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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공리주의는 우리 시대의 도덕 철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

들이 견지하는 견해는 아니다. 확실히, 스스로를 행위 공리주의자라고 주장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러나 훨씬 더 광범위의 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도덕 신념에 대한 이론적 신

념을 제시하려고 할 때, 그들이 스스로 갖고 있다고 결국 파악하게 되는 견해는 바로 행위

공리주의다. 

  행위 공리주의의 폭넓은 호소력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상이한 방향으로 끌어당기

는 다소간 정교한 종류의 철학적 고려사항 때문이다. 특히, 공리주의는 그 호소력의 많은 

부분을 경쟁 견해의 토대가 갖는다고 주장하는 난점으로부터 끌어낸다. 공리주의에 대한 성

공적인 대안이 첫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야만 하는 것은, 비공리주의적 도덕 추론의 토

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이 힘의 원천을 약화시키는(sap) 것이다. 아래 글에

서 나는 먼저 도덕의 토대에 관한 철학적 설명이 답해야만 하는 질문들을 개관함으로써 그 

문제를 더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공리주의의 직설적인 판본이 던지는 

그 질문들에 대한 더 나은 일련의 답을 제공한다고 내가 주장하는, 계약론의 판본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이해하는 바대로의 계약론이 왜 규범적인 결과로서 모종의 

공리주의적인 공식으로 돌아가지 않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125)

  계약론은 특히 예전에 존 롤즈에 의해 <정의론>에서,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이 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토대적인 견해(foundational view)

로서 계약론의 호소력이 과소평가되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계약론이 도덕적 동기에 대한 

특별히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다. 내가 제시할 계약론

의 판본은 롤즈의 것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특히, 그것은, 무지의 베일 뒤의 선택이라는 

관념을 활용하지 않거나, 또는 상이하고 더 제한된 종류의 것만 활용할 것이다. 이 차이점

으로부터 생기는 한 결과는, 계약론과 공리주의 사이의 대조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다. 

I. 

 어떤 주제가 수리 철학의 주제가 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도덕 철학의 주제가 되는 것들

이 있다. 도덕 판단에서는, 수학적 판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일정한 정도의 확신과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는 일련의 잠정적으로 객관적인 신념을 갖는다. 물론 반성을 해보면, 

이 판단들의 내용은 전혀 명백하지는 않다. 반성을 통하여 그 중 일부는 올바르거나 옹호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게 된다. 주제(subject 

matter)에 관한 이 질문 또는 진리의 근거에 대한 이 질문은, 도덕과 수학에서 모두 우선 

철학적 질문이다. 둘째, 도덕과 수학 양자 모두에서,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거나 추론함으로

써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다. 경험과 관찰은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통상

적인 의미에서의 관찰은 양 주제 어느 쪽에서도 발견의 표준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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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질문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답-수학과 도덕에서 주제의 여하한 구체화나 진리 근거

의 여하한 구체화-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사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과 같은 것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어떤 양립가능한 인식

론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 질문들에 관한 이 유사성이 도덕철학과 수리철학에서 발생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답들이 흔히 유사한 일반 유형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수

학과 1학년 학생들을 인터뷰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 중 많은 수는 일종의 규약주의

(conventionalism)을 선언할 것이다. (126) 그들은 수학은 자의적이거나 도구적으로 정당화

되는 정의들과 원리들로부터 진행해간다고, 그리고 수학적 추론은 이 정의와 원리들로부터 

따라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아마도 소수의 다른 

학생들은 실재론자이거나 플라톤주의자여서 우리가 어떤 형식의 직관을 통해 인식할 수 있

는 비경험적인 종류의 사실이 수학적 진리라고 말할 것이다. 다른 이들은 자연주의자여서, 

수학은 적절하게 이해되었을 때 가장 추상적인 경험 과학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마지

막으로, 아마 평균적인 1학년 중에는 없겠지만, “우리 바깥의” 세계에는 어떠한 수학적 사

실도 존재하지 않고, 수학의 진리는 우리가 가능한 정식 구성에 관한 객관적 진리라고 주장

하는 이들이 있다. 칸트는 순수 수학은 객관적인 마음 의존적 진리의 영역이라고 주장하였

으며, 브로우에르(Brouwer)의 수학적 직관주의는 이 유형의 다른 이론이다. 이 모든 입장들

은 도덕 철학과 자연스러운 연관성을 갖고 있다. W. D. Ross가 옹호한(espoused) 종류의 

직관주의는 아마도 수학적 플라톤주의와 가장 가까운 유비일 것이다. 그리고 칸트의 이론은 

도덕이 객관적인, 마음 의존적인 진리의 영역이라는 논제와 가장 유사한 판본이다. 

  내가 언급한 모든 견해들은 수학에 관한 철학적 질문에 적극적인 (즉, 비회의주의적인) 

답을 제시한다. 각가은 어떤 객관적인, 적어도 수학 판단의 진리성에 관한 간주관적인 근거

를 규명한다. 노골적인 회의주의와 마음 의존성에 관한 주관적인 판본 (정서주의나 기술주

의와 유비되는)은 도덕 철학자들에게보다는 수리 철학자들에게 호소력이 덜 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단순히 수학적 판단에서 간주관적인 합의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두 분야에 관한 철학적 설명이 답해야 하는 추가적인 질문에서의 차이 때문이기

도 하다. 

  수학과 도덕 중 어느 것도 나머지 실재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하는 사실의 영역을 기술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각각은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수학적 판단은 

수학이 적용되는 영역에 관한 예측을 발생시킨다. 이 연결관계는, 수학적 진리에 관한 철학

적 설명이 설명해야만 하는 무엇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예측의 정확성을 관찰하고 그

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또한 객관적 수학적 진리에 관한 우리의 신념을 지지하기도 

한다. 도덕의 경우에, 주된 연결관계는, 또는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여겨지는 것은, 의지와

의 연결관계다. 도덕의 주제의 역할에 대한 어떤 후보가 있을 경우, 우리는 왜 사람들이 그

것에 관하여 신경 써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며, 이 동기의 질문에 관한 답을 할 필요성은 

주관주의적 견해에 대한 강한 뒷받침 근거가 되어왔다. (127)

  그러나 도덕에 관한 적절한 철학 이론이 도덕 동기에 관하여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 설명은, 도덕적 진리가 그것을 아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현재의 

욕구나 그 또는 그녀의 이익의 증진에 호소하는 행위할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나는 

도덕적 명령이 그 개인은 이런 종류의 준수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올

바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적으로 이해가능한 주장이라고 본다. 도덕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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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moral requirements)이 적용되는 이들에게 어떤 세 번째 종류의 준수 이유를 제공해주

는지 여부는, 내가 제쳐놓을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다. 그러나 적절한 도덕철학이 해야만 

하는 것은, 도덕이 적어도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유들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만

들어주는 일이다. 도덕에 관한 철학적 이론은, 이 이유들에 관한 설명이 한편으로는, 도덕 

진리 및 도덕 추론에 관한 설명과 양립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 경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에 의해 지지되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도덕 철학은 도덕에 관한 

관심을 일부 사람들이 그냥 갖게 된 페티시나 특수한 취향처럼 단순히 특수한 선호의 문제

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왜 도덕적 이유들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인지, 그리고 왜 그 이유들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들은 특별한 엄격성과 탈출

불가능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이해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들에 대한 감수성(susceptibility)가 한 사람의 선과 양립가능한지, 또는 니체

가 논하였듯이 그러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에게 심리적인 재앙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문제가 

또한 있다. 만일 도덕을 옹호하려 한다면,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재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야만 하지만, 나는 이 두 번째 동기에 관한 질문을 여기서 살펴보지는 않겠다. 나

는 단지 첫번째 질문과 그 질문을 구별하기 위해서 언급하였으며, 나의 현재 관심은 첫번째 

질문에 있다. 

  도덕의 주제에 관한 철학적 설명을 제시하는 과업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

업과도 다르고, 우리의 일차적인 도덕 신념(our first order moral beliefs)에 대한 가장 정

합적인 공식(coherent formulation)을 발견하는 과업과도 다르다. 우리의 일차적 도덕 신념

의 최대한으로 정학적인 서열은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설명을 제공해준다. 그것은, 다양

하고 외관상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도덕 관념, 지각, 그리고 판단들이 서로 어떻게 연

결되어 있는지를 명료하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의 충돌이 어느 정도나 근본적인지, 그

리고 다른 한편으로 어느 정도나 그 충돌이 해결되고 설명되어 처리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

다. 그러나 도덕의 주제에 관한 철학적 탐구는 더 외부적인 관점을 취한다. 그것은 도덕적 

진리가 어떤 종류의 진리인가를, 세계의 다른 것들과 연계하여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관심

과 연계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가 도덕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에 관한 설명

은, 도덕적 진리가 어떤 종류의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외적 설명에 기반하여야 하지, 아무

리 최대한 정합적인 목록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도덕 진리들의 목록에 기반하여서는 아니된

다. (128) 이것은 도덕적 신념이 누군가에게 행위의 이유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

한 설명에 대해서도 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일차적 도덕 신념 사이의 정합성-롤즈가 좁은 의미의 반성적 평형이라고 불렀던 

것-은 도덕적 진리에 관한 설명으로서나, 윤리에서의 정당화의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자체로 떼어서 봤을 때, 우리의 도덕 신념에 대한 최대

한으로 정합적인 설명은 우리에게 도덕의 주제에 관한 철학적 설명이라고 내가 부른 것을 

꼭 제공해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로. 우리의 도덕적 신념이 얼마나 내적으로 정

합적으로 될 수 있건 간에, 거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there is nothing to them at all)라

는 계속되는 의문은 남는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자주 반복되어 심어지게 된 일련의 반응, 

상호 일관되지만 아마도 맞거나 틀리다고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종류의 판단은 아닌 

반응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도덕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설명은, 주로 그 주제에 관한 이 

자연스러운 의문을 가라앉힘으로써(allying), 우리의 일차적 도덕 신념에서의 우리의 확신에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이 도덕 인식론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는 정도만큼, 그러한 이론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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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새로운 형태의 도덕 논변으로 인도할지도 모르지만 꼭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우리

가 다소간 익숙한 종류의 도덕 논변은 윤리학에서 유일한 형태의 정당화로 여전히 남을 수

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당화 양식의 수정에 이르건 이르지 않건, 훌륭한 철학 이

론이 해야만 하는 것은 최선의 형태의 도덕 논변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진리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관한 더 명료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는, 수리 철학이 우리의 특정한 수학적 판단과 수학적 추론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한 우리의 

확신에 주는 기여에 관해서는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도덕에 관한 여느 논제와 마찬가지로, 도덕의 주제에 관한 철학적 설명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와 어떤 연결관계를 갖는다. (some connection) 그것은 기술된 그 주제가 사실상 이 

용어들이 적어도 그 통상적인 사용에서 많이 언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 있음

에 틀림 없다. 그러나 도덕적 용어의 현재의 의미는 도덕 언어의 과거와 현재의 발화자들이 

견지하는 많은 상이한 도덕적 신념들의 산물이며, 이 의미는 (!29) 확실히, 다양한 도덕적 

견해 및 도덕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과 양립가능하다. 어쨌거나, 도덕 용어는 이런 

종류의 많은 상이한 견해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그 견해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도덕 용어를, 심지어 그들 중 일부가 말하는 것이 오류에 빠져 있음에 틀림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차적인 도덕 판단과 마찬가지로, 도덕의 주제에 

관한 철학적 특징화는 비록 상이한 종류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도덕에 관한 실질적인 주장

이다. 

  도덕에 관한 철학적 특징화가 일차적 도덕 판단과는 상이한 종류의 주장을 하기는 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에 관한 철학적 이론이 경쟁하는 규범적 교설 사이에서 중립적인 것

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도덕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논제의 채택은 거의 언제나 특정한 도덕 

주장의 설득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도덕에 관한 철학적 이론은 그들의 규범

적 함의의 정도와 직접성에 있어서 광범위한 편차를 보인다. 하나의 극단은, 도덕은 일정한 

비자연적인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철학적 논제로 이해되는, 직관주의다. 옳음은 예를 들

어, 로스가 주장하길, “들어맞음”(fittingness)나 “도덕적 적합성”(moral suitability)의 속성

이다. 직관주의는 우리가 이 속성들의 발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일

정한 자명한 일반적 진리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다른 관념에 의거하여 더 분석되거

나 설명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이해된 직관주의는, 원칙적으로 폭넓은 범위의 

상이한 규범적 입장과 양립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직관주의적 공리주의가 될 수도 

있고, 도덕적 권리에 관한 직관주의적 신봉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채택은 그 사람이 자

명하다고 여기는 도덕적 옳음이라는 속성에 관한 일반적 진리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다른 극단은 철학적 공리주의다. “공리주의”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규범적 교

설의 집합을 언급한다. 도덕의 본성에 관하여 여러가지 상이한 논제에 기반하여 견지될 수 

있는 교설 말이다. 예를 들어, 이 용어의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이는 직관주의적인 근거에

서 공리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계약론적 근거에서 공리주의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내가 “철학적 공리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도덕의 주제에 관한 특정한 철학적 논제이다. 

소위, 유일한 근본적인 도덕적 사실은 개인의 복지에 관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논제 말이

다. 나는 이 논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일부 사람들

은 다른 이유로 공리주의자이기는 하지만, 공리 원칙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철학적 공리주의의 매력이라고 본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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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게는, 개인들을 더 낫게 만들거나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점이 

자명해 보인다. 그러한 사실들은 분명한 동기에 미치는 힘이 있다. (Such facts have an 

obvious motivational force) 사람들이 도덕적 고려사항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사실에 의해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은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개인 복지에 관한 주장은 도덕 논변의 타당한 출발점의 한 집합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집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복지

와 독립적인 실질적인 도덕 명령은 사람들에게는 반대할 만한 의미에서 직관주의적인 것으

로 보인다. 그것들은 설명하기가 난해한 종류의 “도덕적 사실”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일정

한 행위가, 이를테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깨는 경우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리고 공리주의자는 그러한 사실들을, (파생적인) 도덕적 중요성을 흔히 갖는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다. 그것들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행위들이 개인의 복

지에 초래하는 결과 때문이다. “직관주의”의 문제, 그리고 직관주의라는 비난은, 그러한 행

위가 감소된 개인의 복지라는 사실로 환원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르다고 주장될 때, 제기

된다. 도덕적 그름의 이 독립적인 속성이, 도덕적 고려사항이 갖는다고 여겨지는 종류의 중

요성과 동기에 미치는 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만일 이런 종류

의 내재적 중요성을 갖는 도덕적 속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념을 받아들인다면, 철학적 

공리주의는 도덕에 관한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철학적 공

리주의가 받아들여지면, 어떤 형태의 규범적 공리주의가 우리에게 올바른 일차적 도덕 이론

으로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공리주의는, 많은 사

람들에게, 힐베르트의 형식주의나 브로부에르의 직관주의가 그 신봉자들에게 가졌던 지위와 

유사한 것을 가진다. 그것은 그 주제에 관한 방어할 수 있는 철학적 설명을 제시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견해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선

택을 남겨둔다. 우리는 우리가 예전에 견지했던 많은 일차적 신념들을 던져버릴 수도 있고, 

그것들이 파생적 진리로서 성립될 수 있음을 보이거나 유용하고 무해한 픽션으로서 설명되

어 처리될 수 있음을 보임에 의해서 구조할 수 있다. (salvage them)

  내가 기술한 바대로의 철학적 공리주의의 호소력은 피상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이 

이론이 한 형태의 직관주의에 해당함이 틀림없거나 (그것이 직관에 대한 단지 하나의 호소

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만 다른 직관주의와 차이점을 보이는) 또는 무어와 다른 이들에 의

해 오래 전에 논박된 종류의 정의에 의거한 자연주의(definitional naturalism)에 해당함이 

틀림 없다는 이유로. 그러나 나는 그 교설이 그렇게 쉽게 치워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

각하지 않는다. 철학적 공리주의는 도덕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논제다. 그 자체로, 그것은 

직관주의나 내가 나중에 옹호할 계약론과 동등한 층위에 놓여 있다. (on a par with) (131)

  이 논제들 중 어느 것도 정의의(definition) 문제로서 참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만일 

그들 중 하나가 참이라면, 그 참은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옳은”, “그른” 그리고 “해야 

한다”(ought)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직관주

의가 도덕적 사실은 특수한 비자연적 속성과 관련된다는 견해로 이해된다면, 우리가 직관적 

통찰에 의해 이해하지만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거나 허용하지는 아니하는 이 견해들 

모두가 직관주의 형태의 논제도 아니다. 계약론과 철학적 공리주의 모두 명확하게

(specifically) 이 주장과는 양립불가능하다. 도덕적 본성에 관한 (직관주의 그 자체도 포함

해서라고 나는 말할 텐데) 다른 철학적 논제들처럼, 계약론과 철학적 공리주의도 세계에 관

한 우리의 일반적 신념들과 양립가능한, 도덕적 신념, 도덕 논변, 그리고 도덕적 동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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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을 제시하는 과업의 성공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신념이란, 세계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존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찰과 추론이 어떤 

종류의 것들이며, 우리가 행위할 근거가 되는 이유들은 어떤 종류의 것들인지에 관한 신념

을 가리킨다.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도덕의 본성에 관한 설명에 관한 판

단은 그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전반적으로 설득력 있는 판단. 그것은 개념들에 대한 통찰

로서 유용하게 기술될 수도 없고, 다른 종류의 어떤 특수한 직관적 통찰로 유용하게 기술될 

수도 없다. 

  만일 철학적 공리주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형태의 공리주의가 규범적 교설로서 우리

에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공리주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변이 필요하다. 만일 도덕적으로 중요한 

모든 것이 개인들의 복지라면, 어느 누구도 특별히 다른 이들보다 더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각 개인이 고려될 때 중요한 모든 것은 그 또는 그녀의 복지가 영향 받는 정도라면, 

도덕 평가의 기초는 개인 복지의 합계(sum)를 최대화하는 목표라는 결론이 따라나오는 것

처럼 보인다. 이 규준이 개인의 행위의 비판에 적용되는지 또는 규칙이나 정책의 선별에 적

용되는지, 또는 습관이나 성향의 진작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질문이다. “복지” 그 

자체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이 추가적인 질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규범

적 교설로서의 공리주의의 호소력의 많은 부분이 철학적 공리주의의 매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어떤 형태의 공리주의가 옳음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면서도 

그 형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직접” 또는 “행위” 공리주의인지 또는 “규칙” 또는 “이

유”(motive) 공리주의인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 견해들이 그들의 상이

한 규범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도덕적 사실로 동일한 

집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132)

  만일 내가 공리주의의 호소력에 관하여 말한 바가 정확하다면, 경쟁 이론이 해야 하는 것

은 도덕의 주제관으로서 철학적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계

약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이 하고자 하는 바이다. 계약론이 이 과업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

리고 그것이 철학적 공리주의보다 도덕의 본성에 관한 설명으로 우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

더라도, 규범적 공리주의는 논박된 것이 아니다. 규범적 공리주의가 다른 근거에서 확립될 

수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론 그 자체의 규범적인 결론으로 말이다. 

그러나 규범적 공리주의를 지지하는 하나의 직접적이고 영향력 있는 논변은, 제쳐놓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계약론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의 예를 제시해보자면, 도덕적 그름의 본성에 관한 

계약론적 설명은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행위는 다음과 같을 때 그르다. 그 행위의 수행이, 어느 누구도, 숙지되고 강제받지 아니

한 일반적 합의의 기초로서 합당하게 거부하지 못할 행위의 일반적 조정(regulation)을 위

한 어떠한 규칙의 체계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우에. 

  이것은 도덕적 그름이라는 속성의 종류를 특징지우는 것으로 의도되었다. 철학적 공리주

의처럼, 그것은 규범적인 결과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규범적 결과를 자세히 탐구하는 

것은 나의 현 논의의 목적이 아니다. 한 도덕 개념에 대한 계약주의적인 설명으로서, 내가 

여기서 내보인 것은 단지 근사(approximation)에 불과하다. 이것은 상당한 정도로 수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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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여기서 나는 명료화를 위해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한다. 

  “숙지된 합의”라는 이념은, 미신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잘못된 신념에 기초한 합의를 

배제하려는 뜻을 지닌다. 비록 이 신념들이 해당 그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하더라도 말이다. 

“합당하게”라는 조건의 힘으로 의도된 바는, 다른 한편으로, 숙지되고 강제받지 아니한 일

반적 합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원리들을 발견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하게 될

(that would be unreasonable) 거부를 배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예를 들

어, 다른 모든 대안적 원리들은 다른 이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경우에, 당신에게 

부담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한 원리를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나는 그 논문에서 

거부의 근거에 대해 더 설명할 것이다. 

  도덕적 논변의 주제인 가상적 합의가 강제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은, 강제력

(coercion)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약한 교섭 입지에서 합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는 

경우(being forced to accept an agreement by being in a weak bargaining position)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다른 이들이 더 버틸 수 있고 그래서 더 나은 조건을 고

집할 수 있는 경우에 생기는 교섭력의 약한 입지. 도덕적 논변을 그러한 고려사항으로부터 

추상한다. 합의를 낳는 유관한 유일한 압력은 (133) 이 욕구를 가진 어느 누구도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원리들을 발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다. 계약론에 따르면, 도

덕 논변은 이 욕구에 의해 모두 움직이며 같은 정도로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의 합의의 가능

성에 관계된다. 그러나 이 반사사실적 가능성은, 도덕과 관련된 합의만을 특징짓고, 그 도덕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세계를 특징짓지는 않는다. 도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불완전한 세계에 적용할, 그들이 합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며, 이 세계의 현재에는 그 합의의 

욕구에 의해 움직이지는 않지만 만일 그렇게 움직인다면 합당하게 거부하지 못할 원리들을 

찾는다. (주석 8) 

도덕적 그름에 대한 계약론적 설명은 “모든 이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원리라기보

다는 “어느 누구도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원리”를 언급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

석 9) 일부 사람들이 그 원리 하에서 심각한 곤경을 겪게 되는 원리가 있다. 그런데 이 곤

경은 회피할 수 있다. 즉, 어느 누구도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부담을 질 필요가 없는 대안

적 원리들이 있다. 그러나 이 곤경을 겪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희생적이어서, 이 부담을 

모든 사람들의 더 큰 선이라고 그들이 이해하는 바를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고 하여보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이 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 아닐 것이다. 즉, 그

러한 부담을 질 것을 명하는 원리를 거부하는 누군가는 비합당한 것이 아니다. (not 

unreasonable) 이 거부가 합당하다면,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히 자기희

생적인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들을 부과하는 그 원리는 의문시된

다. 그러므로 도덕적 논변이 의거하는 것은 원리를 거부하는 것의 합당성이지 그것을 받아

들이는 것의 합당성이 아니다. 많은 동등하지 않은 일련의 원리들이 거부불가능성 심사를 

통과할 것처럼 보인다. (It seems likely that many nonequivalent sets of principles will 

pass the test of nonrejectability) 이것은 예를 들어, 그 중 어느 것도 다른 것들보다 더 

“거부가능하거나” 덜 “거부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중요한 의무들을 규정하는 많은 상이한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 시사된다. 예를 들어, 상이한 합의 도출 체계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을 할당하는 상이한 방식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원리 세트들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허용되는 어떠한 행위도 계약론에 따르면 도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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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따라나오지는 않는다. 도덕적으로 수용가능한 많은 형태

가 존재하는 주어진 종류의 어떤 특정한 의무(some duty of a given kind)를 갖는 것이 우

리에겐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형태 중 하나가 전통에 의해 확립될 필요가 있다.(needs to 

be established by convention) 이 형태들 중 하나가 전통적으로 확립되는 배경에서, 그것

에 의해 불허되는 행위는 그 주어진 정의(definition)의 의미에서 그른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의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전통적으로 확

립된 (그리고 도덕적으로 수용가능한) 중요한 의무들의 정의를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

리 세트일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에의 이 의존은 계약론적 도덕에 일정 정도의 문화적 상대

성을 도입한다. 이에 더하여, 한 사람이 합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목적과 여건에 의존할 것이며, 이 목적과 여건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의존할 것이다. 위

에서 주어진 정의는 이런 종류의 편차 양자 모두를 허용한다. 그것이 수행되는 환경에 행위

의 그름이 의존케 만듦으로써. 

내가 제시한 계약론의 부분적 진술은, 도덕의 주제에 관한 설명에 적합한 추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것은 표면상, 어떤 원리들이 합의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포

함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합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들의 세트가 있는지에 관

한 구체적인 주장조차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계약론자가 실질적인 도덕적 주장에 도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비록 유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합의의 유관한 개념을 기술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to give a technical definition of the relevant notion of agreement) 

예를 들어 합의가 도달하게 되는 여건, 이 합의의 당사자들과 활용되는 합당성의 기준을 구

체화함으로써. 서로 다른 계약론자들이 이 작업으로 서로 다른 방법을 행했다. 그러한 정의

를 위해 주장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적용되어야 하는 환경 하에서) 그것이 기술하는 것이 

정말로 도덕 논변이 목표로 삼는 강제되지 않은, 합당한 합의라는 점이다. 그러나 계약론은 

, 그 기초 위에서는 일상적인 형태의 도덕 추론이 이해될 수 있으며 합의의 기술적인 개념

에 의거한 진행 없이는 평가되지 아니하는, 도덕의 주제에 관한 비형식적인 기술로도 이해

될 수 있다. 

계약론이 언급하는 일반적 합의에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도덕의 범위는 실질적 도덕의 

난해한 문제다. 그러나 도덕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이론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어떤 

기초를 제공해야만 한다. 적합한 이론은, 그 내에서 도덕의 경계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지

지하거나 반대하는 유관한 논변을 보이는 것이 개진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계약론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설득력 있는 기초도 제시할 수 없다고 흔히 생각된

다. 비판가들은 계약론은 전혀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련

의 계약 당사자들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이라거나, 계약은 합의를 체

결하고 준수할 능력이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협동의 대가로 어떤 혜택을 각자 제공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명백하게 지나치게 제한적인 답변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35) 이 반

론들 중 어느 것도 내가 옹호하고 있는 판본의 계약론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이 함의하는 

도덕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구체화는 나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도덕은 만일 

그런 종류의 존재에 대한 정당화라는 관념이 이치에 닿는다면 그 존재에 적용된다.  

(morality applies to a bieng if the notion of justification to a bieng of that kind 

makes sense)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여기서 나는 몇 가지 필요조

건만을 시사할 수 있을 뿐이다. 첫째 요건은 그 존재가 선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것들이 존재를 더 낫게 만들거나 더 나쁘게 만든다는 말의 명료한 의미가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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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수탁자가 존재의 이익을 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의 이념에 부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수탁자는 적어도 해당 존재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받아들

이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수탁의 이념을 활용하여 우리는 수용의 관념(notion of 

acceptance)을 어느 것에도 문자 그대로 합의할 능력은 없는 존재에게 확장할 수 있다. 그

러나 계약론에 따르면, 이 수탁의 최소 관념은 도덕의 기초를 제공하기에는 지나치게 약하

다. 계약론적 도덕은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거나 거부하

는 것이 합당한 것에 대한 관념에 의존한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어느 누구도 합당하게 거

부할 수 없는 원리들을 찾으려는 목적을 가지고서 일정한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 나에게 합

당하지 아니한가 하는 점은, 그 원리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들이 나를 절대적인 기준에서 얼

마나 많이 손상할지 뿐만 아니라, 이 원리와 대안적 원리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

지는 잠재적인 손실과 비교하여 그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에도 의존한다. 그러므로, 한 존재

가 우리와 도덕적 관계를 맺기위해서는, 그것이 선을 보유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아니하

고, 그 선이 비교가능성의 어떤 체계의 기초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선과 충분히 

유사할 것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그러한 체계의 기초 위에서만, 우리는 수탁자가 한 존재를 

위하여 (on behalf) 합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라는 관념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

다. 

  그러나 가능한 수탁의 범위는 도덕의 범위보다 더 넓다. 사람은 토마토 농장, 숲, 또는 개

미 군집의 수탁자로서 행위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존재들은 도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아마도 이것은 비교가능성의 요건에 호소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존재들이 선

을 보유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도덕 논변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선과 비교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을 넘어서서, 존재에 대한 

정당화라는 관념의 불충분한 발판만 있는 사안들이 있다. 이 관념의 추가적인 최소한 요건

은 그 존재가 관점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is that the being constitute a point of 

view) 즉,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계가 그 존재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와 같은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없이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가상적인 

정당화조차도 적합하게 만드는 그 존재와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이때까지 계약론에 대하여 이야기해왔던 것에 기초하면,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왜 

많은 이들에게 도덕적 지위에 유리한 고려사항으로 생각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있는 존재는 내가 언급한, 그것에 대한 정당화라는 이념이 이치에 닿기 위해 

필수적인 세 요건을 또한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한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

것은 정당화가 발하여질 수 있는 의식의 중심(centre)을 구성한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 

존재가 나빠지는 분명한 방식이다. 그것의 고통이 경감되는 것은 그것이 혜택을 입는 방식

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자신의 것과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행복과 불행의 형태다. 

  내가 필요조건으로 열거한 이 세 요건들이 한 존재에 대한 정당화 이념이 이치에 닿기 위

한 충분조건이기도 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것이 충분 조건인지 여부, 그리고 그것이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더 요건으로 더 요구되는가는 난해하고 논쟁적인 질문이다. 

어떤 이들은 정당화가 원칙상 소통될 수 있는 존재에게, 또는 실제로 무언가에 동의할 수 

있는 존재에게, 또는 도덕 논변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도덕적 영역을 제한시키고

자 할 것이다. 내가 진술한 바대로의 계약론은 이 쟁점을 일거에 해결하지 않는다. 내가 주

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적어도 도덕의 본성에 관한 라이벌이 되는 설명에 의해 제

시된 것 이상의 설득력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한 논변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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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에 대한 제안된 제한들은, 정당화라는 유관한 관념이 그 여건 하에서 이치에 닿는가

에 관한 논쟁적인 주장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그리고 그 쟁점에 관한 어떤 답에 지지하

거나 반대하는 데 통상 제시되는 논변들은 이러한 기초에서 설득력 있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의 범위에 관한 어떤 다른 가능한 제한들은 더 분명하게 거부할 만한 것이다. 도덕은 

그 제약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이들에게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다른 참여자들에게 

호혜적인 어떤 혜택을 수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이들에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제안 말이

다. 그런데, 이 요건에 의해 배제되는 존재들이 도덕의 보호 밖으로 전적으로 나간다고 생

각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내가 정식한 바대로 계약론은 왜 그것이 설득력이 

없는지를 설명해준다. 이 능력들의 결여 그 자체만으로는 그 존재에 대한 정당화의 가능성

을 훼손하지 않는다. 일부 경우에 능력들의 결여는 유관한 정당화를 바꿀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숙고적인 통제를 하거나 호혜적인 혜택을 주는 능력이 (137) 그 존재들이 지는 의무

나 다른 이들이 그 존재들에 대하여 지는 의무에 어떤 중요성을 갖든 간에, 그것은 그 결여

가 도덕적 틀을 전적으로 정지시키는 그러한 요건은 아니다. 

III. 

나는 계약론의 규범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이때까지 거의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행위 공리주의 공식은 계약론의 한 정리로 판명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었다. 나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의 주된 논제는 계약론의 규범적

인 함의가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여전히 도덕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논제로서의 구별되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 - 예를 들어 공리주의 공식이 일반적 합의의 기초여서 

공리주의가 되는 것(A)과 다른 근거에서 공리주의자가 되는 것(B)의 차이-는 첫번째 동기

에 관한 질문에 계약론이 제시하는 답안에서 가장 명료하게 보여진다. 

  철학적 공리주의가 갖는 설득력은 부분적으로, 그 이론이 도덕에 근본적인 것으로 파악하

는 것-개인의 복지에 관한 사실들-이 분명한 동기관련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견

해에 따르면, 도덕적 사실들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선에 대하여 공감적 동일시를 하기 때

문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철학적 공리주의에서, 옳은 행위의 

규준으로서 구체적인 공리주의 공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공리주의자가 호소하는 동기의 형

태는 더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고전적 공리주의가 타당한 규범적 교설이라면, 도덕적 

동기의 자연스러운 원천은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차치하고 총 복지의 변화에 의해 마

음이 움직이는 경향이 된다. 우리는 We must be moved in the same way by an 

aggregate gain of the same magnitude 동일한 수치의 집계된 이득이 있다면, 그것이 소

수의 격렬한 고통을 완화시킴으로써 얻어진 것이건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사소한 이득을 가

져옴으로써 얻어진 것이건, 동일한 방식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특정한 개인을 

향한 익숙한 종류의 공감(sympahty)과는 매우 다른 것이지만, 공리주의자는 자연스러운 공

감이 반성을 통해 교정되면 이 더 추상적인 욕구가 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 욕구는 

공감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 즉,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선을 향한 배려다. 그러나 그것

은 대상의 선택에 있어 편파적이거나 선별적이지 않다. 

  이 균등한 공감의 심리적인 그럴법함의 문제는 제쳐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그것이 도덕적 동기 부여 역할을 위한 후보로 얼마나 훌륭한가? 확실히도 통상적인 종류의 

공감은 사람들이 때때로 올바른 일을 할 생각이 들게 만드는 여러 동기들 중 하나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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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를 들어, 내가 고통받는 아이를 돕기 위해 달려갈 때 지배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 그

러나 내가 피터 싱어의 기아에 대한 논문의 주장에 납득하고, 명확한 도덕적 요청으로 보이

는 것을 인정함에 의해 으스러뜨려진 기분이 들었을 때에는, (138) 뭔가 다른 것도 작동하

고 있었다. (and find myself crushed by the recognition of what seems a clear moral 

requirement, there is something else at work.) 내가 가뭄에 찌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얼

마나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함에 더하여, 나는 추가적인, 겉보기에 이와는 

구별되는 생각인, 내가 나에게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른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압도되었다. 공리주의자는 도덕적 동기 부여에 관한 그

의 설명은 도덕 경험의 이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는 흠결이 있을 수 없다고 답할지도 모른

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비공리주의적인 도덕적 양육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서. 더군다나,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임에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추가적이라고 

생각되는 도덕적 그름이라는 사실은 어떤 종류의 사실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

게 행위의 추가적인, 특별한 이유를 어떻게 줄 수 있단 말인가? 계약론의 질문은, 그렇다면, 

그것이 이 도전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계약론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그르다는 신념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되는 동기부여의 원

천은,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근거에서 정당화할 수 있고자 

하는 욕구이다. 나는 이것을 도덕적 동기에 관한 대단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자연적인 공리주의적 대안보다는 내 도덕 경험에 관한 더 나은 설명이라고 생각한

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는 계약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강한 논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

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실제로 합의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론이 

도덕 에 기본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욕구는 내용에 무관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규범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으로 이끌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합

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근거에서 정당화하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의 적정한 정당화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만족된다. (그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우리와 다른 이들이 합당하게 거

부할 수 없는 원리들을 찾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 욕

구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행위를 지지하는 한 정당화를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정당화를 겉으로만 그럴싸한(as spurious) 것으로 여긴다면 이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어떤 정당화를 충분한 것으로 여기는지를 심사하는 한 거친 방법은, 당신이 그 정

당화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였을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입장 바꾸기”라는 이념

과 도덕에 깔려 있는 동기 부여 사이의 연결관계는, 상이한 도덕 체계와 다양한 종교의 가

르침 내에서 “황금 규칙”이 빈번히 발견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는 사

고실험은 오직 거친 지침일 뿐이다. 근본적인 질문은, 숙지된, 강제받지 아니한, 일반적인 

합의를 위한 기초로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지이다. 칸트가 지적하였듯이, 우리의 

상이한 개인적 관점은 그 자체로 취해졌을 때, (139) 일반적으로 단순히 화해불가능할지 모

른다. “판단상의 조화”는 정당화의 진정 간개인적인 구성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

인들이 합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한다. 이 간개인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는 사태가 어떻게 보이는 일정 부분과, 나 자신의 관점에서 사태가 어떻게 보이는 일정 부

분은 편견으로 취급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근거에서 다른 사람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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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자 하는 욕구가 보편적이라거나 “자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덕 

교육”은 나에게는, 이 욕구를 계발하고 형성하는 과정으로 설득력 있게 이해될 수 있는 것 

같다. 대체로 다른 이들이 실제로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당화가 무엇인지를 배움으로

써, 그리고 어떤 것이 당신 자신이 그것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받아들일만 한 

것으로 보는지를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이 정당화에 대한 당신 자신과 다른 이의 수용이나 

거부를 더 많은 경험에 비추어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나에게는,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여기는 근거에서 행위 및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

고자 하는 욕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상당히 무거

운 부담을 치르면서, 상당한 정도로 길게 기꺼이, 그들의 행위와 제도의 정당화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숙고하고자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끔 하는 방

식으로서 도덕적 동기 부여의 악명높은 불충분함은, 단순히 깔려 있는 동기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이익과 자기 기만에 의해 쉽게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 때문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내가 묘사한 동기부여의 원천은 도덕적 

진리에 관한 계약론적 관점에만 배타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내가 제시한 도

덕적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되느냐는 정당화의 한 

이념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 이념은 합의에 관한 계약론적 관념보다는 잠재적으로 더 폭이 

넓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M을 도덕적 진리에 관한 어떤 비계약론적 설명

이라고 해보자. M에 따르면, 한 행위의 그름은 단순히 그 행위의 도덕적 속성이다. 그 속성

에 의거하여 그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 된다. 이 속성을 갖고 있는 행위는, M에 따르

면, 숙지된 여느 사람이 그것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는가와는 꽤나 독립적으로 이 속성

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숙지된 개인들은 아마도, 행위 유형의 그름을 인정할 위치에 

있을 것이므로, 행위가 그르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이 행하여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합의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그르지 않다면, 그것을 수행해도 

된다는 적정한 도덕적 정당화가 있다면, 숙지된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

니하게 되는 도덕적 정당화가 아마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론은 아닌 M조차

도, 도덕적 진리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 된다. 즉, 나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합당하

게 거부할 수 없는 근거에서 (140) 정당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마찬가지로 도덕적 동기 부

여의 기초로 기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점이 보여주는 바는, 계약론의 호소력은,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조건이 부가

된 회의주의에 부분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덕에 관한 비계약론, 계약론이 호소

하는 동기부여의 원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 논변은 이 동기의 원천을 일정한 방

식으로 행위하는 것을 지지하는 훌륭한 정당화, 즉 다른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합당

하지 않은 일이 되는 정당화가 됨에 의거하여서만 촉발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비계약론은 

어떤 이상적인 합의에서도 그들의 인정에 꽤나 독립적으로 정당화의 힘을 갖고 있는 도덕적 

속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야만 한다. 이것은 존 맥키가 내재적인 “되어져야 함” 또는 “되어

져서는 안됨”이라고 부른 것의 예가 된다. (주석 14) 계약론의 호소력의 일부는, 맥키가 표

현하였듯이, 그러한 속성이 “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곤혹스럽다(puzzling)라는 견

해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계약론은 그 동기부여적 힘 뿐만 아니라 도덕적 

속성의 정당화하는 지위도, 합당한 합의라는 관념에 의거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일부 경우

에서 도덕적 속성은 그 자체로 이 관념에 의거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

어 위에서 살펴본 도덕적 그름의 속성의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들 자체로 합의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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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론적 관념과는 독립적인 무언가를 옳고 그르게 만드는 속성들도 있다. 나는 쾌락을 위해 

살인 행위를 하는 것의 속성을 이런 종류의 행위를 그른 것으로 만드는 속성이라고 본다. 

그러한 속성(properties)들은 그 행위를 그르게 만드는 속성인 이유는, 그것이 특징지우는 

행위들을 허용하는 어떠한 원리의 세트들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도덕적으로 유관한 속성은 합의에 관한 계약론적 관념과는 독립적이지만, 이것

은, 내재적인 “되어져야 함”이나 “되어져서는 안됨”의 경우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의 

도덕적 유관성 - 동기부여와 연결됨 뿐만 아니라 정당화에서의 힘-은 계약론적 근거에서 

설명된다. 

  특히, 계약론은, 공리주의가 근본적인 것으로 여기는, 개인의 복지에 관한 사실들이 갖는 

외관상의 도덕적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개인의 복지는 계약론에 따르면, 그것이 내재적

으로 가치있다거나, 어떤 자명한 행위를 옳게 만드는 속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의 

복지에 아무런 비중도 부여하지 않는 형태의 논변을 개인은 합당하게 거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도덕적 중요성에 관한 이 주장은, 그러나, 근사적이기만 할 뿐이다. 왜냐하면 “복지”

가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무

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지는 추가적인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주장으로 부터, 주어진 욕구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그 만족을 증진하는 어떤 

행위의 옳음을 결정함에 있어 동일한 비중, 즉 그 세기나 “강도”에 비례하는 비중을 가져야 

한다라는 결론이 따라나오지는 않는다. 개인의 욕구가 어떤 행위를 옳은 것으로 만드는 힘

은, 도덕적으로 정당성 있는 이해관심(morally legitimate interests)라는 관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러한 관념은 도덕 논변의 산물이다. 그것은, 개인의 복지 

관념이 그런 것처럼, 단순히 개인이 욕구하기에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의 이념에 의해 주

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합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무게가 있는 것으로 취급해야 할 그러한 정당성 있는 이해관심을 

갖고 있다고 동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합리적 욕구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것들의 범위는 정말로 매우 폭넓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주장은 그보다는 거의 확실하게 좁을 것이다. 합리적인 욕구에 순응코자 하

는 이해관심을 향한 경향성- 무언가를 합리적인 것으로 만든 여건들은 그것에 대한 정당성 

있는 이해관심도 성립시키는 경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항상 일치하

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론의 한 영향은, 공리주의를 지지하는 논변이 호소하는 선명한 구분, 개인

의 복지와 다른 도덕 관념들의 지위 사이에 그은 구분을 부수는 것이다. 도덕 논변의 틀은 

우리의 정당성 있는 이해관심을 정의하고 그것들의 도덕적 힘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동일

한 계약론적 틀이, 권리들, 개인의 책임,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 같은 다른 도덕적 관념의 힘

을 설명할 수도 있다. 

IV.

행위 공리주의가 내가 기술한 판본의 계약론의 정리가 될 법하지는 않다. 개인의 이해관심

의 적극적인 도덕적 중요성은, 행위들은 그가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근거에서 각 사람들

에게 옹호가능해야 한다는 계약론적 요구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결

론, 즉 각 개인들은 최대의 총 이득의 관점에서 항상 숙고하기로 합의해야 하며, 이 고려사

항에만 호소하는 정당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결론까지는 매우 먼 걸음이다. 계약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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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일부 도덕적 질문들이 최대 총 복지에 대해 호소함으로써 적절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꽤 있다. 비록 이것이 유일하거나 궁극적인 정당화의 규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보다 개연성이 덜한 것 같은 것은, 계약론이 “두 수준”의 공리주의의 어떤 형태와 일치

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사태다. 나는 이 가능성을 여기서 완전히 검토할 수는 없다. 계약론

은 이 이론들과, 개인 행위의 옹호가는 그 행위들을 허용하는 원리들의 옹호를 통해 진행해

야 한다는 중요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론은 (142) 두 수준 공리주의의 일부 

형태들과는 중요한 측면에서 다르다. 계약론에서 원리들의 역할은 근본적이다. 그것들은 어

떤 다른 규준에 따라 옳은 행위들의 증진을 위한 단순한 장치로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계약론은 두 가지 형태의 잠재적으로 상충하는 도덕 추론을 확립하지 않기 때문

에, 규칙 공리주의를 흔히 전염시키는 불안정성을 피한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은 계약론이 이르게 되는 원리들이 그 원리들의 (이상적인 여건에서

건 아니면 어떤 더 현실적인 여건에서의) 일반적 채택이 총 복지(aggregate well being)을 

증진하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많은 이들에게는 그 답이 그렇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보였다. 

내가 그 답에 왜 동의하지 않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 결론에 찬성하는 가장 잘 알

려진 논변 하나를 살펴보고, 왜 내가 그 논변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하겠

다. 이것은 내가 여기서 옹호한 계약론 판본과 롤즈가 전개한 판본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기회도 제공해줄 것이다. 

  내가 살펴볼 논변은, 하사니와 다른 이들의 저술을 통해 익숙하게 된 것으로서, 계약론적 

채택 관념의 한 해석을 통하여 진행하여, 최대 평균 공리의 원리에 이르는 논변이다. 한 원

리를 만장일치의 합의의 후보로 생각하려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 원리는 나에게 받아들일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나의 특별한 지위, 취향 등등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 원리가 받아들일 만하다는 나의 판단이 유관하기 위해

서 그것은 불편부당한(impartial) 것이어야 한다. 판단의 불편부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

가? 어떤 원리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불편부당하게 판단하는 것을, 어떤 이는 당신이 누구인

가와 상관없이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 원리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즉, 그것이 당신이 어떤 사람의 위치에 있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들 위치 중 어느 것에 속하게 될 동등한 확률이 있다고 생각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

적인 원리라는 판단이라고 말이다. (“여기서 한 사람의 위치에 있게 된다”(Being in a 

person's position)은 여기서 그의 객관적 환경에 있게 되며 이 환경을 그의 취향과 선호의 

관점에서 평가함을 의미한다)[역주-피아니스트라면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피아니스트의 생활을 평가한다는 뜻]. 그런데, 이 환경들에서 선호하는 것이 합리

적인 원리는 - 선택자에게 최대의 기대 효용을 제시하는 원리는- 영향받는 당사자들의 평

균 효용이 최고인 원리라는 것이다. (143) 

  이 논변에 대하여 여러 지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내가 관심을 기

울이는 것은 불편부당성의 해석이다. 그 논변은 세 단계로 분해될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단계는, 도덕 원리란 불편부당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두 번째 단

계는,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원리들을 선택한다는 이념이다. (자신의 취향, 선호 

등등을 포함하여). 세 번째 단계는, 각자가 모든 이들의 위치를 점할 동등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념이다. 일단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의 이동은 놓아두고 첫번째 걸음인,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진행에만 집중하여 보자. 이 진전

과 같은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꽤나 타당한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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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그것은 그 논변이 필요로 하는 결론을 산출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일정한 원리 P가 

숙지되고 강제되지 않은 일반적 합의의 기초로서 합당하게 거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무언가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받아들이게 

합당한 무언가라고 생각함에 틀림 없다. 우리가 일반적 합의의 한 근거를 모두 찾고 있는 

한 말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P를 내가 점할 사회적 위치가 무엇이 되건 간에 받아들일 이

유가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비록,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내가 이 위치들 

중 일부에 속하게 된다면 내가 P에 합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말이다.) [역

자-똥누고 나와서는 똥누기 전과는 마음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심정은 도

덕 논변에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모르고서는 한 원리를 

선택한다거나 합의한다는 관념에 결부된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이 자신의 취향, 선호 등등을 모르는 것을 포함할 경우에는 말이다. 그러나 이 관

념에 결부될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의미는 존재한다. 모든 사람들이 P를 선택하거나 그

것에 합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는 나의 지식은 나의 특정한 

위치, 취향, 선호 등등에 관한 나의 지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그것에 합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적어도 어떤 의미를 가

지는 한에서는(So insofar as it makes any sense at all to speak of choosing or 

agreeing to something in the absence of this knowledge) 나는 모든 이들이 선택하거나 

합의할 이유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거나 합의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될 수 있다. 

(다시금, 모든 이들이 합의할 수 있는 원리들을 찾는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전제에서) 그

리고 정말로, 이 동일한 추론이 우리를 단계3의 한 판본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원리 P를 모든 이들이 합의할 이유가 있는 원리라고 판단한다면, 내가 각 사람이 될 

동등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정말로, 내가 문제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될 확률에 어떤 다른 세트를 할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합의

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래의 논변이 목적으로 삼은 결론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 결론은, 무지의 가정 

또는 각 사람이 될 확률이 동등하다는 가정 하에서, 사리적인 개인이 선택하거나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원리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이와는 상이한 관념

에 호소한다: 일반적 합의의 기초를 찾고 있음에 비추어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념. (144) 

  그 두 논변의 설명의 방향은 상당히 다르다. (The 약ection of explanation in the two 

arguments is quite different) 원래의 논변은 윤리적 원리의 불편부당적 수용가능성이라는 

관념을, 특수한 여건 하의 합리적인 사리적 선택이라는 관념, 겉보기에 더 명료한 것 같은 

관념에 호소함으로써 설명하려고 한다. 나의 수정된 논변(My revised argument)는, 일반적 

합의의 기초로서 누군가가 거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어떤 

이념에 비추어,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선택이나 합의라는 이념에 어떤 의미

가 어떻게 결부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것은 계약론에 관한 내 판본의 문제를 드러낸

다. (indicates) 그것은 그것이 기대고 있는 중심적 관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지도 모른다. (failure to explain the central notion on which it relies) 여기서 나는 내 

계약론 판본은 이 관념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겠다. 그것은 그 관념을 명료하

게 묘사하고자 할 뿐이며, 도덕의 다른 측면들이 그것에 의거하여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를 보이려고 할 뿐이다. 특히 그 판본은, 각 위치에 갈 동일한 확률이라는 가정 하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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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입장에서 선택한다면 개인의 사리적인 기대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념

으로 그것을 환원함으로써 이 관념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원래의 논변이 수행하는  단계1에서 단계2로의 이동의 최초의 그럴법함은, 이 관념들 중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의 미묘한 이행에 근거하고 있다. 한 원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믿기 위해서는, 그것이 모든 이들이 합당하게 합의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합당하게 거부

하지 않을 원리라고 믿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원리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나의 신념

은, 그 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가능한 비용보다는 나에게 주는 이득을 더 진지하

게 고려하려는 경향에 의하여 흔히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나 자신을 놓아보기”라는 발상은 유용한 교정적 장치다. 동일한 이야기가, 내가 나

의 진정한 위치를 몰랐다면 합의할 수 있을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사고실험에 관하여도 성

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사고실험 모두 모든 이들이 합당하게 합의할 수 있을 바가 무

엇인지 또는 어느 누구도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바가 무엇인지라는 더 정확한 질문을 살

펴보는 장치이다. 즉, 그러한 사고실험들은, 원래 주어진 논변의 추론 정형이 아니라 세 단

계 논변의 나의 수정된 형태에서 드러난 추론의 정형(pattern)을 포함한다. 무엇이 그의 진

정한 위치를 모른 채 선택하는 단일한 사리적 개인의 기대를 극대화하는가라는 질문은 상당

히 다른 질문이다. 이것은 최고 평균 효용에 따른 분배(이것을 A라 부르자)가 일부 사람들

에게는 극단적으로 낮은 효용, 더 평등한 분배 하에서는 모두가 누릴 최소한의 정도보다 훨

씬 더 낮은 수준의 효용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의해 보여질 수 있다. 

  모든 각 위치에 갈 동일한 확률을 가진 사리적인 선택자가 선택하기에 합리적으로 되는 

원리가 A라고 해보자. 어느 누구도 A를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따라나오는가? 

그러한 결론이 따라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A하에서 (145) 가장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쁘다고 상상해보라. 그 사람을 패자라고 부르자. 그리고 

A의 대안인 E라고 불리는 것 하에서는, 어느 누구의 상황도 이와 거의 같은 정도로도 나쁘

지 않다고 하여보자. 잠정적으로, 패자는 A를 반대하여 불평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

다. 그들의 반론은 반박될 A가 아니라 E를 선택함에 의하여 어떤 다른 개인들에게 부과되

는 희생에 호소하는 논의로 반박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A가 더 높은 수준의 평균 효용을 

낳는다는 단순한 사실, 그것도 E보다 A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약간 더 나아지고 극소

수의 사람들은 훨씬 나빠진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단순한 사실은 그 문제에 답을 정

해주지 못한다. 

  계약론 하에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검토할 때, 우리의 주의는 그 원리 하에서 최악의 처

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자연스럽게 향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러한 처지

에 빠지는 이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원리에 반대하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게 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계약론이 항상, 가장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가 최고가 

되게 하는 원리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는 결론이 따라나오지는 않는다. A에 대한 패자의 

반론의 합당성은 단지 그들이 A하에서 가장 못한 처지에 있으며 다른 어느 누구도 E하에서

는 그보다 나빠지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간단히 확립되지 않는다. 그들의 불평의 힘은 A 

하에서 그들의 위치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매우 나쁘며, E 하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에도 달려 있다. 이 불평은 E 하에서는 더 나빠지게 되는 개인들과 비교하여 

형량되어야 한다. 물어야 할 질문은, 누군가 E하에서는 포기해야 하는 혜택을 다른 누군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A 하에서의 패자의 상황을 참기를 거부하는 것이 합당

하지 아니한가이다. (The question to be asked is, is it unreasonable for someon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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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se to put up with the loser's situation under A in order that someone else 

should be able to enjoy the benefits which he would have to give up under E?) A하

에서 패자의 가정된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또는 E 하에서 그의 이득이 그것을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희생과 대비하여 적어짐에 따라, 그의 논거는 약화된다. (As the supposed 

situation of Loser under A becomes better or his gain under E smaller in relation 

to the sacrifices required to prouduce it, his case is weakened) 

  내가 이때까지 개진한 바대로의 계약론 논변의 한 주목할 만한 특성은, 그것이 비집계적

이라는 것이다. (non aggregative) 비교되는 것은 개인의 이득과 손실, 그리고 복지의 수준

이다. 집계적 고려사항이 계약론 논변이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는가는 여기서 살펴보

기에는 지나치게 거대한 질문이다. 

  나는 일반적으로 하사니의 것과 연관된 평균 공리주의의 논변을 비판하여왔다. 그리고 이 

논변에 대한 나의 반론을 (최소극대화 규칙에 관한 마지막 논급을 제쳐놓으면) 롤즈가 제기

한 반론과 분명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제기한 반론은, 롤즈 자신의 논변의 일

부 특성에도 반대의 논거가 된다. 롤즈는 내가 기술한 논변의 첫 단계는 받아들인다. 즉, 그

는 정의의 올바른 원리(correct principles of justice)는 “그들의 이해관심을 증진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합리적인 개인들”이 그의 원초적 입장에서 규정된 여건 하에서 받아들일 정의

의 원리들이라고 (146) 생각한다. 그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그들의 고유한 구체적

인 재능, 그들의 선관,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게 될 사회적 위치(나 세대)를 모른다. 롤즈가 

거부하는 것은 그 논변의 두 번째 단계다. 즉,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

이 해당 사회의 각 사람이 될 동일한 확률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최대 기대 효용을 제공하

는 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 말이다. 나는, 그러나 첫 번째 단계가 취해질 

때 이미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그들의 이해관심을 증진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수용이라는 이념

에 있는 모호성을 살펴봄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 한 독법에 따르면, 그것은 계약론의 논변

에서 본질적 요소다. 다른 독법에 따르면 그러한 이념은 회피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이다. 첫번째 독법에 따르면, 문제되는 이해관심은 그 정의의 원칙들

이 적용되어야 할, 그리고 그들에 의해 궁극적으로 그 원리들을 받아들여지는, 사회 구성원

들의 이해관심이다. 그들이 상충할지도 모르는 이해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

이 증진하고자 하는 이해관심이 정의의 질문에 내용을 부여한다. 두 번째 독법에 따르면, 

문제되는 “그들의 이해관심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관심 (concern "to advance their 

interest")은 롤즈의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의 이해관심이다. 그리고 그들이 채택할 정의의 

원칙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선 이 관심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스스로를 

위해 잘 선택하려는 동기를 가진 이 당사자들 사이의 만장일치의 합의는, 그들에게 서로 다

르게 선택할 이유를 부여하는 여하한 정보도 박탈함으로써 달성된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 

한 사람에게 최선의 전망을 제공해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최선의 전망을 제공해준다. 왜

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만을 특별히 혜택을 입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러하여 원리들의 선택은, 롤즈가 말하길, 무지의 베일 뒤의 단일한 합리적 개인의 관

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최선을 다하여 그 자신의 이해관심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 단일한 개인이 활용하는 합리

적 선택의 규칙이 무엇이건 간에, 그 문제를 이렇게 단일 사리적인 개인의 선택의 논거로 

환원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하사니를 비판하면서 지적했듯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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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개인이 그가 어떤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드러나건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원리라

고 그 원리를 판단하여 받아들인다고 주장되는지,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어떤 사회적 위치

에 있더라도 무지의 베일 뒤의 단일한 사리적인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고 생각되는지 어느 쪽인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147) 나는 평

균 공리주의가 첫번째 패턴의 추론에서 두번째 패턴의 추론으로 은밀한 이행(covert 

transition)을 포함한다고 위에서 논했다. 롤즈의 논변 역시 두번째 형태의 추론으로 보인다. 

그의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그의 옹호는, 적어도 처음에는, 그 자신의 이해관심을 증진하

는 데 관심이 있는 한 사람에게 무지의 베일 뒤에서 선택하기에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주장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나는 평균 공리의 원칙에 비해 롤즈의 두 원칙을 찬성하

는 롤즈 논변의 설득력은, 그 논변이 첫번째 형태의 계약론자 논변으로 해석될 때 보존되

고, 일부 경우에는 더 나아진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일부는 비형식적인 도덕적 성품에 관한 주장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더 

높은 기대치를 위하여 일부 사람들에게 더 낮은 기대치를 부과하는 일의 받아들일 수 없음

(unacceptability)에 관한 그의 논급을 이미 언급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원

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그들이 속한다고 판명나게 되는 세대가 무엇이건” 

또는 아마도,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떤 것으로 판명되든  “그 원리의 결과를 수용하며 살

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원리들을 선택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첫번째 

형태의 계약론 논변이다. 얼마 뒤 그는, 두 원칙을 찬성하면서 논급하기를,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그의 적들이 그의 자리를 할당하는 사회의 고안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이라

는 관점을 언급한다. (주석 21) 롤즈는 이어 이 관점을 기각한다. 당사자들은 “거짓 전제에 

기초하여 추론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주석22)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왜 

설득력 있어 보이는지를 물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관점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형태의 계약론 논변에서, 그 논변의 대상은 각 사

람에게 받아들일 만한 제1원리들을 찾는 것이 되는데, 그리하여 악의적인(malevolent) 적에 

의한 할당은 무지의 베일의 역할과 같은 휴리스틱한 역할을 하는 사고실험이 된다. 그것은 

어떤 원리를, 모든 관점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진정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와는 반

대로 자기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의 영향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회적 위치에 속한 사

람들에 미치는 영향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비형식적인 논급들이다. 그리고 롤즈의 논변은, 평균 공리를 지지하

는 논변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들에게 받아들일 만한” 원리들에 관한 비형식적 계약론적 

이념으로부터, 무지의 베일 뒤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이념으로의 이동을 의도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후자의 이념을 통해 롤즈는, 더 정확하고 더 확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 의한 차등 원칙의 선택을 지지하는 그의 

더 형식적인 논변을 살펴보도록 하자. 롤즈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내리는 결정의 세 측

면을 말한다. 그는 그러한 세 특성이 최소극대화 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며, 그리하여, 정의의 원칙으로서 (148) 그의 차등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

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한다. 이 특성들은 (1) 확률들(probabilities)을 평가하는 어떤 객관적

인 기초도 없다는 점, (2) 일부 원칙들은 “그들이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는 사실, 반면에 (3) 그들이 (최소극대화를 따름으로써) 그들에게 그 이상의 개선은 그 이하 

지점의 개선과 비교하여 별로 중요치 않은, 최소한의 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이다. (주석 23) 이 중 첫번째 특성은 약간 헷갈리게 하며,(puzzling) 이것을 지금은 제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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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다른 고려사항들은 적어도, 모든 이들이 그의 이해관심을 

증진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단일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결정함에 있어, 모든 이들이 합

당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것에 관한 비형식적인 계약론적 논변이 갖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 고려사항들은, “패자”가 그들의 희생 하에 평균 공리를 최대화

하는 제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반대가, 더 평등한 질서에 대하여 다른 이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대 방향에서의 반론과 비교하여 갖는 강력함을 표현한다. 

  합리적 선택에 관한 이 논변에 더하여,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의 주된 근거”들 가운데

서, 그가 말하듯이, 더 큰 정도로 계약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다른 고려사항들도 든다. (주

석 24)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롤즈가 말하길, 오직 그들이 이 합의가 그들이 실제로 

준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 때에만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 롤즈는 다음과 같

이 주장한다. 그의 정의의 두 원칙 하에서는 평균 공리의 원칙 하에서보다 그와 같이 실제

로 준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평균 공리의 원칙의 경우에

는 요구되는 희생의 정도(“공약의 부담”)이 훨씬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련된 

주장은, 정의의 두 원칙이 평균 공리의 원칙보다 더 큰 심리적 안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 정의의 두 원칙이 충족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 원칙들을 계속하여 받아들이고 그것

에 따르는 행동을 할 동기가 계속 생긴다고 믿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롤즈는 주장한

다. 평균 공리 원칙을 계속해서 채택하는 것은, 이와는 반대로, 희생이 요구되는 사람들 측

에서는 전체의 선에 관한 동일시가 예외적인 정도로 일어날 것이 요구된다. 

  이 논급들은,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에 정초한 사회의 (꽤나 실제적인 의미에서) “안정

성”에 관한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급들은 두 번째 형태의 계약론적 추론을 

통하여 도달된 원리가 첫번째 형태의 추론, 즉 그 원리가 어느 누구도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조건도 충족하게 될 것임을 보이려는 시도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 원칙의 

수용은 당신이 실제로 준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합의인가?”라는 질문은, 최악의 적에 의

한 위치의 할당이라는 발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원리들이 어느 누구도 합당하게 거

부할 수 없는 원리인지에 관한 우리의 판단을 심사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반응을 활용하게 

되는 사고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심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들도 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다. (149)

  롤즈의 마지막 논변은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의 채택은, 사회의 개별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공적인 지지를 부여하며, 사람들이 목적으로 대우되어야 하며 단지 더 큰 집합적 선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대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칸트의 이념에 대한 더 강력하고 더 특징적인 해석”

을 제시한다. 그러나, 평균 공리의 원칙과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 사이의 차이가 여기서 무

엇이건 간에, 적어도, 위에서 논의된 두 형태의 계약론적 추론 사이에는 선명한 대조가 존

재한다. 자존감과의 연결관계, 그리고 칸트주의 정식과의 연결관계는,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

의 어느 구성원도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원칙들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의해 보존된다. 이 

연결관계는, 단일한 합리적 개인의 이해관심을 증진시키는 선택이라는 이념으로 이동할 때 

약화된다. 한 사회에 사는 다양한 개인들은 그 단일한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상이한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합리적 선택자가 활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 무엇이건 상관

없이 그러하다. (This connection is weakened when we shift to the idea of a choice 

which advances the interests of a single rational individual for whom the various 

individual lives in a society are just so many different possibilities. This is so 

whatever decision rule this rational chooser is said to employ.) 최소극대화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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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변은 이 연결관계를 보존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리적 선택에 관한 주장으로

서, 약간 다른 조건에서, 무엇이 호소력 있는 도덕적 논변인가를 재현하기 때문이다. (The 

argument from maximin seems to preserve this connection because it reproduces as 

a claim about rational choice what is, in slightly different terms, an appealing moral 

argument)

  내가 기술한 바대로의 계약론에 근본적인 “선택 상황”은, “상호 무사심한” 개인들이 그들

의 상황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추고 여기에 (때때로 제안되듯이 자비가 아니라) 그들 각

각의 입장에서, 어느 누구도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원리를 찾으려는 욕구를 가지고서 시

작함으로써 성립한다. 롤즈는 여러번에 걸쳐 그러한 이념을 지나가면서 살펴본다. (주석 

26)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는 그 대신 무지의 베일 뒤에서의 상호 무사심한 선택이라는 자

신의 이념을 찬성한다. 그의 근거는 오직 후자만이 우리로 하여금 확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이다. “만일 원리들을 선택함에 있어 우리가 완전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만장일

치를 요구한다면, 다소간 명백한 소수의 사안만이 결정될 것이다.” (주석 27) 나는 이 가정

된 이점이 의문스럽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것은 도덕 논변에 대한 나의 기대가 롤즈의 기

대보다는 더 온건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논하였듯이, 롤즈 자신의 논변 거의 모

두가 적어도, 그것이 내가 제안해왔던 계약론의 형태 내에서의 논변으로 해석되는 경우만큼

의, 설득력(force)를 갖고 있다. 하나의 가능한 예외는 최소극대화에 근거한 논변이다. 차등

의 원칙이 공공 정책의 결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이 도출

되는 과정인 계약론적 추론의 두 번째 형태는, 내가 활용하였던 손실의 비교에 의해서 패자 

논변 형태보다 훨씬 더 널리 미치는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원리의 이 더 넓은 

적용은 항상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롤즈가 그 원리를 그토록[역자- 공공 

정책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널리 적용할 의도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50) 그의 의도는 

차등의 원칙이, 사회의 기본구조에 의해 생성되는 주된 불평등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한계긋기(limitation)은 그가 합리적 선택의 적합한 기반으로 최소극

대화 규칙을 여기게 만드는 특수한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 선택들은 최소수혜자가 아

닌 사람들에게 확보되는 이득이 거의 없거나 한데 거의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

들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차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그것의 한계와 그 적용가능성을 파

악함에 있어- 우리는 내가 기술한 계약론 형태에 중심적인 손실의 비형식적 비교에 의지하

여야만 한다. 

V.

나는 계약론의 이 판본을 오직 윤곽만 기술했을 뿐이다. 많은 것들이 그 중심적 관념

(central notions)을 명료화하고 그 규범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야기되어야 한다. 나

는 내가 그것이 도덕에 관한 철학적 이론으로서, 그리고 도덕적 동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갖

는 호소력을 충분히 드러낼 정도로 이야기하였기를 바란다. 나는 계약론을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그 교설의 특징적인 특성은, 그것을 다소간 상이한 견해와 대조

함으로써 끌어낼 수 있다. 

  때때로(주석28) 도덕은 우리의 상호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이야기된다. 계약론에 따르면 

이 견해는 부분적으로는 참이지만 중요한 측면에서 불완전한 것이다. 우리의 중심적 이해관

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합당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바에 중요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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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만일 계약론이 맞다면 도덕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이 도덕이 준수되는 정도만큼, 이 이해관심들은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것이다. 

(To the degree that this morality is observed, these interests will gain from it) 우리

가 우리의 행위를 다른 이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에서 다른 이들에게 정당화

할 수 있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없다면, 이 보호를 획득하고자 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이 욕

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도 대중 최면이나 조건화를 통하여, 설사 우리 자신도 그 욕구

를 갖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주입하려고 시도할 이유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우

리가 이 욕구를 이미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도덕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덜 도구적인 것

이다. 

  대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한쪽 견해에서, 보호에 대한 관심은 근본적이다. 그

리고 일반적 합의는 이 보호를 확보하는 수단 내지는 필수조건으로서 유관하게 된다. 다른 

한 쪽의 견해인 계약론적 관점에 따르면, 보호에 대한 욕구는 도덕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그 욕구는 무엇이 합당하게 합의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 합의라는 이념은 보호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제기되지 않는다. 일반적 합의

라는 이념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도덕이란 무엇인가이다. (It is, in a more 

fundamental sense, what morality is ab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