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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요 약 문】 전통적 형태의 도덕상대주의인 규범상대주의(normative ethics)는 치 

명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가령 윌리엉쇠Bemard Williams)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절대주약 이념올 수용함으로써 자기 모순에 빠질 뿐 아니라， 

평가 용어의 기본 목적옳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감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라이언쇠David Lyons)의 지적대로 모순된 평가롤 내려야 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철학자들이 상대주의의 기본 개념에 

대한 재해석올 통하여 (비록 제한된 형태이기는 하나) 상대주의를 옹호하고자 

한다. 예컨대， 브랜퇴Richard Brant)는 인류학적 사실에 의존하여 메타윤리적 

상대주의(meta-ethical relativism)를 주장하며， 윌리엄스의 경우 상대주의롤 단 

지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경우 평가가 가능한지의 문제에 대한 입론으로 이해하 

고 평가 상대주의(appraisal relativism)롤 제시한다. 한편 할먼(Gilbert Harman) 

은 특별한 형태의 도덕 의무론에 의존하여 내부판단 상대주의(inner judgment 

relativism)를 주장한다‘ 펼자는 본 논문을 흉하여 새로운 형태의 도덕상대주의 

가 규범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 성균관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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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플어가는 말 

각 개인， 집단， 사회마다 상이한 도덕적 혹은 사회적 선념올 지니 

고 있다. 또한 한 사회의 성원들조차 각기 다양한 신념을 지니고 있 

으며， 그들의 신념체계는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 

에 대하여 도덕이란 단지 집단 성원들 간의 합의 문제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입장은 결국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란 존 

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도덕상대주의의 

핵심 내용이 된다. 

도덕상대주의가 시사하는 바는 실로 적지 않다. 그것을 용호한다는 

것은 곧 ‘한 사회집단의 성원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믿는 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옳거나 그르다’， ‘동일하게 옳은 상충되는 도덕 판단이 존 

재한다’， ‘타 사회집단의 신념 체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간섭하는 것 

은 옳지 않다’， ‘도덕적 갈둥은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올 취하는 것 

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태의 도덕상대주의는 (규법상대주의normative 

relativism이라 칭하기로 하자) 치명적인 문제점들올 안고 있다. 예컨 

대 절대주의 이념올 수용함으로써 자기 모순에 빠질 뿐 아니라， 평가 

용어의 기본 목적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감수해야 한 

다. 뿐만 아니라， 모순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철학자들이 상대주의의 기본 개념에 대한 재 

해석올 통하여 (비록 제한된 형태이기는 하나) 상대주의를 옹호하고 

자 한다. 예컨대， 브랜트{Richard Brant)는 인류학적 사설에 의존하여 

상대주의를 용호하고자 하며， 윌리엄스의 경우 상대주의를 단지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경우 평가가 가능한지의 문제에 대한 입론으로 이해 

하고 새로운 형태의 상대주의를 주장한다. 한편 할먼(Gilbert Harman) 

은 특별한 형태의 도덕 의무론에 의존하여 보다 진일보 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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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주의를 제시한다. 

필자는 앞으로의 논의를 통하여 그들 새로운 형태의 도덕상대주의를 

평가해 보고자하며， 특히 그들이 규범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논의의 초점올 맞추고자 한다. 

II. 규범상대주의와 그 문제점 

각 사회집단마다 상이한 도덕적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신 

념을 실행에 옮겨왔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부 인류화자 및 

사회 과학자들 사이에 위의 인류학적 사실이 도덕상대주의가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위의 인류학 

적 사실이 상대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데 만족하지 않고 상대주의와 

동일시 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의 상대주의를 문화상대주 

의(cultural relativism)라 일컴는다 1) 

문화상대주의는 각 사회집단마다 상이한 도덕적 신념을 지니고 있 

다는 입론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상대주의의 출발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상대주의는 단순히 기술적인(desc디ptive) 의 

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도덕상대주의는 될 수 없음에 유의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도덕상대주의와 대립되는 이론과 문화상대주 

의를 함께 수용하면서 도덕상대주의를 부정하는 입장올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덕상대주의 역시 관습이나 신념체계률 구성하는 요인올 사회 환 

경에서 찾고자 한다. 그러나 문화상대주의와는 달리 각 사회집단마다 

상이한 도덕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은 각 개인 혹은 사회집단마다 상이하다{한 사회집단에서 옳은 것 

이 다른 사회집단에서는 옳지 못하다)는 규범적인 입장올 취함으로 

1) 문화상대주의는 인류학적상대주의(anthropological relativism) 혹은 사회상 
대주의(social relativisml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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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도덕상대주의로서의 기본 면모롤 갖추게 된다. 위의 입장올 취하 

는 전통적 형태의 도덕상대주의는 (규범상대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 

의휠 수 있다. 즉， A라는 행위가 P가 속해있는 사회집단의 규범이나 

관례와 일치한다면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if and only it) A를 하는 

것이 P의 의무이다. 

그러나 위의 내용올 취한다는 것은 곧 치명적인 문제점에 노출된 

다는 것올 의미한다. 브랜트(Richard Brant)는 인류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예들로부터 과연 상대주의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 

문을 제기한다. 인류학적 사실로부터 도덕상대주의훌 도출시키기 위 

해서는 집단 간의 상이한 신념이 궁극적인 도덕원리에 대한 것이어 

야 한다. 그러나 브랜트에 따르면 인류학자들의 경우 그와 같은 예률 

성공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에스키모는 노쇠한 부모률 

벌판에 유기한 반면， 로마인들은 부모가 노쇠해지면 더욱 정성으로 

모셨다는 것은 인류학적 사실이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해온 

에스키모에게는 어버이 살해가 안락사의 차원으로 이해되었으며， 에 

스키모들과 로마인들이 어떤 특정한 행위롤 묘사하는데 있어 상충되 

는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도 그들은 서로 다른 내용을 마음에 담고 

있다.2) 브랜트의 지적대로 인류학자들야 제시하는 예가 단지 상이한 

환경아 동일한 원리의 상이한 적용올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면， 그러한 사례들로부터 상대주의롤 도출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규법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윌리엄스(Bemard 

Williams)에 의하여 지적된다. 규범상대주의에 따르면， 각 사회집단마 

다 (문화마다) 상이한 신념체계률 지니고 있으며， 그들 중 어떤 신념 

체계가 옳은지를 판별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타 사회집단 신념체계에 대하여 침묵해야 한다.3) 그러나 

타 신념체계에 대하여 침묵해야 할 의무는 모든 집단의 성원들에게 구 

2) Brant 1958, 100쪽 
3) Melville Herskovitz, 1972 Cultural Relativism, Handom House. 



도덕상대주의의 새로운 형태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 239 

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규범상대주의가 도덕절대주의(moral absolutism) 

이념을 수용하고 있다는 반론을， 즉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반론을 감수해야 한다.4) 

규범상대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반론은 라이언스(David 

Lyons)에 의하여 제기된다. 그는 규범상대주의를 행위자집단상대주의 

(agents-group relativism)와 평가자집단상대주의(appraisers-group relativism)로 

분류하고 전자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평가자는 행위자가 속해있는 사회집단의 신념체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반면， 후자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평가자는 평가자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집단의 신념체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울 지적한 

다. 즉 행위자집단상대주는 행위자가 속해있는 사회집단간의 도덕적 

견해가 충돌할 경우 모순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두 명의 행위자가 

상충되는 도덕적 견해를 지닌 두 사회집단에 속해있올 경우에도 동 

일한 문제점올 안율 수밖에 없다)， 평가자집단상대주의의 경우 역시 

두 평가자가 상충되는 도덕적 견해를 지닌 두 집단에 각기 속해있을 

경우 모순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평가자가 상충되는 견해를 가 

진 두 사회집단에 동시에 속해있을 경우에도 통일한 문제점이 드러 

난다).5) 

그러나 규범상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A가 옳다는 (그르다는) P의 

판단은 A가 P에게 옳다는 (그르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가함으로써 

위의 반론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입장을 취할 경우 평 

가용어를 상대화시킴으로써 실제적인 충돌이 있올 경우 평가용어의 

기본 사용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반론올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윌리엄스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가용어률 상대화시킨다는 

것은 평가용어를 단지 두 신념체계가 충돌하고 있음올 기술하는 의 

4) Wi lJiams , 1972, 20-21쪽 

5) Lyons , 107-12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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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외의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평가용어롤 상대 

화시킴으로써 단지 P가 어떤 신념체계흘 가지고 있거나 있지 않다는 

것만을 기술할 수 있올 뿐， 그 신념체계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정보 

도 제공하지 못한다.6) 이렇듯 평가 용어률 상대화시킨다면， 평가를 

통하여 수용하거나 거부한 신념체계에 대한 내용율 담을 수 없다는 

반론에 노출된다. 

이렇듯 규범상대주의는 치명적인 문제점울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철학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대주의가 규법상대주의에 대 

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III. 메타윤리적 상대주의와 그 문제점 

도덕상대주의를 야해하는데 었어 결정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개인 

간의 혹은 집단간의 도덕적 갈둥울 과연 근본적인 갈풍으로 볼 수 있 

는가 하는 물음이다. 브랜트에 따르면 궁극적인 도펙원리에 대한 갈 

등이 존재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주의는 기반을 잃게 되 

나， 인류학자들은 그와 같은 사례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가 상대주의를 옹호하고 었다는 것은， 그가 위와 같은 

사례가 폰재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랜트가 옹 

호하고자 하는 도덕상대주의의 기본 구조는 각 사회집단마다 궁극적 

인 도덕원리에 대한 상이한 도덕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각 사회집단의 성원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믿는 것은 그 집단의 성원 

들에게 옳거나 그르다는 결론올 도출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브랜트는 위의 기본구조 하에 -브랜트 자신은 윤리적 상대주의 

(ethical relatívism)라 칭하고 있으며7) 프랜키나{William Frankena)의 

6) Wi1liams 1975, 225-226쪽 
7) Brant 1958, 272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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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따르면 메타용리적 상대주의(rneta-ethical re빠ivisrn)에 해당되 

는8)- 도덕상대주의롤 동일하게 타당한 상충되는 도덕적 견해{판단] 

가 존재한다9)는 입론으로 정의한다. 

브랜트는 산 채로 닭의 깃털울 다 뽑는 중남미 부쪽의 사례와 새 

의 다리롤 꺾고 날개를 뽑는 호피족(the Hopi) 아이율의 얘률 제시한 

다. 물론 그들은 동물들올 의식이 없는 자동인형이라고 믿고 있거나 

만약 이 세상에서 고통올 당하며 순사{狗死)하면 사후에 그 몇 배로 

보상올 받을 것이라 믿고 있올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들에 있 

어서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도덕원리가 그들의 것파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10) 

이렇듯 브랜트에 따르면 근본적인 도덕원리에 대한 갈둥이 폰재하 

며，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그들의 판단이 동일하게 옳다. 즉， 동일하 

게 옳은 상충되는 도덕판단이 존재한다， 11) 

셜명된 바와 갈이 메타융리적 상대주의의 햄심은 집단 간의 상충되 

는 도덕 판단이 동일하게 옳다는데 있다. 그러나 규법상대주의에 대한 

반론들을 생각할 때 메타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률 위해 

서는 동일하게 옳다는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위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할먼이 제시하는 다음의 두 가지 해 

석 방법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즉， 두 판단이 동일하게 옳다고 

할 때 메타윤리적 상대주의자는 두 판단이 모두 참이거나 아니면 두 

8) 메타윤리적 상대주의에 의하연 올리판단 이나 가치판단에 있어 척어도 하나 
의 판단이 다른 판단에 비하여 옳지 않다는 것융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객관 
적으로 타당한 이성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충되는 두 판단 
이 동일하게 타당하다[옳다] (Frankena, 92-93쪽)， 메타융리적 상대주의률 
이와 같이 정의할 때 브랜트가 옹호하고자 하는 상대주의와 메타윤리적 상 

대주의는 다르지 않다. 할변의 경우 역시 메타융리적 상대주의률 다옵과 같 
이 정의하고 있다. 메타융리적 상대주의에 의하면 특정한 경우에 대한 동일 

하게 옳은 상충되는 도덕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Harrnan 1978b, 146쪽)， 
9) Brant 1958, 102쪽. 

1O} Brant 1958, 103쪽. 
11) Brant 1958, 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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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마음에 담고 있올 것이다 12) 

활번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전자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있다면 그들은 진정한 갈등이 있을 경우 동일한 행위가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하다는 모순된 결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3) 

동얼하게 옳다는 것이 동일하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울 의미할 

경우는 어떠한가? 만약 위의 경우라면， 진정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서 

낙태가 그르다는 P의 판단과 낙태가 그르지 않다는 Q의 판단이 동일 

하게 정당화될 수 있읍을 의미한다.14) 이 경우 경계선 상의 상황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두 상충되는 판단이 모두 설득력이 었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그들 중 어느 한 판단이 옳다고 말할 수 없올 것 

이다. 

이렇듯 ‘동일하게 옳다’는 것이 ‘동일하게 참이다’라는 의미활 지년 

다면， 메타윤리적 상대주의는 행위자집단상대주의나 평가자집단상대 

주의에 대한 반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통일하게 정당화될 수 있 

다는 의미를 지닌다면 행위자집단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와 동일 

한 문제롤 그대로 안율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메타윤리적 상대주의가 위의 반론애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논 경계선 상의 상황 

에 대한 할먼의 해석이 제공한다. 할번에 따르면 메타윤리적 상대주 

의자는 위와 같온 경우 경계선 상의 상황 이상이라고 말활 것이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비록 위의 경우가 경계선 상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두 판단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 I야 할먼은 스티븐슨 

(Ch따les Stevenson)의 견해를 벌어 위의 입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스 

12) Harman 1978b, 151쪽. 
13) Harman 1978b, 151쭉. 
14) Harman 1978b, 151쭉. 
15) 할번이 위의 문제접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용어는 상대적인 용어이다 라고 말하는 데서 찾융 수 있다(Harman 

1978b, 1511.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모순올 수반한다는 라이언스의 반론으 
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평가용어를 상대화시키는 것임올 상기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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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븐슨에 따르면 메타윤리적 상대주의자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정당 

화될 수 있다는 입장올 취할 때 두 판단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올 것이다. 오히려 두 

판단 중 한 판단은 P에게는 정당화될 수 있으나 Q에게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나머지 한 판단은 Q에게는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P에재 

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난다고 생각할 것이다 16) 그러나 스 

티븐슨의 해석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메타윤려적 상대주의는 규법 

상대주의에 대한 윌리엄스의 반론올 감당활 수 없율 것이다. 다시 말 

해서 스티븐슨의 해석올 수용한다는 의미는 결국 평가용어률 상대화 

시킨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실제적인 충돌이 있올 경우 평가 용어의 

기본 사용목적올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윌리엄스의 반론올 감수 

해야한다. 

이렇듯 메타올리적 상대주의는 평가용어률 남용함으로써 동일한 

행위가 그르기도 하고 그르지 않기도 하다는 것율 인정하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반론과 명가용어률 상대화시킴으로써 실제적인 

충돌이 있올 경우 평가용어의 기본 사용목적올 적절히 설명하지 못 

한다는 반론 중 적어도 하나는 감수해야 할 것이며， 브랜트의 입장에 

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거나 동일하게 옳다는 의미률 재해석하 

는 일은 용이치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메타윤리적 상대주의는 다옴의 두 ‘결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올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려옴이 따른다. 브랜트는 

궁극적인 도덕원리에 대한 갈풍을 보여주는 실례를 제시함으로써 상 

대주의를 입증하려 한다. 그에 따르면 두 집단이 동일한 얼반원리룰 

공유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그들 사이의 갈둥은 해소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원리롤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 

적인 사례에 대한 갈풍올 해소시키기에 충분한가 하는데 었다 17) 또 

16) Stevenson, 151-152쭉 
17) 위의 질문이 실제적인 충돌이 있올 경우 상대주의자의 입장율 취활 수 없다 
는 윌리엄스 견해의 배경이 되고 있읍올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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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연 일반원리를 공유할 경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갈둥이 해소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다. 만약 해소될 수 없는 경우 

가 있올 수 있다면， 브랜트 자신의 규범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을 놓고 

볼 때 (일반원리에 대한 불일치를 보이는 사례가 없다면 도덕상대주 

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규법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의 핵 

심을 이루고 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실로 적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브랜트에 대하여 다음의 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일반원리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 

여 상충되는 견해를 보일 경우롤 근본적인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로 볼 수 있는가? 둘째， 일반원리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 

적인 사례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었는가? 

먼저 첫째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하자. 앞서 소개된 브랜트 

의 로마인과 에스키모의 예롤 다음과 같이 수정해보기로 하자. 즉 로 

마인과 에스키모 모두 공리주의자라고 할 때， 로마인들은 에스키모들 

이 처해있는 상황올 고려하지 않은 채 노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 언제나 옳다고 믿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극진히 모셔야 한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우연 

한 기회에 에스키모들의 어버이 살해 풍습올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쇠한 부모를 모시는 방법을 놓고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에 

스키모들의 신념· 사야의 갈둥올 해소하려고 시도했다. 즉 그들은 어 

느 쭉의 신념 체계가 실제로 에스키모 사회의 전 성원의 행복올 증 

진시키는지의 여부롤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에스키모들의 신념 

체계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와 같은 경우 메타윤리적 상대주의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 

릴 것이다. 즉， 로마인들은 공리주의자로서 에스키모의 구체적인 원 

리가 (에스키모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노쇠한 부모를 유기하지 않 

는 것은 비참하고 가치 없는 고통스런 삶올 연장시키는 잔인한 행위 

라는 원리가) 에스키모 사회에서는 옳다고 말할 것이며， 따라서 브랜 

트가 말하는 바와 같이 갈동은 해소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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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로마인들이 에스카모들의 구체적인 원리 

에 대하여 다른 반옹올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인블은 에스 

키모들이 처해있는 모든 상황올 얄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 일반 

원리보다 구체적인 원리를 (노쇠한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장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더 신뢰할 수 있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공리 

주의 원리를 수용한 이유는 그것올 수용했던 당시는 공리주의가 그 

와 같은 무자비한 풍습을 용인하고 있는지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비록 두 집단이 일반원리에 대하여 동의하더라도 구 

체적인 사례들에 대하여 이견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그들 

간의 갈둥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궁극적인 도덕원리에 대한 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두 집단이 

일반원랴에 대하여 상충되는 견해를 가질 경우 그들 간의 갈동은 결 

코 해소될 수 없는 것인가? 브랜트가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명제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그에 따르면， 일반원리에 대한 궁극적인 

갈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윤리적 갈둥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소될 수 았다.18) 또한， 적어도 일반원리에 대한 갈둥을 보 

이는 단 하나의 사례만 존재하여도 그것이 상대주의에 대한 결정적 

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브랜트가 위의 두 명제와 함께 윤리적인 갈둥 

이 해소될 수 있다변 상대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명제 역시 수용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다음의 명제 역시 참이라는 것올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원리에 대한 궁극적인 갈둥이 있는 경우라 

면， 윤리적 갈둥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도 해소될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롤스(1ohn Rawls)와 견해블 함께하여 도덕적 사고나 

주장이 언재나 일반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원리나 사례로 진행된다고 

보지 않는다 19) 우리의 구체적인 도덕판단이 우리가 수용한 일반원리 

와 항시 부합되지는 않으며， 비록 일반원리에 대하여 이견올 보이나 

18) Brant 1958, 101쪽. 

19) John Rawls 1951, 177 → 179쪽과 그의 1971, 46-51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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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도덕판단에 대해서는 견해률 함께하는 경우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렬 경우 언제나 구체적인 판단애 앞서 일반원리를 

신뢰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에 

일반원리가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경험적인 증거를 토대로 검증해 봄 

으로써 일반원리에 대한 갈둥을 해소할 수 있올 것이다. 이렇듯 브랜 

트의 입장파는 달리， 비록 두 집단 사이에 일반원리에 대한 갈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간의 갈둥이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 

IV. 내부판단상대주의와 그 문제점 

할먼(Gilbert H없man)은 규법상대주의에 비하여 자제된 새로운 형 

태의 상대주의률 (내부판단상대주의inner judgment relativism라 칭하 

기로 하자) 몇 편의 논문올 통하여 일판되게 주장한다. 그르다는 용 

어는 행위나 상황올 펑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행위자와 행 

위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활먼은 위의 두 경 

우를 구분하여， 내부판단아란 의무에 대한 그려고 가치에 대한 판단 

이며 따라서 위의 두 용법 중 후자의 경우률 지칭한다고 말한다，20) 

즉 내부판단은 A가 D롤 했어야만 했다 혹은 A가 D를 한 것이 옳다 

(그르다)와 같은 판단올 지칭하며， 그는 야만인이다， 그는 비인간적이 

다， 그는 악하다와 같은 판단을 지칭하지 않는다. 

내부판단의 가장 큰 특정은 그것이 적절한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 

다는데 았다. 즉 A가 D를 하지 말았어야만 했다는 판단올 내렸올 경 

우， 그 판단은 적절하다거나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며， 따라서 그 

것이 특정한 상황에서 。l ^ol-{odd)하다는데 혹은 근거가 번애weak)하 

다는데 있다. 어렸융 때부터 조직원이 아닌 사람은 경멸하도록 그리 

고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폰경심과 경의를 표하도록 가르침율 받아 

20) Harman 1975, 5-7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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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살인청부업자가 어떤 은행 간부륨 살해활 임무률 부여받았다고 

해보자. 은행 간부는 조직의 일원이 아니므로 그률 살해하는데 일말 

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고 할 때， 할먼에 따르면 윤행 간부 

를 살해하지 말하는 설득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설득한다 

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 고려 내용이 그에게도 고려 대 

상이 된다는 것올 의미하나 실제로는 그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21) 

할번에 따르면 내부판단융 내련다는 것은， 죽 행위자 A가 행위 D롤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곧 A에게 D롤 할 동기가 된 이유 

(motivational reason)들이 있다는 것올 논리적으로 함축하고 있으며 그 

러한 이유들은 그 원인이 목적， 욕구， 의도에 있어야 한다.22 ) 그에 따 

르면 내부판단은 논리적으로 Ought(A, D, C, M)의 형식을 갖추고 있 

다.A는 행위자， D는 행위의 형태， C는 (특정한) 도덕적 고려 내용， M 

은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 동기롤 의미한다고 할 때， Ought(A, D, C, 

M)는 A에게 M이 있고 C가 주어졌올 경우， A에게 D란 최선의 이유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는 행위이다.23) 

내부판단의 논리적 구조를 위와 갈이 이해할 때 하나의 의문이 생 

긴다. 내부판단이 위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내부판단은 그 구조상 

상대주의의 기본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동일하게 옳 

은 상충되는 도덕 판단이 존재한다는 입장윷 취하기 어려우며， 따라 

서 도덕적 갈둥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도 취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Ought(A, D, C, M)의 구조률 갖추는 것이 

내부판단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할번의 주장에 의하 

여 해소된다. 그에 따르면 내부판단이란 행위자가 어떤 행위흉 한데 

있어 동기가 된 이유들올 화자{話者)와 청자{聽者)가 공유하고 있올 

21) Harman 1975, 5쪽. 
22) Harman 1975, 10-11쪽 
23) Harman 1975, 10→ 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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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암욱적 동의에 의하여 형성 

된 동일한 동기 이유를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에 대한 

내부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바꾸어 말하자변 A가 D를 했올 경우 

A에게 D를 하도록 한 동기가 된 이유가 있올 것이다. 화자 B가 그 

에 대하여 내부판단을 내렸다고 해보자. 이는 곧 A가 D를 한 동기 

이유가 바로 B의 내부판단 근거가 되었다는 것올 의미한다. 살인청 

부업자는 은행 간부를 살해하지 말았어야 했다와 같은 판단이 이상 

한 혹은 근거가 빈약한 이유는 살인청부업자가 은행 간부률 살해하 

기로 결정한 동기 이유롤 화자가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위의 

동기 이유가 화자의 내부판단 근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A가 D를 한데 대한 내부판단은 D를 하게 된 (D를 하게 

끔 이끈) 동기 이유들이 A에게 있었다는(없었다는) 의미를 함축한 

다.24) 예컨대 히흘러가 유태인 멸종 명령율 내련 것은 옳지 못했다， 

살인청부업자가 은행 간부률 살해한 것은 옳지 못하다와 같은 내부 

판단은 그 논리적 구조상 히툴러가 유태인 멸종 명령울 내렬 동기 

이유가 없었다， 살인청부업자는 은행 간부를 살해활 동기 이유가 없 

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혹은 히툴러는 유태인 멸종 명령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와 같은 내부판단은 히툴러로 하여금 위의 명령을 내 

리도록 한 동기가 된 이유가 없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마찬가지로 타의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받지 않올 권리 

가 유태인과 은행간부에게 있다는 동의 도덕적 고려 내용이 그것올 

숙고할 수 있는 동기 영역 밖에 있는 히툴러나 살인청부업자에게 그 

뜰이 어떤 행위롤 하도록 하는 동기 이유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A가 D를 한데 대하여 내부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적어도 A로 하여금 

D률 하도록 한 동기가 된 이유들 중 일부는 화자의 내부판단 근거이 

며， 청자 역시 위의 이유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특정한 

상황이나 행위가 그르다와 같이 비 내부판단에서의 경우 그르다라는 

용어는 행위자의 행위 이유와는 무관하게 사용되어졌다. 우리는 어떤 

24) Harman 1975, 8쪽. 



도덕상대주의의 새로운 형태둘에 대한 비판적 검토 249 

사람이 악하다고 말활 수 있다. 예를 들어 히률러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판단은 화자와 행위자가 동일한 행위동기롤 

공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행위 

동기 범위 밖에 있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내부판단올 내릴 수 없다. 가 

령 우리는 히툴러가 유태인 멸종을 명령할 당시 그러한 명령을 한 행 

위동기를 히툴러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히툴러가 유태인을 멸 

종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와 같은 도덕판단을 내렬 수 

없다. 즉， 할번에 따르면 위와 같은 판단의 경우는 이상하고， 근거가 

빈약하거나 언어를 오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렇듯 내부판단은 Ought(A, D, C, M)의 구조롤 갖준 논리적 형식 

을 취하며， M은 A와 그리고 A가 속해있는 집단의 성원들이 공유하 

고 있는 행위동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록 제한된 형태로나마) 

내부판단상대주의는 상대주의로서의 기본 면모를 갖추게 된다. 즉， 

화자가 공유하고 있는 행위자의 동기 이유에 따라 내부판단은 상대 

적이라는 결론올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판단상대주의의 기본 구조를 생각할 때 심 

각한 의문이 남는다. 할번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도덕적 고려 내용은 

집단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25) 또한 모든 사회집단에게 공통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적 요구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 

서 개인마다 상이한 도덕적 요구가 지워진다，26) 도덕적 고려 내용에 

대한 위의 견해를 앞서 소개된 내부판단의 특성과 겸부시켜 생각한 

다면 (즉， A가 D를 한데 대한 내부판단은 A가 D롤 한 이유를 화자 

와 청자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그의 입장과 함께 

생각한다면) 내부판단상대주의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내부판단은 행위자와 화자 그리고 청자 모두가 동일한 도덕 

적 고려 내용올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또한 도덕적 

고려 내용은 집단마다 현저히 다르며， 행위자， 화자， 청자가 동일한 

25) Harman 1978a, 117쪽 
26) Harman 1978b,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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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고려 내용올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들이 동일한 사 

회집단에 속해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내부판단은 행위자， 화자， 청자 

가 동일한 집단에 속해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27) 

이렇듯 내부판단상대주의에 따르면 화자는 타 사회집단에 속한 행 

위자에 대하여 내부판단을 내릴 수 없다. 옳은 행위란 집단의 성원들 

사이에 암묵적 동의에 의하여 형성된 동기이유에 부합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내부판단상대주의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옳은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사례 1] A가 D률 한데 대하여 ‘A가 D훌 한 것은 옳다’라는 판단과 
‘A가 D률 한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두 가지의 판단이 내려졌다. 

내부판단상대주의는 위의 두 판단 중 하나만이 옳은 판단이라는 

답변올 내릴 수 있으며， 그 답변은 D라는 행위가 A가 속한 집단의 

성원들 사이에 암묵적 동의에 의하여 형성된 행위동기에 부합되는 

지에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도덕적 요구를 공유하고 있는지 

에 달려있다. 이렇듯 위와 같은 경우 내부판단상대주의는 상반되는 

'2:7)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할먼에 따르면 히률러는 유태인 멸종 명령올 내리지 

말아야 했다 혹은 히툴러가 유태인 멸종 명령올 내린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내부판단이란 두 가지의 특성올 지닌다 즉 P가 A를 

한데 대하여 내부판단율 내렸다는 것은 A률 하게 된 (A활 하게 끔 이끈) 이 

유가 P에게 었다는(없다는) 의미률 함축하며 또한 P가 A룡 한 이유를 화자 

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Hannan 1975, 8쪽) 화자의 집 

단이 아닌 집단에 속한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자는 화자 

가 속해있는 집단이 지닌 행위동기와는 다른 행위동기롤 지닌다. 내부판단은 

행위자와 화자가 동일한 행위동기를 지녔올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행위동기를 지난 집단에 대하여 내부판단용 내릴 수 없다 이렇듯 나치집단 

의 일원이 아닌 화자가 히툴러는 유태인 멸종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했다 

혹은 히률러가 유태인 멸종 명령올 내린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히툴러는 대량학살에 대하여 화자와는 다른 도덕적 고려 내용올 

지니며 따라서 그러한 명령을 내렬만한 옹기이유가 있올 수 있었다. 그러나 

히툴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부판단올 내리는 것은 곧 히툴러가 그러한 명 
령올 내혈만한 동기이유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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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판단 중 어느 판단이 옳은지에 대한 답변율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사례 2] 행위자 A, 화자 B, 그리고 청자 C는 동일한 집단의 일원이 
며 따라서 동얼한 도덕적 요구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A, B, C와는 

다른 집단에 속한) 행위자 X, 화자 Y, 그리고 청자 Z 역시 동일한 집 
단의 성원이다 따라서 그들 역시 나륨대로의 동일한 도덕적 요구륨 

공유하고 있다 B는 A가 D흉 한 것은 옳다는 도덕적 판단융 내련 한 

편， Y는 동일한 행위인 D에 대하여 X가 D롤 한 것은 옳지 못하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렸다. 

위와 같은 경우를 생각활 때 내부판단상대주의에 대하여 한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내부판단상대주의의 논리적 구조 상 각 사회집 

단마다 상이한 도덕적 요구가 부과되며 그러한 도덕적 요구가 실제 

로 충돌하지 않융 경우 두 요구 모두 옳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위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다음 문제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할먼에 따르면 

식인풍습이 없는 사회집단에서 식인 행위는 야만적이고， 부도덕하다. 

그러나 식인풍습을 유지해온 사회집단의 성원이 식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야만적이거나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듯 내부판단상대 

주의는 사례 2에서 B의 판단과 Y의 판단 모두 옳다고 볼 수밖에 없 

다. 그러나 통일한 행위가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는 것올 인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 모순된 입장올 취하고 있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부판단상대주의 역시 규범상대주의에 대한 라이 

언스의 반론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위의 질문에 대한 할먼의 답변은 집단에 대한 그의 정의로부터 찾 

올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집단이란 어떤 스케줄， 계획， 혹은 일련의 원 

리들을 고수하려는 의도 둥의 특정한 마음가짐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 

임이다. 또한 그는 도덕올 집단 성원들간 상호합의의 산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에 대한 할변의 정의에 대하여 한 가지 의문올 가질 

수 었다. 즉， 합의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 집 

단 성원들 중 얼마의 비율이 동의해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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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예컨대 걸프전 당시 미 행정부요원 전원이 이라크에 대한 선전 

포고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할먼이 그들 증 대다수가 동의했다 

는데 만족한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그에 동의하지 않은 행정부 사람 

들은 행정부의 일원으로 볼 수 없는가? 실제로 집단에 대한 할먼의 

정의를 따를 때 그들을 미 행정부의 일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의 문 

제를 해결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각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길일 것이다. 할먼 역시 

위의 문제를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 해결올 꾀한다. 즉， 한 개인 

이 상:이한 도덕적 견해를 지닌， 따라서 때로는 상충되는 견해를 보이 

는 두 집단 이상에 속할 수 있다. 그러한 일이 얼어날 때 그 개인은 

그 자신이 어떤 집단에 있는지롤 결정해야 한다，28) 

위의 견해에 힘입어 내부판단상대주의는 행위자집단상대주의와는 

달리 모순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었다. 이렇듯 

내부판단상대주의는 상충되는 견해를 지닌 두 집단에 행위자가 동시 

에 속할 수 있음을 배제함으로써 (엄밀히 말해 행위자집단상대주의의 

형식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순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의 같은 입장을 취하는 데는 큰 부담이 따른다. 즉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내부판단상대주의를 사회집단상대주의(social group 

relativism)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상대주의(individual relativism)의 성 

격을 띠게 하는 것올 의미하며 그럼으로써 개인상대주의에 대한 반 

론에 노출시킴을 의미한다. 

(규범상대주의에 대한 라이언스의 반론에 내부판단상대주의가 노출 

된다는 의문에 대한) 할번의 보다 직접적인 답변은 그의 『도덕상대주 

의란 무엇인가What ls Moral Relatìvìsm? .!I 에서 찾올 수 있다. 그에 따 

르면 실제로 충돌하는 상대적인 도덕판단 모두를 옳다고 볼 수는 없 

다. 그러나 상대적인 도덕판단이 상이한 도덕체계에 대한 것이라면 

따라서 그들이 피상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면， 그들 모두 옳다고 말할 

수 있다，29) 그렇다면 할먼이 말하는 실제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와 피 

28) Harman 1978a,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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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먼저 실채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의 예로 사례 l 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 

례 2의 경우 동일한 구조를 띠고 었지 않다.D에 대한 B의 판단과 

Y의 판단은 상이한 도덕적 기준에 대하여 내려졌다. 다시 말해 B의 

판단은 C에게 옳은 반면， Y의 판단은 Z에게 옳다. 따라서 위의 두 

판단은 피상적으로 충돌하는 상대적인 도덕판단이라는 이유로 그들 

모두 옳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올 취할 수 있다. 

이렇듯 외형상 할먼의 내부판단상대주의는 행위자집단상대주의의 

형식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스가 제시하고 있는 행위자집 

단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었어 보인다. 라이언스 

역시 할먼의 내부판단상대주의가 자신의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올 수 

있다는 관대한 견해를 보이나，30) 필자는 앞으로의 논의룰 통하여 할 

먼의 답변이 비록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반론으로부터 내부판단상대 

주의를 구할 수는 있으나， 그의 답변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결점을 

드러내고 있음올 보여주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할먼의 답변이 그의 내 

부판단상대주의의 기본 구조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도 밝히고자 한다. 

사례 2와 같온 경우 B의 판단과 Y의 판단 모두룰 옳다고 볼 수밖 

에 없으나 (즉 모순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할먼은 다음과 같이 

29) Harman 1978b, 159쪽. 
30) 라이언스는 구체적인 설명올 생략한 채 자신이 제시한 반론， 즉 모순을 수반 
한다는 반론으로부터 활번의 내부판단상대주의가 자유로올 수 있다는 견해 
를 보이며， 단지 다음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점만올 지적한다. 즉 라이언스에 
따르면 비록 활번이 자신의 이론이 (즉， 내부판단이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올 함축하고 있으므로， 우리와 다른 도덕적 기준올 지닌 

사람에 대하여 내부판단올 내릴 수 없다는 이론이) 다른 집단에 대하여 내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유룰 다른 이론에 비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 

각하고 있으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도 위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랍에 대하여 권유하는 것이 의미 

가 없다는데 대한 확고한 신념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좀더 일반적으로 말 

해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기준 

에 근거함으로써 평가하는 것이 불공평함올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Lyons， 121) 



254 논문 

답변할 것이다. 즉， 위의 경우는 상대적인 도덕판단이 피상적으로 충 

돌하는 경우이며 피상적으로 충돌하는 상대적인 판단이 상이한 도덕 

체계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라면 그들 모두률 옳다고 볼 수 있다고 

답활 것이다. 따라서 내부판단상대주의는 평가자집단상대주의와는 달 

리 모순올 수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올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규범상대주의에 대한 브랜트의 반론을 상기활 때， 위의 답 

변이 고육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단지 

피상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면， 

이는 브랜트의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위의 

경우 궁극적인 도덕원리에 대한 충돌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상대주의의 기본 골격을 유지활 수 없다는 반론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모순올 수반한다는 라이언스의 반론에 대한 할번 

의 답변은 결국 그로 하여금 상대주의자로서의 입장올 유지케 하는 

데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할먼의 답변이 보다 심각한 문제롤 야기할 수 있음은 윌리엄스의 

규범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이 시사하고 있다. 활번의 답변이 평가용어 

를 상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변， 이는 곧 실제적인 충돌이 있을 

경우 평가용어의 기본 사용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윌리엄스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가 용어란 

적어도 어떤 신념체계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흘 표현하는데 쓰여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신념체계에 대한 평가의 의미롤 상대화시 

킨다는 말은 곧 그들 신념체계의 내용을 평가할 기반을 잃는 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그들 믿음 체계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를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률 지닌다. 이렇듯 평가용어률 상대화시킴으로써 A가 어 

떤 신념체계롤 지니고 있거나 있지 않다는 것만올 말할 수 있올 뿐 

그 신염체계의 내용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할번의 내부판 

단상대주의 역시 규법상대주의에 대한 윌리엄스의 반론으로부터 벗 

어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할먼의 답변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규범상대주의에 대한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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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반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할먼의 

답변은 (즉， 실제로 충돌하는 상대적인 도덕판단 모두를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적인 도덕판단이 상이한 도덕체계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라면 따라서 그들이 피상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면， 그들 

모두 옳다고 말할 수 있다는 답변은) 그의 내부판단상대주의의 기본 

골격에 부합되지 않으며， 위의 답변올 고려하지 않는다면， 즉 내부판 

단상대주의이 대용 그 자체만올 놓고 본다면， 윌리엄스가 지적하고 

있는 규범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이 내부판단상대주의에 적용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사혜 1 *] 행위자 A, 화자 B, 그리고 청자 C가 동일한 집단의 성원 
이며 따라서 동일한 도덕적 요구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A, B, C와 
는 다른 집단에 속한) 행위자 X, 화자 Y, 그라고 청자 Z 역시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도덕적 요구률 공유하고 있다 B 
는 자신의 신념체계를 근거로 A가 D훌 한 것윤 옳다는 도덕적 판단 

을 내린 한편， Y 역시 자신의 신념체계롤 근거로 동알한 행위자 A와 

동일한 행위 D에 대하여 A가 D를 한 것은 옳지 못하다는 도덕적 판 
단을 내렸다. 

사례 1*에서의 두 판단은 사례 2에서와 같이 상이환 도덕적 기준 

에 대하여 내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사례 2에서와는 달리 내부판단상 

대주의는 위의 상충되는 두 판단 중 하나의 판단은 이상하다는 혹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결론올 내릴 수밖에 없다는데 었다. 즉 내부판단 

상대주의를 수용한다면 B의 판단과는 달리 Y의 판단은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B의 판단은 활먼이 말하는 내부판단의 논리 구조로 

보아 C에 대해서는 적절한 반면 Y의 판단은 C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A의 신념체계롤 공유하고 있지 않은 Y는 A가 D를 한 것은 옳 

지 못하다 혹은 A는 D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와 같은 내부판단은 내 

렬 수 없다. 이렇듯 위와 같은 경우에서는 할번의 답변과는 달리 상 

충되는 두 판단이 상이한 도덕적 기준에 대하여 내려졌음에도 불구 

하고 그들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어떤 의미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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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충돌야 없는 경우라고 불 수 있는가? 이렇듯 훨자의 견해로는 

모순을 수반한다는 반론에 대한 활먼의 답변온 그의 전반적인 입장 

에 위배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륨 통하여 할먼은 실제로 충룰하는 상대적인 판단 

모두를 옳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상적으로 충돌하는 상대적인 판단 

이 상이한 도덕체계에 대하여 내려진 껏이라면 그들 모두 옳다고 말 

할 수 있다고 답함으로써 내부판단상대주의를 행위자집단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으로부터는 구할 수 있으나， 또 다른 문제 

를 야기시킴을 (즉 그의 답변은 내부판단상대주의률 윌리엄스와 브랜 

트의 규범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에 노출시킨다는 것올 의미함올) 알았 

다. 그러나 논의된 바와 같이 그의 답변은 단지 사례2와 같은 경우에 

대한 답변이며 이는 사례 1*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 즉 필자는 

상이한 도덕적 기준에 대하여 내려진 상충되는 판단이 내부판단상대 

주의의 논리적 구조상 할번 자신의 답변과는 달리 사례 1*과 같은 경 

우에서는 모두 옳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상충되는 판단이 

내부판단상대주의의 기본 구조상 실제로 상충됨올 보여줌으로써， 할 

먼의 내부판단상대주의가 윌리엄스나 브랜트의 반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활먼 자신의 답변이 내부판단상대주의의 기본 구조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내부판단상대주의가 윌리엄스나 브랜트의 반론 

대상이 되지 않으나， 상충되는 그러나 동일하게 옳온 판단이 있을 수 

있음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올 인정해야 한다. 

이렇듯 활먼의 답변이 내부판단상대주의의 가본 구조와 부합되는 

지의 여부에 무관하게 문제률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의 답변을 인정할 경우 내부판단상대주의는 상대주의의 기본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반론이 가능하며， 그의 답변올 인정하지 않올 경우 

모순을 수반한다는 반론에 노출될 수밖얘 없다. 

이제 활먼의 전반적안 입장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윷 제기하는 것 

으로 활번에 대한 논의률 마치고자 한다. 활먼은 행위자의 집단에서 

옳은 것이 평가자의 집단에서는 그를 수 있다는 것울 인정한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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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집단올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활먼온 앞서 셜명된 바와 같 

이 집단율 어떤 스케줄， 계획， 혹은 일련의 원리뜰울 고수하려는 의 

도 둥의 특정한 마음가짐올 공유한 사람활의 모임이라고 정의한다 31 ) 

그러나 위의 정의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올 제가할 수 있다. 즉， 위 

의 정의를 따룰 때 많은 경우 각 개인이 어느 집단에 속해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용이치 않으며， 할먼 자신도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개인이 두 집단 이상의 성원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두 집 

단이 특정한 도되적 문제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율 수 있올 수 

있다. 즉? 특정한 행위자가 하나 이상의 도덕윷 수용할 수 있으며， 그 

러한 도덕들이 특정한 경우에 대하여 상충되눈 요구를 활 수 있다.32) 

예컨대 걸프전 당시 미국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은 미국 행정 

부의 일원이었던 동시에 교회의 일원이었다. 미 행정부의 대다수가 

걸프전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교 

회내의 중론이었다. 이 경우 내부판단상대주의에 따르면 당시 미 행 

정부의 일원이 아닌 사람이 부시는 이라크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 

지 말았어야 했다 혹은 부시가 이라크에 대하여 선전포고률 한 것은 

옳지 못하다와 같은 내부판단올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 

면 미 행정부의 일원은 아니나 미 교회의 일원인 사람들은 어떠한 

가? 그들이 부시는 이라크에 선전포고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둥의 

내부판단올 내리는 것도 적절치 않거나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할먼이 제시하고 있는 내부판단상대주의의 논리적 구조에 

의존해서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V. 평가상대주의와 그 운제점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윌리엄스는 규범상대주의에 태한 치명적인 

31) Harman 1975, 4쪽. 
32) Harman 1978b,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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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울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규법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이 모든 종류의 상대주의에 통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 

께， (규범상대주의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상대주의를 

단지 어먼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평가가 가능한지의 문제에 대한 입 

론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형태의 상대주의롤 (평가상대주의appraisal 

relativism라 칭하기로 하자) 주장한다. 

평가상대주의가 지니는 두드러진 특정은 타 신념체계에 대한 평가 

가 가능하지 않다는데 있다. 따라서 윌리엄스에 따르면 규범상대주의 

에 대한 (윌리엄스 자신의 반론인)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윌리엄스는 두 신념체계 Sl과 S2 사이에 실제적인 

충돌(real confrontation)이 있는 경우와 단지 피상적인 충돌(notional 

confrontation)이 있는 경우롤 구분하고， 평가에 대한 진정한 물음은 

전자에 한해서 제기된다는 입장올 취한다，33)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실제적인 충돌이 존재하는가? 윌리엄스에 따 

르면 주어진 시점에 Sl과 S2가 각기 실제적인 선택 real option이 되 

는 집단이 있다면， 그 시점에 Sl과 S2 사이에 실제적인 충돌이 존재 

한다)4) 그는 실제적인 선택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의 조건올 제 

시한다. 즉， S2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의 신념체계인 경우 혹 

은 (S2가 그 사회집단의 신념체계가 아니더라도) S2로 추이할 수 있 

는 경우 그 사회집단에게 S2가 실제적인 선택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S2로 추이할 수 있는가? 평가상대주의를 이해하는데 있어 결 

정적인 물음인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윌리엄스는 다음의 두 

기준올 제시한다. 즉， CD S2를 신념체계로 지닌 사회집단 내에 사는 
것이 가능한 경우 혹은 S2를 (자신의 실체를 유지한 채) 자기기만 없 

이 설명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념체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z) S2에 판심올 가질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S2와 자신의 

신념체계 사이에 이성적인 비교가 가능한 경우를 제시한다)5) 

33) Williams 1975, 껑5쪽. 

34) WilIiams 1975, 221-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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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CD이 실제적인 선택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면， 윌리엄스 

자신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제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온 

많은 신념체계는 실재적인 선택이 될 수 없올 것이다. 예컨대 그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이스 청동시대 족장의 생활율 혹은 중세 사무라 

이의 생활올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신념체계는 실제 

적인 선태이 될 수 없다，36) 

CD과 @가 충쪽되는 실제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신념체 

계 내용에 대한 평가를 내렬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지닌 신념체계가 과연 옳은가 풍의 평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물음이 제기된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상대주의자의 입장올 취한다면 (어떤 윤리적 판단이 우리에재 옳윤 

한편 그와 상충되는 윤리적 판단이 그들에게 옳다는 입장올 취한다 

면)， 이는 곧 평가용어를 상대화시킨다는 것옳 의미하며， 따라서 규범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올 감수해야 한다. 

피상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 역시 두 신념체계 SI파 82훌 알고 있 

고 또한 그들 사이의 차이률 알고 있는 사랍이 있옳 수 있다는 점에 

서 실제적인 충돌의 경우와 휴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 

상적인 충돌아 있는 경우 적어도 SI과 S2 중 하나는 실제적인 선택 

이 될 수 없다는 데서 그들 사이의 차이점올 발견할 수 있다. 윌리엄 

스에 따르면 SI올 신념체계로 소유한 P에게 SI 이 82와 피상적인 충 

돌이 있을 경우 평가의 대한 평가의 물융은 제기되지 않는다. 이렇 

듯， 타 사회집단의 신념체계에 대하여 진정한 평가률 내릴 수 없다. 

또한 관심올 가질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 자신이 속해있는 사 

회집단의 신념체계와의 이성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윤 경우 (즉 실 

제적인 충돌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신녕체계 내용에 대한 평가롤 

내릴 수 있는 기반이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신념체계에 대한 평가의 

물옴은 야기되지 않는다. 

35) Williams 1975, 222쭉. 
36) Williams 1975,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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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상대주의의 기본 구조를 이와 같이 이해할 때 의문이 남는다. 

평가상대주의률 어떤 의미에서 상대주의로 볼 수 있는가? 피상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신념체계에 대하여 비판할 수 없으며， 따 

라서 두 신념체계 중 어는 체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듯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평가상대주의 역시 상이한 신 

념체계 사이의 갈둥이 해소될 수 없다고 본다는 데서 찾율 수 있다. 

평가상대주의의 가본 구조룰 이와 같이 이해할 때 규법상대주의와 

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규법상대주의의 경우 평가용어의 의미를 

각 사회집단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상대화시킴으로써 만 평가용어 

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절대주의 이념올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즉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반론율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상대주의의 경우 (단지 어떤 경우에 평가의 물음이 야 

기되는지에 대한 입론으로서) 평가용어의 의미롤 각 사회집단이 필요 

로 하는 것에 따라 상대화시키지 않으며， 비판 가능하지 않은 두 신 

념체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가령 중세 사무라이들의 신념체계는 지금 

의 내가 평가률 내휠 수 있는 성질의 것아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중세 사무라이의 신념체계가 지금 내가 수용하고 있는 신념체계에 

비하여 열둥하다는 둥의 평가롤 내릴 수 없다. 즉， 나는 위와 같은 

평가를 내릴만한 이성적인 근거를 지니지 못했으며， 따라서 위와 같 

은 평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듯 평가상대주의는 (밍 타 신념체계에 대하여 비판할 수 없으 

며，@ 타 신념체계도 우리의 것과 마찬가지로 옳다고 말할 수 없으 

며，@ 어떤 신념체계 S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S가 유지되었던 시대 

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 둥에 닿려있다는 세 입장올 취함으로 

써 상대주의의 기본 골격올 유지한 채 규범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자 

기모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는 해소될 수 없는 갈둥이 폰채한다는 의미율 지닌다. 이렇듯 위 

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평가상대주의는 상대주의의 기본 골격올 유지 

할 수 있으며，@입장올 취함으로써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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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상대주의의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룰 수 

용하고 있다는 것이 평가상대주의가 상대주의의 면모흘 완전히 갖추 

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규범상대주의의 경우는 각 사회집단의 요구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상대적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상대주의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 

는 반면， 평가상대주의의 경우는 @를 취함으로써 (즉， 그러한 여건들 

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입장올 취함으로써) 상대주의의 기본 면모를 

갖추게 되는 동시에37)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타 신념체 

계가 우리의 그것에 비하여 열둥하다거나 결함이 있다는 둥의 평가 

를 내휠만한 이성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상대주의의 결정적인 입장인 @가 도출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상대주의는 다른 신념체계에 대하여 

비판할 수 없다는 입장올 취함으로써 상대주의의 기본 골격을 유지 

할 수 있는 한편， 타 집단의 신념체계가 우리의 그것과 동일하게 옳 

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규법상대주에 대한 치명적인 

반론인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8) 

더욱이 평가상대주의는 메타윤리적 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 

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브랜트가 말하는 궁극적 

3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신념체계는 우리의 신념체계와 단지 피상적으 
로 충돌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봄으로써， 규범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38) 즉 윌리엄스는 그의 1975 논문에서 평가상대주의의 경우 규범상대주의와는 
달리 타 신념체계를 우리의 신년체계와 동일하게 옳다고 보지 않음으로써 

자기모순에 빼지지 않는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퍼트남(HiI!ary Putnam) 
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가 1985 저서에서는 위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이다. 즉 윌리엄스는 피상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 어떤 신념체계 

가 옳은지의 물음은 야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의 저서에서는 상 

대적으로 멀리 있는 다른 사회집단의 성원들이 올리적 지식율 소유하고 있 
으며 그들의 신념이 (그들이 주의 깊게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전개했을 경우) 

옳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명빽히 모순이대Putnam 1992, 104) 그러나 이 
를 윌리엄스의 단순한 실수로 인정하고 그의 본래의 입장인 1975 논문에서 
의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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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덕적 갈둥이란 실제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평 

가용어룰 남용하지 않은 채 우리의 도덕판단이 우리에게 옳다는 입 

장을 취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단지 피상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는 

상대주의자의 입장융 취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 상 

대주의자의 입장올 취할 수 없다. 이렇듯 평가상대주의는 메타윤리적 

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윌리엄스가 제시하고 있는 실제적인 선택의 조건이 설득력 

올 지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실제적 

인 선택이 되기 위한 다음의 두 조건인 잉과 @홈 생각해 보자. 먼저 

@에 대하여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메일랜드 

(Jack Meiland)가 제시하는 예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경제적인 그리고 

물질적안 면에서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있는 실업 

가가 있다. 따라서 그의 마음속엔 다양한 발명가나 탐구자， 기업가들 

이 영웅으로 자리잡고 었다. 그는 일본 사무라이의 생활과 이상을 찬 

미와 동정의 눈초리로 묘사하고 있는 크래벌(James Clavell)의 소설 

『쇼건Shogun.n을 얽고， 단지 충성， 의무， 명예만올 중시한 나머지 일 

본의 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한 사무라이에 대하여 비 

판올 가했다. 그는 사무라이들이 지배한 중세사회는 물질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봉쇄한 사회라는 점에서 사무라이는 중세 일본사회의 

기생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39) 

이 경우 메일랜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타 집단의 신념체계는 

(중세 사무라이의 신념체계는) 평가자에게(실업가에게) 실제적인 선택 

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올 가질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이성적인 비교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기업 

가의 예는 윌리엄스의 두 조건 중 CD은 충족시켜주나 @는 충족시키 

지 못하는 예로서， 위의 두 기준이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실제적인 충돌과 피상적인 충돌의 구분율 생각활 때 또 하나의 의 

39) Meiland, 260-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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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제기할 수 있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타 신념체계플 소유한 집단 

의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내 

릴 수 있는 이성적인 근거가 결핍되었으며， 따라서 진정한 평가를 내 

릴 수 없다. 우리는 중세 사무라이 집단의 생활과 우리가 속해있는 

집단의 생활올 동시에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중세 사무라 

이 집단의 신념체계와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선념체계를 직접적 

으로 비교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자신의 신념체계 이외의 어떤 신념체계도 

실제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보는 데는， 즉 타 선념체계를 파악하 

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타 신념체계와 자신의 신념체계를 이성 

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 다시 

말해서 위의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타 집단의 신념체계에 대한 비 

교와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우리 그리고 

타 신념체계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욕구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피상적인 충돌에 대한 윌리엄스의 견해가 옳다고 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트의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올 것이다. 실제적 

인 충돌이 있는 경우 평가하고자 하는 신념체계의 내용에 대한 진정 

한 파악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진정한 명가가 가능하다. 타 신념체 

계의 내용에 대한 파악 없이는 그를 평가활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윌리엄스의 주장을 생각할 때，40) 어떤 경우 타 신념체계에 

대한 내용 파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올 가질 수 있다. 

타 신념체계를 소유한 사람들과 동일한 내용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다면， 타 신념체계의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충돌이 있는 경우는 동일한 내용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있다. 통일한 내용올 마음에 담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진정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면， 피상적인 충돌아 있는 경우는 다른 

내용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피상적인 충률이 

40} Williams 1975,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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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가 위와 같이 파악된다면， 브핸트의 입장에서 피상적인 충 

돌아 있는 경우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 브랜트의 견해룰 수용한다 

면 위와 같은 경우훌 도덕원리에 대한 궁극적인 갈둥이 존재하는 경 

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갈둥은 과학적인 방법올 통하여 해결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듯 브랜트의 입장에서 윌리엄스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즉， 궁극적인 도덕원리에 

대한 갈둥이 존재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윌리엄스의 주 

장과는 달리) 피상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에 의존해서 상대주의의 기 

본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내부판단상대주의와이 비교률 통하여 평가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율 발견할 수 있다. 윌리엄스에 따르연 실제적인 충 

돌이 있는 경우는 타 신념체계의 내용에 대한 파악이 가농한 경우이 

며 따라서 평가에 대한 진정한 물음이 야기된다. 한편 타 신념체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지 않은 피상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 평가에 대한 

진정한 물음은 제기되지 않는다. 이는 곧 어떤 행위자 집단의 신념체 

계의 내용올 파악한다면 그 행위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반면， 그것 

올 파악할 수 없다면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률 지닌다. 따라서 

평가상대주의의 구조상 적절한 평가 방법은 (평가자 자신의 신념체계 

가 아닌) 행위자의 신념체계에 의폰하는 방법일 것이며 이는 곧 평가 

상대주의가 행위자집단상대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가상대주의에 따르면 실제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 상대주 

의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입장올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먼의 내 

부판단상대주의와 마찬가지로) 라이언스의 평가자집단상대주의가 안 

고 있는 문제점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평가상대주 

의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두 판단 모두 옳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의 반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더욱이 평가상대주의는 내부판단상대주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위 

자집단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올 해결한다.41) 앞서 설명된 바와 

41) 행위자집단상대주의는 행위자가 상충되는 가치를 지년 두 집단에 동시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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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윌리엄스에 따르면 S2률 신념체계로 지닌 사회집단 내에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혹은 S2률 (자신의 실체률 유지한 채) 자기 

기만 없이 설명 가농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념체계로 받아들일 수 없 

는 경우 S2는 피상적인 선택에 불과하다，42) 

그러나 문제는 상대주의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경우인 피상적인 충 

돌이 있는 경우 자기기만 없이 타 신념체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결국 한 행위자가 상충되는 가치률 지닌 두 집단의 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윌리엄스 역시 할먼과 마찬가지 

로 한 개인올 한 집단의 성원으로 국한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올 꾀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평가상대 

주의가 사회집단상대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상대주의의 성격올 

띠고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내부판단상대주의와 

같이 개인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에 노출훨 수밖에 없다는 것올 의미 

한다. 

V1. 맺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메타윤리적 상대주의， 내부판단상대주의 

그리고 평가상대주의가 규범상대주의에 비하여 나륨대로의 강정올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점들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았다. 즉， 메타윤리적 상 

대주의의 경우 ‘동일하게 옳다’는 것이 ‘동일하게 참이다’는 의미를 

지닌다면 행위자집단상대주의에 대한 라이언스의 반론얘 노출될 수 

활 수 있음올 인정함으로써 모순된 평가훌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과， 할먼의 

경우 한 개인이 상이한 도덕적 견해훌 지닌 따라서 때로는 상총되는 견해률 

보이는 두 집단 이상에 속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그 개인은 그 자신이 어 

떤 집단에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율 꾀하고 있 
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42) Williams 1975,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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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으며， ‘동일하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면 행위자 

집단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율 감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원리 

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상충되는 

견해를 보일 경우 근본적안 갈퉁이 존재하는 경우로 볼 수 었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일반원리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갈둥올 해소시키기에 충분하다’는데 대하여 의문을 제가 

함으로써 평가상대주의의 기본 골격에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 있다. 

한편， 내부판단상대주의의 경우 ‘피상적으로 충돌하는 상대적인 판 

단’과 ‘실제로 충돌하는 상대적인 판단’올 구분함으로써 행위자집단상 

대주의에 대한 라이언스의 반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나， 그것운 

곧 규범상대주의에 대한 윌리엄스와 브래트의 반론에 노출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위의 구분이 내부판단상대주의의 기본 골격에 부 

합되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율 제기할 수 었다. 평가상대주의의 경우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인 선택이 되기 위한 

윌리엄스의 기준에 의존할 경우 피상적인 충돌아 있는 경우의 갈동 

을 궁극적인 갈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규범상대주의에 대한 브 

랜트의 반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결국 개인상대주의와 

구조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의문을 제기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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