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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reference and urgency"

저자: Thomas Scanlon

요약번역 이한: 

출처: The Difficulty of toler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ch4, pp.70-83.

각 숫자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숫자 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 

(70)

도덕철학의 논변은 빈번하게 상이한 사람들의 이득과 희생이 비교될 수 있는 기초에 관한 , 

어떤 규준에 호소한다 예를 들어 분배 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는 이런 종류의 모. 

종의 규준에 호소해야만 한다 평등한 몫과 불평등한 몫을 측정하는 토대로서 그리고 유사. . 

한 호소가 권리들을 체계 그리고 제도적으로 규정된 특권과 보호들을 옹호함에 있어 이루, 

어질 수 밖에 없다 이득과 부담의 비교에 대한 그러한 호소는 물론 대체로 말해 공리주의. , , 

적인 이론에서 가장 직접적이겠지만, 공리주의와는 차이나는 이론들에서도 그 비교는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종류의 비교는 예를 들어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근거한 논변 , 

에 결정적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상대적 복지와 상대적 희생의 기준은 권리 체계를 아무런 , , 

옹호의 필요가 없는 입지로 주어진 출발점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모든 도덕 이론에서도 중심

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나는 복지의 기준이 정식화되고 옹호되는 방식 및 그것들이 도덕 논변에    , 

도입되는 방식에 관한 몇가지 문제를 기술하고 논의하겠다. 복지 기준이 도덕 논변에서 흔

히 할당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속성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자 그 속. 

성은 i) 복지 기준이 제도의 비판과 정당화의 출발점 중 하나로 기능하려면 , 복지에 대한 기

준은 일종의 합의를 표현하여야 하는 것 같다 적어도 그 비판이나 정당화가 발화되는 당사 . 

자들 사이에서. ii) 적정한 기준은  개인들 사이의 취향과 이해관심에서의 편차라는 사실을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 . adequate criteria must allow for the fact of individual 

나는 이 감안할 수 있어야 라는 말이 고려될 variation in taste and interest. ( “ ”allowed for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은 지금은 제쳐두고자 한다.) iii) 마지막으로 약간 다른 수준에서 복지, 

에 대한 적정한 기준은 결과지향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result-oriented) 즉 그것은  

단지 선의 묶음을 등급화하는 평가가 아니라 이 선들을 가짐으로써 개인이 영향받는 방식을 

평가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왜냐하면 장애같이 필요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조건에 민

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체가 모두 동등해도 어떤 자유가 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 

는 바는 다르다 상이한 사람들은 특정한 법적 특권을 활용하는 능력의 정도가 다를 것이. 

며 그 특정한 법적 권리가 제공하는 보호를 상이한 정도로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 . 

적어도 우리가 익숙한 사회들에서는 사실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복지의 기준이 그러한 사. , 

회의 제도에 대한 비판의 적정한 기초가 되려면 그것은 이 상이한 이득과 손실을 기술하고 , 

비교할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한다. 

도덕 이론들과 정치 이론들은 종종 그들이 적용하는 복지의 기준에 관하여 매우 명시적이  

지는 않았다. 가장 명시적으로 거론되며 가장 명료하게 정식화된 기준은 내가 주관적 기“

준 이라고 명명하는 것” 이다 이 주관적 기준이라는 말로 나는 주어진 여건에서 한 사람이 . , 

향유하는 복지의 수준이나 주어진 이득과 희생이 그 사람에게 갖는 중요성이 바로 그 사람, 

의 취향과 이해관심의 관점에서만 오로지 그 관점에서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을 말



한다. ex1)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이런 의미에서 주관적인 기준에 기대고 있다 또 다른 . 

예로는 후생 경제학자나 다른 이들의 신 공리주의 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 ” . ex2) 존 하사

니 는 각 개인에 대하여 일련의 폰 노이만 몰게스턴 효용 함수를 그 사람의 (John Harsany) -

선호에 기반하여 구성한 다음 그리고 나서 이 효용함수를 개인간 비교의 다음과 같은 방법, 

을 통하여 단일한 개인간 체계로 형성시킴으로써 개인간 비교가능한 관념으로 효용 을 사, “ ”

고하는 평균 효용 최대화의 원칙을 옹호한다 그 형성 방법이란 다음과 같다, . . 주어진 물질

적 여건에서 개인 의 효용 수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될 때 의 물질적 여건에서 A , B

개인 의 효용 수준과 동일하다 만일 불편부당한 제 자가 의 물질적 여건과 의 취향을 B . 3 A A

함께 가진다는 전망과 의 총 물질적 여건과 의 주관적 관점을 함께 가진다는 전망 사이B B

에서 무차별한 경우에. 

위와 같은 요건의 목록을 놓고 보면(72) , 왜 주관적 기준이 매력적인지를 이해하기가 쉽

다. 첫째로 개인 취향의 주관성을 최대로 인정한다, . 둘째로 결과지향적이어서 명백히 필요, 

에서의 편차를 반영할 수 있다 개인선호의 상대적 강도만이 제도와 정책 지지의 기반 셋. ( ) 

째로 이론적 우선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선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고 실용, . 

적인 이유로 대른 대용 기준을 사용하니 위계가 짜여 있다, .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도덕 판단을 할 때 사용하는 복지의 기준, 

은 객관적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말로 내가 의미하는 바는 개인, 

의 취향이나 이해관심과는 독립적인 개인의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기준, 

그리하여 그러한 평가가 설사 그 해당 개인의 선호 단지 그가 실제로 지금 갖고 있는 선호(

가 아니라 사실적 오류에 관하여 교정을 받고 일관되도록 만들었을 때의 선호와도 와 상충)

한다 할지라도 정확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객관. “

적 인 기준을 말함에 있어 나는 이 기준들이 사회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

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나는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어떤 선과 기회의 동일한 할당이 . (73) , 

두 사람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두 사람의 여건의 차이 때문에 상이한 복지 수준을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여건에서의 차이들이 단순히 . 

선호에서의 차이가 아닌 한 임의의 기준은 내가 말한 의미에서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이런 , 

종류의 편차를 감안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 기준은 결과지향적이 될 수 있다. . 

  복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의 지지자는 주관적인 선호의 유관성을 전적으로 부인할 필요가 , 

없다. 고도로 객관적인 가치들은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선호와 이해관심을 발전시키고 이것 

들을 사회 정책의 결정에서 감안되도록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수적인 여건들을 제공하

는 것과 결부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들의 할당된 몫을 그들 자신의 선호와 일치하도록 다. 

른 이들과 교환하는 합의를 자유롭게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에서도 여

전히 중요할 수 있다. 내가 객관적 입장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념이

다 우리가 어떤 이해관심이 . 다른 이해관심을 희생하여 분배적 제도의 디자인이나 다른 권, 

리나 특권의 할당에 있어서 더 선호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과 관계하는 한 유관한 것, , 

은 단순히 그들이 표현하는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가 아니라 이 이해관심들의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론의 토대로 주관적인 선. , , 

호의 상대적 강도를 삼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선호의 편차를 감안하고 개인의 자율성에 중, 

요한 위치를 줄 수 있다. 

  객관주의적 입장이 우리의 실제 도덕 직관의 기술로서 정확하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첫째로 , 분배적 정의의 사안을 생각해보라 하나의 아마도 극단적인. , , 



주관적 기초 위에서 정식화된 분배 정의의 원칙은 최대의 평등한 만족의 원칙이

다 이 원칙은 시민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효용.(principle of maximum equal satisfaction) , 

을 주는 분배 효과를 갖도록 그리고 그 효용은 최대한 높게끔 만들도록 제도가 설정되어, , 

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기서 효용은 위에서 기술한 바대로 이해된다. . 이 원칙은 거칠게 말

해서 사회적 자원이 덜 효율적인 사용자로 흘러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효과, 를 가진다 만일 . 

주어진 복지 수준에서 복지 정도를 올리는 데 가 보다 더 많은 물질적 자원을 필요로 한A B

다면 그 원칙은 보다는 에 더 많은 자원의 지출을 요청한다 이 결과는 에 의, B A . A. K. Sen

해 직접적으로 옹호된 바 있다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그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 삶의 일상적인 모든 즐거움들을 향유하는 것이 어렵고 값비싼 것으로 되게 , (74) 

만드는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특수한 조력을 받아야 하며 평등대우에 관한 적정, 

한 관념은 그러한 조력을 당연히 요청할 것이다 그러한 장애에 의해 정당화되는 조력의 수. 

준에 관하여는 논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등 만족의 원칙은 이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 

잡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 그러한 권리주장을 인정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은 틀린 것처럼 보이

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전술한 평등 만족의 원칙은 동일한 종류의 특수한 고려를 그 특수한 이해관, 

심이나 이례적으로 세련되거나 값비싼 취향을 가졌기 때문에 매우 높은 지출이 없이는 통“

상적인 만족 수준 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줄 것” 이다 이것은 쾌락 마법사에 대한 . 

자원 집중을 추천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의 익숙한 변형이다 그러나 이것은 극대화 원. 

칙이나 평등주의 원칙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이 선호의 종류 

차이에 무감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호 원조의 의무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점이 등장한다  . 낯선 이가 어떤 이해관심의 충족

을 위해 우리에게 하는 조력 요구의 강도는 그 이해관심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며 , 

그가 그것에 결부시키는 중요성에 비례적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그의 신에게 바치는 기. 

념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꺼이 어느 정도 음식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기획에 다른 이들의 조력을 요구하는 주장이 먹을 것을 충분히 달라고 도와달라는 주

장과 동일한 강도를 가지게끔 만들지는 않는다 설사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희생의 정. (

도는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그가 그토록 큰 중요성을 결부시키.) 

는 기획에서의 다른 이들의 조력을 구할 어떤 권리주장 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한 (claim) . 

권리주장이 상당한 비중을 지니느냐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가 말할 필요가 있는 . 

전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한 권리주장은 해당인이 이 이해관심에 동등한 비중을 부, 

여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긴절한 이해관심의 충족에 있어서 조력에 대한 권리주장과  같은 

정도의 무게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설사 우리가 도덕적 권리주장을 평가함에 있어 동등하게 강한 선호들 사이에 차별을   , “ ”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기초에서 그런 차별을 하며 이 기초를 사용하는 일은 어떻게 , 

지지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우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선호의 긴절성 과 중요. , “ ” “

성 이라는 도덕적으로 유관한 개념 의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술해보도록 하자” (notions) . 

시작이 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이 개념의 구조는 무엇인가? 즉 무엇이 더 긴절하고 , (75) 

덜 긴절하다는 사태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건강은 오락 보, (amusement)

다 더 중요하다는 점은 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로부터 거의 아무것도 따라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로서나 옹호될 수 있는 사회 정책의 문제로서나, ,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은 오락의 어떠한 사안보다 우선성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이 따



라나오지 않는다. 더 적정한 그림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 다양한 일반적 관심사항을 

갖고 있으며 건강과 오락은 그 중에 속하는 두 가, 지다. 이들 각각과 연결되어 이 관심사항, 

들이 일정 시점에 충족되는 다양한 수준과 정도에 관한 척도가 존재한다. 그러한 충족 수준

의 다양한 조합은 다양한 복지 수준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긴절성의 관계는 하나 이상의 , 

이 척도들에 따라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과 맺는 관계일 것이다 이 관계는 . 우리로 하여금, 

한 여건에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희생을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과 상이한 여건에서 어떤 , 

사람의 이와 경쟁하는 이득의 중요성을 비교하는 것을 허용해준다. 

나의 주장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이 우세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려는 도덕판  , , (prevail) 

단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이 두 상충하는 이해관심을 비교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일, 

은 해당 사람들이 그 이해관심들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느끼느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이 기꺼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려고 하(

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그러한 강도), 이 혜택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들에 대한 탐 

구라는 것이다. 심지어 문제되는 선이 우리에게 낯설고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고 하더라도 우리는 왜 그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지를 익숙한 일반적인 범주 , , 

하에서 그것들이 바람직한 이유들을 끌어온다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이유들은 예를 . , 

들어 물질적 안락 지위 지위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또는 그것들은 건강이나 상해로부터, , , . 

의 보호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익숙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

지 못하는 어떤 이득들이면서 그냥 우연히 거기에 이해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 ” 

에 전형적인 자의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득들이란 우리에게는 매우 불명료한 , 

것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득의 바람직함을 이해하게 되 (opaque to us) 

면 우리는 그것을 , 상대적 긴절성의 대략적인 위계 내로 위치지울 수 있게 된다. 이득의 긴

절성은 분명히도 그것이 바람직한 이유의 범주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그 . 

이득 없이 이 범주와 관련하여 얼마나 잘 될 것이냐 역시 유관하다. 특히 그에 관하여 다른 

어떤 대안들이 가능하며 그 대안들 중 하나로 이동함에 있어 발생하는 희생이 무엇인지에 , 

관한 것은 말이다 그러므로 .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중요한 유형의 이유로 인해 어떤 이, , 

는 를 가지는 데 이해관심을 가질 수 있다X . 아마도 그것은 그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 방식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 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라면 또는 그에게 활. X , 

용가능한 다른 선택지와 비교해서 를 추천할 이유가 거의 없을 때 그럴 경우 다른 수단들 X , 

에 비해 를 원하는 그의 선호는 어떤 새로운 이유가 제출되지 않는 한 긴X (76) (adduced) 

절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두 행동 지침이 선택지들 이거나 하나가 더 효 ( “ ” “

율적인 선택지라는 판단은 이들 중 어떤 추구목적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며 그 이유들의 상” 

대적인 중요성은 어떤지에 관한 상당히 자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할 것이라

는 점은 명백하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다양한 관심사항들에 관한 설명 이 이해관심에 대한 한 사람의 이해  , 

관심이 기원하고 변화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이해관심들을 추구하면서 , 

취하게 되는 활동의 여러 형태에 관한 설명은 보통의 삶 의 편차에 관한 일종, (normal life)

의 도식적 그림을 제공한다 그러한 그림 내에서 몇몇 관심사항들과 추구목적. , (some 

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것이concerns and some pursuits)

다 사람들이 그의 삶과 성장에서 선택이나 우연의 요인에 의하여 그.(relatively peripheral) 

것에 움직일지도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들 다른 이해관심들은 더 중심적인 것으로 . 

드러난다 사실상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 (그러나 반복하지만 어떤 것이 중심적 , , 



이해관심을 증진시킨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긴절성을 가지는 사안이라는 결론이 따라나오지, 

는 않는다.)

이 종류의 그림은 대체로 일반적일 수 있다  . 그것은 특정 사회에서 보통의 삶의 편차의 

범위 또는 주어진 일반적 유형의 사회들에서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할 수 있는 삶들의 범위, 

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발전 수준에서 가능한 삶들의 범위.  ( ). 

그 그림이 상대적 긴절성 판단의 배경으로 활용되기에 얼마나 일반적으로 적절한가는 우리

가 다루는 질문들에 달려 있을 것이다 우리가 . 특정한 개인에 가는 특정한 이득의 긴절성을 

평가할 때 더 좁고 사회적으로 특수화된 견해가 통상적으로 우선성을 가질 것, 이다 왜냐하. 

면 이 혜택의 중요성은 그의 사회에서 그 사람에게 실제로 활용가능한 대안들의 범위에 의

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자연스러운 인간 선을 추구하는 ,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의 집합만 활용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회 

제도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우리는 가능성의 범위에 대한 더 일반적. , 

인 관념에 기댄다 역자 그러지 않으면 이미 오랫동안 억압적으로 금지되.(fall back on) [ - 

어 그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범주의 활동은 매우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다]

  사회적 상대성의 더 골치아픈 형태는, 특정 사회에서 어떤 관심사항과 결부된 상대적 중

요성이 우리가 적용하는 규준으로부터 선명하게 이탈할 때 발생한다 우리가 . 한 사회의 내

적 질서만을 평가하고 있는 한 그 사회의 상대적 긴절성의 규준이 유관, 하다. 그러나 이것

은 이 규준들을 진정한 사회의 폭넓은 합의를 받은 대상으로 간주할 때에만 그렇다(77) , . 

규준들에 대하여 사회 내에서 불일치가 존재할 때 우리는 누가 옳은가에 관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제도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 자신의 

관념에 기초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반대 방향으로 우리에게 정확하다고 보이고 그 사회. , , 

에서 외관상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규준들 사이에 선명한 차이가 존재할 

때 우리는 있다고 이야기되는 그 합의가 진정한 것이고 조작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지, 

지하는 강력한 적극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일반적인 언급들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엄밀하게 평등하다고 하여도 진정한 평등은 값비싼 의학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 

특수한 몫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요구되는가. ? 건

강을 보장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관심사항이 다른 관심사항에 비해 객관적 우선성을 더 이

상 가지지 않게 되는 지점이 분명히 오게 된다 이 지점에서 평등의 요구는 충족된 것이며. , , 

다른 선을 희생하여 이 분야의 보호를 추가적으로 받을 것인지는 각 개인에게 달린 일이다. 

그러나 이 지점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한 가지 답은 각 사회는 그 사회가 원하는 곳 

어디에나 이 문턱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건강과 생명연. 

장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기회를 기꺼이 활용코자 하는 정도에 달려 ,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관한 가치에 관한 그 사회의 어떤 합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

다 즉 모든 이들이 건강 보호의 다양한 증가에 부여하는 어떤 가치 말이다 만일 그러한 . , “ ” .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평등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은 유관한 가치를 독립적으, 

로 결정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긴절성의 객관적 관념 그리고 그것이 합의와 , 

갖는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나는 이 문제를 이 논문의 말미에서 다시 다

루도록 하겠다. 

나는 이때까지 우리가 도덕판단에서 흔히 사용하는 복지의 기준이 객관적이라고 논했다  . 

그리고 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기준의 내용을 기술하려고 하였다 나는 또한 이 객관적. 



인 기준들은 수용될 수 이을 만하게 결과지향적이어서 그것들은 개인들의 취향과 선호에서, 

의 편차를 적절한 방식으로 감안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는다. . 왜 

우리가 이득과 희생에 대한 개인간 측정치 같은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해야 하는가 이 효과에 대한 한 ? 논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위에서 제시된 사례에. 

서 주, 관적 기준에 기초한 상호 원조의 원칙이나 분배 정의의 원칙은 우리에게 비싼 취향, 

이나 모종의 상대적으로 사소한 관심사항에 과도한 중요성을 결부시키(minor) (inordinate) 

는 사람들에 의해 방해받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처럼 보인다“ ”(held up) . (it seemed as 

though a principle of mutual aid or of distributive justice based on a subjective 

criterion would leave us open to being "held up" by people who had unusually 

expensive tastes or who attached inordinate importance to some relatively minor 

즉concern) , 그 선호가 경쟁하는 주장들의 판정의 적합한 기초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거의 

자발적인 선호라고 말하는 반론이 개진될 수 있다 주석 리처드 브랜트. { 5 - Richard Brandt

가 이런 종류의 반론을 도덕적 의견이 선호의 근거가 되도록 허용할 정도로 포함적인 선호 , 

관념에 기반한 복지 기준에 대해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망과 욕구에 제한된 선호 개념은 . , 

그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 “Personal Values and the Justification of 

Institutions,” in S. Hook, ed., Human Values and Economic Policy (New York: New 

비슷한 견해가 동일한 책에 실린 의 York University Press, 1967), pp.22-40. Kurt Baier

글에도 표명되어 있다.} 롤즈는 이 반론과 유사한 어떤 것을 다음과 같이 객관적 기준에 찬

성하여 논할 때 언급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여건 및 그들이 . “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들에 비추어 그들의 소망과 욕구를 통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과 욕구를 그들의 통제 밖에 있는 사건들

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석 .”( 6) 그것을 약이나 치료에 대한 권리주장을 

지지하게끔 하는 장애나 병으로 보지 않는다. 

  이 반론의 호소력은 그로 인해 선호를 발생시키는 선택의 가능성에 놓여 있지 않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의 선호들은 그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좌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선호 는 그. “ ”

것이 고도로 개인주의적인 관념인 한에서 한 사람의 선호는 그의 것 이며 그 자체로 존중( “ ”

되어야 한다 의지주의적 자발주의적 울림을 또한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 (voluntarist- ) . 

부분적으로는 언어에서 비롯된 환상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우. (a verbal illusion) “ ” 

리의 소망과 욕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뜻일 수 있다. 우리가 그것에 정

체성을 결부시키지 않는 한(unless we identify with it) 어떤 것은 우리의 욕구의 일부나 

적어도 우리의 선호 중 하나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선호의 필수 요건 중 하나

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게 될 . 두 가지 선택지가 되는 행동지침 중 하나를 결정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체성 파악 이나 선택에 의하여“ ” 우리의 선호가 무엇인가 결정하거, 

나 두 선호의 상대적 강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 정말로 도덕적 논변의 기초로 설득력 있게 . , 

여겨질 수 있는 의미에서 선호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확고하게 느껴지거나 우리가 , (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받는 또는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다른 선호나 신념에 연결될 수 “ ”) 

있어야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자발성 반론의 호소력은 다른 곳에 놓여 있다. 하나의 가능성은 시간이 흐름에 , 

따른 선호의 유연성(malleability)다 우리의 취향과 이해관심의 발달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 

리의 의식적인 목적 에 좌우되며 아마도 우리는 실제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direction) , 

정도로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자발성 반론의 힘은 이례적으로 강하거나 (79) 



이례적으로 비싼 선호 그 선호를 가진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 일 수 있다는 점에 놓여 “ ”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이 액면가 그대로 선호를 고. (manufactured) , 

려하는 개인간 비교의 기준을, 수용할법하지 않게 조작에 좌우되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그

러나 만일 이것이 자발성 반론의 기초의 전부라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선호의 실, 

제 기원은 그것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권리주장의 강도와 유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

다 똑같이 동일하게 강렬한 이해관심이 특정한 활동을 하기로 하는 의식적인 결정에 . i) “ ”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우연히 일련의 사건들을 마주치게 된 결과로 거의 의식되지 , ii) 

않은 채 자라났을 수도 있다. 과 중 어느 것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냐는 그러나 이 이해 i) ii) , , 

관심의 만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원조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주장의 강도를 결정하려는 

목적에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번역자 우리의 직관은 여전히 의식적 결정 없는 . [ -

비싼 기호에 대한 충족도 강한 권리주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 (비록 그 이해관심을 제거

하는 일에 원조를 구하는 그의 권리주장의 평가와는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말이다 그가 . 

그의 선호를 통상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잘 못하게 하는 강박으로 간주한다면 말이다) 

여기서 아무런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롤즈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한 사람의 모, 

든 소망과 욕구가 그가 통제하는 것이며 책임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문자 그대로 거짓으로( ) 

거짓이라고 본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이해관심이 그 내용에 비추어  , , 위에서 시사된 두 방식 어느 쪽으로도 발생한 것일 수 있

다는 사실은 이미 그것에 관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준다 즉. , 그것은 그 사람이 발

전시킬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관심사항이라는 점 말이다 사태는 그와 달랐을 수도 있다 . . 

그는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했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그는 이 특정한 관심사항을 결여. , 

했을 것이거나 적어도 지금 그가 결부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그 관심사항에 부여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그럴 수도 있었다 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나는 그 . “ ” ? 

어구는 우리가 통상적인 삶이라고 여기는 것의 틀 내에서 선택지가 되는 가능성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본다 어떤 사람이 보통의 삶에 기본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 

일부 욕구를 통제하여 크게 감소시키거나 심지어 제거하는데 일정한 정도로 성공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선호를 가진 사람의 통제에 좌우되는 것으로 그럴법. 

하게 생각될 수 있는 선호들은 위에서 기술된 의미에서 중심적인 이해관심이라기보다는 주, 

변적인 이해관심과 관계된 것들이다 어떤 선호가 이 집합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선. , 

호를 지지하는 이유에 관하여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선호가 이 성격 그것이 -

주변적 이라는 점을 지지하는 이유들 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선호를 훨씬 더 큰 객“ ” - , 

관적 긴절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선호들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고 해보자 이 추가적인 선호. 

의 강도는 느슨하게 말해서 그 행위자가 책임 있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 “ ” 이다. 그

가 사실상 그런 방식으로 느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그는 그러지 않았을  (

수도 있다 그것은 ), 객관적인 이유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그 사람에 관한 무언가의 반영에 , 

지나지 않기 때문에. {This additional strength may be said, speaking lossely, to be 

something the agent is "responsible for" not because he has in fact chosen to feel 

this way (perhaps he has not) but because it is merely a refelection of something 

about him, unsupported by objective reasons}

그 자발성 반론에 대한 이 분석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이해관심이 중심적이지 않다는 (80) . 

사실로부터 그로부터 나오는 특정한 선호가 긴절성이 없다는 결론이 따라나오지는 않을지 , 

모른다. 중심적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우연히 가질 수도 있었고 가지지 않을 수-



도 있었지만-, 만일 그 사람이 일단 그것을 가지게 되면 긴절한 요구의 기초가 되는 어떤 

이해관심이란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한 이해관심이 전혀 없는지는 명백하지 않지만 나

는 예를 떠올릴 수는 없다. 가변적인 필요에 기초한 권리주장(The claims of variable 

는 그 예가 아니다need) 왜냐하면 그것을 지지하는 이해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이해. 

관심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어떤 이의 종교적 선호가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는 권리주장은 특수한 긴절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종교나 그와 유사한 무언가가 누구의 삶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긴절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까? (But would this be so 

if it were not thought that religion or something like it has a central place in 

anyone's life?)

만일 내가   자발성 반론의 호소력에 관하여 제시한 분석이 정확하다면 이 반론은 내가 위, 

에서 기술한 선호의 긴절성에 관한 객관적인 관념과 유사한 무언가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그것은 그 관념을 지지하는 논변으로 여겨질 수는 없다 그렇기 보다는. . , 그것은 

동일한 견해의 두 측면이다 이러한 견해를 채택하게 되면 전적으로 주관적인 기준을 제도 . , 

및 개인의 권리 주장에 대한 도덕적 평가의 기초로 삼고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하면 개인의 선호 구조가 그의 객관적으로 사소한, 

관심사항을 다른 누군가의 긴절한 관심사항과 동등한 도덕적 중요성의 수준을 가(minor) , 

지고 있는 것으로 정당화해준다고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주관적 선호는 덜  

래디컬한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다. 왜 동일한 긴절성에 대한 권리주장 사이에서 판정할 

때 더 큰 , 주관적 중요성이 결부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하는 도덕 원칙이 적절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는가?

  이 더 온건한 역할만을 주관적 기준에 부여하는 원칙도 거부하는 이유는, 사회적 의사결

정에서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인 호소 즉 , , 각 사람들의 선호는 그 자신의 관심사항이라는 

이념과 관련된다 통상적으로는 사소한 관심사항으로 여겨지는 것에 이례적으로 높은 가치. 

를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그가 어떤 지나치게 비싼 방식으로 흔한 필요를 충족시키, 

는 데 전념하게 되어서는 안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 동일한 긴절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들에게 활용가능한 희소한 사회적 선의 몫이 그 결과 감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적절하게 말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무언가가 밀의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의 교. , 

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설명할 때 우리가 실제로 취하는 견해다 이 교설의 엘리트주의적. 

인 초석을 제쳐두고 또한 밀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의 만장일치라는 경험적 , 

질문을 제쳐두더라도 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유 때문에 전혀 납득되는 견해, , 

가 되지 못한다. 양 추구목적 모두 시도해본 모든 이들이 실제로 시가 푸시핀보다 선호될, 

만 하며 또한 더 큰 희생을 할 가치가 있다고 견해가 일치하더라도 이 사실은 시인과 , (81) 

푸시핀 경기자 각각의 권리들을 결정하는 일에는 무관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동일한 긴. 

절성의 수준을 갖는 두 가지 추구목적 선택지로 보는 한 하나를 추구할 욕구는 다른 하나, 

를 추구할 욕구와 마찬가지로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는 동일한 도덕적 권리주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긴절한 이해관심이 이미 대처되고 난 뒤 남. 

은 사회적 자원의 몫을 가질 동일한 권리주장을 갖게 된다. 

이는 물론 우리가 친구에게 선물을 줄 때 푸시핀 게임과 시집 가운데 골라야 할 때 밀  , , , 

주의적인 근거에서 시집을 선호하라고 충고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공리주. 



의 원칙을 지지할 때 흔히 호소되는 많은 사례에서 형량은 내가 상대적 긴절성 이라고 부, “ ”

른 관심사항과 관계된다 하사니는 예를 들어 롤즈에 반대하여 논하면서 한 사람의 더 . , , , “

중요한 필요는 다른 사람의 덜 중요하거나 사소한 관심사항을 위해 결코 희생되어서는 ” “ ” 

안된다는 점을 계속하여 강조한다 그들의 전반적 복지 수준이 어떠하든 말이다 주석. . ( 7 - 

공리주의 제 장Can the Maximin Principle Serve as a Basis for Morality?", p.597. < > 5

에서 밀이 안전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권리를 지지하는 논변을 펼친 것도 살펴보라 그러. ) 

나 진정으로 형량되어야 할 것이 선호의 강도로 보이는 그러한 사례에서 특별히 유관하게 , 

되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관계되는 상황의 특수한 특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 , 

람이 친구를 위한 선물을 고를 때나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식사 메뉴를 선별할 때

와 같이 말이다 객관적인 기준의 사용을 옹호할 때에는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적절한 것. , 

은 더 비인격적인 상황에서 경쟁하는 이해관심 사이에서 판정하기 위한 옳은 기초가 아님을 

주장해야 한다 주석 . ( 8) 

긴절성은 두 측면을 가진 관념이다  . 도덕 논변에서 긴절성에 대한 호소는 사람들이 특정 , 

한 이득 보호 등등을 얼마나 신경쓰느냐에 관한 합의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인, 다 그러한 . 

논변의 구조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사안에서 이를테면 특정한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 , , 

보호되는 것이 다른 어떤 이득을 향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점을 우선 주

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롤즈의 원초적 입장처럼 모든 이들의 관심사항에 , 

동등한 비중을 부여하는 근거에서 정당화되는 제도를 요청하는 어떤 도덕적 틀을 부과하게 

된다 그리하여 권리의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할당은 경쟁하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 , 

대가로 문제되는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이 논변은 개인의 . (82) 

선호의 관점에서 고려되었을 때에는 그 호소된 합의는 더 의문스러운 것이 된다 상대적 , . 

긴절성은 표명된 선호의 상대적 강도나 선호가 완전히 일관적인 것으로 되는 것 등의 조, , 

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랬을 선호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개인적 선호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면 내가 기술한 바 대로의 긴절성 은 이미 도덕적 관념으로 등장한다, “ ” . 

  상대적 긴절성의 관념은 공리주의에서도 계약 논변에서도 호소된다 그리고 이 두 논변 . 

모두에서 그 도덕적 측면은 장막 형태로 도입된다. 롤즈에 있어 긴절성은 사회의 기초적 , 

선들의 묶음을 서열화하는 합의에 호소하는 것을 통해 긴절성이 도입된다 공리 가 구체화. “ ”

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형태의 공리주의에서는 긴절성은 그 해석에서 큰 역할을 한다 공, . “

리 가 선호의 강도에 의거하여 명시적으로 정의될 경우 이 선호들은 내가 기술한 긴절성과 ” , 

일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만일 긴절성이 문자 그대로 만장일치의 합

의 사안도 아니고 주관적인 선호의 상대적 강도와 일치하지도 않는 독립적인 도덕적으로 , 

중요한 관념이라면 이 관념은 검토되어 그것의 도덕적 유관함의 토대가 자세히 설명될 필, 

요가 있다.(its moral relevance spelled out)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두 접근법이 있다고 본다 거칠게 말해. , 자연주의적 접근과 관i) ii) 

행주의적 접근. (a naturalist and a conventionalist approach) 자연주의적 접근은 상대적 , 

긴절성의 도덕적 중요성이 합의에 의존한다는 이념 즉 그것이 모든 이들이 실제로 동의하, 

는 관심사항들의 서열이라는 주장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 그 자체로 도덕적

으로 중요한 관념을 옹호할 방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이해관심은 더 중요하고 . 

어떤 이해관심은 덜 중요한지에 관한 객관적 진리로서. 두번째 접근은 합의라는 이념을 보

존하면서 긴절성이라는 관념을 도덕 논변을 위해 함께 조합되는 구성물로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한 구성물은 실제의 개인 선호와는 단지 근사적으로만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 



유용성은 이 선호들이 직접적으로 인정되기에는 너무도 많고 다양하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거시 아니라 그 여건에서 그것이 그 선호들이 서로 차이나는 사람들에게 상호 받아들일 수 , 

있는 정당화의 활용가능한 최선의 규준을 표현한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이 접근법들 중 어느 것이 더 유망한지에 관한 몇몇 증거들이 자발성 반론에 대한 검(83) 

토로부터 끌어내어질 수 있다. 만일 긴절성의 규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도구적 논변을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관행주의적 견해가 그럴법하다는 결론으로 이끌 것, 이다. 만

일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논변이 긴절성을 전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쉽, , , 

게 회피할 수 없는 객관적 관념에 대한 그 주장을 지지하(one cannot easily get behind) 

게 될 것이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