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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배정의 몇가지 추가사항: < : Distributive Justice: Some Addenda>

저자 존 롤즈 사무엘 프리먼 편: Collected Papers ( )

번역 이한: 

I. 

이번에 나는 다른 곳 주석 장을 보라 에서 다룬 분배적 정의관을 더 정교화하고 싶다( 1 - 7 ) . 

이 관념은 공정으로서의 정의 논문에서 제안된 두 원칙에 함의된 사“ Justice as Fairness” 

회 정의의 이상으로부터 도출된다 이 논의는 적어도 두 방식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 첫. . 

째로 두 원칙의 두 부분은 애매하다 각 부분에서 결정적인 문구가 두 가지 해석, : (crucial) 

을 허용한다 두 원칙은 다음과 같이 읽힌다 첫째 각 인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 . , , 

양립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 , (a) 

모든 이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 직위(b) 

와 공직과 결부되엉 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질서지워져야 한다 제 원칙의 두 가. 2

지 모호한 문구는 부분에서 모든 이들의 이익이 된다 는 부분과 부분에서 모두에(a) “ ” (b) “

게 평등하게 개방된 부분이다 나는 이 애매함을 검토하고 그것이 제시하는 두 원칙에 대” . , 

한 몇 가지 해석을 살펴보겠다 나는 제 원칙과 관련된 모든 어려움은 제쳐두고 그것의 의. 1 , 

미는 논의의 목적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일하며 충분히 명료하다고 가정하겠다. 

여기서는 분배 정의 의 내용에 대한 가장 옹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2 “ ” , (most 

두 원칙에 관한 해석을 논하겠다 그리고 나는 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defensible) . 

을지를 보이려고 하겠다 나는 그것을 지나가는 말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 (in passing) 

다른 해석과 비교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선호하는 다양한 이유를 논하지. (take up) 

않았다 이 이유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한다 특히 나는 차등의 원칙 그 의미는 아. .(set out) (

래에서 설명될 것이다 이 우리로 하여금 박애 의 개념 및 사람들은 항상 목적으) (fraternity)

로만 대우받아야 하고 수단으로서만 결코 대우받아서는 안된다는 칸트적 발상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원칙은 보상의 원칙. , (principal of 

를 설명하며 분배적 몫에 대한 자연적 자산과 사회적 우연을 적절하게 규제한다는 redress) , 

점을 보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등의 원칙은 다른 전통적인 견해들보다 합당한 호혜. , , 

성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들을 살펴볼 때에는 이전의 논문과 일. , 

부 불가피하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논의를 가능한 한계 내로 두기 . 

위해 나는 다음 절에서 유념해야 할 주된 논지를 요약(but to keep this within bounds) 

하겠다. 

II. 

계약론적 교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나는 이 계약론적 교3. . 

설로부터 두 원칙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의 이 측면은 당분간. “ ”

은 제쳐놓을 수 있다 이 원칙들이 적어도 다른 전통적인 선택지들에 비해서는 평등한 원. , , 

초적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공통의 정의관으로 선택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예를 들어 정의의 두 원칙 공리 원칙 그 몇 가지 변이들. , , (



을 포함하여 공동선의 원칙을 담고 있는 선택지의 짧은 목록이 제시되었을 때 정의의 두 ), , 

원칙이 선호될 것이다 이 최초 계약 상황의 핵심적인 특징은 어느 누구도 천부적 자산 그. , (

의 지능 강함 등등 의 분포에서 그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이다 원초적 계약은 무지의 베일 , ) . 

뒤에서 체결된다 그 상황의 다른 핵심적인 특성은 계약 당사자들이 다른 이들의 이해관심. , 

에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제한된 관심만을 가진다고 가정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 

불구하고 그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요청하는 특정한 이해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종교적 의무나 문화적 . , 

이해관심의 달성을 확보할 책무를 인정한다 계약 당사자들은 가족의 장들이며 개인들이 아. 

니다 최초 선택 상황이 . (The contracting parties are family heads and not individuals). 

완전하게 기술되었을 때 정의의 두 원칙은 목록 중에서 최선의 선택지라는 것이 내 주장이, 

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들을 여기서 정교화 할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 (elaborate) . 

나는 두 원칙에 대한 여러 해석을 비교하고 차등의 원칙의 장점 몇 가지를 살펴보, , (merits) 

고 싶다. 

이제 분배 정의 의 이전 논의의 기초 위에서 가정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로4. , “ ” . , 

두 원칙의 제 의 주제 는 사회의 기본구조 즉 사회 체계의 주요 제도와 1 (primary subject) , , 

그 제도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다 이 구조는 정치적 헌법과 주요한 경제 사회 . (principal) 

질서를 포함한다 이것들은 함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며 그의 인생 전망에 전체적. , , 

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상이한 위치에서 사회 체계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 

들은 상이한 기대와 인생의 기회가 정치적 자유 및 개인적 민권과 이 위치들에 개방된 경제 

사회적 기회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의 기본구조는 특정한 개인. 

들에게 다른 개인들보다 우호적이며 이것이 근본적인 불평등이다 두 원칙이 적용되는 대, . 

상은 어떤 사회에서도 아마 불가피한 이런 종류의 불평등을 구체화하는 사회 체계다 이 , , . 

원칙들은 사회 질서 전반의 기본적 틀을 규제한다 그 원칙들은 보다 제한된 결사나 일상 . 

생활의 소규모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았다 이런 사안에 어느 정도까지나 그 . 

원칙이 유효한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그러나 소위 구명보트 상황이나 다른 유사한 사. 

례들이 상이한 종류의 문제를 설정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우리는 특. 

정한 환경에 대한 광범 위한 지식에 의하여 악화된 원칙들의 심각한 충돌에 (aggravated), ㄴ

직면한다 종종 거기에는 아무런 만족스러운 해결책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 . 

단지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도덕적인 질문들에는 어떠한 합당한 답도 없

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느 경우든 나는 기본구조의 정의. 

로 이해된 사회 정의의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일상 생활에서의 난해한 사안을 해결하는 것

보다 더 쉬운 일로 판명되리라 생각한다 더 일반적인 사안의 층위로 올라가. (by ascending 

특별한 정보와 특정한 우연에 대한 지식을 제외시킴으로써 정to more general matters) , 

의의 문제는 더 접근가능하게 된다. 

두번째 논점은 정의의 원칙이 권리와 의무의 배분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 이들이 사회의 5 , 

근본적인 질서에서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들을 상정 한다는 것이다(presuppose) . 

그 원칙들의 정식화는 우리가 유용하게 사회구조를 두 개의 다소간 구별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가정한다 제 원칙은 그 중 하나에 제 원칙은 나머지 하나에 적용된다 우리는 . 1 , 2 . 

시민의 평등한 자유 및 기회를 규정하고 보호하는 사회 체계의 측면과 사회 경제적 불평, 



등을 확립하거나 허용하는 측면들을 구별해야 한다 근본적인 자유 즉 주요한 정치적 권리. , ,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기본적인 민권 등등 은 모두 제 원칙에 의(civil right) - 1

해 평등할 것이 요구된다 제 원칙은 소득과 부의 분배 그리고 조직 권위에서의 차이를 포. 2 , 

함하는 한에서 정치 경제적 제도의 구조에 적용된다 부와 권위의 분포는 평등할 필요는 . 

없지만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이득이 되어야 즉 사회 체계의 각 유관한 대표들은 그 질서, , 

는 계속되는 사태로서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것을 합당하게 기,(as ongoing concern)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직과 직위는 는 모두에게 개방되. , (offices and positions)

어야 한다 해석의 문제는 잠시 제쳐놓고자 한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권. . 

리와 의무의 체계를 고안하여 그 제도가 적절하게 실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로부터 결과, 

하는 특정한 개인들의 소득의 분배와 특정한 품목의 배분이 어떤 것으로 판명되건(turn out 

정의롭도록 또는 적어도 부정의하지는 않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 체계는 순to be) ( ) . 

수절차적 정의의 요소를 포함한다. 

여기서 밀접하게 연관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배 정의의 문제는 알려진 취향과 선6 . , 

호를 지닌 특정한 개인들에게 특정한 물건 집단 을 나누어주는 문제(given batch of things)

가 아니다 우리는 배분적 정의의 전형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 그의 자선의 가능한 대상이 . , , 

되는 여러 개인들의 욕구와 필요에 비추어 그의 재산 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를 (estate)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 이 사례에서 특정한 개인들에 관한 지식은 결정에 유관하다 그리. . 

고 더 나악 그들의 욕구와 필요는 고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사회 체계 전체의 정의, , . 

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오직 일반적인 사실들 즉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그리고 과, , , , , 

학 등등 일반적인 특성들만을 고려하고 싶어한다 이 지시들은 상응하는 과학에 의해 확립, . 

된 법칙에 의해 표현된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작동가능하고 정의로운 체계를 설정하려는 . 

시도다 이 체계는 그 자체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욕구와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 , 

에 그들의 욕구와 선호는 주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대신에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만. , 

들어내고 북돋우는 욕구와 필요에 따라 사회 체계들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 이 욕구와 필요.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준이 필수적이며 여기서 정의관이 다른 도덕 원칙과 함게 , ,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로 모든 이들에게 이득이 되는 이라는 문구에 대한 두 가지 예비적인 논점을 살펴7 , “ ”

보겠다 모든 이들 이라는 말을 나는 사회체계를 판단하는 모든 유관한 대표들로 이해한. “ ” , 

다 이것을 나는 다양한 소득과 부의 범주에 상응하는 평등한 대표적 시민과 대표적 개인. ( ) 

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가장 불리한 처지의 사람은 그것이 구별하는 것이 실현가능하다. , 

고 생각되는 최저 소득 계급의 대표다 이 집단은 아마도 다소간 가장 적은 교육을 받고 적. 

은 기술을 지닌 미숙련 노동계급과 일치할 것이다 사회체계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대표적 . 

인간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예를 들어 형사법을 평가할 대 유죄선고. , 

를 받은 중죄인 의 관점에서 그것을 살펴볼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른 (convicted felon) . 

논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대표적 인간의 기대치를 규정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 . 

하면 기대치는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 기대치가 기본. 

적 가치의 기대되는 패턴에 의해 특정된다고 가정할 것이다 여기서 기본적 가치. (primary 

란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을 워하건 간에 합리적인 인간은 원한다고 추정될 수 있는 goods)

것들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특정한 목적이 얼마나 다양하건 이러한 선들 을 보유하는 . (goods)



것에 이해관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적 가치 중에는 자유 기회 소득과 부 건강과 . , , , 

교육된 지성이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 가치는 자존감 일 것이다 자. (self-respect) . 

존감이란 자기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신 있는 확신 이며 할 가치가 있(confident conviction) , 

는 일을 계획하고자 하는 확고한 확신 이다 나중에 자존감이라는 (firm assurance) . (later on) 

선은 두 원칙의 장점을 보이는 데 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함을 위하여 그 논의. , 

는 다른 기본적 가치에 의거하여 종종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대표적 개인이 합당하게 . 

기본적 가치의 더 큰 지수 예를 들어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의 선호된 패턴을 기대할 수 , , 

있을 때 더 나아진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불평등은 그것이 이런 의미에서 이해된 각 대표적 . 

인간의 기대치를 증가시킬 때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된다 그렇다면 분배 정의 의 주된 논. “ ”

점 중 일부에 대한 짧은 요약은 충분히 된 것 같다 우리는 현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 , 

정당화되는 조건을 구체화하는 정의의 제 원칙의 세 가지 해석을 차례로 살펴볼 준비가 2 

되었다 이 문제를 더 쉽게 다루기 위하여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 불평. (more manageable) 

등을 소득과 부의 불평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더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평등한 자유의 제 원칙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1 (throughout) 

가정되며 그래서 여러 해석이 발생하는 곳은 제 원칙의 두 부분의 여러 의미에 대한 것이, 2

라는 점을 상기하라. 

그런데 제 원칙의 양 부분 모두 적어도 두 가지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9 1 . 

의미들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제 원칙에 대하여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다 이 해석, 2 4 . 

들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나는 다음 세 해석을 연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자연적 자유 자유적 평등(in sequence) . , , 

그리고 민주적 평등의 체계 어떤 측면에서 이 계열 는 더 직관적인 발달을 표현. (sequence)

한다 그러나 자연적 귀족주의 해석을 거치는 두 번째 계열도 흥미롭지 않은 것은 아니며. , 

나는 첫번재 계열을 개관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논평할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set out) . 

의관을 해석하는 문제는 이 네 해석 중 어느 것이 선호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분배 , . “

정의 에서 민주적 평등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Distributive Justice) (suggested in) . 

이 가능성들을 순서대로 살펴봄으로써 나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들 중 얼마간을 드러내

길 바란다.(bring out)

어느 쪽 계열든 첫번째 해석을 나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라고 칭할 것이다 이 해석10 ( ) . 

에서는 제 원칙의 첫 부분은 효율성의 원칙 사회제도나 우리의 경우에는 사(rendring) (a) 2 , , 

회의 기본구조에 적용되도록 조정된 효율성 파레토 최적 의 원칙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 ) . (b) 

두번째 부분은 전통적인 문구를 사용하자면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careers are 

개방된 사회체계로 이해된다 이 해석 및 다른 해석에서도 제 원칙은 만open to talents) . 1

(a) 모든 사람의 이득이 되는 

평등하게 개방된(b) 

효율성의 원칙

파레토 최적( )

차등의 원칙

상호 이득의 원칙( )

능력 있으면 출세할 수 있

다는 의미에서의 평등
자연적 자유 체계

자연적 귀족주의(natural 

aristocracy)
유사한 여건 하의 평등한 

기회로서의 평등
자유적 평등 민주적 평등



족되며 생산수단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제는 대체로 , , 

자유시장 체제라는 점이 가정된다 자연적 자유 체계는 그러한 전제에서 효율성의 원칙을 . , 

충족하는 기본구조와 능력 있고 기꺼이 그 직위를 두고 경쟁하려는 자에게 직위가 개방되, 

어 있는 기본구조는 정의로운 분배를 낳을 것이라 가정한다 권리와 의무를 이런 방식으로 . 

할당하는 것은 부와 소득 권위와 책임의 할당이 귀결되는 바가 무엇이건 간에 공정한 방식, 

으로 할당을 실시하는 구조 로 생각된다 그 교설은 다른 해석에도 계속 이어지게 (scheme) . , 

되는 되는 순수절차적 정의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나는 효율성의 원칙을 상세히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사11 . (not in any detail) 

용되는 바의 파레토 원칙은 어떠한 경제적 변화 예를 들어 재화의 재분배가 동시에 다른 , 

이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고는 어떤 이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 집단의 복

지는 최적에 있다고 말한다 이 원칙을 제도에 적용하기 위해 이미 논급한 바와 같이 각 . , 

유관한 사회적 직위에 기본 구조에서의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따라 달려지는 기대치를 짝, 

짓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그렇게 되면 제도를 위한 파레토 원칙은(associate with) . , , 

기대치와 패턴 그리고 그 아래에 전제되는 기본구조 은 어떤 다른 대표적 인간의 기대치를 ( )

동시에 저하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대표적 개인의 기대치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최적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체계의 상이한 질서를 비교함에 있어 우리는 . 

한 질서에서 모든 기대치들이 적어도 다른 질서에서 만큼은 높으면서 일부는 더 높을 때 하

나의 체계가 다른 체계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효율성의 원칙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자체로는 유일무이한 분배를 결정하12 , , (unique) 

지 않는다 그것을 기본 구조에 적용할 때조차도 그 원칙을 만족하는 많은 질서들이 아마도 .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자유 체계는 효율적인 분배 중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 ,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 이론에 의해서 경쟁적인 자유 시장 체계를 규. 

정하는 표준적인 가정 하에서 소득과 부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배되며 어느 시점에서도 , , 

결과하는 특정한 최적 분배는 자산의 최초 분배 즉 소득과 부 그리고 천부적 재능과 능력, 

의 초기 분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각 최초 분배로부터 상이한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결과를 단지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것으로 .(outcome)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자산의 최초 분배가 시간에 걸쳐 결정되는 기반 을 받아들여야 (basis)

한다. 

그런데 자연적 자유 체계에서 최초 분배는 앞서 규정된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13 , 

관념에 함의된 질서에 의해 규제된다 이 질서는 제 원칙에 의하여 규정된 평등한 자유의 . ( 1 ) 

배경과 자유시장경제를 전제한다 그것들은 모든 이들이 적어도 모든 유리한 사회적 직위, . 

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접근권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기회의 형식적 평등을 요구한다 그러. 

나 요구되는 배경적 제도를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만큼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조건의 평

등이나 비슷함을 보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기 때문에 임의의 시기(any period of time)

의 자산의 최초 분배는 자연적 우연과 사회적 우연에 의해 강하게 영향 받는다 현재의 소. 

득과 부의 분배는 말하자면 천부적 자산 즉 천부적 재능과 능력의 이전 분포의 그 재능과 , , , 

능력이 사회적 환경 및 사고와 행운 등과 같은 우연에 의하여 시간에 걸쳐 우호적으로 또는 

비우호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발생한 누적적 효과이다 자연적 자유 체계의 부정의함은 그것. 



이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분배 몫이 부적절하게 영향 받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 있다. 

내가 지칭할 용어로 자유주의적 해석은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원칙에 공정한 14 , , 

기회 균등의 요구를 더함으로써 자연적 자유 체계를 수정한다 여기서 발상은 직위들은 형, . , 

식적 의미에서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것을 획득할 공정한 기회를 ,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석에서는 그렇게 의욕된 평등이 정확히 무엇을 수반하는지가 명. , 

료하지 않다 그러나 게임과의 유비가 유관하다고 할 때 우리는 비슷한 능력과 기술을 지. , 

닌 이들은 비슷한 삶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 

자연적 자산의 분포가 있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일한 의지를 가진 이들은 사회 체계에서의 그들의 최초 위치에 관계 없이 즉 그들, , 

이 태어나는 계급에 무관하게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비. 

슷한 재능을 타고나고 비슷한 동기를 부여받은 모든 이들을 위한 문화와 성취의 (motivated) 

전망은 대체로 평등해야 한다 동일한 능력과 열망을 지닌 이들의 기대치는 그들의 사회계. 

급에 의해 영향받아서는 안된다. 

두 원칙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념은 그렇다면 분배 몫에 대한 사회적 우연을 완화하고자 15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체계에 특정한 기본적인 구조적 조건을 부. 

과하는 일이 필수적인다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추세를 규제하며 공정한 기회균등을 위해 . , 

필수적인 사회적 조건을 보존하는 정치적 법적 제도의 틀 내에서 시장 질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 요소들은 충분히 친숙한 것들이다 비록 재산과 부의 지나친 축적. . (accumulation)

을 막고 모든 이들을 위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상기할 가치는 있지

만 말이다 교육의 기회는 개인의 계급적 위치에 달려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학교 체제. . 

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계급 장벽을 되도록 없애거나 적어도 강화하지는 않도록 틀지워져야 

한다. 

자유주의적 관념은 자연적 자유 체계보다는 분명히 선호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은 여전16 

히 결점이 있다 첫째로 그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여 사회적 우연의 영향을 제거한다고 . , 

하더라도 그 체계는 여전히 천부적 능력과 재능의 분포에 의하여 결과하는 부와 소득의 분

포가 선정 되는 것을 허용한다 배경적 질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singled out) . , 

분배 몫은 자연의 복권추첨 의 결과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소득과 부의 분(natural lottery) . 

배가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천부적 , 

자산의 분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허용할 이유도 없다 더군다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은 적어도 우리가 내가 가정했듯이 가족 제도를 받아들이는 한 오직 불완전하게만 시행될 

수 있다 천부적 능력이 발전하고 결실에 이르게 되는 정도는 각종의 사회적 조건과 계급 .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 노력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태도 그래서 통상적인 의. , 

미에서 응분을 갖게되는 것조차 운 좋은 가정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달려 있다 실제에서는 . 

비슷한 재능을 타고난 이들에게 성취와 문화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연의 복권추첨의 자의성도 완화하는 원칙을 채택

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 관념은 이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두 . 

원칙을 해석하는 관점으로서 그것이 갖는 주된 약점이다. 



우리의 문제는 분명히 분배 몫이 사회적 운과 천부적 자산의 로또라는 자의적인 우연에 17 , 

의해 부적절하게 영향받지 않게 하는 두 원칙에 대한 해석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 

관념은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 진전된 것이기는 하나 충분히 멀리 나아가지 않는다 분배 . “

정의 에서 나는 제 원칙의 첫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제안” , 2 (rendered) 

하였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 요구되는 제도의 틀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기본. , 

구조에서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이들의 더 높은 기대치는 그 높은 기대치가 사회의 최소 수, 

혜자의 기대치를 개선하는 구조 의 일부로서 작동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정의(scheme) , 

롭다 여기서 직관적인 발상은 사회 질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운이 덜 좋은 이들에게 이득. , 

이 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처지의 이들에게 더 매력적인 전망을 확립하거나 보, (establish) 

장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본구조는 더 유리한 각 집단의 더 높은 기대치가 가장 불리. 

한 계급의 복지를 증진시킬 때 즉 이 이득에 있어서의 어떠한 감소도 가장 불운한 집단의 , , 

처지를 현재보다 더 악화시킬 때 전반적으로 정의롭다 기본구조는 가장 불리(throughout) . 

한 자들의 출세 기회 가 다른 원칙들의 요구와 일관될 때 완전하게 정의롭다(life-chance) . 

설명을 위해 최소 수혜자가 전형적인 미숙련 노동자로 대표된다고 가정해보자 제안된 68 , . 

워닉은 부와 소득에 있어서의 불평등 예를 들어 기업가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버는 더 큰 - , 

분배 몫 은 이 집단의 성원에게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부와 소득의 차이는 그 차- , . , 

이가 더 나쁜 처지에 있는 대표저긴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정의롭

다 아마도 기회 균등의 배경 등등에 비추어 기업가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더 큰 이득은 노. , , 

동계급의 인생 전망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것들은 필수적인 인센. 

티브를 제공하여 경제가 더 효율적이 되고 산업의 진보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는 등등, 

의 일을 한다 이 모든 논의는 익숙한 것이다 나는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 . 

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만일 제안된 원칙이 만족된다면 논해져야만 하는 종. , 

류의 것들을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소득과 부에서의 모든 차이 모든 사회 경제적 . ,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의 선을 위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것을 차등의 원칙. 

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살펴볼 바와 같이 그것은 상호 이득의 자연적 (difference principle) . 

조건을 표현하는 호혜성 원칙이기도 하다. 

이 원칙을 해석함에 있어 더 정교한 논점 몇 가지는 내가 다른 곳에서 살펴보았다 주19 . (

석 장 절을 보라 여기서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는 두 가지만 언급하는 것으로 충9 - 7 IV ). 

분하다 첫째로 차등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을 충족한다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이 완전히 . , . 

충족될 때는 어떠한 대표적 인간의 처지도 다른 대표적 인간 예를 들어 가장 불리한 처지, , 

의 대표적 인간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고서는 개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 

러므로 그것은 파레토 최적과 양립가능한 분배적 정의관을 규정한다 자유주의적 관념이 , .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요구에 추가적 요구를 더하기만 하였지 그것과 상치되지는

는 않았던 것처럼 민주적 관념도 자유주의적 관념에 요구를 더하는 것이(contradict) , 

다 이 해석에서 정의의 두 원칙은 자연적 자유 체계의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발달.(adds to) 

을 표현한다 둘째로 차등의 원칙이 수 세대를 걸쳐 장기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 , 

한다 그것은 세대를 걸쳐 항상 평등한 자유와 공정. (as this extends over generations) , 

한 기회 균등이라는 제약과 일관되게 개선되어야 하는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다. (It is the 

expectation of the least advantag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that is to be 



improved consistent as always, with the constraints of equal liberty and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민주적 해석을 위한 논거는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분배적 몫은 사회적 우연에 의해서건 20 

천부적 자산의 로또에 의해서건 부적절하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 

게 이해되었을 때 두 원칙은 우연적인 사회적 환경과 자연의 자의적인 분포를 공정하게 다

루는 방법을 규정한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다른 관념에 비해 우월하다. . 

나는 이제 자연적 귀족주의의 관념을 거쳐가는 두 번째 계열에 대해 논평해야겠다 이 21 , . 

견해에서는 형식적인 기회 평등에 의해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사회적 우연의 영향을 , 

규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으나 더 큰 천부적 재능을 지닌 사람들의 이득은 , 

사회의 더 가난한 부모의 선을 증진하도록 제한된다 그 귀족주의적 이상은 적어도 형식적. , 

으로 개방되어 있는 사회체계에 적용되며 그 체계에 의해 더 유리해지는 이들의 더 나은 , 

상황은 혜택을 방사함으로써만 즉 그들 상위 집단에 이득이 덜 주(by radiating benefits), 

어지면 하위 집단이 덜 얻게된다는 조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노블레스 . 

오블리주 역주 귀족에게는 귀족의 의무가 있다 라는 발상은 자연적 귀족주의의 관념이 지( : )

니는 것이 역주 된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견해와 자연적 귀족주의의 견(carried over to- : ) . , 

해 모두 불안정하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분배적 몫의 결정에 미. 

치는 사회적 우연이나 천부적 운의 어느 한 쪽 영향을 문제삼는다면 우리가 반성을 해본다, 

면 다른 한 쪽의 영향에 대해서도 같은 정도로 우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 , 

우리가 자연적 자유 체계에서 얼마나 멀어졌건 간에 우리는 민주적 관념에 도착하지 않고, 

서는 멈출 수 없다 실제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며 우연과 사. 

고 특히 좋은 사회적 운이나 자연의 복권추첨에서의 운에 따라 사회 협동의 혜택의 몫의 , 

양이 달라지게 되지 않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해석을 정식화하려고 하자마자 민주적 해, 

석이 네 선택지 중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나는 이제 이 결론을 차. , 

등의 원칙을 지지하는 추가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뒷받침하고 싶다 얼핏 보기에 차등의 원. 

칙은 기이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작동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if not eccentric) . 

상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단계 는 그 원칙이 사회의 기본구조와 그것에 의해 규(step) , 

정되는 대표적 집단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배 정의 에서 주목된 . “ ”

바처럼 결정적인 논점은 차등 원칙은 천부적 자산의 분포를 공동 재산을 간주하고 그 분, , 

포의 혜택이 무엇이 되건 나누어 갖기로 하는 합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에 의. 

해 유리해진 이들은 그들이 누구건 자연의 혜택을 덜 받은 이들의 처지를 개선한다는 조건, 

에서만 그들의 좋은 운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천부적으로 유리한 자들은 단지 그. , 

들이 더 큰 재능을 타고 나싸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훈련 비용 및 그들의 재능을 계발하고, 

그 재능을 덜 운이 좋은 사람을 돕는데 드는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도 그의 . 

더 큰 천부적 능력을 받을 응분이 있다거나 사회에서 더 유리한 출발점에 설 가치가 있다, 

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구별점들이 제거되거나 축소되어야 한다는 . 

결론이 따라나오지 않는다 그 문제를 다루는 다른 방식이 있다 기본구조는 이 우연들이 . . 

모든 사람들의 이득이 되게끔 작동하도록 질서지워질 수 있다 그 체계는 모든 이들에게 그. 

리하여 최소 수혜자 대표에게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떠한 사람도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에서. 

의 최초 지위가 분포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그 대가로 보상적 이득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서는 얻거나 잃지 않도록 사회체계를 틀지우길 원한다면 차등의 원칙에 이르게 된다, . 

그 원칙을 찬성하는 이유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기본적인 발상을 적용한(favoring) , 

다.(invoke) 

차등의 원칙이 보상의 원칙 역주 불평등하게 주어진 사태를 교22 (principle of redress- : 

정하여 그 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의미 에 의해 선정되는 고려 사항들에 어떤 ) (singled out) 

비중을 준다는 점에 기초하여서는 전혀 시작하지 않는다.(I begin by nothing that the 

difference principle gives some weight to the considerations singled out by the 

이 원칙은 응분이 없는 불평등은 보상을 요청한다는 원칙이다 그리principle of redress) . 

고 출생과 천부적 재능의 불평등은 응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불평등들은 어떻게든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상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하여 진정한 기회 균등. , , 

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는 더 적은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이들과 덜 유리한 사회적 위치, 

로 태어난 이들에게 사회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발상은 평등의 방. 

향으로 우연의 편향을 교정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추구하면 적어도 생애의 일정 (redress) . , 

기간 예를 들어 학교교육 기간에는 지능이 더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의 교육에 더 큰 , , 

자원이 쓰일 것이다. 

보상의 원칙은 내가 알기로는 정의의 유일한 기준 사회질서의 단일한 목적으로 제안되24 , 

어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그런 원칙들이 그렇듯이 일견적 원칙 즉 다른 원칙과 . , 

형량되어 비중이 가려져야 할 원칙 으로서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 우(weighed against) . , 

리는 그 원칙을 평균적인 삶의 수준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원칙 또는 공동선을 증진해야 한

다는 원칙과 형량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가 드러나 우리가 형량되어야 할 것으로 (weigh) . 

다른 어떤 원칙을 견지하건 간에 보상 원칙의 주장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정, . 

의관의 한 요소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물론 차등의 원칙은 보상의 원칙이 아니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를 천부적 자산의 25 . 

평등이라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들이 동일한 경기에서 공정. 

한 기반 위에서 경쟁할 것이 기대되는 것처럼 장애를 평준화 하려고 해서는 안된(even out)

다 차등의 원칙은 그러나 교육에서는 예를 들어 최소수혜자의 장기적 기대치를 개선하기 . , 

위하여 자원을 할당할 것이다 만일 이 목적이 더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의를 . 

기울임으로써 달성된다면 그것은 허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 . 

고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교육의 가치는 그 생산성 효과로만 즉 교육이 부를 획득하는 사, 

람의 능력을 실현시키는 가치로서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하더라도 동. 

등하게 중요한 점은 개인이 그의 사회의 문화에 참여하여 일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며 이, 

런 방식으로 각자에게 그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감각을 확보해주는 교육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비록 차등의 원칙이 보상의 원칙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보상의 원칙이 의도26 , 

한 것 중 일부는 달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구조의 목적을 변형하여 제도의 전체 구조가 . 

더 이상 사회적 효율성과 기술관료적 가치를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기회균등의 이상은 더 . 

이상 운이 덜 좋은 사람들을 뒤에 내버려둘 권리로 여겨지지 않으며 그리하여 능력주의 체, 

제의 냉담한 측면을 피하게 된다(callous) . 



VI

차등 원칙의 다른 이점은 그것이 박애의 원칙에 대한 한 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자27 , . 

유 및 평등과 비교할 때 박애의 원칙은 민주주의 이론에서 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 왔

다 그것은 덜 구체적인 정치적 개념으로 즉 그 자체로는 어떠한 민주적 군리도 규정하지 . , , 

않으며 그것 없이는 이 권리들에 의해 요구된 가치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마음의 태도, 

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는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박애는 다양한 공적 . , 

협약 및 경의 와 굴종 의 태도가 없다는 점에서 표(public convention) , (deference) (servility)

명된 사회적 존중 의 일정한 평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의문의 여지 (social esteem) . 

없이 박애는 시민적 우애 과 연대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포(civic friendship) (solidarity) 

함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만으로는 어떠한 호가정적인 요구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 . 

차등의 원칙은 박애의 자연스러운 의미와 일치한다 즉 그것이 더 못사는 다른 이들에게 . , 

이득이 되지 않는 한 더 큰 이득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가족에 대한 이상. 

적인 관념에서는 이득 총합의 최대화라는 원칙은 거부되며 어느 누구도 덜 좋은 상황에 처

한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식이 아니라면 이득을 얻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차. 

등의 원칙에 따라 행위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히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더 나은 환경에 . 

처한 이들은 덜 운이 좋은 사람들의 복지를 달성케 한다 한다는 구조 하에서만 (works out)

더 큰 이득을 얻겠다고 기꺼이 의욕한다. (are willing to) 

박애라는 발상은 때때로 사회구성원들에게 기대하기에는 비현실적인 감성과 감정의 유28 , 

대 관계 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차등의 원칙의 요구를 포함(ties) .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실행불가능한 기준이 아니다 우리가 가장 확신을 가지고서 .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제도와 정책은 박애의 요구를 적어도 그것에 의해 허용되는 불평등이 , 

덜 유리한 이들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요구를 실제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인

다 우리는 이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발상을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민주적 해석과 다음과 . , , 

같이 연관지을 수 있다 우리는 두 원칙의 민주적 해석에서 박애의 개념. (associate with) 

이 하는 역할 을 발견하였으며 우리는 박애가 사회의 기본구조에 확정(found a place for) , 

적인 요구를 부과함을 이해하게 되었다(definite) . 

차등의 원칙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항상 목적으로서만 대우해야 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29 , 

우해서는 안된다는 칸트적 발상을 해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칸트의 견해를 여기서 검. 

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나는 이 개념을 두 원칙에 비추어 자유롭게 해석할 것이다. . 

그런데 칸트의 이 제안은 명백히도 해석을 필요로 한다 확실히 우리는 동일한 일반적 원칙. 

에 의해 모든 이들을 대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 

(Certainly we cannot say that it comes to no more than treating everyone by the 

이 해석은 같은 사안 그것이 무엇이건 원칙의 체계에 의해 같다same general principles). (

고 규정된 은 같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형식적 정의에 상응한다 그러나 카스트 사회나 노예) . 

제 사회조차도 이 조건은 충족할 수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을 항. 

상 목적으로만 대우하고 수단으로는 결코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 

서 당사자들이 동의할 원칙들에 의해 요구되는 것의 최소한만을 나타내고 있을 (signifies)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 (could say) 



은 스스로를 목적으로서 간주하는 도덕적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표되며 그들이 받아들이, 

는 원칙들은 그들의 인격의 요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정의관은 칸트적 발상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 (give sense to) 

추상적이어서 이 발상이 어떤 실질적인 원칙으로 표명되느냐에 관하여 질문이 제기된다, . 

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계약 당사자들이 그들의 제도의 구조에서 그들이 서소를 , 

항상 목적으로서만 간주하고 결코 수단으로는 여기지 않고자 한다고 가시적으로 표명하고 

싶어한다면 그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인정하게 될 원칙은 무엇인가, ? 

그런데 민주적 해석에 기초한 두 원칙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30 , . 

모든 이들이 평등한 자유를 가지며 차등의 원칙은 어느 누구도 덜 운이 좋은 사람들의 이득

을 증진시키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사회체계에서 기본적 불평등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차등의 원칙은 사람들을 수단으로서만 대우하는 것과 그들 자. , 

체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 사이의 구분을 해명한다 사람을 사회의 기본 고안에 있어 그 . 

자체로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그의 기대치에 기여하지 않는 이득들을 포기하기로 합의

하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을 수단으로서만 대우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충분히 더 높은 기. , , 

대치로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그리하여 더 큰 총합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그에게 더 낮은 

삶의 전망을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공리 원칙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배. 

제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공동선이나 만족의 최대 순량 획득이라는 목적에 종속시킨다 왜. 

냐하면 공리 원칙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 , 

일부의 더 큰 이득이 덜 운이 좋은 다른 이들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그들의 원칙 역시 칸트적 발상에 의미 즉31 , , J.  S. 

밀이 벤덤의 것이라 했던 벤덤의 공식 이 제공하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반론할지도 모른다‘ ’ . 

이것은 밀이 언급하듯이 다른 사람과 정도에서 동등한 한 사람의 행복은 정확히 그만큼으, 

로 계산될 것이라고 함의한다 공리 원칙을 표현하는 가산 함수 에서의 . (additive function)

비중은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며 그들을 하나로서만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 . 

공리주의자는 그의 원칙이 모든 사람들을 항상 목적으로만 대우하고 결코 수단으로서만 대

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의 복지에 동일한 비중이 부여되. 

었으며 어떤 사람들의 행복도 무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 (no one's happiness is counted 

for naught) 

공리주의가 이러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렇기보32 . 

다는 차등의 원칙을 담고 있는 정의의 두 원칙은 더 설득력 있는 해석 또는 적어도 더 강, 

력한 해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우한다는 것의 자. 

연스러운 의미는 더 유리한 다른 이들의 전망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이 덜 가지고 , ,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이 이미 그의 것보다 더 나은 다른 . 

이들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공리 원칙은 사람들을 수단으로도 목적으로. 

도 대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원칙은 각자의 복지에 동일한 비중을 할. , 

당함으로써 그들을 목적으로 대우한다 그 원칙은 일부의 이득이 다른 이들의 손실을 상쇄, .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특히 손실을 보는 이들이 덜 유리한 이들일 때 그들을 수단으로 , , 



대우한다 차등의 원칙은 사람을 서로의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조차 배제. , 

함으로써 칸트적 발상에 대한 더 강력한 해석을 제공한다 그것은 그 관념 즉 항상 사람들. , 

을 오직 목적으로서만 대우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관념에 더 엄밀한 의미를 

부여한다. 

VI

차등의 원칙을 지지하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그 원칙이 호혜성의 합당한 규준을 충족33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것은 상호 혜택의 원칙을 구성한다 왜냐하면 그 원칙이 충족되었. . 

을 때 각 대표적 인간은 기본구조를 그의 이해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회질서는 모두에게 특히 최소수혜자에게 정당화될 수 있다. . 

효용원칙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보다 처지가 못한 이가 더 유리한 사람들이 더 가질 수 있, 

도록 더 적게 가져야 한다고 요구받는 일은 배제된다 이 조건은 호혜성의 관념의 본질적인 . 

부분이며 차등의 원칙은 그것을 달성하는 반면에 공리주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 

그런데 상호 혜택이라는 조건이 어떻게 만족되는지를 더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34 , . 

임의의 대표적 인간 와 가 있으며 가 못사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사실 우리는 최소수, A B , B . , 

혜자의 처지 비교에 가장 흥미가 있으므로 가 최소수혜자인 개인이라고 가정해보자 이제 B . 

명백히 는 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의 이득은 의 전망B A . A B

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얻어져왔기 때문이다 만일 가 그의 더 나은 직위를 얻어내는 것이 . A

허용되지 않았더라면 는 현재 그보다 더 못살게 될 것이다 만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B . 

가 불평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아마도 는 그렇게 해도 에게는 A . A B

아무런 추가적인 이득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덜 가질 것이 요구될

지도 모른다 이제 더 유리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선 모든 이들의 복지. ? , 

는 그것 없이는 누구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는 사회협동의 제도 에 의존하고 (scheme)

있다 둘째로 그러한 제도는 그것에 참여코자 하는 모든 이들의 자발적인 협동을 . , (willing) 

끌어내야 하며 이것은 합당한 조건이 제안되었을 때에만 요구되어야 한다 그(draw forth) , . 

렇다면 차등의 원칙은 더 나은 재능을 타고난 이들이나 그들의 사회적 환경에서 어떤 작동

가능한 제도가 모든 이들의 복지의 필수적인 조건일 때 운이 더 좋은 이들이 다른 이들의 

자발적인 협력 을 기대할 수 있는 공정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willing cooperation) .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되건 안되건 더 큰 이득을 31 

누릴 응분이 있다고 반론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응분의 개념. , 

을 명료하게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공공 규칙의 구조와 그것에 의해 설정된 기대치로서. , 

협동의 정의로운 체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들의 여건을 개선할 전망을 가진 이들이 체제가 

보상하겠다고 공언한 일을 해냈을 때 이득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참이다 이런 . 

의미에서 더 운 좋은 이들은 그들의 더 나은 처지에 대하여 응분이 있다 그들의 주장은. , 

사회제도에 의해 확립된 합법적 기대치이며 공동체는 그것을 충족해줄 책무가 있다 그러, . 

나 이런 의미에서 응분은 협동 제도의 존재를 전제한다 애초에 그 제도가 어떻게 고안되느. 

냐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냐 어떤 다른 기준에 따라서 고안되느냐와 관해서 응분은 무관하, 

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더 큰 천부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들의 자산과 그들의 발전36 

을 가능케 만들었던 우월한 성품에 응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더 . 

가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가지고 성취할 수 있었던 더 큰 이득을 가질 응분이 있, 

다 그러나 이 견해는 확실히 틀렸다 어느 누구도 사회에서의 최초 출발 위치에 대해 응분. . , 

을 갖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부적 재능의 분포에서의 그의 위치에 대하여 응분을 갖지 

아니한다는 점은 널리 합의되어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그의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가능케 . 

해줄 더 우월한 성품에 응분을 가진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equally 

왜냐하면 이 성품은 그가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운 좋은 가problematic) (credits) 

족 및 사회 환경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응분이라는 개념은 이 사안들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따라서 더 유리한 대표적 인간은 그가 응분을 가지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기. 

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얻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그가 합당하다면 ,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기초도 존재하지 않는다. . 

차등의 원칙은 그렇다면 더 유리한 사람과 덜 유리한 사람 모두에게 받아들일 만한 것37 , 

이다 상호 혜택의 원칙은 더 유리한 개인에게 가는 이득 소위 그 개인의 처지를 개선하는 . , 

이득의 각 증가분 증가하는 추가적 한 단위가 가장 운이 좋지 않은 이의 전망에 기여한다, 

는 조건에서 허용된다 호혜성의 원칙은 그 길의 각 단계에서 적용되며 더 나은 처지에 있. , , 

는 사람들의 이득은 계속 증가하다가 상호 혜택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지점에서 멈추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리 원칙은 호혜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않으며 모든 이들이 공리주의관. , 

에 의하여 승인되는 불평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어떠한 확정적인 내용이 없

다 모든 이들이 자연상태에서보다 또는 사회 협력이 전적으로 붕괴되는 때보다 더 나아진. 

다고 말하는 것은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어떤 역사적 기준점과 비교하여 모든 이들, 

이 더 나아진다 고 말하는 것도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현재 작동하고 있(better off) . 

는 사회체계로서 그 체계가 허용하는 불평등이 각자의 복지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정의의 두 원칙이 이 호혜성 원칙을 구현한다는 사실은 이 관념의 안정성에 중28 

요하다 정의관은 인간 심리와 도덕적 학습의 법칙에 비추어 그 정의관을 충족하는 제도가 . 

적어도 이 사실이 공적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그 자신에 대한 지지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

을 때 안정적이다 안정성은 정의로운 질서가 그 질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 

는 정의감 즉 적합한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욕구를 발생, (bring 

시킴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의 선을 긍정 하는 것을 소중히 하고 우리에게 about) . (affirm)

해를 끼치는 것을 거부한다는 기본적인 심리 법칙을 가정할 때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 

는 기본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그들의 직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도에 대하

여 애착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모든 대표적인 인간이 그 제도로부터 혜택을 보기 때문에 . 

사실이다 반면에 공리주의 사회에서는 이 점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심리 법칙이 . . 

유효한 정도만큼 공리 원칙은 덜 안정적인 관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 . 

칸트적 발상 즉 사람들을 오직 목적으로만 대우하고 결코 어떤 방식으로든 수단으로 대우, 

해서는 안된다는 발상의 더 강한 변종 을 인정하는 사회체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variant) , 

치에 대한 감각의 더 확고한 토대와 할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더 확고한 , 



확신을 강조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강화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reinforced) 

가치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반영하는 자존감은 부분적으로는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 

는 존중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이들의 지속되는 경멸이나 심지어 무관. , 

심에 직면하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도. , 

사회는 칸트적 발상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시민들이 서로를 도덕적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 

존중을 그 제도에 가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적 해석에 근거한 정의의 두 원칙을 공

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의 가치에 대한 감각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 . 

가치 이며 이 고려사항들도 공리 원칙에 비해 정의의 두 원칙을 선호하게 (primary goods) , 

하는 강한 논변이자 민주적 해석을 위한 강한 논변을 구성한다, . 

밀이 이 결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리주39 .(remarkable) <

의 에서 그는 문명의 진보에 따라 사람들은 인류 사회 는 > , (society between human being)

모든 이들의 이해관심이 참조되는 것 이외에 다른 기초를 갖는 것이 명백히 불(manifestly)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정치 제도의 개선은 개인들과 계급들이 서로의 주장을 무시하. , 

게끔 북돋우는 이해관심의 대립 과 장벽 그리고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 발전의 (opposition) , . 

자연스러운 종착지는 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의 느낌 을 갖는 인(feeling of unity)

간의 마음 상태다 마음 상태는 완전하다면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포함되지 않는 . , “

혜택에 있어 그 자신을 위한 혜택의 어떠한 조건도 결코 생각하거나 욕구하지 않게 만든, 

다 개인의 자연스러운 욕구중 하나는 그의 느낌과 목적과 그의 동포의 느낌과 목적 사이.” “

에 조화 가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는 그의 실제 목적과 그들의 목적이 상충(harmony) ” . “

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그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바 즉 그들의 선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 , , 

히려 그것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것 을 알기를 바란다 그런데 밀이 여기서 특징지은 욕구” . 

는 공리원칙에 따라 행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차등의 원칙에 따라 행위하고자 하는 , 

욕구다 확싫히 밀이 이 불일치 를 눈치채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 (discrepancy) . 

어쨌건 그는 사람들의 목적들이 조화롭게 화해되는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는 차등의 원칙

에 의하여 표현된 호혜성의 개념을 따르는 사회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

다 그 자신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내며 조화의 자연스러운 감성과 동포의 느낌을 만들어내. , 

는 안정적인 정의관은 공리주의적 규준보다는 이 이상을 따를 가능성이 더 높다. 

VII

이 논증들의 힘은 두 원칙에 대한 민주적 해석의 합당한 정의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40 

나는 믿는다 그것은 일견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차등의 원칙은 민주. , 

적 이상의 여러 측면을 표현한다 나는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공리주의 교설 사이의 . 

대조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다 그 대조의 정수 는 내가 앞에서 시사한 바와 같. (essence) ,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근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공리주의, 

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리주의 교설은 단일한 것을 최대화하고자 하며 그 단일한 . , 

것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방식에는 무심하다, . 

공리주의는 한 사람을 위한 합리적 선택 원칙을 집단 다원적인 사람들로 확장한다 한 인, . 

간은 그가 지금 얻는 이득이 그가 이전이나 나중에 잃는 이득을 보상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정의의 원칙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종류의 유비적 추론을 하는 것을 배제한다 한 , . 



개체를 위한 실천적 추론의 원칙은 그 개체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 그러므로 합리적 개인. 

을 위한 선택의 원칙은 그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반면에 사회 선택의 원칙. , 

은 연합 자체에 의해 즉 그 연합을 구성하는 개인들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사회계약 , . 

교설의 근본적인 발상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것을 단지 정교화했을 뿐인데 이 결정이- - , 

도덕적 인간으로서 각 개인이 공정하게 대표되는 최초 계약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전통적인 원칙의 목록으로 제시된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합의될 . ( ) 

원칙은 가장 합당한 정의관을 선정한다, . 

그런데 정의론의 발전은 최초 계약 상황이라는 발상이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며 여러가41 , 

지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 상황은 계약 이론에서는 공리주의의 무사공평. , 

한 동정적 관망자의 관점에 상응한다 그리고 이 구성물들은 서로 구. (these constructions) 

별되기는 하지만 원초적 입장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바대로 순수 가상적 상황으로 인식될 , , 

경우에 서로 동화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러므로 정의의 두 원칙이 아(assimilate) . , 

니라 공리 원칙에 이르는 계약 교설의 원초적 입장을 닮은 관념을 정식화하는 것이 가능하

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 구성의 . 약한(weak) 변종은 공리 원칙의 우회로 로 사(roundabout)

용될 수 있으며 아마도 공리 원칙의 더 정교한 정당화로 사용될 수도 있다 여기서 이 문제. 

를 철저히 검토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원초적 입장의 이 각 변종은 계약 교설의 핵심, 

즉 사회의 본질 은 서로 구별되는 개인들의 다원성이며 이 사람들의 다원(core) , (essence) , 

성은 서로 공동의 정의관을 함께 선택하는 전에 인식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 (one another)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 는 점만을 언급하겠다 따라서 우리가 비(lose sight of the core) . 

개인성 과 사회 직위에 관한 정보의 결여 개념을 개인적인 위험 감수자(impersonality)

개념과 적절하게 결합시키면 공리 원칙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하사니는 보여(risk-taker) 

주었다 주석 . { 23 J. C. Harsanyi, "Cardinal Utility in Welfare Economics and in the 

Theory of Risk-Taking",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63 (August 1955): 309-321

을 보라 흄 이래로 전통적인 공리주의 교설은 상충하는 모든 이해관심과 자신을 동일시하} , 

며 각 이해관심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무사공평하며 동정적인 관망자

는 공리주의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사실에 기초해왔다 주석 . ( David Hume, A 

을 보라 그리고 그들의 윤리 교설에 일Treatise of Human Nature, bk, III, pt, ii, sec 1 ) 

정한 칸트적 요소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저자들조차도 결국 공리주의로 판명되는 이론을 제

시한다는 사실은 눈에 띈다 이러한 분명한 사례를 보여주는 저자로는 넬슨.(striking fact) 

이 있으며 최근에는 헤어 가 있었다 주석 (Nelson) , (Hare) . { L. Nelson, System of Ethics, 

trans, N. Gutorman (1956), pp.110-116; R. M. Hare, Freedom and Reason (Oxford: 

헤어에게 모든 이해관심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동Oxford University Press, 1963), ch. 7 

일시하여 모든 개인들을 단일한 존재로 융합하는 무사공평한 동정적 관망자라는 공리주의관

의 매력은 특히 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석 끝 물론 공리주의자에게 이러한 p.123 . 25 } , 

결과는 그의 교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에 전통적으로 대안으로 섰던. , 

계약론적 견해에는 그러한 결론은 재앙이다 원초적 계약에로 굳이 상승 한 일, . (the ascent)

은 허사가 된다.(The ascent of the original contract would have come to nothing) 

우리는 그렇다면 원칙의 일반성 적용의 보편성 그리고 자연적 사회적 지위에 대한 42 , , , , 

제한된 정보의 개념 그 자체로는 계약 이론의 원초적 입장을 특징짓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것들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최초의 상황은 집단선택의 . . , 



상황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한 개인의 선택일 수는 없다 그 개인이 위험감수자건 무사공평. . , 

한 동정적 관망자건 간에 우리는 계약 당사자들을 가족의 장들의 집단으로 즉 그들의 후. , 

손 및 특정한 종교적 문화적 이해관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

다 그들이 기본구조에 적용되는 원칙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 . 

서로 영속적으로 구속되게 되는 합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원칙은 그들이 존중하고 , 

준수할 수 있다고 합당하게 확신할 수 있는 원칙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런 방식 . 

및 다른 방식에서 나는 최초의 계약 상황이 민주적 해석에 따른 정의의 두 원칙이 선택되, 

도록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묘사 는 그것이 인간 삶의 유관. (characterization) , 

한 조건에 더 가까우며 제 원칙의 선택에 부과되는 합당한 제약을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는 1

점에서 공리 원칙에 이르는 이와 병행하는 구성에 비해 더 선호할 만한 것이다. 

이 논급들은 내가 여기서 적절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다음과 같은 관련성 이 있43 bearing

다 즉 차등 원칙을 지지하는 앞의 논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당하지만 그 논증들이 추가. , , 

적인 힘을 얻는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제시하는 논증으로도 간주될 수 있

다는 것이다. (The bearing of these remarks which I cannot adequately explain here 

is that the previous arguments for the difference principle, while they may  stand on 

their own, can also be regarded as present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to one 

차등의 원칙을 호another in the original position where they acquire additional force) 

혜성의 원칙과 관련짓는 논의는 그가 더 나은 처지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그가 다소 더 , 

못산다 는 사실을 아는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worse off)

라 그들이 이러한 직위를 갖는 것이 가능하며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든 간에 그들이 가장 , , 

받아들일 만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두 사람 사이의 합의로 형상화 될 수 있(imagined)

다 당사자들의 상황의 유사성 이 한 개인의 관점에서 원칙들을 고려하는 것을 . (similarity) , 

종종 허용하기는 하지만 합의라는 개념은 중심적 특성이다 원초적 입장은 개인들에게 평, . 

등한 도덕적 인간으로서 평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채택되는 원칙들은 공정하며 그 , 

원칙들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 정의의 원칙들이다 이 최초 계약 상, . 

황으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함으로써 우리는 공정한 원상태에 도달하였으(ascending to) , 

며 이 상태는 사람들을 자연의 복권추첨나 사회 환경의 결과에 무관하게 평등한 조건으로 , 

관계짓는다 그렇다면 정의의 원칙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들의 세계의 우연을 남용하지 . 

아니하고 자연적 사회적 기회의 우연한 분포를 모두에게 상호 혜택이 되는 방식으로 규제

하기로 하는 도덕적 인간들 사이의 이해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었을 때. , 

우리는 원초적 입장을 구성하여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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