 정체성이다. (It is their 

continuity and identity that adapt them to a people's historical recollections and 

벤덤은 오래 지속되helps their institutions to sustain their authority ) (RB, 36-37) 

는 제도와 전통이 밀이 어떠한 정부도 그것 없이는 오래 맡은 바를 할 수 없다고 한 수많, , 

은 타협과 조정을 가능케 하는 방식을 간과하였다. (Bentham overlooks the way in 

which long standing institutions and traditions make possible the innumerable 

compromise and adjustments without which no government Mill believes can long be 

밀에게 벤덤은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을 전체 진리인양 제시하carried on) , , 

면서 진리의 나머지 반을 드러내는 일은 다른 이들의 몫으로 남긴 반쪽짜리 사상가 였다“ ” . 

(RB 36-37)

벤덤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공리주의 의 각 장을 벤덤과 자신의 아버지의 교설의 20 5. , 『 』

일부를 년의 논평 에서 진술한 바의 밀 자신의 비판에 부응하도록 재정식화하려는 밀1833 “ ”

의 시도로 읽을 수 있게 함을 유념하라 밀은 항상 공리주의자임을 천명 하였고 공. (profess) , 

리주의 내에서 말하자면 그 교설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수정에 대한 논쟁 중 . 

하나는 그것이 진정으로 공리주의의 합당하게 일반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공리주의와 , , 

일관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이한 교설인지에 관한 것이다 나는 당분간은 이 질문. 

을 젖혀 두겠다.

공리주의 장은 벤덤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을 다룬다 즉 밀은 공리 원칙의 정당화라21 I . , 『 』

는 질문을 다룰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필요한 것을 장 에서 개략적으로 그린다, I 3-5 . IV

장 장과 함께 이 장이 그의 정당화를 완성한다 전체 논변은 장 장 , V . ( I 3-5, IV 1-4, 



장 에서 발견된다 문헌 참조에 있어 장의 번호 다음에 문단 8-9, 12, V 26-31, 37-38 ) ( , 

번호가 온다 보통 그렇듯이 여러분 스스로의 번호를 매겨봐야 할 것이다. , )

여기서 밀의 논변은 헨리 시즈위크 가 그의 윤리학 방법22 (Henry Sidgewick) Methods 『

판 판이자 마지막 판은 에서 나중에 아주 자세히 발전시켰던 논of Ethics (1 1874, 7 1907)』

변의 전조를 보여준다 거칠게 말해 이 논변은 직관주의 학파 이것은 밀의 반대자에 속한 . , (

시즈위크나 워웰 같은 보수주의 저자들을 포괄한다 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Whewell) )

모든 사람들이 옳은 행동의 주된 근거는 그 행동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 

점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다른 원칙이 있어 공리 원칙과 충돌한다면. , 

우리는 그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 어느 원칙이 우선성을 가지는지 결정하여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밀과 시즈위크 모두 충분히 일반적인 원칙 규제적인 첫째 원칙이 되기에 필요한 모. , 

든 특성을 지닌 원칙은 공리 원칙 밖에 없다고 논한다. 

밀과 시즈위크는 둘 다 공리 원칙이 우리가 실제에서 사용하게 되는 원칙이며 그 원칙23 , , 

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점은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이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면, , 

그 질서와 정합성 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반(order and coherence) . 

성하고 형량 하는 상식적인 도덕은 이차적 이며 암묵적으로 공리주의적(balance) (secondary)

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다음 강의에서 지적하겠지만 밀은 이런 종류의 논변을 장 . V

에서 정의의 여러 지침 와 연결지어 주장 한다26-31 (precepts) (presses) . 

장은 공리 원칙에 대한 밀의 재정식화가 처음으로 나오는 문단을 담고 있다 나는 24 6. II . 

우리의 목적과 제일 관련이 높은 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1-18 . 

눠볼 수 있다. 

서론 1 : 

밀이 수정할 공리 원칙을 벤덤이 정식화한 형태로 대강 제시한다 2 : (roughly) . 

공리주의는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교설이라는 비판을 다룬다 이 반론에 맞서면서  3-10: . 

밀은 행복을 궁극적 목적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으로 제시한다(ultimate end)( ) . 

이 문단들은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 그 내용은 장 에서 더 정교해진다. IV 4-9 . (futher 

elaborated) 

이 문단들 또한 한 단위 을 이루며 두 가지 반론 을 28 11-18 : (a unit) (two objections)

다룬다 첫째 행복은 획득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리주의는 실행불가능하다는 반론이다 둘. , . 

째 인간은 행복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며 행복 없이 지내는 성품을 형성하는 것은 덕의 , , 

고귀함을 달성하는 조건이다. 

장의 나머지는 다양한 다른 반론들을 다룬다 그러나 나는 장 를 언급해야겠29 2 . II 24-25

다 그 부분은 도덕 지침 와 도덕 원칙이 최고의 규제적 기준인 공리 원칙. (moral precepts)

과 맺는 관계에 대한 밀의 견해의 개요를 제시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sketching) . 

문단들은 밀이 행위 공리주의자였는지 아니면 규칙 공리주의자였는지 아니면 다른 주의자, , 

였는지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관계가 있다 나는 이 질문을 다음 강의에서 간략히 짚고 넘. 

어가겠다. 



장은 우리가 공리 원칙에 근거해서 행위하고자 하는 확고한 규제적 욕구 즉 강제적인 30 7 , 

사회 압력으로 볼 수 있는 대중의 견해를 비롯한 다양한 외부적 법적 사회적 제도 없이 독

립적으로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획득되는가에 대한 밀

의 설명을 담고 있다 장이 벤덤의 구체적 결과 원칙을 넘어서 공리라는 발상을 발전시키. II

고 그것을 국민성을 형성하고 교육하는 기본적 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 

로 장은 밀이 벤덤의 합리적이고 계산하는 이기주의 심리학이라 간주한 것을 넘어선다, III . 

여기서 장 이 특별히 중요하며 추후 그 부분에 대해 논하겠다II 8-11 , . 

장은 공리 원칙에 대한 밀의 정당화 중 핵심적인 부분 소위 증명 을 담고 있다 반면31 IV , ( ) . 

에 장은 정의의 다양한 원칙과 지침의 공리주의적 기반을 다루며 그것이 도덕적 권리와 V , 

법적 권리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살펴본다 밀은 벤덤이 이 질문을 만족스럽게 다루지 않. 

았다고 생각하며 그 질문에 관한 밀의 논의는 인상적이며 에세이의 가장 강력한 부분 중 , 

하나다 그것은 다음 강의의 주제가 될 것이다. . 

궁극적 목적으로서 행복§3. 

나는 이제 장을 살펴보겠다 장 의 밀의 요약하는 문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스트레1. II . II 10

이트하게 시작해보도록 하자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대 행복 원칙에 따르면 . . “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되는 궁극적 목적은 우(… 

리가 우리 자신의 선을 고려하건 다른 사람들의 선을 고려하건 고통은 최대한 적게 겪고 ) 

즐거움은 최대한 많이 겪고자 하는 삶 이다(existence) .” 

밀이 궁극적 목적최대 행복 을 삶 으로 장 또는 삶의 양식이나 방32 2. ( ) (existence) (II 10) 

식 장 그리고 각각 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행복은 복잡한 것이건 단순(II 8 6 ) . 

한 것이건 단순히 쾌락적이거나 즐거운 느낌 또는 일련의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그 삶을 , 

사는 사람이 경험하고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삶의 양식.

을 그것이 그 목적을 거의 달성할 때만 행복하다고 가정한다(mode of life) (more or less) . 

밀은 단순히 느낌으로서의 쾌락과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특정한 종류의 감각 경33 

험으로서 쾌락과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기보다는 그는 특히 쾌락을 그 원천과 구. , 

별할 수 없는 즐거운 활동으로 이야기한다 장 즉 그 능력을 활용하는 일(enjoyable) .(II 4) , 

이 즐거운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밀이 고차적 대 저차적 능력을 언급하는 것은 바. 

로 이런 연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고차적 능력은 지식 감정 상상력 그리고 도덕적 감성의 능력이다 반면에 (a) , , , . 

저차적 능력은 우리의 신체적 필요와 요구에 관계된 능력이며 그 능력의 활용은 단순 (b) , 

히 쾌락감만을 발생시킨다. (the exercise of which give rise to pleaure of mere 

장 sensation) (II 4)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궁극적 목적으로서 행복은 삶의 양식 또는 방식 삶의 방법 , , mode( )- a 

이며 이 삶의 양식은 고차적 쾌락과 저차적 쾌락 양자 모두를 적절한 정도와 way of life- , 



다양성으로 경험하며 고차적 능력과 저차적 능력 모두를 즐거운 활동의 적합한 질서 속에, 

서 활용하는 것이다. 

확실한 선호 기준§4. (The Dicided Preference Criterion)

질의 심사 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다음과 같을 때 한 쾌락이  1. (The test of quality) . 

다른 쾌락보다 그 질에서 고차적이다. 

한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 한 쾌락과 연결된 활동에 비해 다른 쾌락에 연결된 활 (a) 

동에 대해 확실한 선호를 갖고 있으며 이 선호는 그 쾌락을 선호하려는 도덕적 의무감으로, 

부터 그리고 주변 환경과 관련된 이점에 대한 어떤 고려로부터도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이, 

다 장 . (II 4) 

한 쾌락을 다른 쾌락보다 확정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예를 들어 동물적인 욕구  (b) , (

보다 더 높은 능력과 연관된 쾌락 그 쾌락의 향유가 우animal appetites more elevated ) 

리의 본성이 느낄 수 있는 다른 쾌락 향유의 어떤 양을 위해서도 포기되거나 내던져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쾌락 선호가 더 큰 불만족 을 낳을지라도. “ ” . (II: 5) 

확실한 선호는 자의식 와 자기 성찰 의 습관을 지  , (self-conscousness) (self-observation)

닌 사람이 갖고 있는 선호다. 

확실한 선호 기준은 네 요소를 포함한다31 2. . 

두 쾌락 즐거운 활동 을 비교하는 사람은 두 쾌락 모두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하32 (a) ( )

며 이는 보통 두 쾌락 모두를 경험해보았음을 포함한다, . 

이 사람들은 자의식과 자기 성찰의 습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33 (b) . 

선호를 확정할 때는 도덕적 의무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34 (c) . 

그 선호는 문제의 쾌락이 주변 환경과 관련된 이점 항35 (d) (circumstantial advantages)(

구성 안정성 가격 등등 이나 그 결과 보상과 불이익 에 기초해서 형성되어서는 안되며 쾌, , ) ( ) , 

락으로서의 고유한 본질 에 기초해서 형성되어야 한다(intrinsic nature) . 

와 가 함께 쾌락의 질 대 양을 이야기할 수 잇는 발판을 제공해준다 우리는 이 36 (c) (d) , . 

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그가 비교 시에 주변 환경에 비춘 이점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할 때 밀은 벤37 3. , 

덤이 밀이 기술한 바의 고차적 쾌락을 선호하는 이유로 제시한 종류의 이유를 배제하는 ( )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벤덤은 쾌락의 양이 동일하다면 푸시핀 다트 게임 이 시. “ , [ ]

만큼이나 좋다 주석 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특정한 스케줄에 따라 참여하는 여(poetry) ”( 5) . , 

러 활동으로 구성된 인생 기획에 따른 삶의 양식 또는 방식을 생각해보라 이것을 염두에 . 

두고 보면 벤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을 구체화하는 활동 스케줄을 세움에 있, 

어 푸시핀의 단위시간당 한계효용이 시의 단위 시간당 한계효용과 동일해지는 지점이 , ( ) ( )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보통 우리가 시에 또는 고차적인 능력을 활용하는데 투여하는 총 . ( ) 

시간과 정력이 푸시핀에 또는 다른 유사한 게임이나 오락에 투여하는 시간과 정력보다 더 ( )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벤덤의 설명은 인간 심리에 비추어 우리가 지치거나 지루해져서 흥. , , 

미를 잃기 전에는 시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벤덤의 견해는 쾌락의 원천 그 쾌락을 발생시키는 활동 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강도와 38 ( ) . 

지속성이 동일하다면 쾌락은 쾌락일 뿐이다 한, (a pleasure is a pleasure is a pleasure) 

계선상에서는 푸시핀이 시만큼이나 좋다고 이야기했을 때 벤덤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시

를 폄하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비록 실제로 벤덤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지(

만 주석 그의 쾌락주의적 교설 을 말하고자 한 것이었다) ( 6) (hedonistic doctrine) . 

이제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난점이 발생한다 밀은 장 에서 쾌락의 양과 강도의 39 4. , , . II 8

차이 역시 우리의 선호로 보여지며 알려진다고 인정한다 즉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 , 

때 우리는 상이한 쾌락의 강도와 양 역시 측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 . 

확실한 선호 기준이 상이한 쾌락의 질과 양을 서로 어떻게 구분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그 스케줄을 세우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을 수정하려 할 때 드러40 

내는 우선성 뿐만 아니라 삶의 선호되는 양식을 구체화하는 활동 스케줄의 특수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하여 다른 것보다 고차적인 질의 활동으로서의 쾌락임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41 ( ) 

것을 본성이 즐길 수 있는 저차적인 쾌락의 충족량이 그 보상으로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전적으로 포기 또는 스케줄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제거 하지 않으리라는 점( )

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면서 또는 활동 스케줄을 짜면서 고차적 쾌락의 감소. (

를 위한 보상으로 주어져야 하는 저차적 쾌락의 비율이 말 그대로 무한대인 지점이 온다. 

저차적 쾌락 양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고차적 쾌락을 포기하길 거부하는 

것은 고차적 쾌락의 특별한 우선성을 보여준다 장 . (II 5-6)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여전히 남는다 왜냐하면 사실을 말하자면42 . (practically speaking) 

활동 스케줄을 짤 때 고차적 쾌락을 얻기 위해 저차적 쾌락을 포기하는 비율 역시 무한대, 

인 지점이 분명히 오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몸이 좋고 건강하며 활기찬 정신. 

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최소한의 시간과 정력은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 

리가 다른 활동 특히 고차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필수적다 쾌락의 양과 질에 대한 . 

밀의 구분을 이치에 닿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말해 왜 무한대가 각각 되는 두 교환 비율을 ,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몸이 좋고 건강하고 활기찬 . (well) (healthy),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을 확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생리학적이

고 심리학적이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 과 사기,(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fitness)

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반대 방향의 비율에 관한 설명은 고차적인 능력의 활용을 (morale) . 

포함하는 활동에 내재적인 특성에 놓여 있다. 

요약하자면 쾌락활동 의 양과 질에 대한 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그는 우리가 적합43 ( ) . , 

한 기간에 대하여 예를 들어 년간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선호하는 삶의 방식( 1 ) (decidedly) 

을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적인 특성이 있다고 한다, . 



이 스케줄에서는 구분되어야 할 본질적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활동이 있다44 (a) . 

그것은 고차적 능력의 활용을 포함하는 활동 대 저차적 능력의 활용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이 두 종류의 능력은 위에서 설명한 의미에서 질적으로 구별되는 두 종류의 쾌락의 원천으

로 여겨진다. 

물론 우리의 활동 스케줄을 짤 때 우리는 저차적 쾌락을 낳는 활동에도 상당한 자리45 (b) 

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보통의 건강과 정신적 기력 그리고 심리적 복지를 위해 필요. (vigor) 

하다 이 최소한이 확보되면 저차적인 쾌락의 더 많은 충족은 급속히 그 중요성이 훨씬 떨. , 

어지게 되고 곧 에 근접하게 된다0 . 

다른 한편으로 이 최소한도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고차적인 쾌락이 재빨리 그 자리46 (c) , , 

를 인계받아 우리 삶의 방식의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된다 이는 적절한 시간 단(take over) . 

위에 걸친 우리의 활동 스케줄이 보여주는 바이다 이 최소한 이상의 수준에서는 우리는 저. 

차적 쾌락의 충족이 그 보상으로 얼마나 많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고차적인 쾌락을 낳는 활

동을 결코 자유롭게 포기하거나 체념 밀이 장 에서 말한 바대로 하지 않을 것(resign) ( II 5 ) 

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내려진 평가에서 고차적인 활동 집합의 주변 환경과 관련47 (d) (c) 

된 이점이나 그 결과는 활동 스케줄이 실행가능하기 실현가능하기 위해 고려가 필요한 만큼

을 제외하고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쾌락의 양 대 질 이라는 용어에 힘을 실어주는 , . “ ” “ ”

것은 바로 이 모든 특성들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 밀이 이 구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 , 

그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구체화하는 전반적인 활동 스케줄의 특수한 구조와 고차적인 능, 

력의 활용을 포함하는 활동에 부여하는 우선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의 행복관은 삶에 .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바에 비추어 그렇다면 다소간 성공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된, 

다 장 고차적 대 저차적인 쾌락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고차적인 능력을 요청하는. (II 12) , 

하는 활동에 중심적인 초점을 맞추고 우선성을 주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 삶을 (call upon)

확정적으로 선호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확실한 선호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평§5. 

첫째 밀의 목적을 위해서는 고차적 쾌락 내에서나 저차적 쾌락 내에서 더 세분화49 (a) , , 

된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밀은 칼라일을 비롯한 이들이 공리주의는 돼. 

지에게나 어울린다고 비판한 것을 반박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는 이 혐의를 인간 본성. , 

을 폄훼하는 견해를 전제하는 것이라 반박하며 그것에 고차적 저차적 쾌락 사이의 구분을 , 

갖고 맞선다 일단 이 구분이 그어지고 고차적 쾌락에 대한 확실한 선호가 확립되면 밀은 . 

그의 주장을 다 완성한 것이다 그의 전체 교설에 비추어 고차적 쾌락과 저차적 쾌락 각각 . , 

내에서의 추가적인 세분화는 필수적인 일이 아니다(essential) . 

밀은 장 에서 고통도 쾌락도 동질적이지 않으며 고통은 쾌락과 항상 이질50 (b) (II 18 ) “ , 

적이다 라고 논평한다 그는 계속해서 쾌락과 고통 내에서의 모든 구분 그리고 쾌락과 고” . , 



통 사이의 구분은 모두 우리의 판단에 반영되어 우리의 실제 결정과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다고 하였다 이것은 쾌락의 질과 양의 구분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구체화하는 선호되는 . , 

활동 스케줄에 배태된 특수한 구조적 특성과 우선성에 의존한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해주는 

것이다. 

쾌락의 질과 양에 대한 밀의 구분이 쾌락과 고통의 감각적 느낌이나 경험의 종류51 (C) , , 

로서 내성 적인 질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고약(( ) introspectable 內省

한 오류다 밀이 그었고 그을 필요가 있었던 모든 구분은 우리의 실제 결정과 선택에 반영. 

되어 있다 나는 그가 이 모든 구분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선호하는 삶의 방식의 특수한 구. 

조와 우선성 내에서 열린 문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I take him 

to say that all these distinction depend on the matters open to view in the special 

sturcture and priorities of the way of life we decidedly prefer)

밀이 전제하는 심리학§6. 

(Mill's Underlying Psychology)

이제 나는 밀이 공리주의 에서 저술한 공리관에 깔려 있는 도덕 심리학의 일부 측면1. 『 』

을 논하겠다 이 심리학은 몇 가지 중요한 심리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원칙 존엄의 . . -

원칙 은 우리가 방금 논의한 행복관을 뒷받침한다 장 에서 논의되는 다른 원칙은 - . II 6-11

일반적 행복은 윤리 규준으로 인식되며 인류는 동료 인간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도덕의 기본원칙으로 여겨지는 공리 원칙의 궁극적인 제재라는 밀의 , 

발상을 뒷받침한다. 

우리는 보통의 인간으로서 확정적으로 선호하는 삶의 방식에 배태된 구조와 우선성을 53 

참조함으로써 쾌락의 질적 차이라는 발상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러나 밀은 이 기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장 와 에서 우리는 또한 고차적인 능. (II 4 6 ) 

력을 요청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삶은 삶의 비하된 형태(Call upon) , (a degrading 

라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한다form of existence) . 

그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저어하는 태도를 자부심이나 자유에 대한 사랑이나 인격54 

적 독립이나 심지어 권력에 대한 욕구로 그 이유를 돌릴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밀. 

은 가장 적합한 설명은 모든 인간이 그들의 고차적 능력이 발전되는 정도에 따라 보유하, , 

고 있는 존엄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장 이것을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하. (II 6) 

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의 고차적인 능력이 알맞은 훈련과 교육으로 실현된 정도에 비. 

례하여 그리고 그 능력이 적대적인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궁핍한 조건과 기회의 결여 때문

에 성장이 가로막히지 않는다면 그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고(not stunted) . 

밀은 우리의 존엄감은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을 침해하는 어떤 삶의 양식55 , (mode of 

도 특별한 설명 되어야 할 여건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하였existence)

다 장 우리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는 행복을 희생해야 충족된다는 생각은. (II 7) , , 

행복을 만족과 혼동한 것이라고 밀은 생각했다 밀의 존엄감이라는 발상이 그가 고차적 쾌. , 



락과 저차적 쾌락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

다 그것은 동일한 구분을 긋는 다른 방식에 불과한가 아니면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것인. 

가 그리고 그것은 그의 공리주의와 일관되는가? ?

텍스트는 이 논점에 관하여 불명료한 것 같다 나는 존엄이라는 발상이 새로운 요소를 56 . 

실제로 더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한 가지 질문은 그것이 내가 해석한 밀의 견해와 일. , 

관되게 해석될 수 있는 방도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나중에 . 

자유론 을 논할 때 살펴보겠다 그 새로운 요소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저차적 쾌락에 . . 『 』

비해 고차적 쾌락을 확정적으로 선호할 뿐 아니라 우리는 고차적 활동에 알맞게 초점을 맞, 

추고 그러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삶의 방식에 의해 계발된 욕구를 가(cultivated) 

지려는 고차적인 욕구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고차적인 욕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차적인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서 이 능력들57 . , 

은 실현되고 계발되어야 한다는 욕구이며 둘째로 우리는 고차적인 능력을 활용하고 그 활, 

용을 즐기기에 적합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방해하려는 욕구는 갖고 있지 않다. 

존엄감과 연관해서 이상과 인간 완전성이라는 언어58 3. , (the language of ideals and 

를 밀이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사실상 즐겁고 human perfection) . 

쾌락적인 것 이외의 형태의 가치 소위 존경스러운 것과 가치 있음 과 함께 그 반대 , (worthy)

가치인 비하적인 것과 경멸할 만한 것 이라는 가치를 도입하(degrading and contemptible)

고 있다 주석 . ( 7)

그렇다면 우리의 존엄감은 어떤 삶의 양식은 존경스러우며 우리의 본성에 가치로운 반59 , , 

면 다른 삶의 양식은 우리의 존재 아래에 있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beneath us) (unfitting) 

라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존엄감이 도덕적 의무감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이 덧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가치의 상이한 형태로서 존엄감 뿐만 . 

아니라 확실한 선호 기준의 조건 중 하나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끝 밀 강. ( I ) 

밀 강 그의 정의에 대한 설명II

밀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1. 

이제 밀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그것을 로크 및 루소에 대한 접근 방식1 1. 

과 관련짓기에 좋은 시간이 되었다. 



로크에 관해 우리는 주로 두 가지를 논의했다 첫째로 우리는 정당성에 대한 그의 설명2 . , 

즉 이상적인 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성 있는 체제에 대한 그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것이 근본적인 자연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어느 것도 위배함 없이 합리적인 사, 

람들이 계약한 체제를 의미함을 보았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재산에 대한 로크의 설명을 . 

살펴보고 그것이 불평등한 정치적 기본적 자유 선거권 을 위한 재산 자격 그리( (franchise) - ) 

고 따라서 계급 국가와 어떻게 양립가능한지를 검토해보았다. 

루소에 관해 우리는 주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역사적 기원과 문명의 악덕3 . , (vices)

과 악 을 낳는 그 정치적 사회적 결과 양자 모두에 관한 불평등에 대한 그의 설명 이(evil) . 

것은 그 원칙을 실현하면 그 제도 내에서 그러한 악덕과 악이 전적으로 제거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견제는 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정의의 원칙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

질 장을 마련해준다 루소는 사회계약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 (set the stage) 

정치적 사회적 협동의 규범으로 바라게 되는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우, . 

리는 그의 일반 의지라는 발상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우리는 루소가 사회계약이라는 발상을 로크보다 더 밀고 나갔음을 보았다 평등 그리고 4 . (

불평등 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그의 견해는 더 깊이 있고 중심적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 

주석 은 이 양 측면 모두에서 루소를 더 가깝게 따랐다( 1) . 

나는 밀을 이해하는 문제를 먼저 진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그의 저술 많은 곳에서 5 2. . 

밀은 그가 근대 세계의 원칙들 이라고 때때로 부른 특정“ (the principles of modern world)

한 원칙들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 원칙들을 사회의 기본 구조를 위한 정치적 정의와 사회. 

적 정의의 원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석 나는 자유론 과 여성의 종속 이라는 에. ( 2) 『 』 『 』

세이를 다룰 때 다음 두 강의에서 이 원칙들을 얼마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은 근대 민주주의의 다수의 가능한 억압에 대항하여 개인과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밀이 그 원칙들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 (『

유론 장I ) 』

이제 나는 밀의 정치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 원칙의 내용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두 원칙6 

이 담고 있는 내용과 매우 가깝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주석 이 내용이란 내가 생각하기. ( 3) , 

에 너무도 충분히 가까워서 우리의 현 목적을 위해서는 그 둘의 실질적 내용을 대체로 같, 

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다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외관상 공리주의적인 견해 가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실질적으7 (apparently utilitarian view)

로 같은 내용 같은 정의의 원칙에 이르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두 가지 가능한 ( ) ? 

대답이 있다. 

아마도 정치적 정의의 원칙은 두 견해 내에서 모두 정당화 되거나 도달 될 수 있어8 (a) - -

서 두 견해 모두 중첩적 합의에서 그러는 것만큼 이 원칙들을 지지하게 된다 주석 공, . ( 4) 『

정으로서의 정의 에서 나는 기본구조를 위한 원칙을 선택하는 원초적 입장의 Restatement』



당사자들은 내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자 두 도덕적 능력이라고 특징지웠던 정의감과 선

관의 능력을 갖춘 시민들의 근본적인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효용 함수라 부른 것을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의 실제의 선호와 이해관. 

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이 적합하게 구성된 효용함수를 사용하면 그들은 정의의 두 원칙. 

을 채택하게 된다 주석 밀의 공리관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우리가 탐구. ( 5) . 

하고자 하는 점 중 하나다. 

다른 한편으로 밀은 그의 교설이 근대 세계의 원칙에 이르게 된다고 잘못 생각했다9 (b) , 

는 대답이 있을 수 있다 밀은 그의 공리관이 그렇게 이를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두 번째 대답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신에 밀처럼 엄청난 재능을 지10 3. . , 

닌 사람이 그의 전체 교설에 그토록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잘못 생각했을 리가 없다고 추

정한다 작은 오류나 실수들 밀도 저지를 수 있다 그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고칠 수 . ? . 

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럴 리가 없지 우리는 실망스럽게. ? . 

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 판명되지 않는 한 그런 식의 대답은 매우 설득력(to our dismay) . ,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방법의 지침으로 언급하는 것이다11 . (I note that this is a precept of 

그 지침은 우리가 읽는 텍스트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할지를 지도한다 우리는 method) . 

저자 특히 재능있는 저자 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 (a gifted one) . 

해석했을 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저자 역시 그 점을 보았으리라고 

추정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의 해석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된다 난. . . 

점을 피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

현재의 목적을 위해 그러니 나는 첫 번째 대답이 맞는 대답이라고 가정하겠다 그리고 12 , , . 

따라서 밀의 공리관은 그의 도덕 심리학과 사회 이론의 근본적 원칙과 함께 그의 근대 세계

의 원칙들이 공리를 극대화하는 데 즉 공리주의 의 중요한 장 에서 설명된- II 3-10 , 『 』

삶의 양식으로 이해된 인간 행복을 극대화함에 있어 다른 원칙들보다 더 낫다고 올바르게 - 

생각하게끔 했다고 가정하겠다. 

밀의 교설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검사해보기 위해 우리가 읽을 공리주의 자유13 4. ,『 』『

론 그리고 여성의 종속 에서 발견되는 세부사항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가 몇 . 』 『 』

가지 중요한 정치적 질문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해하고 그의 공리관이 근대세계의 원칙, , , 

특히 정의의 원칙 및 자유의 원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 목적을 위해 나는 밀의 견해에 대한 하나의 설득력 있는 해석 나는 그것14 (rendering)-

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이 그의 공리관에 따라 이해된주석- , ( 6) 

공리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이겠다 비록 내가 그를 완전주의 가치에 중요한 . , 

역할을 허용한 것으로 독해하기는 하지만 그의 견해는 완전주의 가치에 정치적 질문 특히 , 

자유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특정한 종류의 비중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공리주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강의에서 다루겠다. . 

밀 견해가 가진 특수한 특징은 그것이 일정한 꽤 구체적인 심리학적 첫째 원칙으로 표15 , 

현된 인간 본성에 대한 특별한 심리학적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곳에서 밀은 . 

그 원칙들을 우리의 정서적 구성의 일반 법칙 이라고 칭한다 공리주의 장 이 원“ ” . ( V 3) 『 』

칙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 첫 두 가지는 우리가 마지막 강의에서 논할 , 

내용이다. 

확실한 선호 기준 공리주의 장  (a) : II 5-8『 』

존엄 원칙 공리주의 장 자유론 장  (b) : II 4, 6-7, III 6『 』 『 』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삶의 원칙 공리주의 장  (c) : III 1『 』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 공리주의 (e) : II 8『 』

명확히도 이 원칙들은 일부 원칙들이 다른 원칙들을 지지하거나 그 전제가 되는 등 여16 

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는 의 전제가 되는 것 또는 적어도 . (b) (a)

를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안은 지금은 제쳐두고자 한다(a) . . 

나는 이 원칙들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를 논하지는 않겠다 비록 많은 이들이 17 5. . 

이 원칙들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밀의 교설을 꽤나 독특한. 

인간 심리학에 의존하게 한다 우리는 정치적 정의관이 가능한 한 더 원칙에 있(specific) . , 

어 탄탄하고 상식에 더 명백한 인간 본성의 심(robust) (more evident to common sense) 

리적 측면에만 의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래도 만일 밀의 심리학적 . 

원칙이 옳다면 그의 교설은 타당 견실 하다(sound- ) .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정치적 정의관은 꽤 구체적인 인간 심리학에 18 . 

의존할 수도 있다 또는 꽤 특유한 규범적 정의관과 사회관과 함께 더 일반. (quite specific) 

적인 심리학에 의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사용된 규범적 정의관. 

을 예로 들어보자 주석 나는 한편으로 규범적 정치관과 다른 한편으로 기본적인 심리. ( 7) 

학적 원칙 사이의 분업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서 정치적 정의관들은 상이할 것이라고 추측

한다 심지어 밀이 이해한 의미의 원칙으로서도 공리 원칙처럼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 

원칙을 가지고 작업하면서 확정적인 결론을 내기위해서는 다소 독특한 심리학이 (specific) 

요구되는 것 같다 반면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후에 설명할 방식으로 아마도 더 일반적. 

인 심리학에만 기댈 수 있는 것 같다. 

밀의 정의에 대한 설명§2. 

공리주의 의 긴 그것은 에세이의 이상을 차지한다 마지막 장인 장 정의19 1. - 1/3 - V “『 』 

와 공리의 관계에 대하여 에서 밀은 정의에 대한 그의 설명을 제시한다 그는 온전히 이 문” . 

제를 다루기 위해 이 주제를 아껴 놓았다 그는 공리원칙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감. 

성 사이의 외견상 불일치가 공리주의 도덕 이론의 유일한 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 당대 그의 논박자들의 논의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그는 그가 검토한 많은 다(V 38) , 

른 비판자들이 오해나 그보다 심한 논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가 진정한 . 



문제로 여겨왔던 것을 다룬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훌륭한 논의는 그 자신의 고유한 탐구. 

의 결실이다. 

장에서 밀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개관 할 수 있다20 5 (outline) . 

첫 번째 부분 문제의 진술 : 1-3 : 

두 번째 부분 여섯가지 정의롭고 부정의한 행동 : 4-10 : 

세 번째 부분 정의 개념의 분석 : 11-15 : 

네 번째 부분 정의감 그리고 정의의 기초 권 : 16-25 : (a) (sentiment of Justice) (b) + 

리의 기초 번째 부분 에서 나중에 다루어짐( : 24-25 )

다섯 번째 부분 정의의 지침 사이의 충돌은 공리 원칙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 26-31 :

있다. 

여섯 번째 부분 인간 복지의 기본 을 위해 필수적인 규칙으로 규정 : 32-38 : (essentials)

된 정의

두 개의 일반적 논평21 2. 

논변의 첫 부분에서 밀은 장 전체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정의의 감수성 또 (a) V . 

는 정의감은 큰 심리적 강도를 갖고 있으며 공리주의 원칙과도 외견상 충돌한다 이 감수성. 

이 그럼에도 부룩하고 공리원칙과 일관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밀이 입증하기 원? 

하는 것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정의롭고 부정의하다고 여기는 것들. (a) 

의 종류 두번째 부분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 기질 에 비추( ) (b) (our psychological makeup)

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정의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왜 그런 심리적 강렬함(psychological 

를 갖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네번째 부분 밀은 장 번째 부분 에서 그가 intensity) . ( ) V : 3

입증하길 바라는 것을 진술한다 만일 사람이 정의롭고 부정의하다고 특징지우는 데 익숙. “ , 

한 모든 것들에서 어떤 하나의 공통된 속성(are accustomed to characterize) (common 

이 항상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특정한 속성이나 속성들의 조합이 우리의 정서attributes) , , 

적 구성에 관한 일반 법칙에 의해 그러한 특유한 성격과 강렬함을 갖고 있는 감성에 자리하

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감성은 설명 불가능하여 자연 의 특수한 법칙으로 여겨질 필요(Nature)

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밀은 물론 첫째 답이 참이며 정의감의 강렬함은 공리 원칙과 우리의 도덕 심리학 양자 22 , , 

모두와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하였다 밀은 에서 그의 논변을 요약한다. 23 . 

정의감은 그 자신이나 자신이 공감을 갖는 사람에게 해나 손해를 끼친 상대를 격퇴하거나“

그에게 복수 하려는 동물적인 욕구가 인간의 확대된 동정 능력과 지적인 repel) (Retaliate)

자기이익관 덕택에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human conception  fo intelligent self-intreset) 

게끔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확장된 동정과 지적인 자기이익관이라는 후자의 요소에서. [ ] , 

그 느낌 은 그것의 도덕을 이끌어낸다 전자 자(feeling) . (the feeling derives its morality)  [

신에게 가해진 상처를 보복하려는 동물적 욕구 로부터 그 특유한 장엄함] , (impressiveness)

과 자기 확신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므로 정의감은 정의가 독특한 무언가 23 (something sui generis 라는 직관주의적 견)



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기보다는 밀은 정의감이 정의에 대한 공리주의적 설명과 그 감. , 

성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심리학적 설명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설명

한다 정의는 공리원칙과 나란히 병존하여 그것을 상쇄하는 더 큰 비중을 가질 수도 있는 . 

독립적인 별도의 규준이 아니다 정의는 공리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다. . 

논변의 마지막 두 부분 다섯째와 여섯 번째 부분은 밀이 공리 원칙에 제공하려던 24 (b) , 

종류의 정당화를 예시한다 즉 그 원칙과 외견상 충. (exemplify the kind of justification) , 

돌하는 격률 과 규범 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의 깊은 성찰을 해보면 (precepts) (Standards)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주목했던 발상을 뒷받침한다. , . 

그것은 공리 원칙의 정당화에서 밀이 도덕과 정치 교설의 첫째 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는 , , 

충분한 일반성과 적합한 내용을 갖고 있는 유일한 도덕 원칙은 공리 원칙이라고 했던 주장

이다. 

이 형태의 논변은 번째 부분에서 훌륭하게 전개된다 에서 그는 정의의 다양25 5 . 26-31

한 지침들 사이의 충돌은 오직 그 모든 지침들보다 더 고차적인 원칙에 호소함으로써만 해

결될 수 있다고 논한다 그는 마침내 공리의 원칙만이 이 목적에 부응할 수 있. (in the end) 

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예를 들어 장 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의하다고 동의하지. V 28 , 

만 그렇게 보는 이유에서는 의견이 불일치하는 이들에 대한 논의 다음에서 그 질문이 정, “

의의 근저에 놓여 있고 정의가 갖는 권위의 원천이 원칙으로 파고들어가지 아니하고 정의의 

하나로 논의되는 한 나는 이러한 논구자들 이 어떻게 반박될 수 있는지 이애할 , (reasoners)

수 없다 마지막 은 공리 원칙에 대한 밀의 나머지 정당화를 이룬다”. 32-38 . 

도덕에서 정의가 차지하는 위치§3. (The place of Justice in Morality)

장의 세 번째 부분에서 밀은 일반적인 도덕적 견해가 정의롭다 부정의하다고 보는 다1 V , 

양한 종류의 행위와 제도를 조사한다 여기서 그는 소위 자료 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 (Data)

다 공리 원칙과 도덕 심리학의 원칙으로부터 끌어낸 정의에 대한 그의 . (describing data) 

설명은 그가 이 조사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바에 들어맞아야 한다, . 

밀은 여기서 여섯가지 논지를 든다27 . 

사람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통상 부정의하다고 생각되고 법적 권리를 존28 (a) , 

중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된다 장 여기서 법은 부정의하지 않다고 암묵적으로 . (V 5) (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법은 부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이 가져서는 안되는  (b) , 

법적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가져야 하는 법적 권리를 부인당한다 따라서 . . 

두 번째 종류의 부정의는 사람들이 갖는 도덕적 권리를 사람들에게서 빼앗거나 주지 않는 

것이다. (Thus a second kind of injustice is taking or withholding from people that to 

장 which they have a moral right) (V 6)

사람들이 그것이 선이건 응분을 받는 것은 정의롭고 응분을 받지 않는 것은 다시금  (c) , -

선이건 악이건 부정의하다 장 - . (V 7)

권리가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사안에서 고려되지 않아야 할 사항들에 영향 받는 것은  (c) , 



부정의하다 공평무사함 관련 있는 고려사항에만 영향 받는 것 은 사법적 능. (Impartiality)- -

력을 갖고 있는 판사 교사 그리고 부모 같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정의의 의, (preceptors), 

무다. 

무사공평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자연적 정의감의 의미에서의 평등 즉 모 (f) , , 

든 이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장 . (V 10) 

이 자료조사를 따라 밀은 정의 개념이 전체적으로 공리주의 교설 내에 속한다고 자33 2. , 

리매김한다 그림 의 도식을 보라. 6 . 

평가적 관점은 가치의 가장 일반적 개념을 보는 나의 밀의 것이 아닌 용어 다 밀34 - - (term) : 

이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가치는 도덕적인 것이건 무도덕적 인 것이건 그 아래, (nonmoral) , 

에 속한다 밀의 분류는 주의깊게 제시된 것은 아니다 그래도 그 분류는 즐거운 것 존경스. . , 

러운 것 그리고 적절한 것은 편의적인 것 으로부터 도덕(admirable) (opportune) (expedient)

옳고 그름 을 구분하는 그의 목적을 달성해준다 그리고 나서 도덕 범주 속에는 정의가 자( ) . 

선 및 자비 와 구별된다(charity) (benevolence) . 

옳고 그럼에 대한 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35 . 

도덕 옳고 그름             즐거운 것           존경스러운 것    편의     : 

공리주의 장                                                                   ( , II 23)

완전한 것                                                           the opportune

완전한 의무 불완전한 의무

정의 자선과 자비     

그림 밀 평가적 관점  6  : (The evaluative point of view) 

옳은 행동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행동이고 그른 행동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 . 

적절하게 행위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벌을 받아야 한다 그 행위들은 법으로 공중의 . , 

반감 도덕적 견해 또는 양심의 가책 으로 벌을 disapprobation( ) (reproaches of conscience)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세 종류의 상이한 제재가 있다 공리의 고려는 해야 할 행동인지 . . 

해서는 안되는 행동인지의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상이한 종류의 사안에서 각각 어느 제재. , 

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인가의 문제도 해결해준다 어떤 행위들은 사람들을 교육하여 그 행. 

위를 하면 양심을 가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제재가 된다. 

그래서 밀의 발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행위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졌을 때 36 . 

나쁜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그 결과가 너무도 나빠서 일정한 준수를 꼭 완벽한 준수일 , (

필요는 없다 완벽한 준수는 가혹한 수단 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draconian measures ) 

확보하기 위해 적합한 제재를 구축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의 공리를 증가시키는 그런 종류

의 행위라면 나쁜 것이다 여기서 이들 제재를 구축하는 것은 공리의 관점에서 항상 비용, . 

이 든다 경찰 법원 감옥의 비용이 포함된다 공중의 도덕적 견해와 양심의 제재 역시 비. , , . 

록 덜 명백하긴 하나 비효용의 비용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균형상 잘못된 행위의 경우에는 . , 



이득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밀은 정의와 부정의를 옳고 그름이라는 더 넓은 범주 예를 들어 자선과 자비37 3. , 

와 그것의 결여 같은 것으로부터 구분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charity and beneficence) . 

한다 정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른 무언가일 뿐 아니라 어. “ , , 

떤 지정할 수 있는 개인이 우리에게 그의 도덕적 권리(moral right) 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다 장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개인도 어떤 지정할 수 있는 개인”(V 15) (assignable 

도 우리의 자비나 자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정의의 완전한 의무person) . “ ” 

는 지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상관된다(perfect duty) , . (The perfect duties of 

역자 완전한 의무가 있는 곳justice have correlative rights in some assignable person- : 

에 그 의무를 수행하여 발생하는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있다는 뜻 그리고 ) 

이 개인들은 그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사회에 유효하게 요구할 수 있다 밀은 그 후 이렇, . 

게 말한다 우리가 어떤 것이 개인의 권리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가 사회에 대하여 법의 . “ , 

힘이나 교육 견해의 힘에 의해 그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유효한 주장, , 

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그가 사회가 그것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충분한 요구의 근. 

거를 어떤 기초에서건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권리라고 부른다 장 그렇다면 , . (V 24) ”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유하도록 사회가 보장해줘야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 

있다는 것이다 만일 왜 그래야 하냐고 반문한다면 나로서는 일반 공리 이외의 다른 이유. , 

를 제시해 줄 수가 없다 장 .“ (V 25)

내가 밀을 해석한 바에 따르면 주석 권리의 보유 는 일반38 4. ( 8) (possession of rights)

적으로 적용 가능한 권리와 정의의 규칙에 의해 구체화된다 정해진다 항상은 아니지만 종.( ) 

종 이것들은 적합한 정당화로 뒷받침되는 법적 권리다 그러나 밀에게는 권리를 보유한다. , 

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서의 공리 비용과 편익 에 의존하지 않는다 비( costs and benefits) . 

록 특정한 사안에서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

에서만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것은 특히 정의의 기본권에 있어 사실이다. . 

실제로 권리를 제도화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서 공리 계산을 불필요한 것으로 금지하9 , 

기 위한 일이다 만일 어떤 기본권이 그러한 계산 결과가 판명될 때 작은 이익을 위해서 침. 

해될 수 있다는 신념이 널리 퍼진다면 기본권이 주는 안전은 위험에 처할 것이, 

다.(endangered)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권리 보유는 특정한 사안의 공리 균형에 달려 있지 않고 정의39 . 

의 법적 그리고 다른 규칙에 의존하며 그 규칙이 일반적으로 관철되었을 때 산( ) (enforced) 

출되는 공리에 달려 있다 그러나 권리는 공리의 이득이 손실보다 명백히 아주 크거나 그 . 

반대인 대단히 예외적인 환경에서만 무시될 수 있다 이 예외적인 환경 에서. (circumstance) , 

공리에 의한 지시와 상치되는 규칙은 그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는다. 

밀이 본 도덕적 권리의 특성 §4. (Features of Moral Rights in Mill)

밀은 도덕적 권리가 세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 특성은 특히 밀이 근대 세계의 1. . 



제도의 기본 이라고 보았던 정치 사회적 권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서 나(essential) . 

는 에서 밀이 제시한 설명을 살펴보겠다16-15, 32-35 . 

첫 번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도덕적 권리 예를 들어 정의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41 . , 

권리를 지지하는 특수한 비중을 가진 이유들이 있어야 한다 이 이유들은 다른 이들이 필. , 

요한 경우에는 법의 힘에 의하여 그 권리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기에 충분할 만큼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이유들은 그 목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weighty) . , 

기구 를 설립하는 일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절박성 이 있(institutional machinery) (urgency)

어야 한다. 

밀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 이유들은 인간 복지의 본질적 요소42 . “ (essentials)”

이자 우리 존재 의 기반 그 자체 와 연결된다 장 “ (existence) (the very groundwork)” . (V

다시금 이 이유들은 비상하게 중요하고 인상적인 종류의 공리 에 기초하고 있다25) , “ ” . (V

장 25)

도덕적 권리의 두 번째 특성은 그것의 강행적 성격 이다 이 43 2. (peremptory character) . 

용어로 내가 의미하는 것은 밀이 보기에는 그러한 권리 보유는 예를 들어 법적 제재나 일, “

반적인 도덕적 견해 중 적절한 수단으로 우리의 자유를 다른 이들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 같

이  어떤 것을 요구함에 있어 단순히 법적인 것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도덕적인 정당화를( ) ” 

갖추고 있는 것이었다 비록 이들 권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지만 즉 그 권리들은 때때로 더 . - , 

중요한 것에 의해 후순위로 갈 수는 있으며 이는 권리가 다른 권리와 충돌할 (overriden),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다른 권리가 그 권리보다 우선시될 수는 있지만 그 권리들은 우리가 -

보았듯이 매우 특수한 비중과 절박성 을 가진 이유에 의하지 않으면 무시될 수 없(urgency)

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밀은 정의의 권리는 정책적 이유 나 인간사44 , , (by reason of policy)

의 어떤 부분을 운영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유로 무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장 . V

을 보라 여기서 그는 정의는 정책보다 신성한 것이며 정책은 정의가 충족되고 난 32-33 . “ , 

뒤에 추구되어야 할 것 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 

장 이 언급은 기본적 정의의 우선성 같은 것을 (We are not deluded in thinking) (V 32) ,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밀이 조금 뒤에 덧붙인 언급도 그렇다 정의는 인. . “

간 복지의 기본에 더 밀접하게 관계되고 따라서 삶을 향도하는 다른 규칙보다 더 (guidance) 

절대적인 의무를 낳는 도덕 규칙의 특정한 집합에 붙는 명칭이다 장 밀은 이어서”(V 32) , 

정의의 정수 는 개인이 보유하는 권리이며 이것은 더 구속력 있는 의무를 증명하(essence) , 

고 함의한다고 말한다. (and this testifies to and implies this more binding obligation)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의의 도덕 규칙은 얼마나 중요“

하건 상관없이 단지 인간사의 일부분을 운영하는 최선의 양식만을 지시하는 다른 어떤 격률

보다도 인간의 복지에 더 필수적이다 장 이 모든 논의들은 드워킨이 이야기(vital)”. (V 33) , 

한 원칙의 문제와 정책의 문제 사이의 잘 알려진 구분과 그의 으뜸패로서 권리라는 발상의 

전조를 보여준다. 



도덕적 권리의 세 번째 특성 특히 정의의 권리의 특성은 그것이 유요하게 만드는 요구45 , , 

들은 현존하는 법과 제도에 대항하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질서들이 그 요구들을 부, . 

인할 때 상황에 따라 법과 제도의 개혁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한 개혁이 정당화될 수 있, 

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한다 법적 권리 법과 제도가 인정하는 권리46 3. . , 

가 정당화될 수 있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주석 . ( 10)

알맞은 정책의 원칙에 호소하거나 공공선 의 원칙에 호소하고 그리47 (a) (common good) , 

고 아마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 의 원칙에 호소하는 방법 아니면 도(organiztion) . (b) 

덕적 권리 예를 들어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정의의 권리에 호소하는 방법 이 도덕적 권리, . 

를 우리는 현존하는 법 제도의 구체적인 성격에 선재하여 독립적으로 규명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법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기본적 필요와 요구. (prior to) (basic needs 

를 고려하여 이 권리들이 무엇인가를 규명한다 이 필요와 요구는 정의의 and requirement) , .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 그것들은 밀이 우리의 존재의 토대 전.(ground) “

체 장 그리고 인간 복지의 기본 에 호소한다고 장 이런 저런 ”(V 25) “ (essentials)" (V 32) 

유사한 구절들에서 언급했던 것이다. 

이제 이 두 종류의 정당화는 서로 상당히 다르다 어떤 곡물의 생산을 고무하고 가격 변48 . 

동성을 낮추는 등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곡물에 대한 가격 지원 체제를 설립하는 

일을 고려하고 있는 의회에 대해 생각해보자 어느 누구도 그 농부들이 가격 지원 체계. (a 

에 대한 도덕적 기본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system of price support) . 

을 예를 들어 양심의 자유나 투표권의 자유와 대조해보자 정책 사안은 일정한 환경에서 옳. 

은 일일 수도 있고 최선일 수도 있다 반면에 정의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이와. 

는 다른 문제다. 

그 논지는 이것이다 위 사례에서의 가격 지원 정책은 사회 전체의 복지에 호소하거49 . ( ) , 

나 공공선에 호소해서 정당화된다 반면에 정의의 권리를 참조하여 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 

즉석에서 보기에도 그렇지 않다 그렇기보다는 밀은 이 권리들이 근거를 . (offhand is not) 

두고 있는 개인의 규명할 수 있는 핵심적 요구를 독립적으로 준거로 언급한다. (refer to)

정의의 권리를 구체화할 때에는 사회의 총 복지를 외관상 명백하게 참조하지 않는다50 . 

밀이 총 공리를 극대(there is no apparent reference to aggregate social well-being) 

화한다는 발상을 통해서 인간 복지의 기본 또는 우리 삶의 토대의 요소를 규명한 것이 아니

다 그는 개인들의 기본적 필요와 그들의 삶 의 틀 자체를 구성하는 것을 살펴보. , (existence)

았다 그러나 밀은 또한 왜 우리가 정의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일. “

반적 공리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이유도 줄 수가 없다 장 라고도 말했다”(V 25) . 

밀의 두 부분 기준§5. (Mill's Two Part Criterion)

밀은 내가 여기서 정치 사회적 정의라고 해석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규명하는 두 부분 51 , 



기준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 두 부분은 다음과 같다(committed to) . . 

첫 번째 부분 인간 복지의 기본 그리고 우리 삶의 토대를 고려한다 이 핵52 (i) : .(look to) 

심과 토대는 외관상 집계적인 고려사항으로부터 독립적인 도덕적 권리를 정( ) (aggregative) 

당화한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우리는 그것이 관철되면 합계적 의미에서 사회 공리에 특별히 생산적53 (ii) : 

이어서 그 공리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는 일반 규칙들을 살펴본다. 

군리에 대한 밀의 설명이 모순을 피하려면 밀의 기준의 두 부분은 기이한 경우54 ( freakish 

가 생기지 않으면서 항상 수렴 해야 한다 주석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적) (converge) . ( 12) : 

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집계적 의 의미에서 사회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aggregative sense)

은 보통 법 규칙이 정의의 기본권 보호를 구체화하고 관철하도록 정치 사회 제도를 설비, , 

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 권리들은 우리의 개인적 삶의 토대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그리고 이 규칙들의 관철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의 권리를 이루는 근거 의 요. , (ground)

소인 인간 복지의 기본 요소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보호한다, . 

그러나 밀의 기준의 두 부분이 항상 수렴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밀은 제 장에55 2. ? 5

서 일반적 사회 공리를 극대화하려면 모든 개인들에게 정의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주어

야 한다는 점을 보이려고 하지는 않는다 규모가 작은 소수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인하여 더 . 

큰 사회적 공리가 달성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의의 권리 전부를 부? 

인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다면 왜 정의의 모든 도덕적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향. 

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밀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장받? 

아야 하는 동일한 평등한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그토록 확신하는가?

상식적인 견해 은 정의로움은 편의 또는 집합적 사회 공리 와 일반56 (common opinion) , “ [ ]

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며 장 그것에 대치되는 발상이기는 하지(generically) ”(II 23) 

만 밀은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사회 공리와 항상 일치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음을 주목하라, . 

이것은 장에서 그가 주로 두 가지에 관심이 있었음을 시사한다V . 

한 가지는 공리의 원칙과 일치하는 부정의에 대한 우리의 감각의 심리적 강렬함 또는 57 (

강함 을 설명하는 것이다) . (psychological intensity (or strength)) 

다른 하나는 공리주의 견해에서 오직 가장 예외적이 경우에만 침해할 수 있는 일정한 58 , 

도덕적 권리와 정의의 권리를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문제와 하트의 문제 설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밀이 말한 것으로부터59 , “ , , 

모든 이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밀이 이해한 바의 공리를 극대화하는지를 알 수

는 없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다소간 특수한 추정을 해야만 하는가 만약 그. , ? 

렇다면 그 추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밀이 하고 있는 특수한 추정은 무엇인가 이 점을 , ? 



규명하는 것은 밀을 이해하는 우리의 과업의 일부다 나는 이후 이 논점으로 다시 돌아오겠. 

다. 

그런데 모든 이는 한 사람으로만 계산되며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이상60 3. (Incidentally) " , 

으로 계산되어서는 안된다 는 벤담의 격률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 . 

같다. 

한 해석에 따르면 그것은 공리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에 불과하61 (a) , 

다 즉 상이한 사람들의 평등한 공리는 사회 공리 전체 합을 계산할 때 그 비중이 똑같이 . , ,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공리 함수는 각 개인의 공리 함수의 단순히 선형적인 합이. ( ) 

다 이 점에 고나하여는 장 을 보라 이 상류층에게는 상류층이 아닌 사. , V 36 . H. S. Maine

람들의 배의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규칙에 모순된다 주석 20 . ( 13)

모든 사람들 각자 는 한 사람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는 격률의 해석은 단지 사회 공리의 62 “ ( ) ”

측정과 합산에 대한 뻔한 소리 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쾌락은 쾌락일 뿐이라고 (a truism_ . 

이야기한다 쾌락은 그 쾌락이 누구의 의식 속에서 발생하였느냐와는 전혀 무관하게 동일. , 

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같은 쾌락에 같은 정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측정 그 . . 

자체다 이것을 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과 비교해보라 하나의 저수지 에 담긴 쿼! . (reservoir) 1

트 역주 액량의 단위 리터 는 다른 저수지에 담긴 쿼트와 같다 이 점은 왜 (quart - : . 0.94 ) 1 . 

모든 이를 위해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밀의 . 

대답은 이 질문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 

다른 해석에 따르면 모든 이들은 한 사람으로만 계산되어야 한다 는 격률은 모든 63 (b) “ ”

이들이 행복의 모든 수단에 평등한 요구권 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 (an equal claim)”

모든 이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뜻이다 그러나 밀은 어떤 인정된 사“ ” . “

회 편의가 그 반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except when some recognized social 

라고 덧붙인다 장 부정의는 그렇다면 부분적으expediency require the reverse) . (V 36) 

로는 사회 편의 그 사회 공리를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불평등으로 구, 

성된다 이 두 번째 해석은 우리가 있던 곳으로 우리를 돌려 놓을 뿐이다. . (This second 

interpretation leaves us where we were)

답해야 할 두 질문이 남았다35 4. . 

첫째 밀은 정의의 기본권을 규명하는 그의 기준의 두 부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어긋36 , 

나지 않으리라는 점을 왜 그토록 확신하였는가 또는 다르게 질문하여 그 세계의 (diverge) ? , 

역사적 조건에 비추어 근대 세계의 원칙 공정으로서의 정의 두 원칙과 상당히 유사한 내, - 

용을 담은 원칙 을 실현하는 정치 사회 제도가 장기적으로 사회 공리를 극대화하는 데 필- ( ) 

수적이라는 점을 왜 그토록 확신하였는가 그리고 그의 대답은 공리주의 장 에? II 3-16『 』

서 기술된 그의 공리관에 어떤 방식으로 의존하는가? 

둘째 만일 밀의 확신이 인간 본성에 관한 특정한 다소 구체적인 심리학 원칙에 기대고 37 , , 



있다는 우리의 추측이 정확하다면 그 더 구체적인 원칙은 무엇이며 밀은 그 원칙들이 그의 , 

근대 세계의 원칙을 정당화하는 그의 공리관과 어떻게 나란히 작동한다고 생각(in tandem) 

하였는가 밀의 교설이 충분히 해명되면 우리는 무엇이 적절한 의미에서 공리주의라고 볼 ? , 

수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그 문제를 놓아두겠다 우리의 첫째 목적은 그의 견. . 

해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 §6. (The Desire to Be in Unity with Others)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심리학적 원칙으로서 존엄감을 살펴보았다 그 원칙은 삶의 방38 1. . 

식으로서 행복에 대한 밀의 견해와 고차적인 능력의 활용을 포함하는 (as a way fo life) , 

활동에 부여되는 우선성을 뒷받침한다 이제 우리는 그의 심리학의 다른 원칙 다른 사람들. , 

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살펴보겠다 이 욕구는 장 에서 밀이 공리주의 . II 8-11 , 

도덕의 궁극적 제재라고 부른 것과 연관지어 설명된다 이것은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욕구 . 

또는 기꺼이 하려는 마음 이며 이 논점에서는 그렇게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willingness) , . 

(and so is appropriately discussed at this point) 

내가 말했듯이 장은 밀의 도덕 심리학의 일부와 우리가 공리 원칙과 정의의 원칙에 근39 II

거하여 단순히 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느냐에 (act from) ( ) 

대한 그의 설명을 제시한다 어떤 부분에서 이 장은 그리 명료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목. . 

적을 위해서 충분한 만큼은 만족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나는 본다. 

밀의 주요한 논점 중 하나는 도덕 판단에 대한 우리의 철학적 설명이 무엇이든 간에30 , , 

우리가 도덕적 구별 이 초월적이거나 객관적인 토대(moral distinction) (transcendental) 

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건 아니면 우리의 견해가 자연주의적이거나 심지어 주(foundation) , 

관적의적이건 도덕 행위자로서 우리는 양심 또는 도덕적 확신이나 다른 형태의 (subjective) 

도덕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면 도덕 원칙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여전히 참이다 옳은 행동은 우리의 본성과 성품에 어떤 기반 을 갖고 있어야 한다. (basis) . 

그러므로 초월주의자나 객관주의 교설은 공리주의나 다른 교설과 마찬가지로 도덕 심리학, 

을 포함해야 한다. 

밀의 주된 논지 중 다른 하나는 역사의 경험이 다른 원칙에 근거해서만큼이나 공리 원41 , , 

칙에 근거하여 행위하도록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는 공리 원.  

칙은 적어도 다른 원칙만큼은 우리의 도덕 심리에 확고하고 자연스러운 발판을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한다. 

나는 이제 장의 결론 부분인 에 초점을 맞추겠다 처럼 는 42 2. II 8-11 . 10-11 8-9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 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여기서 그는 그의 도덕 심리학을 다음. 8-9 . 

과 같은 몇 가지 일반 논제로 진술한다. 

우리의 도덕적 느낌과 태도는 확실히 그것이 모든 이에게 훈련이나 교육 없이 존재43 (A) , 

한다는 의미에서는 선천적 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하고 추론하며 시를 짓고 농사(innate) . 



를 짓는 교육받은 능력들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능력은 우리 본성의 자연스러운 결과물

이다 도덕적 느낌과 태도 는 적은 정도까지는 자발(outgrowth) . (Moral feeling and attitude)

적으로 생겨날 수 있으며 그리고 함양과 계발로 높은 수준으로까지 길러질 수(spring up) , 

도 있는 것이다.(Moral feelings and attitudes are capable of springing up to some 

small degree, spontaneously and the are also susceptible of being brought to a high 

level of cultivation and development)

밀은 외부적 제재와 연상 법칙에 의해 계도되는 어린 시절의 도덕 훈련의 충분히 광44 (b) 

범위한 활용을 통하여 우리의 도덕적 능력은 거의 모든 방향으로 함양 될 수 있(cultivated) 

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전적으로 인위적 창조물이며 우리 본. . 

성에서 아무런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연상 은 지적 분석의 힘에 (associations)

의해 쉽게 분해된다 우리의 본성에 알맞고 자연스러.(yield to dissolving force) (congenial) 

운 감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적 분석에 의해 점차 우리를 움직이는 힘을 잃

게 된다 이것이 인위적 기준에 대조시킨 자연적 기준의 일부다. . 

그래서 밀은 공리 원칙의 내용에 비추어 의무감 및 그와 연관된 도덕적 의무감이 45 (C) , , 

본질적인 조건 을 충족함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essential condition) . 

다면 공리 원칙의 의무감 역시 인위적인 것이어서 반성 과 분석에 직면하여 분, (reflection)

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dissolve) . 

밀은 이 점을 에서 입증하려 한다 그는 먼저 인간 본성에는 공리 원칙을 46 3. 10-11 . , 

지지하는 강력한 자연적 감성이 있다는 말로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 

이루고자 하는 욕구다 이 욕구는 연상 법칙에 기반. (the desire to be unity with others) 

한 학습과는 별개로 진보하는 문명의 영향을 받을수록 더 강하게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 .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둘째로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 욕

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영향을 살펴보자. 

이 욕구의 내용을 밀은 에서 우리가 행복의 수단을 두고 다른 사람과 맞서고 싶47 (a) 11

어하지 않는 욕구라고 설명한다. (as the desire that we should not be rivals with 

그것은 우리의 느낌과 목적이 다른 사람의 느낌 및 others for the means of happiness) 

목적과 조화로운 상태에 있게 되어 우리 행동과 욕구의 목적이 다른 이들의 것과 충돌하지 , 

않고 상호보완적이 되고 싶다는 욕구이기도 하다 밀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다른 이들과 .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란 호혜성의 원칙 에 근거해 행위하고(principles of reciprocity)

자 하는 욕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룬 느낌이 완전할 . 10

때는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혜택의 조건이라면 어느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 , 

결코 원하지 않도록 마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석 . ( 14)

왜 이 욕구가 우리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인가 밀은 사회국가 그 48 (b) ? (social state)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고 습관적인 것이라고 생(habitual) 

각했다 사회국가에 핵심적인 사회의 특성은 모두 우리가 우리에게 평등하게 핵심적으로 여. 

기는 것이다 사회는 말하자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서식지 이며 따라서 사회에 핵심. (habitat)



적인 것은 우리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근대 사회에 핵심적인 특성은 문명. 

의 진보에 어떻게 영향을 받아왔는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현 시대? 

의 점증하는 특징이 되어 밀은 그 욕구를 더 많이 낳고 더 강하게 유지하는 특수한 특성이 , 

진보하는 사회에 있다고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밀은 이 특성들을 의 긴 문단에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것들은 정교하게 열거49 (c) 10 . 

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주된 발상은 수많은 변화가 근대 사회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느

낌과 이해관심에 응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

다 근대 문명의 증가하는 평등과 다른 사람과의 대규모 협동 그리고 집단적 목적을 대규. , , 

모로 제안하는 현상은 우리가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유된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 

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었다. 

근대 사회의 증대하는 평등 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50 (d) (increasing equality) . 

밀은 인류의 모든 사회는 주인과 노예 관계를 빼놓고는 모든 이들의 이해관심을 고려하지 ,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고 (consulted), . 

이루어진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심이 평등하게 고려된다는 공유된 이해 위에서만 존

재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절대 군주 를 제외하고는 모든 . “ (absolute monarchs)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조건에서 살아간다 모든 시대는 다른 누구와라도 평등한 조. [

건 이외의 조건에서 항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조금씩 진보가 이루어진] 

다 그러므로 더 큰 평등을 향한 문명의 진보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 

를 강화한다 

더군다나 이 욕구는 우리의 본성에 친화적이며 본성과 조화를 이룬 것이어서 인위적이51 

지 않다 왜 왜냐하면 평등한 조건은 사회에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사적인 장벽. ? . 

과 무력과 정복에서 기원한 권력과 재산의 불평등 그리고 지배 무지에 의해 오, (dominion), 

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전 사회의 일반적으로 핍진적인 상태를 제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존엄감 을 별론으로 한다면 평등한 정의에 52 4. (sense of dignity) (aside from) 

대한 관심과 관련하여 공리 원칙의 궁극적인 제재는 무엇인가 밀의 설명에서 그 제재는 두 ? 

구성 부분을 갖는다 첫 번째 구성요소 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 (component)

욕구로 근대의 평등한 조건에 의해 지지되고 강화된다 반면에 두 번째 구성부분은 그 욕, . 

구와 관련된 특정한 확신과 태도다. 

이 두 번째 구성 부분은 명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나는 밀은 그 욕구를 지니고 있는 53 . 

사람들에게 그것에 수반하는 느낌만큼 자연스러운 욕구인 것으로 보인다고 밀이 뜻했다고 , 

본다. (I take Mill to mean that those who have this desire, it seems as natural a 

즉 그것은 분석이 이루어지더라도 연상 desire as are the feelings that accompany it) , 

법칙에 의해 계도되는 교육이나 사회의 위협하는 권력 에 기대는 법에 (intimidating power)

의해 부과되는 욕구처럼 일단 이해되고 나면 사라지는 경향이 없다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 , 

은 이 욕구가 없는 상태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성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욕구 대 자연적 욕구에 대한 밀의 구분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조화54 , 

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적인 것이며 분석에 의해 훼손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확신. 

그리고 이 모든 확신과 태도 모두야말로 밀이 공리 원칙의 궁극적 제재이며 그래서 정의( ) , 

를 기꺼이 실천하려는 우리의 마음 의 궁극적 기반 라고 이야기(willingness) (ultimate basis)

하는 것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 밀이 여기서 제시하는 설명은 얼마나 탄탄 한55. . (solid)

가 정말로 그렇게 설명하면 주장을 완성한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 만? ? ? 

약 그렇다면 어떤 설명을 시도할 것인가? 

끝< > 

밀 강 III

자유의 원칙(The Principle of Liberty) 

자유론 의 문제§1. (On Liberty) (1859)『 』



나는 밀이 자유론 장에서 정식화한 형태로 자유론 의 문제를 서술하는 것으로 강1 1『 』 『 』

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자유의지에 관한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적 사회적 자. 

유에 대한 문제다 그것은 개인에 대하여 사회가 정당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격. “

과 한계 에 관한 문제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문제였지만 밀이 생각하기에(nature) ” . (ancient) 

는 그가 살던 시대의 영국 사회의 상태에서는 새로운 조건 하에서 모습을 바꾸게 되는 문, 

제였다 그것은 그러므로 밀의 견해에서는 상이하고 더 근본적.(assumes a different form) 

인 논의 를 요구하였다 밀이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그가 예상하였듯이 (treatment) . ( I:¶1) , 

민주적이며 세속적이고 산업 사회인 새로운 조직 시대에 발생할 자유의 문제였다. 

그 문제는 사회를 군주의 압제 나 지배자 일반으로부터 사회를 보2 (tyranny of monarchs)

호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정부 권력에 대한 여러 헌법적 견제가 확립되. 

고 정치적 면책특권 과 권리에 의해서 해결되어 왔기 때문이다 밀은 말한다(immunities) . . 

인민의 의지 은 본질적으로는 인민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며 가장 능“ (will of the people)

동적인 사람들 다수 또는 다수로 받아들여지는 데 성공한 사람들 의 의지를 의미한다 그 - , - . 

인민은 결과적으로 인민 중 다른 일부를 억압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 

성에 대한 예방조치 는 다른 권력의 남용에 대항하는 조치만큼이나 필요하(precautions)

다 그리하여 밀의 관심사는 토크빌이 그 이전에 주의를 끌었던 소위 다수의 독재 였.”(¶4) “ ”

다. 

그러나 밀의 지배적인 견해와 감정의 독재 민사 배상 이3 2. “ (prevailing) , (civil penalties) 

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그 자신의 사상과 관행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동 규

칙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사회의 경향 그리하여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개별성의 , 

발전에 족쇄를 채우려는 성향 에도 똑같이 관심이 있었다 개인의 독립에 (fetter) ” . “… …… …

대해 집단의 의견이 간섭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규명하고 그것을 , ,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정치적 폭정 으로부터의 보호만큼이나 인간 삶의 , (despotism)

좋은 조건으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더군다나 밀은 이 문제가 새로이 선거권을 .”(I: ¶5) , 

가지게 된 노동계급 가장 수가 많은 계급 이 투표권을 가지게 될 곧 도래할 (enfranchised) - -

민주 사회의 조건 하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껸하였다(imminent) . 

그렇다면 그 문제는 이들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이 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의 통제 사이에 4 , “

적합한 조정점인가 를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 법적인 것이건 도덕적인 것이건 (fitting) ” .(I: ¶6) 

행위의 어떤 준칙 이 명백히 필수적이다 어떤 두 시대도 이 문제(some rules of conducts) . 

를 동일한 방식으로 풀지 않았는데도 각 시대는 그들의 해결방식을 자명하고 자족적인“

것이라고 보았다self-satisfying” .(I: ¶6)

이 지점에서 밀은 지배적인 도덕적 견해의 특징적인 흠결 여러가5 , (characteristic faults) 

지 를 강조한다 즉 지배적인 도덕적 견해는 보통 관습과 전통의 무분별한(a number of) . , 

영향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도덕적 확신을 지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이유도 (unreflective) .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철학자들 아마도 밀은 보수적 직관. (

주의자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리라 은 우리의 느낌 이 이유들 보) (feelings) “ (reasons)



다 나으며 이유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and render reasons unnecessary)”(I: ¶6) 

그리고 나서 밀은 그가 공격하고자 하는 주요 원칙 중 하나를 기술한다 인간의 행위. “

규제에 관한 그들의 견해로 그들을 인도하는 실제 원칙(human conduct) (practical 

은 그 자신이나 그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바라는대로 다른 이들이 행위해야 한principles)

다고 요구하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느낌이다 물론 어느 누구도 자신의 호.” (I: ¶6) , “

오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 . 

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유 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행위의 의미 에 (true) . “ (reasons) (point)

관한 견해는 오직 그 사람의 선호에 불과한 것으로만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 

일 이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유사한 선호라면 그것 역시 한 사

람 대신 여러 사람의 호오에 불과한 다른 이들이 느끼는 유사한 선호에 호소하는 것일 뿐,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 지지되는 그들 자신의 .”(I: ¶6) , 

선호는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이유가 되고 사실 보통 그들이 갖는 도덕적 확신에 대한 유일, 

한 이유로 삼는다 도 보라.[IV: ¶ 12 ]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적 견해는 이유의 뒷받침을 받지 않고 비성찰적인 6 4. (unreasoned), 

것으로서 상호 지지하는 공유된 선호의 집합이라고 밀은 생각했다 그런데 이들 견해는 다. 

양한 종류의 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상층 사회계급이 있었던 시절에는 나라의 도덕의 큰 부분은 그 계급의 이7 (a) , 

익과 계급 우월감을 반영했다. 

그러나 사회의 일반적이고 명백한 이익 역시 도덕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큰 부8 (b) , 

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 이익에 대한 흄의 의미에서 일반적인 호소인 공리의 역할. ( ) 

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일반적 이익은 이유에 의해 인정되기(role of utility) . , 

보다는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동정심과 혐오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밀의 논변을 요약하자면 이유의 뒷받침을 받지 않는 사회나 사회9 , , (unreasoned), 

의 지배적 집단의 호오 가 그때까지는 법과 지배적인 견(likings and dislikings) (prevailing) 

해의 제재에 의해 강제되어 일반적으로 준수되는 규칙을 결정하여 왔다 그리고 다수의 감. “

성 이 아직 진심어린 것이고 강렬한 곳이라면 어디나 다수의 감성에 (sentiment) (genuine) ,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I: ¶7)

나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밀이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바10 . , 

라보았고 그가 자유의 원칙 이 하는 일을 무엇으로 이해하였는지를 깨(Principle of Liberty)

닫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의 원칙은 에서 처음으로 진술된다 밀은 이제까지 . I: ¶9 . 

실제로 결정되어온 바대로의 사회규칙과 개인의 독립 사이의 조정 뿐만 아니라 (adjustment) 

그들 조정점 에 대하여 공중이 추론하는 방식도 바꾸기를 원했다 그는 (those adjustment) . 

그의 자유의 원칙을 다가오는 민주주의 시대의 공적 이성 으로서 제시하고 (public reason)

있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그들 질문들에 대한 공중의 정치적 결정을 인도하는 원칙으로 바. 

라보았다 왜냐하면 지배적인 이유의 뒷받침을 받지 아니한 견해의 장악 은 과거에 그. (sway)

랬던 것보다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훨씬 심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밀이 변화를 꾀할 시기는 지금 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11 “ (now)”

생각했음에 주목하라 다수는 아직 정부 권력을 그들의 권력으로 느끼. [Cf. III: ¶9 esp]. “

거나 정부의 견해를 그들의 견해로 느끼지는 않고 있다 새로운 노동계급을 포함하”( I: ¶8) 

여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느끼게 될 때 개인의 자유는 여론에 의해 오랫동안 , 

침해당했던 것처럼 정부의 침해에 노출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밀은 그러한 침해 에 저항할 많은 잠재력12 (invasion) (much latent 

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가 본 바대로 의 상resistance to such invasion) . flux

태에 있었으며 어느 쪽으로든 전개될 수 있었다 정부 간섭의 적절성 또는 부적. “ (propriety) 

절성 이 관례적으로 심사될 수 있는 인정된 원칙은 아무것도 없(impropriety) (customarily) 

다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결정한다. .” (I: ¶8) 

그들은 어떤 일들이 정부가 하기에 적합한 일들인가에 관하여 그들이 일관되게 고수하13 “

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법이 거의 없다 유동적인 상태에서의 이 원칙의 결여 때문” . ( flux ) 

에 정부가 간섭을 한다면 그것은 옳기보다는 그를 가능성이 높다, , . (I: ¶8)

이를 개인의 권력은 감소시키면서 사회의 권력은 증가시키는 현재의 경향에 관하여 밀14 

이 언급하는 와 종합하면 우리는 밀이 다음과 같은 것을 하기를 바랬다고 이야기할 I: ¶15 , 

수 있다. 

그는 새로이 도래할 민주주의 시대에 적합한 자유의 원칙을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15 (a) 

했다 이 원칙은 사회 규칙과 개인 독립 사이의 조정 문제에 관한 공적인 정치적 토론을 지. 

도 할 것이다(govern) . 

설득력 있는 논변에 의해서 밀은 이 원칙에 도덕적 확16 (b) (By convincing argument) “

신의 강력한 장벽 을 쌓는 지지를 구축하기를 바랬다 자신들의 견해를 강제하려는 ” . (I:¶15) 

사람들의 성향은 반대 방향의 힘에 의해서만 제약될 수 있다 이 경우 밀은 그 반대 방향의 . 

힘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호가신의 힘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들 논변은 이유 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만 그 논17 (C) (reason) . 

변들은 널리 공유되고 서로 지지하는 선호에 반대되는 진짜 도덕적 확신에 호, (genuinely) 

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유의 뒷받침을 받는 논변 로 밀이 . (reasoned arguments)

의미하는 바는 자유의 원칙에 정초된 논변임이 명백해진다 그가 장 에서 설명한 , . ( I ¶¶9-13

바의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은 그의 공리관 과 연결되어 있) (conception of Utility) (I: ¶11)

다 그는 이 원칙이 이유의 뒷받침을 받는 원칙 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 (reasoned principle)

족하는 반면에 다른 원칙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독립과 사회의 통제 사이의 적절한 조정에 관한 자유로18 , 

운 공적 토론을 규제하도록 틀지워진 공적 정치 원칙으로 제시된 것이다 자체.(I: ¶ 6) rm 

로 그것은 다가오는 시대에 요구되는 목적 열망 그리고 이상을 갖는 국민성, , (national 



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character) (instrumental) . 

나는 여기서 밀이 선택한 소명 이 분명하다는 점을 논평코자 한다 그는 스스19 (vocation) . 

로를 영향력 있는 견해를 가진 교육자 로 보았다 그것, (an educator of influential opinion) . 

이 그의 목표 였다 그는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가오는 시대의 민주적 (aim) . . 

다수의 가능한 압제 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tyranny) (forestall)

이 아니며 또한 단순히 이상적인 꿈 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명백히도 밀은 정치, (visionary) . 

적 사안과 사회적 사안에 관한 도덕적 확신과 지적 논의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밀은 맑스와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표현할( . 

지의 문제는 남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맑스 역시 그의 자본론 이 사회적 역. Das Kapital『 』

할을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유 와 논변에 의해 설득하려는 시도는 적어도 .) ( reasons)

사태가 유동적인 상태에 있어 어느 쪽으로든 전개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중요한 관(in flux) 

련성 을 갖는다 나는 밀의 어조가 특별히 낙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important bearing) . 

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 바를 하고 있었을 따름. 

이다. 

밀의 자유론 중에서 특히 주의깊게 읽을 부분들이다20 . 『 』

전체I: 

그리고 마지막 개의 문단인 II: ¶¶1-11, 5 37-41

그리고 의 중요한 구절III: ¶¶1-9, 14, 19 ¶13 (passage)

IV: ¶¶1-12

그리고 마지막 개의 문단들인 정부와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관료V: ¶¶1-4, 8 16-23. (re 

제)

밀의 원칙에 관한 몇가지 예비적 논점§2. 

밀의 자유 원칙의 의미와 힘을 살펴보기 전에 나는 그와 관련된 몇가지 예비적 논점을 21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로 그가 그 원칙을 특정한 권리와 자유들을 포괄하는 원칙. (covering) 

으로 생각했음에 주목하라 그것은 목록으로 주어진 것이며 자유 일반이나 자유 자체의 정. , 

의가 아니다 이 절차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활용되었고 이 점에서 밀을 따랐다 특별. ( , .) 

한 보호를 받으며 정의 의 특정한 법적 도덕적 권리로 정의 되는 것은 이들 (Justice) (defined)

열거된 자유들이다(listed) . 

첫째 의식의 내부 영역까지 포괄하는 양심의 자유 사상 및 감정 의 자유22 (a) ( ) , (feeling) , 

실용적인 것이건 사변적인 것이건 견해와 감성 의 절(speculative) (opinion and sentiment)

대적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앞의 자유들과 분리불가능하다(absolute freedom). . 

둘째 취향과 그것을 추구할 자유 다른 이들의 정당성 있는 이익 또는 23 (b) , . (legitimate) (

도덕적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한 심지어 다른 이들이 우리의 행동을 어리석고 비하하는 ) , , 

것이며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 자신의 삶을 우(degrading), “



리 자신의 성품에 맞도록 계획 할 자유”

셋째 다른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24 (c) , 

들과 연합할 수 있는 자유 결사의 자유 에 대해서는 를 보라 밀은 그 정, . (a, b, c I: ¶ 12 ). “

부형태가 무엇이든 이들 자유가 전반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모든 사회는 자유롭지 않다 그, . 

리고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전적으로(unqualified) 

자유롭지 않다(completely) . (none is completely free in which they do not exist 

그리하여 대부분의 경우 밀은 이들 특정한 자유를 옹absolute and unqualified) , (specific) 

호함으로써 그의 논변을 제시한다 그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에 각각 초점을 맞춘. II (a), 3 (b)

다. 

다음으로 밀이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 범위와 조건을 살펴보자25 2. . (scope and 

conditions)

그 원칙은 어린이와 미성숙한 성인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는 적용되26 (a) 

지 않는다. (I: ¶10)

그 원칙은 낙후된 사회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원칙으로27 (b) (backward) . . “

서 자유는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논의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시대가 , 

되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적용이 없다 밀은 그가 관심을 가진 국가들은 이 .” (I: ¶ 10) 

단계에 오래전에 도달했다고 적었다. 

나중에 밀은 그 원칙은 외부의 적에 둘러쌓여 언제든지 적대적인 공격을 받을지 모28 (c) , 

르는 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 원칙은 또한 내적인 동요 와 갈. (commotion)

등 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자제력(strife) . 

의 의 완화 는 치명적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자(self command) (relaxation) (fatal) . (I: ¶14) [

우울증 걸려 자살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임- ]

이러한 언급에 비추어 보면 자유의 원칙이 첫째 원칙이나 최고의 원칙이 29 3. (supreme) 

아님은 분명하다 그것은 공리 원칙 의 하위에 위치하며. (Principle of Utility) (subordinate 

공리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자유의 원칙은 일종의 조정 공리 인 to) . (mediate) (axiom)

것이다 공리주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우 큰 . ( Utilitarianism I: ¶24-25) 『 』

중요성을 갖는 원칙이다 그것은 민주 사회에서 공적 토론을 계도하는 정치적 원칙 공적 . , 

이성의 원칙이다. 

자유의 원칙을 밀이 중간 공리 하위 원칙 으로 보았다는 점은 그가 에서 30 , (II: ¶24) I: ¶ 11

말한 것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공리의 원칙과 독립된 것으. . “…

로서 추상적인 권리라는 이념 으로부터 나의 논변에 끌어낼 수 있는 (idea of abstract right)

어떠한 이점도 활용하지 않았다 나는 공리를 모든 윤리적 질문에서 궁극적인 호소 .(forego) 

대상으로 본다 그는 매우 중대한 추가 사항 을 덧붙인다 그러나 .(ultimate appeal)” (rider) . “

그것은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의 공리 진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항구적인 , (progressive) 



이해관심 에 기반을 둔 공리여야 한다(permanent interest) .” 

다음 강의에서 나는 이들 항구적인 이해관심 을 논하면서 그것을 31 (permanent interest)

밀의 견해에 깔린 심리 원칙 과 연결짓겠다 지금으로서는 나는 (psychological principles) . 

그 중에서 우리의 존재의 토대 그 자체 을 , “ ”(the "very groundwork of our existenece")

구축하는 정의의 도덕적 권리를 확고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이해관심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 

겠다 다른 항구적인 이해관심으로는 진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엔진의 본질적인 부분이 . , 

되는 조건인 자유로운 개별성의 조건에 대한 이해관심이 있다, . 

밀의 발상 은 민주 사회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규칙에 대한 공적 토론을 규32 (idea)

제함에 있어 자유의 원칙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사회가 태도와 법을 그에 따라 조, 

정한다면 정치 제도와 사회 제도는 그들의 시민이 진보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항구적인 이, 

해관심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는 국민성 을 형성하는 그들의 역할을 (national character)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진술된 밀의 자유 원칙§3. (Mill's Principles of Liberty Stated)

밀은 자유 원칙을 에서 기술하고 과 에서 추가로 33 I: ¶¶ 9-13, IV: ¶¶ 3, 6, V: ¶2 ¶¶3 4

설명한다 그에 관한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인류에게 그들 중 어떤 수의 사람. . (I:¶9) “… 

들의 행위라도 그 행위의 자유에 간섭하기 위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적정한, 

유일한 목적 은 자기 보호 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warranted) (sole end) (self-protection) .” 

덧붙였다 문명화된 공동체의 어느 구성원에 대해서건 그의 의지 에 반해서 권력이 정. “ (will)

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을 방지하기 (rightfully) 

위한 것이다 간섭받는 사람 그 자신의 선은 신체적인 것이건 도덕적인 것이건 충분한 보. , 

증이 될 수 없다 그 사람의 선은 그에게 충고하고 추론케 하고 설득하.” “ (re·mon·stra·tion), 

며 간청 할 좋은 이유는 되나 그를 강제하거나 그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면 해(entreating) , 

악을 부과하는 좋은 이유는 되지 못한다.”(visiting him with any evil in case he do 

그러한 강제 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otherwise) (coercion)

악 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행위자 자신에게만 관계된 행위에 관한 부분에서 밀(evil) . 

은 그의 독립성은 절대적인 권리다 그 자신에 “ .(his independence is of right absolute) 

대하여 그의 신체와 정신에 대하여 그 개인이 주권자다, .(Over himself, over his own 

장 body and mind, the individual is sovereign.”(I ¶9) 

이 원칙은 물론 법의 제약과 법의 제재에 의해 강제되는 다른 제도들 뿐만 아니라34 2. “ ” 

대중 여론이라는 도덕적 강제 라고 밀이 부르는 것의 결과로 생기는 자유에 대한 제약에도 “ ”

적용된다 우리는 자유의 원칙을 다음과 같은 세 개 조항의 형식으로 정식화할 수 있다. . 

조 사회는 그 신념과 행동이 타인의 정당성 있는 이익이나 도덕적 권리를 해하지35 (a) 1 : ( )

않으면 법과 대중 여론의 도덕적 압력을 통하여 결코 개인의 신념과 행위에 간섭해(injure) 

서는 안된다 특히 공공 토론 내에서는 옳고 그름에 관한 이유에 대한 호소만 있어야 한. 

다.(In particular, only reasons of right and wrong should be appealed to in public 



이 원칙은 세 종류의 이유를 배제한다 자유론 장 장 discussion) . III ¶9, IV ¶3.『 』

간섭당하는 사람의 선 그 개인의 관점에서 무엇이 현명하고 신중한36 (i) (good)- (prudent) 

것인지로 정의된 에 기초한 이유에 호소하는 온정적 간섭주의의 이유- .

우리를 참조하여 구체화된 탁월성과 인간 완정성의 이상 또는 사회의 탁월성과 완37 (ii) , 

전성의 이유 공리주의 장 자유론 장 장의 전부 그 중 가 중요. ( II ¶6, IV ¶¶5, 7, IV , ¶¶3-12

하다.)

싫어함 이나 혐오 또는 선호 의 이유 여기서 싫어함38 (iii) (disliking) (disgust) (preference) . , 

혐오 선호는 공리주의 장 에서 정의된 옳고 그름의 이유에 의해 뒷받침될 수 없, V ¶¶10-15

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밀의 자유 원칙 을 공적 이성의 원칙으로 읽는 한 가지 39 (Principle of Liberty)

방식은 그것을 입법에서 고려되거나 사회적 제재 가 되는 대중 여론의 도, ( social sanction ) 

덕적 강제를 지도하는 이유 중 특정한 종류의 이유를 배제하는 원칙으로 읽는 것이다 공적 . 

이성에서 위 세 종류의 이유는 그 비중이 이 된다0 .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석의 문제 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40 (question of interpretation)

란다 나는 자유의 원칙의 제 조 가 사회는 개인의 신. 1 (first clause of Principle of Liberty)

념과 행동 에 타인의 정당성 있는 이익 도덕적 권리를 해하지 (conduct) (legitimate interest), 

않는 한 그 개인의 신념과 행동에 결코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으(never) 

로 읽었다 그는 장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류가 그 구성원 중 어느 누구의 . I ¶9 . “… … 

행동의 자유에라도 간섭하는 것이 보증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보호 뿐, (self-protection) 

이다 또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 을 낳는 바에 따라서 계산되어야 한다” “ (evil)… 

또는 개인의 행위 중 사회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부분은 타인에 관계된 행(calculated)”. “

위 뿐이다.(the only part of conduct fo anyone for which he is amenable to society 

그리고 장 에서 그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is that which concerns others”) I ¶11 “ ”(hurtful 

행위에 대해 그리고 장 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to others) , IV ¶3 “

행위에 대해 이야기한다(prejudicially) . 

명백히도 타인들이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관계되지만41 , (Obviously much that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말others do concerns us), 

하는 것은 아니다 밀이 .(but that is not to say that what they do produce evil to us). 

장 에서 이야기하듯 개인의 행위 는 다른 사람의 구성된 권리IV ¶13 “ (acts) (constituted 

중 어느 것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해로울 수 있다 관계가 있rights) .(hurtful)”. “

다 와 영향을 준다 는 많은 것을 포괄하는 일반적 용어다 그렇다면 우”(concerns) “ ”(affect) . 

리는 밀의 언어 에 암시된 애매함 와 모호함 을 어(language) (implicit) (ambiguity) (vagueness)

떻게 해결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나는 리딩 텍스트로 장 와 보충적으로 . II ¶9 , 

장 을 읽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장 의 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끌어낼 IV ¶3 . IV ¶3

수 있다. 

제 항 사회는 개인의 신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정당성 있는 이익을 해하지42 1 : (injure)-

즉 그르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면 정당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명시적인 법 규정에 의해서, - , ( ) 

건 도덕적 권리로 고려되어야 하는 암묵적인 공유된 이해에 의해서건 개인의 신념과 행, ( ) , 



동에 결코 간섭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진술은 여전히 해설 과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확실한 교설43 (commentary) , (a 

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장 의 앞부분을 조금 읽어definite doctrine) . II ¶9

보고 그 후 그 내용에 더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뒷부분의 문단을 읽어보자 사회는 타, : “

인의 도덕적 권리와 정당성 있는 이익에 의해 부과된 한계 내 의 개별성의 진작을 허용( ) ( ) ”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다른 이들을 위한 엄격한 정의의 규칙에 구속된다 그리고 이. . 

러한 한계 내에서 사회는 상이한 사람들의 본성에 공정한 경기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선택, 

하는 대로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별성을 탄압하는 것은 모. “

두 전제 이기 때문이다(despotism) .”(whatever crushes individuality is despotism) 

이러한 주장을 당분간 받아들이면서 설명 을 계속해보겠다44 , (exposition) . 

여기서 밀은 다른 맥락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삶의 맥락이나 삶의 맥락이나 다양한 결사45 -

체 내부의 생활의 맥락에서 타인의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훨씬 못미치는 고려사- ( ) 

항들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 , 

신념과 행동을 싫어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그것은 고통스럽지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에서 그것이 비효용. ! (disutility)

이라 할 수 있다. 

그의 견해는 진보적 존재로서 인류의 항구적인 이해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46 , (advance) 

서는 사회가 위에서 살펴본 세 종류의 이유를 배제할 것을 명하는 자유 원칙을 확고하게 , 

고수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밀의 원칙은 공적인 정치 토론에서 허용가능한 이. 

유들에 대하여 전략적인 제약 을 부과하며 그럼으로써 공적 이성이(a strategic constraint) , 

라는 이념을 구체화한다 이것을 공정으로서의 정.(specifies an  idea of public reason) ( 『

의 에서 공적 이성이라는 이념과 비교해보라 주석(Restatement) ) ( 2)』

제 항 특정한 종류의 개인적 신념과 행동이 제 조에 의해 허용 가능한 옳고 고름의 47 3 2 : , 1

고려사항에 따라 결정된 다른 이들의 정당성 있는 이익과 도덕적 권리를 해할 때는 공적 , 

토론이 그들의 신념과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루는 것은 적

절하다 그 질문은 간섭의 장단점에 근거하여 논의될 것이나 물론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 , 

이유는 배제될 것이다. 

다른 이들의 정당성 있는 이익과 도덕적 권리 현재 우리가 이해하거나 구체화한 바의 에 48 ( )

끼치는 해악은 법과 도덕적 견해에 의한 간섭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해서 그것이 , 

항상 간섭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라 그 질문은 허용가능한 이유에 의해 따. 

져본 간섭의 장단점에 기초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제 조 그 질문은 제한의 장단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44 3 : . 

결론적으로 밀의 자유 원칙의 실질적인 힘은 제 항에 의해 세 가지 종류의 이유를 53 4. 1

배제하면서 나머지 두 조항이 공리주의 장 에서 정의된 바의 옳고 그름의 이유, V ¶¶14-15



에서 특히 도덕적 권리와 정의의 이유에 근거해서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서 온, 

다 그 결과 오직 특정한 이유들 오직 특정한 종류의 공리 만이 밀의 공적 이성의 형식 내. - -

에서 호소하기에 적합한 종류의 것이 된다. (are appropriate to invoke in Mill's form of 

public reason) 

추상적 자연권에 대하여 §4. (On Natural (Abstract) Right)

밀이 장 에서 공리에서 독립적인 것으로 추상적 권리라는 이념51 (I ¶11) (idea of abstract 

으로부터 그의 논변에 보탤 수 있는 어떤 이점 도 없이 논의를 진행right) (any advantages)

했다 고 말한 이유를 질문해보자(forgo) . 

하나의 분명한 이유는 확실히 그의 철학적 입장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도덕52 (obvious) , , 

적이건 법적이건 제도적이건 모든 권리는 공리에 기초하고 있다 는 그의 (are founded on)

공식적인 공리주의 견해를 재차 확언 하려는 것이었다(reaffirm) . 

공리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다양한 재산권을 인정한다 그들은 그 권리들이 53 . 

일반 복지 을 증진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어도 원(general welfare) . 

칙상으로는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나 사적 소유권의 전면적인 철폐가 현재나 미래의 , , 

사회 조건에 비추어 일반적 복지에 더 이로울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 

밀은 이 논변의 일반적인 형식 을 받아들인다 그의 견해의 특별한 특징54 (general form) . 

은 진보적 존재로서 인간의 항구적 이해관심에 의거해서 공리를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다 권리가 벤덤의 방식이나 밀의 방식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 공리와는 별도의 철학. , 

적 정당화를 갖고 있다는 발상은 모든 공리주의자들이 거부한 것이다 이것은 벤덤이 말, . “

도 안되는 허튼 소리 라고 묘사했던 자연권이라는 이념nonsense on stilts” (the idea of 

에 대한 그들의 반대 근거 중 하나였다natural right) . 

그러나 밀이 추상적 권리를 부인하면서 언급한 두 번55 2. (disavowal of abstract right) 

째 이유는 그의 자유 원칙 정식화는 그것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 . 

이러한 논지를 밀은 부인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만일 사회의 압도적 다수가 얼마 안되는 수의 사람들56 (overwhelming) (a few 

의 자기관여적 행동에 몹시 개입하고 싶어하는데도 밀이 사상과 토론의 자유 에 관others) “ ”

한 강력한 장 에서 그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자유론 장 (Chapter) ( II『 』

우리는 왜 다수가 간섭해서는 안되는지를 묻고 싶어지게 된다 공리를 이해하는 몇몇 ¶1) . 

방식에 의하면 공리의 합은 확실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밀은 또한 같은 곳 장 에서 사실과 토론의 자유 원칙은 강제와 통제의 문제가 발57 (II ¶1) , 

생할 때 개인에 대한 사회의 처우 를 절대적으로 (dealings of society with the individual)

지도 한다고도 이야기한다 나는 여기서 밀이 절대적으로 라는 말로 자유 원칙은 (govern) . “ ” , 

에외를 허용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시대의 통상적인 여건 하에서는 항상 (normal condition) 



적어도 매우 특수한 상황은 제외하고 타당( at least barring very special circumstance) 

하다는 점을 의미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는 자유 원칙의 모종의 무시될 수 없다는 자연권. 

을 들먹이지 않고서는 그 원칙이 어떻게 항상 타당하며 심지어 단 한 (invoke) (always hold) 

명의 개인에 대하여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장 에서 밀의 진술을 유념해야 한다 거기서 밀은 심지어 전체 인민58 II ¶1 . 

도 단 한 사람의 정치적 토론을 침묵시킬 권한 권리 가 없다고 말한다 이 권(power) ( right) . 

한은 인민이 행사하건 그들의 정부가 행사하건 정당성이 없다 고 그는 말한다, (illegitimate) .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인류의 견해가 일치하고 그 한 사람만 반대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인류를 침묵시키는 일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인류가 그 사람을 침묵시키는 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시금 이러한 진술은 다음과 같이 .” 

묻게 만든다 모종의 자연적 추상적 권리의 교설이 배경으로 놓이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 ( ) 

은 수의 사람들이 토론을 침묵시키는 일의 정당화에 아무런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없단 말인

가 밀은 단순히 수사적 장식 에 탐닉하고 있을 뿐인가? (rhetorical flourish) (indulge in) ?

나는 이것을 추상적 권리의 교설을 제시하는 구절을 진보적 존재로서 인간의 항구적59 3. , 

인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다가오는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인 정치가 심지어 그것이 단 , , 

한명의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도 항상 예외 없이 자유의 원칙을 확언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밀의 방식이라고 해석한다(affirm) .

밀이 하고 있는 것은 자유의 원칙을 기본적인 정치 사회 제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60 , 

에 관한 공적 정치 토론을 지도 하는 공리 원칙에 종속되는 원칙으로서 자유의 원(govern)

칙을 옹호 하고 있음을 유념하라 그가 이 제도들을 민주주의 시대에 적합한 국(advocating) . 

민성 을 형성하고 교육하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을 상기하라 그는 우(national character) , 

리가 자유의 원칙이 하는 역할과 그것이 적용될 현재와 미래의 조건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는 공리가 진보적 존재로서 인간의 항구적 이익으로 제대로 이해되었을 때 자유 원칙에 예

외를 두어야 할 공리 원칙에 근거한 좋은 이유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이다. 

이 해석은 밀이 장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밀은 다음과 같이 썼61 II ¶1 . 

다 개인이 그 자신에게를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가치 없는 견해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 . “ , 

견해를 향유하는 것이 단순히 사적인 손해 를 근거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손(injury) , 

해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해졌는지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해졌는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견해의 표명을 침묵시키는 일의 특유한 악 은 인류를 강. (peculiar evil) , 

탈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세대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그 침묵 당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보. . 

다 그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posterity as well as existing 

만generation, those who dissent from the opinion still more than those who hold it) 

일 그 견해가 옳다면 그들은 진리를 위해 의견교환으로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만약 침묵 당한 견해가 틀린 것이라면 그만큼이나 큰 혜택인 오류와 부딪힘으로써 . , 

나오는 진리에 대한 더 명확한 인식의 혜택을 잃는 것이다.” … 



물론 밀은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철학적 교설의 일반적 사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62 , , , , . 

그는 진보적 존재로서 인간의 항구적인 이익 안전과 개별성 을 위해서는 이들 일반적 교설 ( )

중 어느 것이 진리인지 가장 합당한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이들 질문에 대한 합당한 신념의 필수적인 조건은 완전한 토론과 탐구의 자유라고 믿었

다 우리가 가장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념들은 그 신념들이 근거가 없음을 증명해보라고 . “ , 

전 세계에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그 진리성을 담보해줄 장치가 없다 장 .”(II ¶8)

따라서 어떤 견해를 표명하는 한 사람을 침묵시킴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운 토론의 공적 63 , , 

과정에 손상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유. (We do injury to the public process) 

로운 토론과정은 현 시대의 진보적 존재의 인간의 항구적 이익을 증진 시키는 데 필(advance)

수적이다 더군다나 자유로운 토론에 끼친 손상 은 아무런 이득으로도 보상. , (injury done to) , 

되지 않는다 토론을 침묵시키는 것은 잘못된 종류의 국민성을 교육시킬 뿐 아니라 사회와 . , , 

그 구성원에 진리의 혜택을 박탈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마지막 논점은 자유론 장 . II『 』

의 무오류성 논변 에서 지적되었다 거기서 밀은 어떤 인간도 ¶¶3-11 “ ”(infallibility argument) . 

그의 확신에 상관없이 틀릴 수 있다 고 한다 그리고 반대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들(is fall·ible) . , 

이 모두 억압당한다면 틀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할 기회를 잃게 된다, .  

우리가 논했듯이 공적 이성이라는 이념은 허용 가능한 이유 대 허용 불가능한 이유라64 , , 

는 발상을 포함한다 그러나 왜 모든 이유가 다 허용가능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가 주어. , 

져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이유들이 총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tallied up) . 

상이한 정치적 정의관은 물론 상이한 이유들을 허용가능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에 대한 서, , 

로 다른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공적 이성에에서 허용가능한 이유들을 제한하는 근거는 자유65 , 

주의적 정당성의 원칙 다 그 원칙은 헌법의 본질적 사안과 (liberal principle of legitimacy) . , 

분배 정의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 관한 시민의 집단적인 정치 권력의 행사는 모든 시민들

이 지지하고 따라서 공유된 공적 이해 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치적 , (public understanding)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유로운 제도가 이끌고 유지하는 합당한 다원주의라는 . 

사실에 시민들은 그들의 권력을 상호 간에 이 원칙을 준수하여 행사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 

실현되는 민주주의 사회는 공민의식의 이상 을 실현하는 것이다 주석(ideal of civility) . ( 4)

공적 이성이라는 이념에 대한 밀의 근거는 물론 이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상반되는 논66 , 

지라고 하기도 매우 힘들다 그의 도덕적 권리와 정의 원칙 및 근대 세.(hardly antithetical) 

계의 다른 원칙들과 함께 그의 자유 원칙은 모두 공리 원칙에 종속되는 원칙들이다 자유의 . 

원칙은 공적 토론에서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이것은 시민들을 특정한 국민적인 품성으. 

로 교육하는 사회의 기본 제도의 일부다 이 국민적 품성은 물론 평등한 자유를 당연한 것. , 

으로 여기며 인류의 항구적인 이익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증진하는 것이다 강끝, . <3 >

밀 강IV

그의 전반적인 교설(His Doctrine as a Whole)



서론§1. (Introduction)

다시 한번 나는 밀의 교설에 대하여 우리가 검토하고 싶은 질문을 진술하겠다 나는 그1. , . 

가 칭하는 용어로 근대 세계의 원칙들 과 그의 정의와 자(principles of the modern world)

유의 원칙이 정의의 두 원칙과 대체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그, .(suppose) 

래서 밀의 질서정연한 사회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질서정연한 사회와 상당히 비슷한 기본 

제도를 가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근대 세계의 원칙 이라는 이름은 여성의 종속 제 장 에서 나온 것이다 거기서 밀2 “ ” 4 , ¶2 . 『 』

은 결혼에서 노예상태의 법 은 근대 세계의 모든 원칙들에 “ (the law servitude in marrige)

도저히 말도 안될 정도로 모순된다(a monstrous contradiction to all the principles of 

고 하였고 여성의 종속 다른 곳인 장 에서 밀은 근대 사회에 the modern world)” , I ¶23 “『 』

포함된 원칙 이라는 다른 명칭을 장 에서는 도덕과 정치에서 근대적인 (involved in) ” , IV ¶5 “

운동의 원칙 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또한 근대 제도와 사회사상의 본질 운동” . , 

의 자유와 개인의 간섭받지 않는 선택을 허용하는 열린 사회 의 (movement) (open society)

원칙에 관한 진술에 뒤이어 근대 세계의 특징적인 성격 을 모든 사람“ (peculiar character)” , 

이 고정된 사회적 위치 을 타고나는 과거의 귀족적 질서(fixed social position) (aristocratic)

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야기 한다. 

비록 밀이 그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지는 않았지만 근대 세계의 주요 원칙은 다3 2. 

음과 같은 것들로 보인다 옆의 출처는 모두 여성의 종속 에 관한 표시다. . 『 』

평등한 정의와 평등한 기본적 권리의 원칙 (a) ( ) 

장 장 공리주의 도 보라  II ¶¶11-12, 16, IV ¶¶3, 5, 9, 18 ( V: ¶¶4-10 )『 』

자유의 원칙 (b) 

장 장 자유론 장 도 보라  I ¶13, IV ¶¶9-20 ( I ¶¶9-12 )『 』

열린 사회와 직업과 생활 양식 의 자유로운 선택의 원칙 (c) , (mode of life)

장   I ¶¶13-15

기회의 평등 (d) 

장   I ¶¶23-24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적 사회적 경쟁의 원칙 (e) , 

장   I ¶¶14-16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협동의 원칙 (f) ( ) 

장   II ¶¶7-12

남편과 아내 사이의 평등이라는 근대 결혼의 원칙 (g) 

장 장 장   I ¶25, II ¶¶12, 16, IV ¶¶2, 15-16, 18.

공공 자선의 진정한 원칙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 (h) (True principle of public charity) : 

도록 돕기(to help people to help themselves)

 

나는 밀의 페미니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더 래디칼한 많은 페5 3. , 

미니즘과는 다른 것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의 페미니즘은 단지 여성을 위한 온. 



전한 정의와 평등 그리고 여성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종속을 폐지 하, (doing away with) 

는 것이었다 결혼에서 여성의 위치는 밀이 보기에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in·toler·able) 

예를 들어 법에서 아내의 재산이 남편의 재산이 되게 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등을 그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 충성 을 제외하면 밀에게는 여성의 . (loyalty) , 

사회적 종속은 근대 사회 제도에서의 고립된 사실이자 그 사회의 근본적인 법이 된 것에 “ , 

대한 유일한 위반이며 사상과 실천의 오랜 세계의 다른 모든 것은 폭발했음에도, (exploded) 

더 보편적인 이해관심을 가진 그 사안에서는 남아 있는 유일한 유물 으로서 두드러지(relic)”

는 것이었다. (a single relic of an old world of thought and practice exploded in 

everything else but retained in the one thing of most universal interest(I:¶16)

비록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명료하고 심지어 아마도 명백한 것으6 (obvious) 

로 보이지만 밀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동시대인들은 밀을 두 가지 주제에서는 , . 

미친 사람 취급했다 한 주제는 인구 증가 문제였는데 밀은 인구증가가 노동계(a fanatic) . , 

급의 복지를 억압 한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종속 문제였다 사람(depressed) . . 

들은 밀을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단순히 균형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고개. 

를 흔들면서 밀의 말을 듣지 않았다(stopped listening) 

 

그러나 밀은 이 주제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노동계급의 복지는 가족 규모를 7 .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여성의 평등도 요구한다 더군다나 남편과 아내. . , 

의 법 앞에서의 평등은 가정이 전제정치 의 학교가 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것(despotism)

이었다 그가 에서 표현했듯이 반면에 가정이 정의롭게 구성된다면 그것은 자유의 덕. ¶12 , “ , 

을 가르치는 진정한 학교가 될 것이다 가정이 전제정치의 학교로 머물러 있는 한 남성의 ”. , 

성품 는 심대하게 타락하고 이것은 사회의 모든 제도에서 평(character) (gravely corrupted)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성향을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밀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종속. 

의 심각한 불의 에 대한 그의 확신에도 확실히 뿌리박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grave wrong) , 

여성을 위한 평등한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갖는 사회적 선에 의해서

도 그의 정신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다.(it was also supported in his mind by the 

far-reaching social good of realizing equal justice for women) 

밀 교설의 틀 § (The Framework of Mill's Doctrine)

우리는 이제 그의 공리주의가 어떻게 하여 벤덤과 밀의 아버지에 의해 처음 제시된 8 1. , 

형태에서 그의 근대 세계의 원칙으로 결국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밀의 교, 

설의 틀 그 기본적인 도덕적 가정과 심리학적 가정 을 살펴보겠다- - . 

이 질문에 접근함에 있어 우리는 그의 공리관을 확실한 선호의 기준과 함께 검9 (decided) 

토하였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정의에 대한 도덕적 권리에 관한 그의 생각과 개인의 기본. , 

권을 규정하는 외관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그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Next we 

discussed his idea of the moral rights of justice and his apparent two part criterion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공적 이성을 지도하for identifying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는 원칙으로서 그의 자유의 원칙과 그 원칙의 공리 원칙에 원칙적으로 종속적인 지위를 살, 



펴보았다 이 모든 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 

첫째 밀은 위에 언급된 다른 원칙과 더불어 그의 근대세계의 원칙 그리고 자유의 원칙10 , , 

이 기본제도에서 실현된다면 진보하는 존재로서의 인류의 항구적인 이익으로 정의된 장기, 

에 있어 공리를 극대화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왜 그트록 확신을 가졌는가 여기(long term) . 

서 물론 공리는 공리주의 장 에서 이해된 바의 의미이며 인류의 항구적 이익이II ¶¶3-10 , 『 』

라는 발상은 자유론 장 로부터 나온 것이다II ¶11 . 『 』

우리는 밀의 교설이 행복 이외의 가치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의 교설이 인간 본11 , 

성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둘째 밀의 교설이 감탄할 만한 것과 탁월한 것에 속하는12 , , (falling under admirable and 

특정한 완전주의적 가치와 이상을 포함하고 그것에 비중을 부여하는가 아the excellent) , 

니면 행복으로서의 공리관이 일단 인정되면 그의 교설은 오직 인간 본성을 가장 심층적인 

차원에서 기술하는 심리학적 원칙에 의존하는가? 

후자가 맞다고 완전히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밀에 대한 우리의 공부를 그의 13 2. , 

공리주의 전체를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정치적 사회적 교설로 정식화하는 심리학적 독해를 

간략히 그리면서 나는 이 이상을 할 수는 없다 마치고자 한다 이것은 다른 상황에서는 비( ) , 

록 일반적으로는 종속적인 형태이기는 하겠지만 그의 견해가 상이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여전히 허용한다. (This still allows that in other situations his view might take a 

항구적인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심은 통different though in general a subordinate form) 

상 더 특유하고 종속적인 고려사항들을 압도 한다(subordinate) (override) . 

이 독해는 공리주의 장 에서 정의된 바의 행복만이 선이며 그 행복은 항13 ( II ¶¶3-10 ) , 『 』

상 장기적인 효과를 살피는 정치 사회 질서에 의해 극대(always looking to the long run) 

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리의 원칙에 그것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 중 하나를 부여한다 나. . 

는 그것이 밀의 정치적 교설에서 최고의 도덕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더 안(supreme) . 

전하게 말해서 도덕적 옳고 그름과 정치적 사회적 정의에 관한 그의 설명 원칙 중 최고, 

의 것이다(supreme) .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의 더 확정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 밀은 특수한15 3. (definite) 

심리학적 인간 본성관에 의존하였다 그는 이 관념이 기본 정의의 원칙과 인류(specific) . , 

의 항구적 이해관심으로서 그리고 근대 세계의 현 경향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의 공리관에 , 

비추어 핵심적인 자유의 원칙 나는 그 구절을 축약했다 을 낳기에 충분히 확정적(essential) ( )

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그의 심리학적 원칙을 가려내어 (determinate) . 

그 원칙들이 그의 다른 가정과 결합되었을 때 어떻게 그러한 결론이 나온다고 밀이 생각했

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요한 심리학적 선호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 

확실한 선호기준 (a) (decided preference criterion)



공리주의 장  II ¶¶ 5-8 『 』

존엄의 원칙 같은 책 장 자유론 장  (b) , II ¶¶4, 6-7; III ¶6『 』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사는 삶의 원칙 조소  (c) (The principle of living in unity others)

공리주의 장   3 ¶¶8-11『 』

아리스토텔레스 원칙 같은 책 장 정의론 절을 보라 (d) : III ¶8 ( 65 )『 』

개별성의 원칙 자유론 장  (e) : III ¶¶1-9『 』

우리의 천성적 선함의 인식 공리주의 장  (f) (The recognition of our natural good): III『 』

¶¶10-11

첫 세 개에 대해서는 강과 강에서 다루었다17 I II . 

마지막 원칙은 우리의 자연적 선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종종 여러 종류와 보상과 처벌에 18 ,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의 연상주의적 학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단순한 인공물(associationist) 

으로서의 외관상 선함 과 구별해야 하는 능력으로 기술된다 의심(artifact) (apparent good) . 

할 여지 없이 이 원칙들을 진수할 더 나은 방도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목록으로 충분하, 

다. 

나의 기본적인 발상은 밀의 교설에서 이들 심리학적 원칙이 하는 역할이 다음과 같다는 19 , 

것이다 공리의 규범적 원칙 및 다른 고려사항들 예를 들어 근대 세계의 역사적 사회적 조. , , 

건 및 변화하려는 경향 같은 고려사항들과 함께 그들 원칙은 인간 의 네 가지 (human being)

항구적인 이해관심을 확인 한다(identify) . 

이것은 밀의 빈번한 완전주의적 가치 언급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를 남긴다 이 19 . 

질문은 그의 전체 견해가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강의 (when his whole view is before us) 

말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인류의 항구적 이해관심 중 첫 두가지§3. (The Fi rst tow permanent interest of 

humankind)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묻게 된다 이들 이해관심이 항구적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20 : 

해야 하는가 그것들은 진보적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발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밀은 이 질? ? 

문들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알아내야 한다. 

나는 진보적 존재로서 인류라는 발상은 최종적으로 공리주의 에서 묘사된 온전한 평21 , 『 』

등 를 이룬 사회의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를 때까지의 인간 문명의 (full equality)

다소간 지속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함의한다고 생각한다 이 상태에서 사회는 밀의 평등한 . 

기본적 정의와 자유의 원칙을 온전히 실현한다 그래서 밀에게 진보는 통상적이고 자연스. , 

러운 사회의 실천적으로 최선인 상태로 또는 그런 상태를 향한 시간에 걸친 진전, (advance 

이다over time) .

이제 진보가 가능하려면 일정한 필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리주의 을 22 , . IV『 』



따라서 항구적 이해관심들 중 하나는 평등한 정의의 도덕적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이해관, , 

심이라고 하자 이것을 우리가 법과 사회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보유하는 이해관심. 

과 그것의 공통된 견해는 우리의 복지의 정수 와 우리 존재의 바로 그 토대 , “ (essentials)” “

자체 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 에 대한 이해관심이다(very groundwork) ” . 

다음으로 진보적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발상으로부터 나오는 항구적인 이해관심을 살펴23 

보자 그러한 모든 이해관심이 충족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도덕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실천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문명24 (i) ( ) 

의 지속적인 진보 내지는 진전 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해관심(advance)

그 자체가 최선의 상태의 조건이고 그 최선 상태의 사회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사회25 (ii) 

적 조건에 대한 이해관심 이러한 조건은 사회가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 , 

조건이다. 

그렇다면 항구적인 이해관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항구적이다 최선이자 자연스러운 사회 26 . 

상태로 가는 지속적인 진보의 필수적인 조건에 대한 이해관심으로서 항구적이고 또한 최선, 

의 상태가 일단 달성된 뒤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에 대한 이해관심으로서 항

구적이다 사회의 최선의 상태라는 밀의 발상에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바는 그런 사회. , 

는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의 본성을 가장 잘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고차적인 능. 

력을 가장 잘 불러오며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욕구와 열망을 , 

충족시켜주며 이 모든 것을 평등한 정의의 기본적 권리 및 다른 사람들의 정당성 있는 이해

관심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하게 해준다.(all this in ways consistent with the basic rights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of equal justice and legitimate interest of others) 『

론 장의 를 보라III ¶9 . 』

요약하자면 첫 번째 항구적인 이해관심은 평등한 정의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이해관심27 , 

이다 그것은 평등한 상태인 사회의 최선의 상태로 지속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 

런 상태가 일단 달성되었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에 대한 이해관심이

다. 

자유론 장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이해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밀28 2. III . 『 』

은 그가 칭한 바에 따르면 내적인 양심의 영역을 보호하는 자유를 논의하고 있음을 상기하

라 이 자유들은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실천적인 것 상상적인 것 과학적 도덕. , , , , , 

적 신학적인 것이건 모든 주제에 대한 견해와 감성 의 절대적 자유다, (sentiment) . 

밀은 여기서 종교와 철학의 일반적 교설 도덕과 과학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정치 사29 , , , 

회적인 질문과 정책 사안에 관계되는 신념과 토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는 평화를 . 

깨뜨리거나 군중에게 폭력을 행사케 할 가능성이 높은 선동 으(disrupt peace) (incitement)

로서의 표현이나 전쟁 시기에 부대의 이동을 폭로하는 발언, (speech revealing troop 

이나 다른 그와 같은 많은 경우의 표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movements) , 



다 그는 이런 종류의 경우를 자유론 장 에서 언급하며 그런 표현은 제한될 수 있. III ¶1 , 『 』

다고 인정한다 장 의 각주. (II ¶1 )

그러므로 두 번째 항구적인 관심은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제도 대30 , , 

중의 태도 에 관계된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해관심이다 자유론 장에서 (public attitude) . II『 』

밀의 논변은 이러한 조건들이 모든 주제에 대한 진리의 발견을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것이

다 더욱이 그는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우리가 항구적인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 

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러시아 소설가들에게서 발견되는 어두운 생각을 품지 않는. 

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He doesn't entertain the dark thought) (Brothers 『

에서 대심문관에 관한 이반의 이야기를 보라 그 이야기에서는 진리를 아는 Karamazov) . , 』

것은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필요한 호나상을 보존하기 (disconsolate) 

위해 전제적인 체제를 기꺼이 지지하게 만드는 끔찍한 일이 된다 성 아우구스투스와 도스. 

토에프스키는 서구 사상에서 두 명의 어두운 정신이며 전자가 그것을 심대하게, 

형성하였다(profoundly) .

많은 비판을 받은 장 에 나오는 밀의 무오류성 에 근거한 논변31 3. II ¶¶3-11 (infallibility)

은 이러한 논지를 짚으며 거칠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 법과 제도, . 

를 통해 사회가 특정한 일반적 교설의 토론을 금지할 때 그것은 이 사안들에 대한 진리가 , 

이미 확실하게 알려졌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수. , 

용된 교설이 진리가 아니며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을 즉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 

가정하는 것이다 밀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 

나는 그의 논변이 다음과 같은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고 추측 한다32 (surmise) . 

일반적 교설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항상 이롭다 그것은 큰 선33 (a) .(alway beneficial) 

이며 적어도 일반적 교설이 중요한 것일 때에는 그렇다(great good) , . 

이들 교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은 오류의 교정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34 (B) . 

자유로운 토론은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일반적인 교설이 정확하다는 것에 대하여 35 (c) 

여하한 합리적인 확신 를 갖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assurance) . 

자유로운 토론은 우리 자신의 신념을 온전하고 적절하게 이해하고 음미36 (d) (appreciate)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신념은 우리 것이 된다, . (and in that way 

자유론 장 을 보라making them our own) III ¶¶2-8 . 『 』

현존하는 사회는 일반적 교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 배울 수 있고 진보할 37 (e) ,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상태에 있다. (Existing society is in a state that allows it to 

learn from and to advance by free discussion of general doctiren)

이 모든 가정들과 함께 밀은 사회가 일반적 토론을 침묵시키는 것을 스스로 무오류적38 , , 



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한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회가 스스로 이미 진리를 보유하. , 

고 있으며 실수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의 논변은 이 결론. 

을 귀류법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무오류성 가정을 거부한다. . (His 

왜냐하면 사회가 스argument assumes this conclusion to be a reductio. all reject it) 

스로 이미 진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진리의 어떤 측면을 음미

하는 데 실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진보적인 존재인 인간의 (appreciate)

항구적인 이익의 하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중대한 . 

사안들에 대하여 진리를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음미 하는 필수 조건을 유지하(appreciating)

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This is our interest in knowing the truth and 

also in maintaing the necessary conditions of discovering and appreciating it on all 

significant matters) 

나머지 두 가지 항구적 이익들§4. (Two Other Permanent Interests)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항구적인 이익을 더 살펴보겠다 이 중 첫 번째를 우리는 자39 1. . 『

유론 제 장에서 밀이 논의한 자유들과 연결지을 수 있다 그 자유들은 다음과 같다3 . . 』

취향과 그것을 추구할 자유 우리의 성품에 맞는 생활 양식 를 우리가 정40 . (mode of life)

의의 평등한 권리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침 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이들의 정당성 (precepts)

있는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제약 없이 형성할 자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do not injure) . 

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리석고 신중하지 못하며 결코 존경스(imprudent) 

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 경멸스럽다고 생각할 때조차 우리는 자유로운 (admirable) 

것이다 이러한 자유들과 함께 그 자유들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결사의 .(We are at liberty). 

자유가 있다. 

이러한 자유들에 대한 확고한 보장 에 대한 이해관심을 개별성의 조건41 (firm guarantee)

에 대한 이해관심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그것이 유사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과 자유롭게 결. 

사할 수 있는 개별성을 포함한다고 이해하자 이제 장 에서 밀은 이러한 자유들. III ¶¶10-19

이 문명의 진보 을 위한 본질적 조건이라고 논한다 장 (progress of civilization) (essential) . II

에서 그는 실패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개선의 원천이 되는 것은 자유 그 자체 뿐이다¶17 “

라고 썼(The Only unfailing and permanent source of improvement is liberty itself)”

다 그래서 이 항구적인 이익은 사상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항구적인 이해관심과 . 

함께 진보적 존재로서 우리가 갖는 이해관심을 이룬다. 

물론 이러한 자유들은 지금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최선의 상태가 도달된 뒤에42 

도 본질적이다 그 자유들은 밀에게는 덜 분명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 근본. 

적인 것이다. (They are fundamental for Mill in a less obvious way, which can be put 

이 자유들이 온전히 존중되는 곳에서만 확실한 선호 기준thus:) (decided) (preference 

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점의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criterion) . : 

유로운 제도라는 조건 하에서 사람들은 충분한 자기 이해를 갖게 되거나 어떤 생활 방식이 , 

밀의 의미에서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 ) 



된다 나는 곧 이 기본적인 논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마지막 항구적인 이익이 있다 이 항구적인 이익을 나는 공43 2. . (『

리주의 장 에서 진술된 밀의 신념 즉 우리의 심층적인 본성에 온전히 적합하게 III ¶¶8-11 ) , 』

갖추어진 사회의 통상적인 상태는 정의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 위에서 논의된 가 확고하게 ( )

보장되는 사회라는 밀의 신념과 연결짓는다.

이 통상적인 그리고 자연스러운 사회의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의 이익이 평등하게 고려44 ( ) 

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associate) . 

즉석에서 보기에는 불명료한 구절은 다른 이들도 그 혜택을 보지 않는 한 여하한 사회적 , 

조건으로부터 혜택을 얻지 않으려는 욕구의 의미로 그가 설명하는 것이다. (This offhand 

unclear phrase he explains as meaning the desire not to benefit from any social 

우리는 호혜성의 원칙을 갖고 condition unless others are also included in its benefits) 

있다 공리주의 장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 (a principle of reciprocity). III ¶10 . “

의 정신 상태를 개선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조화의 감정 을 느끼려는 (a feeling of unity)

각 개인의 감정은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그 감정이 완벽할 경우에 다른 사, 

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로운 조건을 그 자신에게만 적용하려는 것은 생각도 아니면 욕구도 , 

하지 않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의 네 번째 항구적인 이익은 평등한 상태에서의 사회의 자연스러운 상태45 

를 구체화하는 사회적 조건과 제도 그리고 이 상태를 균형이 가능하도록 만드려는 이해관심

이다. 

요약하자면 네 가지 항구적인 이해관심은 다음과 같다46 3. , . 

첫째 공리주의 장에서 논의된 바의 평등한 정의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47 (a) , ( V ) 『 』

하는 제도에 대한 항구적 이해관심 이 권리들은 우리의 복지의 기본 를 보호하“ (essentials)

며 우리 존재의 토대 그 자체를 안전하게 보장” “ (make safe for us the very groundwork 

해주며 진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 이해관심은 우리가 모든 문명의 단of our existence)" , . 

계에서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확언 하는 자유로운 제도와 도덕적 견해48 (b) , (affirm)

에서 대중의 태도에 대한 항구적인 이해관심 이 제도와 태도는 평등한 상태로서 사회의 자. 

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진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셋째 개별성 을 허용하며 취향과 우리의 성품에 맞는 생활 방식을 선49 (c) , (individuality)

택할 자유를 보호하고 고무하는 자유로운 제도와 대중의 태도에 대한 이해관심 이 모든 것. 

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 

어 개별성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결사의 자유(And paired with this, 

가 있다freedom of association to give individuality effect) . 



네 번째 평등한 상태에서 사회의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50 (d) , 

한 정의롭고 자유로운 제도와 태도에 대한 항구적 이해관심. 

확실한 선호 기준과의 관계§5. (Relation to the Decide Preference Criterion)

이로써 진보적 존재로서 인간의 네 가지 항구적인 이해관심에 관한 우리의 탐구가 51 1. , 

끝이 났다 나는 그 탐구가 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밀의 견해에. (complete) . 

서 다른 항구적인 이해관심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여기서 그은 구분은 다소간 인위적인 것, 

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구분은 그의 교설이 서로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지를 설. 

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말했듯이 밀은 우리가 그의 공리관 공리주의 장 을 받아들이면 그 원칙52 ( II 3-10)『 』

들을 지지하는 공통된 도덕적 견해에 의해 보충되는 그의 정의와 자유 원칙이 우리의 항구

적인 이해관심을 충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치 사회 질서를 구체화한다고 주장하고 근, 

대세계의 조건과 인간 심리의 법칙에 비추어 그것보다 더 잘 정치와 사회제도를 정돈

하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왜 이 밀의 전제는 참란 말인가 그는 그 (arrange) . ? 

세부사항을 어떻게 이해했는가?(But why Mill's assumption  should this be true? How 

dose he see the details?)

밀의 전체 교설에서 결정적인 것은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 질서 하에서만 53 2. (crucial) 

확실한 선호 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 기준은 다른 것보다 질적으로 . 

더 고차적이고 고차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에 더 적합한 그리고 이런 의미에, (appropriate) (

서 더 나은 쾌락이나 활동을 판단하는 것을 포함함을 유념하라 이 중 후자는 존엄의 원칙) . 

과 연결된다 이 때문에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질서가 없으면 사회가 밀의 의미에서 공리. 

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알 방도가 단순히 전혀 없게 된다는 주

목할 만한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striking) . :

첫째 개인이 단독으로나 다른 사람과 함께로나 성품과 경향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54 (i) , , 

로 그들의 능력을 교육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오직 이러한 제도 하에서다 따라서 그러한 제. 

도들은 우리가 어떤 활동들이 사람들의 확실한 선호에 의해 지지될 활동들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 

둘째 사회에서 공리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네 가지 항구적55 (ii) , 

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과 규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중심

앙 행위자 중앙 정보 기관 이나 계획국(central) - (central information office) (planning 

는 존재하지 않는다board)- . 

다음과 같은 유비를 생각해보라 밀이 예를 들어 각 사람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56 3. . 

업과 다소 비슷하다고 추정한다고 그러한 시장에서 기업은 투입물과 산출물의 주어진 가격. 

에 비추어 무엇을 생산할지를 결정한다 기업에 무엇을 생산하라고 지시하는 중앙계획기구. 

는 없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경제 이론이 설명하듯이 각 기업이 그 이윤을 극대화할 때 . , 

사회 총 생산이 파레토 의미에서 효율적으로 달성된다( ) .



이 유비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를 안다고 가정될 57 . 

수 있는 것은 경쟁 시장이라는 조건 하에서 뿐이다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기업의 .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생산에 관한 결정을 . , 

서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내릴 수 있도록 내버려두어도 되는 것이다. (Hence they are 

left free to make their production decision)

밀의견해에서는 평등한 정의와 자유로운 제도의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적합하게 교육58 , , 

받고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 받을 때만 개인들은 그들의 본성과 성품에 가장 

잘 응답하는 고차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밀의 의미에서 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제59 (in the upshot), 

도를 설립하여 사람들의 능력을 교육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선호 . , 

기준이 작동할 수 있는 배경 조건을 구축한다 사회가 이것 이외의 다른 제도를 공리를 극. 

대화하길 바라며 활용한다 해도 그 사회는 어둠 속에서 그러고 있는 것일 뿐이다 자유로운 . 

제도라는 사회 조건 하에서 양육되고 교육받는 사람들만이 각 사람 자신의 경우에 필수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논평을 하겠다 첫째로 이미 주목했듯이 밀은 고차적인 쾌락 내에서6- 4. . , , 

나 저차적 쾌락 내에서 세밀한 구분을 하지는 않는다 야구는 고차적 활동이다 왜 아니겠. . 

는가 밀은 부분적으로는 공리주의가 돼지에게나 가치 있는 교설? “ ”(doctrine worthy only 

이라는 칼라일 의 교설을 반박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고차적 쾌of swine) (Carlyle) , 

락과 저차적 쾌락 그리고 고차적 능력과 저차적 능력 사이의 구분이 확실한 선호 기준에 , -

의하여 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밀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 거친 구분으로 충분했- . 

던 것이다. 

두 번째 논평은 세분화된 구분의 결여는 모든 보통 사람들은 비록 그 중 61 (fine grained) , 

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고차적인 능력을 향유하고 활용, 

할 능력을 동등하게 갖고 있다고 주장했음을 의미한다 모든 각각의 보통 사람들 적절히 교. (

육받은 등등 에게 그들의 삶에 핵심적인 것으로 할 고차적인 능력의 범위는 폭넓다 그는 )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정한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He holds also that given decent opportunities they will actually do so, barring 

물론 이 활동들의 범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 모든 것은 밀이 special explanations) ( ) 

공리주의 장 에서 언급한 종류의 설명에 의해서 확립 된다 거기서 밀은 존II 7 (borne out) . 『 』

엄의 원칙으로부터의 외견상의 이탈과 확실한 선호 기준을 뒷받침하는 기초적인 심리 원칙

을 설명한다 고차적인 활동과 능력은 배타적이고 지적이고 미학적이고 학문적이라는 주장. 

은 단순히 잡소리 라는 것이다(rubbish) . 

세 번째 논평은 더 재능 있는 사람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들의 고차적인 쾌락은 62 ( )

재능이 덜한 사람들의 고차적인 쾌락보다 가치가 더 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의롭고 자. 



유로운 제도 하에서 적절하게 교육받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선호되는 것으로 결

정된 모든 활동들은 동등한 것으로 가정된다 실제로 나는 실제상의 문제로서 그 쾌락들의 . , 

가치가 비교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석에서 보기에 쾌. , 

락의 질적 차이는 사회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세분화된 구분을 그을 필요 없이 허용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논. ? 

거들에 다다른다 주석. (Here we come to cases) ( 2)

마지막 네 번째 논평 밀은 사회나 중앙계획기구가 예를 들어 특정한 심리 검사63 (remark) 

를 통하여 어느 특정한 생활방식이 특정한 개인에게 최선인가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수 있

게 해주도록 활용할 수 있는 인간 본성에 관한 일반적인 심리학 이론은 없다고 보았다 우. 

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정보는 자유로운 개인의 의사결정을 살피는 것 뿐이다 우리는 . 

그들이 스스로에게 좋은 생활 방식을 요청되는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결정하도록 내버려둔, 

다 그들이 어떤 고차적 활동 집합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에 최선인지를 결정해야 한. 

다 이 정보를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일반적인 심리학 이론은 없다. . 

결론적으로 정의의 평등한 권리와 세 가지 종류의 자유는 현 시대의 민주주의 사회64 5. , 

의 평등한 시민들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생활 방식을 각자 발견하기에 최선의 위치에 있

을 수 있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 조건을 구체화한다 이것은 밀이 왜 그가 그랬듯이 보이. -

는 것처럼 정의롭고 자유로운 제도가 진보적 존재로서 우리의 항구적인 이익으로 이해된 - , 

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의롭고 자유로운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설

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개별성과의 관계§6. (Relations to Individuality)

우리는 개별성의 원칙이 확실한 선호 기준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65 1. . 

기본적인 심리적 원칙으로 이 원칙의 의미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자유론 장 에서 밀. III 1『 』

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로 타인관여적이지 않은 사안에서는 개별성이 스스로를 발현되. “

는 것이 바람직하다.(It is desirable ... that in things which do not primarily concern 

그 사람 자신의 성품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전others inndividuality should assert itself) 

통이나 관습이 행위의 준칙 인 곳에서는 행복의 주된 요소 중 하나와 개(rule of conduct) , , 

인과 사회 진보의 주된 요소이기도 한 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심리 원.”(there is wanting) 

칙이라는 점은 개별성이 행복의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 의해서 보여진다 자(ingredient) . (『

유론 장 모두 가 이 논점에 관하여 중요하다III , ¶¶1-19 )』

밀은 개별성이 두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66 . 

하나는 우리의 다양한 자연적 능력 와 자기 발전이라는 그리스적 이67 (a) , (natural power)

상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고차적인 능력의 발전과 활용.(Greek ideal of self-development) 

도 포함된다 장 (development and exercise) . (III 8)

두 번째는 자치 라는 기독교적 이상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보68 (b) (self-goverment) . 



다 내가 밀을 읽은 바에 따르면 정의의 기본권에 의하여 우리의 행동에 부과되는 한계의 ( ) 

인식 이다(recognition) . 

밀은 장 에서 종교의 어느 부분이라도 우리가 선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생각69 III ¶8

한다면 뿌리뽑히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함양하고 펼치기 위해 고, (cultivated) (unfolded) 

차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 일관된 일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우리의 능력에 구현. 

된 이상관의 실현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신이 기뻐하리라 생각하는 것도 종교와 일관된

다 밀은 여기서 그가 인간성에 대한 칼뱅주의적 관념. “ Calvinistic conception of humanity

라고 부른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 관념에서는 인간성의 가능한 모든 선이 순종으로 구성. ”

된다 인간의 능력“(all the good of humanity is capable is comprise on o·be·di·ence). 

능력 그리고 감수성 은 분쇄되어야 한(fac·ulty), (capacities) (susceptibilities) (crushed out)

다고 주장한다 장 . (III ¶7)

밀의 견해는 완전주의적 이상으로 제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나중에 우리는 그 이상70 . 

을 어디까지 심리학적 교설로 읽어야 할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금은 단지 여기서 밀이 . 

이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들을 확실한 선호 기준이 존엄성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채택하고 따를 생활 방식을 특징지우는 것으로 바라보

았기 때문임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밀의 개별성이라는 이념의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그것을 더 오래된 견해와 비교했71 3. , 

을 때 두드러진다 로크가 그의 관용에 관한 소고. (come out) “ ”(Letter on 

에서 관용을 논했을 때 그의 관심사의 큰 부분은 종교 전쟁을 어떻게 극Toleration(1689))

복할 것인가였다 그는 국가 내에서의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교회를 두고 국가는 일정한 한. 

계 내에서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종교 전쟁 시기 동안에는 신. 

념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사람은 진리 참인 교설을 . , 

믿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구원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종교적 오류는 끔찍한 것. 

으로 두려움을 샀다 그리고 오류를 퍼뜨리는 사람도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 

그러나 밀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질문의 관점이 명백히 바뀌었다72 , . (the view of 

관용의 원칙을 두고 벌어진 투쟁은 이미 오래 전에 해결question has obviously change) 

되었다 그리고 신념의 내용이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 , 

식으로 믿느냐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어느정도까지나 우리 자신의 신념을 만드. , 

느냐가 중요해졌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그 신념들의 심층적. 

인 의미를 확인 하고 우리의 신념들에 우리 삶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부여하여 말(ascertain)

하자면 단지 입으로만 그 신념을 떠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and not, as it 

were, simply to mouth them)

비록 그것이 종교 전쟁의 와중에 생겨났다 해도 이 태도는 근대적이다 물론 그것은 밀73 . 

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었다 밀은 명시적으로 윌리엄 훔볼트 가 아레오파기타. , (1792) 『

Areopagitia ·』

에서 인간이 다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단지 그의 교구 목사 가 그렇게 하라고 §49 “ (pastor)



말해서 또는 의회가 그렇게 결정해서 무엇을 믿는다면 비록 그의 신념이 진리라고 해도 그, 

가 견지하는 바로 그 진리가 이단 이 된다 고 썼던 밀턴을 인정하였다 루소는 이런 (heresy) ” . 

방식의 사고에서도 역시 주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아와 자기 성찰 에 . (self-observation)

의해 진작된 내적 삶 의 본질적 가치 를 강조하였다 그 기원이 (interior life) (intrinsic value) . 

무엇이건 밀은 그것에 대하여 자유론 장 에서 중요한 말을 한다, III ¶¶1-9 . 『 』

이 근대적인 태도의 일부는 신념의 오류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두려움의 대73 , 

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확실히 오류가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 

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필연적으로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이유로 두려움의 대상이 . 

되지는 않는다 명확히도 밀은 종교적 신념에서 실수를 한 사람이 바로 그 때문에 저주를 . , 

받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그 오류가 . (Mill doesn't entertain the possibility) , 

저주의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점을 당연시하였다 이 신념은 내가 추측하기에 밀에서처럼 . , , 

개별성의 가치가 중심적인 것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신념과 열망을 스스로의 .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상은 만일 오류가 그 자체로 저주를 의미한다면 단지 비

합리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개별성이라는 밀의 발상 중 일부는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 자신의 신념으로 74. 4. , 

만든다는 발상임을 주목하였다 이것은 자유로운 자기 발전 의 측면이다. (self-development) . 

그러나 밀이 강조하는 다른 측면들도 있다 인생 계획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우리. , 

의 욕구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그리고 우리의 욕구와 충동을 역시 우리 자신의 것, 

인 우선성의 질서에 따라 균형 있게 하고 순서짓기. 

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라진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스스로를 다르게 만들어야 한75 

다는 주장을 밀이 의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보다는 그는 우리의 인생 계획이 얼. 

마나 다른 사람들의 것과 유사하거나 상이하게 보이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만들어, 

야 함을 의미하였다 즉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과 성품 속에 그것을 적합. , 

하게 사용한다. (We understand its meaning and have appropriated it in our thought 

우리는 우리의 삶은 소위 선택 자체를 목적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우리and character) . 

는 적절한 성찰 후에 우리 삶의 방식을 확언 하고 그것을 단순히 관습이라는 이유로 (affirm)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우. , 

리의 능력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것의 더 심층적인 의미를 꿰뚫어 보게 된

다 그러한 방식으로 심지어 그 삶의 방식이 오래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것이. , 

라고 해도 우리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만든 것이다. 

내가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때때로 사람들은 밀이 자기 자신만의 것을 하는 별남36 

을 강조했다고 말하곤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은 오독이라고 본다 확실히 (eccentricity) . . 

밀이 자유로운 제도가 더 큰 문화적 다양성을 낳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그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강조점은 자기 발전 과 자치. (self-development)

에 놓여 있었다 후자는 자기 수양 을 포함하며 혼자서든 (self-goverment) . (self-discipline) , 

집단으로서든 별남 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기본(neither alone or together) (eccentricity) . 

적인 발상은 개별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관심은 모두를 위한 평등한 정의의 권리에 의해 설, 



정된 엄격한 한계 내에서 자유롭고 반성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품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는 것이다. 

이 중 마지막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는 장 에서 정의의 한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77 III ¶9

단을 주목해야 한다. 

 

인용문 시작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획일성으로 약화되는 것  ( ) (uniformity) (wearing down) 

이 아니라 권리와 다른 이의 이익에 의해 부과된 한계 내에서 그것을 진작하고 불러일으킴, 

으로써 함으로써 인간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관조 의 대상이 된(calling forth) , (contemplation)

다 그의 개별성이 발전 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각 인은 그 스스로에게 더 (development)…… 

가치있는 존재가 되며 그러므로 다른 이들에게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능력을 갖게 된, 

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정의의 엄격한 규칙을 고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선을 그들의 . 

목적 으로 느끼는 감정과 능력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그들의 선에 영향을 미치(their object) . 

지 않는 사안에서 단순히 다른 이들의 불쾌감에 의해 제한받는 것은 오직 제약에 저항하여 , 

스스로 만개하고자 하는 성품의 힘을 제외하고는 가치로운 것을 아무것도 발전시키지 못한

다 각자의 본성에 공정한 경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 , ……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본질적 이다 인용문 끝(essential) .( )

여기서 밀의 사상은 우리가 불행히도 논할 시간이 없는 추가적인 발상을 시사한다 그78 , . 

것은 소위 인간의 다양성이 정의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치의 한계 내에서 개별성을 자기 발

전 한 결과 일 때에는 자유로운 제도 하의 인간의 다양성으로 최대의 전(self-development)

반적인 가치가 획득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밀을 비롯한 근대 자유주의의 중요한 주제. 

다 그 사상은 로크에게는 없었다 그는 비록 종교적 다양성이 자유로운 신앙과 관(theme) . . 

용 원칙의 수용을 가능케 한다는 이점은 준다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종교적 다양성 그 자

체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완전주의 가치의 위치§7. (The Place of Perfectionist Values)

나는 두 가지 논점을 짚으며 결론을 내고자 한다 첫 번째 논점은 밀에게서 밀이 종79 1. . 

종 언급한 완전주의적 가치의 자리에 관계된다 분명히 이 가치들은 존엄의 원칙 . (Plainly) 

및 개별성의 원칙과 연결된 역할이 있다 그러나 이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가장 잘 이해. 

하는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밀이 완전주의 가치를 옹호하거나 지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 ? 

있다면 그 가치들은 어떤 정치 사회 제도를 정당화하는가?

밀은 확실히 감탄할만한 것 과 탁월한 것 그리고 그 반대80 (the admirable) (the excellent) 

인 비하적인 것과 경멸할 만한 것이라는 완전주의 가치의 존재를 인정한다 더군다나 그는 . 

이 가치들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점을 당연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존엄 원칙의 형식에서 그 . 

가치들이 항상 무엇이 우리에게 적합한지의 판단을 포함하는 확실한 선호 기준이라는 그의 

중심적 발상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치들의 존재 및 우리에게 그것이 큰 중. 

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규범적 교설의 근본적인 부분이며 그의 기본적, 

인 인간 심리학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자유 원칙의 내용에 비추어 그것은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완전주의적 81 , -

이유를 배제한다 이 가치들은 법과 강제적인 사회적 압력으로서 공통된 도덕적 견해에 의-

해 부과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친구 및 동료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 스스로 해결. 

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교설은 완전주의적이지 않다. . 

밀의 정치 사회적 교설의 근본적 가치는 근대 세계의 원칙에서 천명된 정의와 자유 원칙82 

들이다 그가 완전주의 가치를 뺐다 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는 그것을 빠뜨리지 . (left out) , 

않았다고 대답하리라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보다는 그는 그것을 그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 

방식대로 고려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즉 사회질서로 실현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유롭게. , -

그리고 그들 자신의 본성과 친구 및 다른 동료들의 조언과 촉구에 따라 그들에게 가장 잘 

맞도록 그러한 완전주의 가치를 그들의 삶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이끄는 원-

칙들을 세움으로써 말이다. 

그는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추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83 

다고 그리고 정의와 자유의 제도가 자리잡고 있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유익하기보다, 

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응수했으리라 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한(do more harm than good) . 

편으로 일단 이 제도들이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완전성의 가치 은 (values of perfection)

자유로운 삶과 결사에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구속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실현될 

것이다 정의와 자유의 가치는 근본적인 배경적 역할을 하며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우선성. , , 

을 지닌다 밀은 그가 완전주의적 가치를 적절하게 고려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 (Mill 

would say that he gives perfectionist values their due) 

두 번째 논점 밀의 심리 원칙의 역할 에 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84 3. - - .(I 

모든 도덕 교설은 인간 심리학과 정치 사회학 및 제도와 make the following observation) 

역사에 관한 다른 가정의 요소와 결합된 규범적 개념과 원칙을 담고 있다 밀의 견해도 예. 

외가 아니다 그러나 거기다 밀의 견해는 단지 하나의 주요한 규범적인 가정 그와 연관된 . , -

개념과 가치를 갖는 공리 원칙 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의 본질적인 역할은 어디서- . 

나 발견되며 그의 논리학 체계 말미의 실천이나 기예의 논리, System of Logic (1843) 『 』

에 관한 장에서 목적론의 교설로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logic of practice or art) . 

(and reigns supreme as a doctrine of teleology in the chapter on the logic of 

practice or art) 

밀의 심리학의 첫째 원칙은 본질적인 역할을 하며 그 원칙이 실패하거나 설득력이 없는 85 , 

것으로 보인다면 그의 견해는 실패하거나 보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seems insecure) 

내가 시사했듯이 그의 답변은 그 원칙에 많은 것을 기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도덕 교설들, . 

이 그 밑에 깔린 도덕 심리학에 의존하고 있다 밀의 교설이 이 점에서 특이한 점은 없다. . 

나는 밀의 견해의 전반적인 성공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나의 목적은 그86 . , 

의 외관상 벤담적인 출발에 비추어 어떻게 밀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

지 않은 정의 자유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종착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의 정치와 사회 교, , , 



설 그의 전반적인 도덕적 견해로부터 도출된 이 우리에게 근대적이고 포괄적인 - (lift from)-

자유주의의 원칙을 제시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밀 강 끝. < I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