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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형 원칙이라는 미신 : 롤즈, 노직, 그리고 자격” 

출처: Alexander Kaufman, "The Myth of the Patterned Principle : Rawls, Nozick and 

Entitlements", Polity, Vol. 36. No. 4 (July 2004), pp.559-578. 

요약번역자: 이한 

(559) Q) 차등 원칙은 정형 원칙(patterned principle)인가? 

  노직은 차등 원칙은, 선들(goods)의 정의로운 분배를 역사적인 고려사항과 관계없이 결정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자격(historical entitlement)을 통해 확립된 권리를 존중하는데 실패

한다고 하였고, Card Galston, Comasky 및 Naverson 같은 (역자- 어리석은) 자들이 이 

비난을 받아들여 자유주의 이론은 자유, 평등에 관한 그 관심사를 정합적으로 통일시킬 수 

없다는 입증으로 보았다. 

(569) 한편, 롤즈 옹호 측에서는, G. A. 코헨과 같은 논자들은 이에 동의하면서 정형을 자

유를 보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한다. Cheyney Ryan은 노직이 정형 원칙이 자유를 제한한

다고 논증한 것은 오직 개인이 향유할 자격이 있는 자유에 관한 설명을 전제하여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Thomas Pogge는 가장 창의적인 변호를 내놓았는데, 그에 따르면 

롤즈는 정형을 오직 평가적으로만 사용하고 (근본 규칙 평가의 기준으로만 사용), 그 규칙

의 내용에 포함되는 요소로는 삼지 않았다고 한다. 

  이 변호들은 보통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나는 이 논변들이 노직에게 지나치게 많이 양보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차등의 원칙은 노직의 정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노직이 정형 원칙과 연관시키는 철학적 문제들을 야기하지도 않는다. 

  노직이 하는 비판의 핵심은, 정치적 정당화에서 역사적 고려사항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노직은 역사적으로 확립된 자격은 정의의 분배적 요구와 관련된 수정불가능한 사실로 본다. 

노직의 접근법은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확립된 권리 주장(rights-claims)을 재평가와 수정으

로부터 단절시킨다. 롤즈의 접근법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정치적 전통 내에서의 관행으

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요구를 포함하여 정치적 전통의 요소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자격의 

권리주장(claims of entitlement)는 정치적 전통에 기초한 다른 모든 주장과 마찬가지로 정

당화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노직은 정치적 가치의 도덕적 기초에 대한 정확한 이론을 제시하려는 롤즈의 기획 가은 

합리주의적 철학적 기획에 의심스러워한다. 그는 그러한 야심찬 체계적 작업을, 특정한 형

태의 몇가지 고정된 perimeter에 들어맞게 사태들을 쑤셔넣고 밀어넣는 철학적 활동의 일

종으로 기술한다. (561)

  그러나 노직의 체계적 철학에 대한 불편은 롤즈 이론의 전반적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 롤즈의 논리에 대한 노직의 외관상 인상적인 비판 중 하나는, 노직이 이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 비판은 “민주주의적 평등”이 사회적 

선들의 분배에서 자의적인 고려사항들을 더욱 온전히 보상하기 때문에 “자유적 평등”보다 

분배적 정의관으로 더 받아들일 만하다는 롤즈의 논증에 관한 것이다. 노직은, 롤즈의 원초

적 입장에서, 선택자들은 합리적인 사리(self-interest)에 의해서만 동기지워져 있기 때문에, 

그 논증은 실패한다고 한다. 즉, 그들은 자의성을 줄인다는 근거에서 정의관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156)

  이 비판이 혼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인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롤즈 정의



관의 정당화로 롤즈가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직관적 정당화(a)이다. (TJ 

57-78, 1971년판). 둘째는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는 (형식적 논증)(b)이

다. 원초적 입장은 두 번째 논증에만 관련되며, 노직이 비판하는 민주주의적 평등을 위한 

논증은 첫 번째 논증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적 평등이 자유적 평등에 비해 선호된다는 논

증과 원초적 입장 당사자의 합리적 사리는 무관하다. (역자-첫 번째 직관적인 논증 내용은 

두 번째 논증에서 사리적인 개인의 동기가 아니라 선택 여건으로 들어가게 된다. 상호적이

고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하여 롤즈는 동기 가정에 합리성 이외의 여러 것을 의도적으로 집

어넣고자 하지 않았다. 즉,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것이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무지의 베일

과 같은 선택 상황이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선택 여건으로 도덕 원칙들이 녹아들어간 것을 

보지 못하는 많은 멍청한 자들이 있다. 샌델이 대표적이다. 원초적 입장 당사자가 사리적 

개인이나까 롤즈의 인간관은 사리적 개인이라고 욕하는 식이다. 이것은 자기 딸이 공무원 

시험 봐도 자기 딸인지 모르는 것처럼 공평하게 공무원을 선발해야 하는 장관이 지켜야 하

는 원칙이, 딸도 아들도 없는 로빈슨 크루소 인간관을 전제한다고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 그냥 이런 공평한 원칙을 그대로 도출하지 않고 사리적 개인의 합리적 선택 상황을 롤

즈가 구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공평하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자기 편

견이 들어간 유사-도덕적 입장을 그냥 결론으로 제시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

리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실험, 도덕 원칙이 이미 선택 상황에 녹아든 사고실험을 

하기 위하여 원초적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취지를 보지 못하고, 멍청한 소

리를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멍청한가. 정말 밥먹고 그런 생각 밖에 할 수 없는지 한

심하다. 노직의 롤즈 비판도 이런 식으로 다 헛소리에 불과하지만 노직은 그래도 자신의 좁

은 이론 범위 내에서 고생해서 적극적으로 나름의 논리라도 전개하였으니 봐줄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 비판한답시고 헛소리나 하고 자신의 이론은 체계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모호함

이라는 무기 뒤에 은폐 엄폐하여 수사나 늘어놓고 있는 학자들은 정말 밥값이 아까운 것이

라 아니할 수 없다.)

  노직의 체계적 이론화에 대한 불편은 그리하여 롤즈 이론에 대한 그의 이해를 제약시킨

다. 그 결과 노직은 차등 원칙의 동기, 실질적 성격, 그리고 실제적 적용을 잘못 특성화한

다. 

  나는 우선 i) 노직의 정형 개념 및 차등 원칙이 정형 원칙이라는 그의 논변을 평가하겠다. 

이 논변을 거부한 후, 나는 ii) 차등 원칙이 정형 원칙에 전형적인 결함을 갖는다는 노직의 

주장을 평가하겠다. iii) 마지막으로 나는, 롤즈 이론에 대한 노직의 비판이 정치적 정당화에 

대한 정초주의적 접근(foundational approach)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의 비판은 그의 정초

주의적 가정이 받아들여질 때에만 설득력이 있음을 논의하겠다. 

I. 정형 원칙

  노직은 정형 원칙을 “어떤 자연적 차원을 따라” 선들을 분배하는 원칙으로 정의한다. 자

연적 차원(natural dimension)이란 필요, 응분, 재능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성질이다. 그 성

질들은 선들의 분배에서 정당한 몫의 결정에 배타적으로 유관한 것으로 정형 원칙에 의해 

파악된다. 필요에 따라, 응분에 따라, 야망과 노력에  따라, 한계 생산물에 따라 등등(562)

은 모두 정형 원칙이다. 

  비판의 핵심은 정형 분배 원칙이 자격에 대한 존중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형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계속하여 간섭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노직은 논한



다. 노직은 윌트 챔벌레인의 예를 든다. 이 사례에서 정의로운 D1에서 교환결과로 D2로 이

동하게 된다. 정형 원칙을 따르는 사회는 (i)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원을 사람들이 바라는 대

로 이전하는 것을 막거나 (ii) 지속적이고 침해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논한다. 

  정형 원칙은 특정한 자연적 차원을 분배 정의에 유관한 유일한 고려 사항으로 특권화여, 

선들의 분배 정의가 이 차원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

다. 그런데 윌트 챔벌레인 사례에서 보듯이, 선들의 분배는 아마도 분배 정형이 확립한 엄

격한 분배 상태에서 이탈하게 됨을 보이기 때문에 그 원칙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러나 노직은 그의 정형에 대한 지나치게 경직된 설명 때문에 심하게 비판받았다. (주석 

9 - T. M. Scanlon, "Nozick on Rights, Liberty and Property" Philosophy & Public 

Affairs 6 (Autum 1976) 등등) 스캔론이 언급했듯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의미에서 

‘정형’ 정의관을 견지했는지 의심할” 좋은 이유가 있다. 문자 그대로 보았을 때, 그렇다면, 

정형에 대한 노직의 설명은 철학적으로 거의 흥미를 끌지 않는다. (563) 정형 원칙으로 지

정되는 집합 자체가 공집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그 엄격한 기준을 취하지 않아도 된

다. 노직이 우려하는 정형의 악들은 역사적으로 결정된 자격으로부터 분배를 분리시키는 방

식으로 사람들의 성질의 궤적에 맞추어 선들의 분배를 조직하는 것이다. ㅁ낳은ㅇ 정의론들

이 그런 기획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형 원칙을, 선들의 선호되는 

분배를 정하기에 충분히 정확한 방식으로 특정 정형의 변수(variables)의 분포ㅔ 맞춰 선들

의 분배가 이뤄질 것을 요하는 원칙으로 정의하겠다. 

II. 정형과 차등 원칙

이 절에서 나는 차등 원칙이 노직의 정형 기준에 맞는다는 주장을 평가, 거부하고 난 뒤, 

불리한 처지와 보상에 대한 권리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차등 원칙이 확립하기 때문에 여

전히 그 원칙이 정형이라는 비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문자 그대로의 부합(Literal Fit )

차등 원칙이 (i) 특정 정형 변수의 분포에 따라 분배하며 (ii) 선호되는 선들이 특정한 분배

에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가?

  첫째로, (i)에 대한 대답. 자연적 재능과 자산의 분포에 의해 사회적 선들이 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롤즈 논증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No다. (564)

  둘째로, 차등 원칙이 선들의 선호되는 특정된 분배를 규정하는가? 사람들과, 그 원칙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선들의 몫 사이의 정확한 상관관계(correlation)를 추상적으로라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한가? 명백히 No다. 그러한 이론에서는 선들의 유일한 분배가 사전적으

로 특정될 수 없다. 그렇기 보다는 그 이론은 단지, 사회 체계의 기본 구조를 지도하는 원

칙들을 제시할 뿐이다. 그 원칙들이 자리잡고 나면 정의로운 분배는 “[사람들의] 합법적 기

대치에 비추어 한 일에 의해 결정되는 요구를 존중함으로써 도달되고”, “그 결과는 무엇이

든 정의롭다.” (TJ 74)

  그렇다면 노직이 차등 원칙을 단순히 “누가 소유물을 가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그는 순수절차적 정의와 할당적 정의(allocative justice) 사이



의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할당적 정의는 “욕구와 필요가 알려진 한정된 개인들 사

이에서 이미 주어진 선들의 집합이 나누어지는 경우”에만 초점을 맞춘다. (TJ 77). 공정으

로서의 정의는 이와는 달리, “분배는 개인이 확립된 기대치에 비추어 신의성실로 행한 일이

나 그 결과로 생긴 체계로부터 고립되어 판단될 수 없다”고 한다. (TJ 76) 노직의 주장과 

달리 롤즈 이론은 정당화되는 자격과 관련하여 역사과정적 정보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보

인다. 더 중요한 것은, 차등 원칙이 할당적 정의로 작동한다는 노직의 주장은 (i) (565) 롤

즈의 접근과 할당적 정의 사이에 롤즈가 그은 구분을 무시하며 (ii) 롤즈 이론의 성격에 대

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적 차원으로서의 불리한 처지 (Disadvantages as a Natural Dimension)

노직은 차등 원칙이, 불리한 처지와 보상에 대한 권리 사이에, 직접적 관계를 확립한다고 

오해하여, 불리한 처지의 차원인 자연적 차원에 따라 선들의 분배가 이뤄진다고 한다. 그러

나 차등 고정된 분배 유지를 요구하기는 커녕, 사회의 어느 구성원이 선들의 몫에 대한 자

격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적인 결정의 기초조차도 제공하지 않는다. 차등의 원칙은 

사실상, 최소수혜자에게 어떠한 양적인 이득도 보장하지 않는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기

대된 이득”은 더 나은 처지의 사람이 사회 잉여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 정도에서만 

, 유형적인 이득을 부여하며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잉여를 생산할 어떠한 책무도 지

고 있지 않다. 그 이론에 깔려 있는 신념(commitment)는 잉여의 극대화가 아니라 “모든 이

들이 그가 바라는 바의 삶의 계획이 무엇이든, 그것을 추구할 평등한 자유를 보장받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다. (TJ 81). 그들의 계획을 추구함에 있어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이해

관심의 조화로운 만족”을 추구한다. (TJ 80)

  차등의 원칙 요구에 종속되는 잉여의 양은 그러므로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로 그들의 인생 계획을 추구하고 사회 잉여를 생산하고 난 뒤에야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

면 차등 원칙의 분배적 요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결과의 성격을 결정하는 절차

가 진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분배적 요구에 관한 사전적

이며 추상적인 질문에 답하는 기초를 제시하지 않는다. (566) 그렇기 보다는 그 사회 체계

는 정의 원칙의 규제를 받아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그 결과는 무엇이 되건 정의롭다” (TJ 

74) 노직이 시사하는 것처럼, 순수절차적 정의에서 이탈하기는 커녕, 차등 원칙의 실제적 

작동은 순수절차적 정의를 예시한다. 

  그러나 노직은, 차등 원칙은 적어도, 잉여가 실제로 생산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불리한 정

도와 비례하여 늘어나는 몫에 대하여 할당된 정의의 요구를 갖는다고 답할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정의로운 자격에 따른 배분으로부터 선들의 분배를 분리시키는 느슨한 정형이라고 

노직은 논할 것이다. 

  차등 원칙의 효과는 최대 수혜자 또는 최소 수혜자가 보유하는 선들의 양을 결정하지 않

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은 처지의 사람들과 최소수혜자의 몫은 그러나 “현존하는 사회질서가 장려한

(encouraged) 일정한 일들을 함으로써 사회적 생산물의 몫에 대한 권리주장(claims)을 각 

집단이 ”획득했을 때“ 주되게(primarily)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선들의 분배는 미리 예

견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들에 대한 몫은 노직이 선호하는 바대로 자격을 생산

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따라 주로 결정되게 된다. (shares of goods, will therefore 



primarily track the productive employment of entitlements, as Nozick prefers).

  그러나 실제로 재분배로 귀결되는 몫들의 부분은 어떠한가? 더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

들에게 비례적으로 더 큰 권리주장을 할당하는 원칙에 따라 사회적 선들의 일부분이 재분배

되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을 정형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이 논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노직

의 소유권리론(entitlement theory-요약번역자: 노직의 인타이틀먼트 티오리는 의역하여 소

유권리론으로 통칭되고 있으나, 그것은 정확하게는 자격 이론이다.)가 왜 정형이 아니라고 

하는지에 대한 노직 자신의 설명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초래된 분배를 산출하는 하나의 자연적 차원이나, 소수의 가중치가 부여된 차원의 합이

나 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정형의 엄격한 가닥(strands)는 귀결되는 소유권(holdings) 

집합으로 가득 할 것이다. 소유의 상당한 편차의 부분이 정형 변수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 [그러나] 결과하는 소유권 세트는 (…) 정형이 아니다.”(ASU 157)

  노직은 정형의 무거운 가닥(heavy strands) 자신의 소유권리론 하에서 나오는 선들의 분

배조차도 가득 채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노직은, 시장교환의 결과에 특권을 부여

하는 자격 이론(entitlement theory)은 높은 수준의 한계생산성을 보유한 사람을 보상하리

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를 두고 정형 이론이라고 하면, 노직은, 그의 이론이 이 분배를 낳도

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고 응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롤즈 역시 동등한 정도의 타당함을 갖고서(with equal justice) 롤즈 이론은 최소

수혜자가 특정한 소유를 갖도록 하는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롤즈는 

사실 어떠한 최소수혜자 계급도 존재하지 않는 쪽을 선호할 것이다. 최소수혜자에 대한 보

상은 단지 그 이론의 실질적인 목표, 인생 기회에 대한 자연적 자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조성(further)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역자 - 여기서 논문의 저자는 두 가지 약간 

오도하는 뉘앙스의 용어를 쓰고 있다. i) 롤즈의 이론에서 세금에 의한 분배는 권리질서 측

면에서 ‘재’분배가 아니다. 그것은 협동적 과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도덕적 몫을 그대로 보장

하는 것이다. ii) 롤즈의 이론은 자연적 자산의 영황을 “최소화”하거나 운의 불평등을 “보

상”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그것이 인생기회에 영향을 그대로 미치도록 하는 자

연적 연결고리가 없으며 그러한 연결고리를 상정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자의적이라는 것이

다. 이를테면 시장교환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된 것에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

도 역시 제도적 질서이고 그 제도적 질서를 정당화할 자명한 고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제

도 질서는 다른 제도 질서와의 비교 하에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도에 의해 창출되

는 불평등한 질서는 모두에게 이득이 될 때에만 허용된다는 원리에 의해 그 분포와 편차의 

산물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롤즈가 운평등주의가 아님은 Samuel Freeman의 글 중 시민교

육센터에 게시된 것들과,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를 참조할 것.)

  위에서 노직은 정형 이론이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 요건을 설정했다. 노직의 소유권리론이 

정형이 아닌 이유는 정형의 가닥이 존재(present)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노직은 그러한 

가닥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i) 존재하는 정형의 그 가닥의 영향이 시장 작동의 전

반적인 효과에 씻겨 나가서 ii) 우리가 미리 “산출된 분배”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노직이 그의 이론이 정형이 아니라는 주장의 정당화로 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대로, 차등 원칙의 작동을 묘사하는데 쓰일 수 있다. 정형의 가닥(strands)은 더 유리한 처

지의 사람들의 더 높은 기대치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의해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그 정형의 효과는 주변적인 것이며, 사람들이 “현존 

사회질서에 의해 격려된 일들을 (…) 함으로써” 획득한 사회적 선들에 대한 권리주장



(claims)를 통해 일상적인 경제적인 거래의 효과에 의해 완전히 압도될 것이다. (TJ, 275) 

재분배는 최소수혜자의 선에 대한 몫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소득을 보충

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분배를 미리 예상하는 것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568) 

  노직의 소유권리론이 이 기준에 의거하여 정형이 아니라면, 차등의 원칙도 그러하다. 정

형을 판별하는 노직의 기준은 그러므로, 차등 원칙을 정형 원칙의 집합에서 제외한다. 

  정형의 가닥의 존재가 어떤 이론이 정형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조건이라면, 모든 정의론은 

정형이라는 논변이 되어버린다는 점을 주목하라. 노직은 사실상 모든 정의론이 정형 원칙이

라고 주장한 바 있다. (ASU, 156) 그의 소유권리론만 명백히 정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

자-그러나 깊이 들어가보면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소리 밖에 안된다는 

것을 저자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III. 정형, 강제, 그리고 자격의 존중

노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정형과 연관된 결함을 차등 원칙이 지닌다고 할지도 모르

겠다. 

  (i) 자격에 관한 유관한 역사과정적(historical) 정보의 무시 

  (ii) 사람들의 삶에의 강제적 간섭. 

  그러나 차등원칙이 이 결함을 지닌다는 점을 노직이 논구하였는가?(establish)

 

유관한 역사과정적 정보의 무시

차등원칙이 비역사과정적이라는 노직의 논변은 그 도출과 정당화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역사과정적 정보에 대한 적정한 존중을 표명하는 이론적 접근은 그러한 원칙을 지지

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569) 첫째, 노직은 (원초적 입장의 

숙고인) 정의에 대한 공정한 숙고에 대한 롤즈의 설명은, 더 큰 선들의 몫에 대해 더 재능

을 갖춘 이가 갖는 정당화되는 권리주장(claims)을 무시한다고 논한다. 둘째, 노직은 공정한 

결정절차에 대한 롤즈의 설명이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논한다. 원초적 입장의 구조는, 필

연적으로, 자격의 존중에 본질적인 정보를 선택자가 무시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노직은 차등원칙이 재능이 더 많은 자와 더 적은 자에 대한 대우에 있어 대칭적이지 않다

고 논한다. 그 원칙에 의해 산출된 분배는 더 적은 재능을 가진 자를 편애한다. 더 많은 재

능을 가진 자의 정당화되는 권리주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slighting) 반하여. 

  그리고 이 비대칭성은 롤즈가 공정한 것이라고 특징짓는 정의에 관한 숙고의 성격으로부

터 직접 초래된다. 노직은 주장하길, 롤즈가 더 적은 재능을 가진 자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을 상상해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봐, 재능이 더 많은 자들아. 너희들은 우리와 협동함으로써 이득을 얻어. 우리의 협동

을 원한다면, 합당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해. 우리는 다음 조건을 내건다. 우리는 우리가 

최대한 많이 (as much as possible) 얻는 경우에만 너희들과 협동할거야.(ASU 195)

  이것은 상당히(rather) 비합당한 것으로 들린다. 이 “공정한” 교섭에서 더 적은 재능인은 

더 많은 재능인으로부터 비합당한 조건을 extort하기 위하여 그들의 위협의 이점을 남용한



다고 한다. 그러나 노직이 더 적은 재능을 가진 자와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자 사이에 상상

하는 종류의 교섭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심에 관한 온전한 정보(full information)

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자. 노직이, 공정한 숙고에 대한 롤

즈의 설명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롤즈의, 정의에 관한 공정한 숙고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숙고에 관한 설명이며, 이 입장에

서는 무지의 베일이 도입되기 때문에, 완전 정보를 전제로 한 노직의 묘사는 잘못된 것이

다. 

  그러나 노직은 롤즈가 정의의 원칙이 “더 나은 재능을 가진 이들이 … 다른 이들의 자발

적인 협동을 기대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공정한 합의로 보인다”고 한 구절을 문제삼으면서 

그들의 입장과 이해관심을 모른다면 뭘 기대한단 말인가 하고 반문한다. 이 구절은 롤즈가 

실제로는 차등 원칙이 온전한 정보 숙고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다. 노직은 여기서도 롤즈의 직관적 논증과 형식적 논증을 혼동한다. (570) 노직이 

인용한 저 구절은 2장에서 전개된 직관적 논변으로서, 공정한 숙고의 성격을 논하지 않는

다. 실제로 노직 자신도 이야기하듯, 정의론의 교섭 조건이, 위협의 이점을 사용하여 결정된

다면, 더 나은 재능을 갖춘 이들이, 더 우월한 협상의 입지에 있게 된다. (역자-이것은 도덕

적인 추론으로 표현되는 협상이 아니라, 현실의 시장경제에서의 협상을 의미한다. 현실 시

장경제에서의 협상은 시장에서 희소한 재능을 가진 자의 재능 투입은 생산과정에서 고정되

어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재능은 이미 생산과정에 이미 투입된 

것으로 전제된다. 그래서 ‘기여 생산성’이 아니라 ‘한계생산성’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

러나 도덕적 추론에서는 이렇게 비대칭적인 투입 고정을 전제할 이유가 없다. 이 점은 <정

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 쟁기인과 파종인이 원래는 1대1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인

구학적 우연의 변동에 의해 파종인의 비율이 줄어든 경우를 상정함으로써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파종인의 ‘한계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파종인의 어떠한 도덕적 

기여분이 높아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희소한 파종인의 

노동을 얼마나 최대한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인센티브를, 기본적 자유와 양립

가능한 범위에서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파종인이 받는 보수는 아마 쟁기

인이 받는 보수보다 높겠지만, 그것은 ‘한계생산성’에 해당하는 도덕적 몫을 파종인이 당연

히 갖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쟁기인과 파종인 모두를 포함한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보수체

계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에서 불평등이 허용되므로, 쟁기인의 노동이 모두 투입된 것을 

전제로 계산되는 한계생산성 몫이 출발점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몫을 갖는 평등 선이 기준

선(benchmark)이 되며, 거기서 출발해서 불평등을 늘려가는 식으로 도덕적 추론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아주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한계생산성이 자연적 몫에 

대한 어떤 일응의 권리를 산출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한계생산성으로 추정된 시장교환

에 의해 얻게 된 것을 재분배하면 마치 권리를 조각내어 떼어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네이글과 머피 등이 지적한 ‘일상의 자유지상주의’의 착각이며, 어떠한 권리

몫도 권리 질서를 전제하고 있지 않으면 도출될 수가 없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결함있는 결정절차?

노직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원칙들의 실패가 놀랍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무지의 

베일 뒤에서 분배 원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선들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



나”(manna)로 다룰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직은 하나의 사례를 살

펴보라고 한다. 

  학생 집단이 1년 동안 공부한 후 시험을 치고, 유능한 교사가 그 등급을 0에서 100점까

지 매긴다. 이 등급을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은, 만장일치의 합의로, 그들을 위한 등급을 

선택하되, 그 등급의 합이 유능한 교사가 매긴 등급의 합계치와 같도록 하라고 요구받는다. 

서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에 적합한 제약을 가한다면, 그들은 각자에게 평등한 등급의 할당

에 동의할 것이라고 노직은 주장한다. 만일 이 선택지가 어떤 이유로 택할 수 없는 것이라

면, 최저 등급의 최대화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노직은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교사가 할당

한 등급 세트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적합한 등급의 분배는 “계발된 지성,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건, 원초적 입장

의 사람들이 거의 전혀 알지 못하는 요인에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ASU 200-1) 그리

하여 계약론적 원초적 입장의 절차는, 결정적이어야 하는 고려사항을 무시하게끔 한다고 결

론짓는가?

  이 사례가 원초적 입장의 장단점을 평가하는데 유관한가? 특히 등급의 선택이 정의 원칙

의 선택과 유관하게 유사한가? 두 질문 모두 아니올시다! 노직의 사례는 두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로, 노직은 정의 원칙의 선택 절차가, 단지 선들의 할당 선택 절차의 특수

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쓰고 있다. 특히, 수용된 규범이 일반적으로 자격을 확립시

킨 구체적인 맥락에 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논한다. 노직의 사례에서, 원초적 입장이 문제

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정확히도, 잘 수행한 학새들에게 최고의 등급을 받을 자격을 주게 

하는 등급을 배분하는 규범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이나, 이

념이 정의 원칙의 선택에서 유사한  특권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시험 

규범은 사회 구조에 메타적이거나 근본적이지 않다! 

  롤즈가 지적하듯이 그러한 “정의에 관한 일상적인 관념은 (…) 관습과 현재의 기대치에 

의해 강하게 채색되어 있다.”(TJ, 31) 그러므로 정의에 관한 규범과 이념들의 받아들일 만

함(acceptability)을 평가하는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들의 기능이다. 노직의 등

급 사례 사용은 그러므로, 정의 원칙의 선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이 배경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시사하므로 오도하는 것이다. {주석 18- Chandran Kukathas와 Philip 

Pettit이 설득력 있게 논하였듯이 “계약 당사자들은 이미 소유된 선들의 분배에 관하여 토

론하는 것이 아니라 (…) 아직 획득되지 않은, 아마도 아직 생산되지도 않은 선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느지에 관한 것이다.” Rawls: A Theory of Justice and its Critics 

(Standford :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90), 86. 주석 끝}

  둘째로, 설사 선들의 할당을 선택하는 절차와의 유비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노직은 그

의 사례로, 자격이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범에 이례적인 비중이 부여되는 사안을 골랐

다. 서구 문화에서, 탁월한 수행이 학생에게 탁월한 등급에 대한 자격을 갖게 해준다는 규

범은, 교육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구성적이다.(constitutive-역자: 구성적이라 함은 필수 구성

요소가 된다, 본질적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역자 - 그러나 그 등급이 미래의 기회를 

어떻게 제한해야 하는가에 관한 신념은 구성적이지 않다. 등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을 잘쳤는데도 빵점이 나온다면 그건 엉터리다 

정보가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구성적인 직관을 벗어나면 그리 구성

적인 신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정 시점의 영어성적이 그 사람의 취업기회와 상급의 교육

과정을 듣는 것에 대한 제한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건 제도가 설정하기 나름이고, 그러한 



기회 제한 제도는 엄밀한 정당화 논거가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상급의 교육

과정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많은 부분 없어졌다. 만약 유투브에 영문학에 관한 강의가 

모두 올려져 있다고 보자. 그 유투브를 볼 수 있는 자를 토익 800이상으로 제한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제한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제한이 구성적인가? 지금의 학교 제

도는 이런 바보같은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다. 또한 영어를 써야 하는 직업에서, 20살 때 

친 영어시험의 성적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직업을 수행하기 

직전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여러 측면에서도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를 

벗어나면, 그래서 등급이 이 사회에서 어떤 자격entitlement을 갖게 되는 측면으로 진입하

게 되면 많은 것들이 정당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가정은 다른 

많은 선들의 분배에 대하여는 유사한 힘을 갖지 않는다. (역자-그 규범은 이차적 제도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고도로 맥락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숙고된 판단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i) 의료는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ii) 시민권은, 일정한 문턱 기준을 충족시키는 이민자들에게 선착순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first come-first served) 그리고 (iii) 국가방위에 복무할 책무는 추첨으로 배분되어

야 한다. {주석 9- 이 문구는, 마이클 왈쩌의 분배 원리의 다양성에 관한 설명에서 도출된 

것이다. [역자-그런데 왈쩌가 정의의 다원적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원리의 다양성이 마치 각

가 별개로 전통으로부터 바로 도출되는 것인양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거기서 전통이 하는 역할은 별로 없다. 이 모든 다양한 원리들은 롤즈 정의 원칙을 구체적

인 맥락에 적용한 것으로 논증할 수 있다. 전쟁시 군 복무의 의무의 보편성에 관하여는 <정

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의 본문에서의 논증 및 주석에서의 논증을 보라. 왈쩌의 정의

의 영역들이나 선들 간의 교환불가능성 논변은 모두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에 의해 다 

논구될 수 있다. 그리고 논구될 수 없는 부분은 비판되어야 할 전통이지, 그대로 따를 전통

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직의 사례는 두 번째 의미에서도 오도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그 

권위가 특정한 특수 범주의 선에서만 사실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규범의 (역자-맥락에 기본 

정의 원칙이 적용된 이차적 제도로서의 규범. 롤즈는 이러한 적용을 무지의 베일의 두께를 

조금씩 엷게 하면서 정의의 원칙-> 헌법-> 입법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의해 탁월하

게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정의론을 정말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일반적 중요성을 과장한 것이

다. 

  등급 사례에 근거한 노직의 논증은 그러므로 두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i) 그 사례는 배경 

규범이 선의 선택에서처럼 정의 원칙 선택에서도 특권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오도하여 주

장한다. ii) 노직은, 자격이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는 직관이 이례적인 힘을 가진 사례를 골

라, 일반적 사례를 위한 직관의 유관성을 과장하였다. (역자- 사실 이 사례조차 차등 원칙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능력 평가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면 사회의 인센

티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고, 생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능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는 모두가 이득을 얻는 노동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리하여 최소

수혜자의 몫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험 잘 친 사람에게 투명하게 그 등급을 주는 불평등은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 불평등이고, 그것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차등의 원칙도 뭣도 아

니고 그냥 사기다.) (572)

강압적 간섭(coercive interference)



노직의 논변은 차등의 원칙이

(i) 더 나은 재능을 갖춘 이의 정당한 요구를 비대칭적으로 무시한다거나 

(ii) 자격에 관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무시한다는 점을 

 논증하지 못한다. 

  그러나 노직은, 차등 원칙의 요구는, 실제에서는 더 나은 재능을 가진 자들의 자격에 대

한 존중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차등원칙 하의 사회적 선들의 재분배는 소득에 대한 과세

를 요구한다. 그리고 노직은 과세는 부정의하다고 하며 강제된 노동이라고 한다. 차등 원칙

이 과세를 요하므로, 더 재능 있는 자들은 “다른 이들이 (…) 그러지 아니하였더라면 가졌

을 바보다 더 많이 갖게끔 하기 위하여” 부정의하게 그들이 덜 갖는 것을 요구하므로 불평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 (역자-여기서도 노직은 그러지 아니하였더라면 가졌을 바를 도덕적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정은 아무런 토대가 없는 것이다. 저자가 후술한다. 이 

점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도 억지춘향식의 주장이라고 춘향과 몽룡의 사례를 

통하여 상세히 논한 바 있다.) 

  이 논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striking), 사람들이 다른 어떠한 정의의 요구에 우선

하는 절대적인 재산권을 보유한다는 노지의 주장이다. 재산권이 다른 모든 유관한 고려사항

에 우선하는 오직 그 경우에만, 과세가 그 과세를 정당화하는 고려사항에 상관없이 재산권

을 필연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이 정당화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권이 절대적일 때에만, 

노직은, 모든 과세가 재산권에 대한 부정의한 간섭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두드러지는(striking) 점은, 노직이 이 논란이 많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변호를 제시

하지 않기로 선택한 점이다. 널리 지적되었듯이 {주석 20-Scanlon, "Nozick on Rights, 

Liberty and Property," 13; B.J. Riggs, "Liberty without Fraternity," Ethics 

87(January, 1977), 1091; Ryan "Yours, Mine and Ours," p.136; Wolff, Robert Nozick, 

106, 주석 끝-(역자, 위 논문들은 모두 주옥같은 논문이고,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와 

이 논문, 그리고 조너선 울프의 책《로버트 노직: 소유와 정의, 그리고 최소 국가>>-[한국

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이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출간되었음], 위 주석 20의 논문을 한 번 

쫙 읽어 보면, 노직 자신의 적극적 이론 구성 뿐만 아니라 노직이 롤즈에 제기한 비판 중 

하나도 성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 깨졌다. 다 쓰레

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샌델은 이 하나도 성하지 않은 다 망가진 노직의 논리, 즉 

쓰레기를 지렛대로 해서 롤즈의 이론을 이상하게 묘사한 후, 모든 이들이 하나의 자아를 구

성한다는 괴이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탈출구가 없다는 오타쿠같은 결론에 빠져든다. 

이는 샌델이 동료 학자들의 논문을 전혀 읽지 않고 사례나 긁어모으고 학부생 상대로 야바

위나 치고 대중 강연이나 하면서 학문하는 척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직은 그냥 로크

주의 정치 전통으로부터 가져온 규범의 권위를 상정해버린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당혹스럽

다. 왜냐하면 재산권에 관한 노직의 중심 주장-과세가 필연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

장-은 로크주의 전통에서 인정된 모든 주류 권리관을 한참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노직은 비일관성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lapse into) 그의 소유권리론을 정당화하기 위하

여 로크주의 전통의 주류 가치에 호소한다고 주장해놓고서도, 그가 그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호소하는 관념은 그 전통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로크주의 재산권에 관한 그의 이해가 특이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노직은 그의 

해석의 설득력을 논구하도록 고안된, 로크주의 이론의 재구성을 제시한다. 로크는, 악명 높

게도 사람이 재산권을 사물에 “그의 노동력을 섞음으로써” 재산권을 발생시킨다고 논한다.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동의 권리를 배제한다고 한다. (주석 21-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90], 

1988, 288) (573) 노직은, 로크의 논변이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 

노동이 섞인 대상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는가? 어찌하여 사물과 노동을 섞는 것이 권리를 근

거지우는가? 내가 소유한 것을 대상과 섞었을 때 내가 소유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방식이 왜 

되지는 않는가? 노직은 이런 논변들이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로크 이념에 대한 더 나은 해석으로,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다. 대상에 노동을 

가하는 것은 대상을 더 가치있게 만들고, 자신이 창출한 가치에 대해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역자-로크는 노동을 투하해서 가치가 90%이상 늘어난다고 야부리

를 쳤다. 90%건 뭐건 자기 마음대로 숫자 넣은 건 철학적인 엄밀성에서 볼 때, 진짜 웃기

는 짬뽕인 것이다. 자신이 도달하려는 결론을 위해 어거지로 난 데 없는 가정을 집어넣은 

것이다.) 그러나, 노동에 의해 더해진 가치를 정하기 위한 “어떠한 작동가능한 또는 정합적

인” 접근방법도 완성된(perfected) 적이 없다. 그렇다면 기본설정 입장은, 그 대상에 대하여 

노동을 가한 사람에게 대상의 온전한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역자-으잉? 노

직의 이 논리 좀 보소. 아래에서 저자가 논파함.) 그리하여 노직은, 노동은, 재산권의 결정

인자로서 경쟁하는 모든 고려사항에 대해서 노동이 특권화된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은 절

대적 재산권을 근거지운다. 

  그러나 노직은, 노동이 절대적인 재산권을 근거지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논증 비슷한 것조차도 제시하지 않았다. 더해진 노동의 가치를 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전

혀 어떠한 권리도 부여되지 않는다고, 노직의 주장과 동등한 설득력을 갖고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역자- 중간 지점이 어딘지 모르니 무조건 디폴트로 왼쪽으로 하자는 주장은, 중간 

지점이 어딘지 모르니 무조건 오른쪽을 디폴트로 하자는 주장하고 그 논증가치가 똑같다!) 

  더군다나 노직의 논변이, 노동이 재산권의 발생과 유관한 유일한 고려사항이라는 전제에 

기대고 있기는 하지만, 노직은 명시적으로, 노동 이외의 고려사항이 적어도 하나는 유관함

을 인정한다. “즉, 노동으로 개선될 소유되지 않은 사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면 사물을 개

선시키는 것에 온전한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노직은 

주장하길, 결정적인 논점은, “소유되지 않은 사물의 자유가 다른 이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 여부”라고 한다. 이것은 분별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직이 주장한대로, “그가 창출한 가

치가 더해진 것을 소유할 자격이 누구나 있다면”(ASU, 575) 노직이 그러한 자유에 대한 제

한을 왜 정당화되거나 필수적인 것이라고 여기는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역자- 즉 소유

권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정당화가 노동섞기를 평가함에 있어 전제로 결국 필요하다는 한 

발을 내딛은 것이다!) 

  다른 고려사항이 유관하다면, 노동에 근거지워진 권리의 우선성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

여 그는, 권리주장의 상대적 우선성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자- 즉 

권리들의 서열과 비중을 정하는 어떤 일반적인 체계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냥 노동 섞

었으니까 절대적이다 이렇게는 못한다. 자기 자신도 다른 제한조항을 도입하고 있으니까!!) 

노직이 스스로 알면서도 그런 설명을 제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주석 22-ASU 91) 그의 

논변은 노동 이외의 고려사항에 근거한 권리주장이, 노동에 근거를 둔 권리주장에 우선성을 

가질 가능성을 열어둔다. (역자- 한발 내딛는 순간 끝장난 것이다. 다음 발로 내딛는 것이 

원리적으로 일관된다.) 그러므로 노직은 노동에 근거지운 군리가 다른 권리주장에 우선성을 

갖는다는 것을 논구(establish)하는데 실패하였다. 



  차등원칙이 정당한 자격(just entitlement)에 대한 부정의한 간섭을 명한다는 노직의 논변

은, 다른 모든 분배에 관한 권리주장에 비해 노동에 근거한 재산에 관한 권리주장의 우선성

을 가정한다. 그 우선성을 정당화하는데 실패한다면, 차등원칙이 자격에 대한 부정의한 간

섭을 필연적으로 구성한다는 그의 논변도 실패한다. 

IV. 근본적 설명과 정초주의

(Fundamental Explanation and Foundationalism)

노직은 자신의 논변에 구멍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과정적 이론에 대한 대안들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논변을 확신하고 있다. (일종의 공제법이다-역자) 역사과정적 이론만이 설

득력이 있으므로, 수용할 만한 모든 이론은 역사과정적 이론의 특징적인 형태를 취할 것이

다. 즉, 받아들일 만한 이론은, 배경적 정치 전통에 근거한 규범 집합을 정초적인 것으로 받

아들여서, 이 규범들에 의거하여 사회적 관계의 정의로움을 평가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이

론은 배경적 전통 내의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자격을 존중하게 된다. 그래서 노직은 그의 

정의에 관한 설명에서 자격을 특권화하는 것을 정당화할 긴절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노직은 그리하여, 역사과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그의 접근법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

이, 롤즈의 이론에 비하여 그의 이론이 원칙적인 이점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이 절에서 나

는 노직의 이론은 역사과정적 고려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상이한 정도에 의해 롤즈의 이론

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이론이 이 정보에 부여하는 상이한 지위에 의해 구별된다고 

논할 것이다. 

근본적 설명

자격에 대한 존중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 노직은 역사과정적인 이론의 가장 설득력 있는 

형태는 특정한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시사한다. 그런 이론은 정치 영역을 “비정치적인 것에 

의거하여” 설명할 것이다. (in terms of nonpolitical) (ASU 6) 그러한 이론이 인간 조건의 

중요한 특징을 그 출발점으로 골라내면 낼수록, 그 이론은 더 유용하다고 노직은 주장한다. 

이런 유형의 가장 “바람직하고 온전한”(ASU, 6) 이론은 특별한 형태의 설명을 제공할 것이

다: 그러한 이론은 “도덕적으로 허용가능하고 허용불가능한 행위에 관한 근본적인 일반적 

기술에서 시작하여, 그리고 어떠한 사회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이 제약을 위반하게 되는 이

유에 대한 심층적인 기초를 갖춘 이유들을 거쳐, 국가가 그 상태의 본성으로부터 어떻게 발

생되는지를 기술할 것이다.” (ASU, 7)

  이 어떤 제도를 위한 이런 종류의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은, 그 제도를 정당화한다고 노직

은 주장한다. 

  노직은 이런 형태를 갖춘 이론을 근본적인 설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치이론이 다음

을 가정한다고 해보자. 

 (i) 자연상태는 그것을 통치하는 자연법이 있다. (ii) 자연법에 근거하여 행위하고자 하는 

자는 아마도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에서는 각 인이 자신의 사안에서 판단자가 

되기 때문이다. (iii) 그리고 자연 상태의 사회제도는 이 집합행동의 문제를 “그 사회의 모든 

이들이 어떤 침해(Injury)에 관하여도 호소할 수 있는, 알려진 권위(know Authority)를 설



립함으로써 해결하는 진화를 한다. 그러한 이론은 도덕적으로 허용가능한 것과 허용불가능

한 것에 대한 일반적 기술, (ii) 왜 자연상태의 사람들은 그 제약을 위배하게 되는가에 관한 

심층적으로 기초지워진 이유, 그리고 (iii)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발생에 관한 

기술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한 로크의 설명은,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

하며, 그리하여 국가를 정당화한다. 

  이런 기술에서, 근본적인 설명은, 사회제도의 발전에 관한 순전히 기술적인 분석에 그 규

범적인 주장을 기반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노직의 접근법은 그러한 오류를 피

한다. 왜냐하면 그 분서그이 토대-배경적 전통으로부터 도출한 도덕적으로 허용가능하고 불

가능한 것에 관한 일반적 설명-은 순전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다. 그 결과 

각자가 그 자신의 사안에서 판단자가 될 때 발생하는 집합 행동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때, 그 성취는 도덕적 성취다. 즉, 그 도덕적 전통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vindication of the moral tradition)

  그러나 이 결론은 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설명이 그 이론의 구성적 

요소로서, 배경적 전통에서 나온 도덕적 직관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이 형태의 분석이 설

명하는 제도를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노직이 주장할 수 있

게 해준다. 그러나 구성적인 것(constitutive)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직관들의 지위(status)는 

무엇인가? 이 특정한 도덕적 직관들은 어떻게 선택된 것인가? 그 직관들의 우선성을 정당화

하는 논변은 무엇인가? 노직은 이 질문들을 다루지 아니하고, 그냥 그의 이론이 “로크의 존

중할 만한 전통”을 따른다는 “사소한 위안”만을 적고 있을 뿐이다. (ASU, 9) (576) 

  문제는 노직의 접근법이 전통에 근거한 도덕적 직관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이 아

니다. 이런 점에서, 노직의이론 구성에 대한 접근법은 롤즈의 구성주의적 방법과 유사하다. 

롤즈는, 사실, 명시적으로 그의 이론을 숙고된 판단에 근거하여 구성한다. 그 숙고된 판단들

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도덕적 직관을 표명하는 것들이다. (TJ 17-18) 그러나 도덕적 

직관으로부터 그의 이론을 구축함에 있어, 롤즈는 심지어 가장 신뢰할 만한 직관들도 상황, 

관습 그리고 기대에 의해 채색되어 있다는 우려를 강조한다. (TJ 31) 그러므로, 도덕적 직

관이 필연적으로 이론 구성에서 구성적인 역할(constitutive role)을 하기는 하지만, 이 직

관들은 단순히 “잠정적인 고정점”만을 구성하여야 한다. 잠정적인 고정점들은 재평가와 수

정을 받게 된다. 

규범, 직관들, 그리고 이론 구성

그러나 롤즈와는 달리, 노직은 배경적 전통에 근거한 규범을 다른 모든 유관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특권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롤즈가 그로하여금 정의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

어 다른 모든 유관한 사항에 우선하여 자격을 특권화하게끔 하게 하는 배경적 전통의 요소

의 절대적 우선성을 고집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리하여, 자격의 지위와 관련한 견해에서

의 대조-롤즈와 노직 사이의 근본적인 대조로 통상 보아지는 대조-는 단순히, 정치적 정당

화에서 배경적 전통의 내용이 갖는 지위에 관한 더 심층적인 불일치를 반영할 뿐이다. 

  정치적 전통의 내용을 특권화하는 선택을 찬성하는 직접적인 논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노직은, “통일된 설명”(unified explanations)을 제시하려는 롤즈의 시도와 같은 접근법을 

비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입장을 정당화한다. (ASU 200) 그러한 기획에 관한 노직의 회

의주의는, 롤즈의 “사람들의 대우에 대한 차등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그가 참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ASU 223) 노직은 시사하길, 그 주장은 하찮은 거짓

이다. (is trivially false) 만약 내가 한 극장에 다른 극장보다 자주 간다고 해도, 나는 두 

극장주를 달리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내가 그 중 한 곳을 가고 싶

다는 느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노직은 묻는다. (ASU 223)

  그러나 노직은 롤즈의 입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롤즈는 일반

적으로, 대우에서의 모든 차이가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논하지 않는다. 그렇기 보다는, 그는 

기본적 사회 제도에 의한 사회 구성원의 대우에서의 차이가, 그 제도가 정의로운 것으로 여

겨지려면, 정당화가능해야 한다고 논하였다. 그러므로, 그 요구는 기본적 제도에 의한 사회

구성원의 대우에서의 차이에만 적용된다. (역자- 노직의 위 극장 사례는, 극장주가 자신들

의 극장을 운영할 기본적 자유와, 소비자가 가고 싶은 곳에 갈 기본적 자유에 있어 그 기본

적 제도가 동등 대우하고 있다면, 그 원칙 하에 설립된 제도에서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노직의 재기발랄한 비판들은 다 이런 식이다. 범주와 차원을 무

시하고 그냥 막 들이대고 보는 것이다. 생각을 체계적으로, 깊게 하지 않는 학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는 기본적으로 좁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다. 그 좁은 식견을 예리하게 밀고 나

갔다는 점에서 후학들에게 많은 시사점을-주로 타산지석을 통해 옳은 견해를 더 정교하게 

음미하는 시사점을- 주긴 하지만, 맞는 말은 결국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다.) (577) 노직의 

사례에서는 차등 대우를 극장주에게 하는 것이 개인이기 때문에, 롤즈는 그 대우 차등을 정

당화를 요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직의 사례는 롤즈의 접근에 대한 설득

력 있는 반론을 근거지우는 데 실패한다. 

  기본적 제도에 의한 시민들의 차등 대우가 정당화가능해야 한다는 롤즈의 논변은, 선들의 

정의로운 분배는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숙고된 판단의 실제적 함의를 발전시킨 것에 지

나지 않는 것으로, 롤즈의 이론 구성의 기본적 방법을 반영한다. 받아들일 만한 도덕적 이

론 또는 정치적 이론을 구성함에 있어는, “정의감의 행사에 우호적인 여건 하에서 내려진” 

일련의 판단들에서부터 작업해나아가야 한다고 롤즈는 주장한다. (TJ 42) 그러한 판단들은 

일련의 원칙들에 대한 “잠정적인 고정점”(TJ 18)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숙고의 과정에서 우

리는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일치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기술사항들”을 주의깊게 고려해

야 한다. (TJ 49) 숙고라는 과업은, “우리의 원칙들과 판단들이 일치할 때” 완결되며, 그 때 

우리는 반성적 평형을 달성한 것이다. (TJ 20).

  숙고자는, 숙고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광범위한 범위의 가능한 입장들을 살펴볼 것을 지

시받는다. 만일 그 노력이 성공적이라면, 그 숙고는, 모든 유관한 사항들을 고려할 것이다. 

자격과 관련된 모든 유관한 역사과정적 고려사항들을 포함해서. 롤즈는, 숙고에 대한 이 접

근법을 실행하려고 하면서, 실제로 역사과정적 자격의 쟁점을 주의깊게 고려하였다. (TJ 

273-77) 노직처럼, 롤즈는,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과 노력을 통하여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몫에 대한 권리주장을 획득한다”고 결론짓는다. (TJ 275). 그러나 노직과는 달리, 롤즈는 

이 권리주장들이 다른 모든 유관한 고려사항들에 비하여 특권적으로 우선한다고 결론짓지 

않는다. 선들의 분배를 노력의 수준이 완전히 결정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롤즈

는 논한다. 그 사람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노력의 수준(level of effort)는 많은 정도로, 그

녀의 능력과 활용가능한 기회에 의해 영향받는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녀가 향유하는 능

력과 기회들을 완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합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롤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이 수요가 덜할 때, 그의 도덕적인 응분을 

받을만함(deservingness)이 유사한 이동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TJ 274) (요약번역



자- 쟁기인과 파종인의 인구구성 변화가 쟁기인과 파종인의 도덕적인 낫고 못함을 변화시

키지 않음을 기억하라!) 이러한 이유로, 롤즈는, 역사과정적 정의에 기초한 권리주장은, 노

직이 촉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모든 권리주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특권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

  롤즈에 대한 반박으로, 노직은, 롤즈가 역사과정적 자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는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없다. 그렇기 보다는, 노직은, 배경 전통에 근거지워진 자격에 관한 

권리주장이 다른 모든 권리주장에 비해 특권화된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적극적인 

논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노직 자신이 제시하기를 거부하는 논변이다. 롤

즈와 노직의 차이는, 그러므로, 롤즈는 역사과정적 정의를 고려하지 않고 노직은 고려하는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두 접근법 모두 역사과정적 고려사항을 극도로 진지하

게 고려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정의에 관한 역사과정적 이론만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라는 노직의 논변을 받앋르인다고 하여도, 이 결론은, 롤즈의 이론을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discredit)도 않으며, 정의에 관한 소유권리론이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논구하지도 못한다. 

(578)

  두 이론 사이의 결정적인 대조점은, 역사과정적 정의에 할당되는 지위와 관련된다. 롤즈

의 방법은, 이 고려사항들을 전반적인 숙고적 과정에 포함시킨다. 이 숙고 과정은 모든 유

관한 정보를 고려하여 그 관심사항의 각 집합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한다. 노직은 역사과정

적 고려사항을 다른 모든 유관한 관심사항에 우선하여 특권화시킨다. 그 대조는, 그러므로, 

롤즈 측에서 자격에 과한 주의 결여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기 보다는 그것은 노직의 정초

주의를 반영한다. 

결론. 

롤즈와 노직 사이의 결정적인 구별점은 그렇다면, 정당화의 방법과 관련되지, 자격의 지위

와 관련되지 않는다. 롤즈는 정의에 관한 설명은, 자격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생성된 권리주

장을 음미하고 평가하여야만 한다고 논하는데 비하여, 노직은, 역사적으로 생성된 자격을 

비판적인 평가의 범위 바깥에 놓는다. 이런 식으로 배경적 전통을 특권화시킴으로써, 노직

은 역사과정적 정의의 절대적 우선성을 고집하는 이론구성에 대한 접근의 한계를 명시적인 

것으로 만든다. 노직의 접근법은 역사과정적 자격에 대한 충직을 평가할 자원을 제공해주지

만, 그 자격들을 근거지우는 규범들을 평가하거나 정당화하여 줄 자원은 제공해주지 않는

다. 그의 접근법의 한계는, 체계적인 이론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를 평가할 그의 능력을 제

한한다. 그리고 그가 차등 원칙의 동기와 실제적인 작동을 잘못 특징지우도록 이끈다. 그러

하여, 그의 회의주의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노직 이론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의 정초주

의다. 그리고 롤즈의 접근법 및 이론에 대한 그의 비판은, 이 정초주의적 가정이 받아들여

질 때에만 오직 그 때에만 설득력이 있게 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