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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세기의 철학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인 존 롤즈는 현대

의 대표적인 정의론자로 알려져 있으나, 차등의 원칙으로 대표되는 

그의 정의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되며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차등의 원칙은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도출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회계약론에 기반을 둔 논증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논증의 근거가 적절

한지가 언제나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두 문제는 논리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각각 차등의 원칙에 대한 추론 과정의 타당성과 건

전성에 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이 두 문제에 대한 롤즈의 응답을 찾는 데에 있

다. 우선 차등의 원칙에 대한 롤즈의 추론 과정이 상당 부분 ‘운의 

중립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이면서 첫 번째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한다. 두 번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운

의 중립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입장을 다루겠다. 물론 차등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롤즈가 운의 중립화만을 논거로 사용하지는 않으

며, 또 운의 중립화에 대한 공격이 단순히 정치철학적으로만 제기되

지도 않기에 이와 같은 접근이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롤

즈가 다루는 정의가 정치철학의 영역에 있다는 점, 그리고 정의론에

서 나타난 논의가 운에 대한 다양한 정치철학적 논의를 파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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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운의 중립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공격이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볼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 두 목표를 위해서 우선 차등의 원칙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롤즈

가 증명한다고 여기는지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운의 중립화가 칸트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겠다. 다음으로 운의 중립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공격은 주로 롤즈의 최대 논적이라 할 수 있는 노직의 공격

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공격은 올바른 정의론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임의적 분배’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며, 이에 대응하

는 롤즈의 입장은 정의론의 원칙이 어느 정도 이상의 추상성을 통해서

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칸트적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것이다.

2. 롤즈의 차등의 원칙의 도출 과정에서 사용되는 운의 

중립화와 칸트적 근거

이 절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표는 롤즈의 정의론 에

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차등의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운의 중립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상세히 밝히는 것

이며, 두 번째 목표는 롤즈의 추가적인 논의를 검토함으로서 이 논의

가 칸트적인 의미의 통제 가능성 원리와 긴밀한 연결을 갖는다는 것

을 밝히는 것이다. 이 두 목표를 위해서 우선 차등의 원칙의 추론 과

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 차등의 원칙을 정당화하려는 롤즈의 

추가적 논의를 검토하여 롤즈가 사용하는 운의 중립화가 칸트식의 예

지계의 도덕적 인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2.1. 차등의 원칙과 운의 중립화

2.1.1. 차등의 원칙의 중요성

일단 차등의 원칙의 도출 과정에 운의 중립화가 어떻게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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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논의의 중심에 놓이는 차등의 원칙이 어째서 

중요한지를 잠시 살펴보자. 정의론 전체 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곧 정의의 원칙인데, 정의론 에서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정의

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 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

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 2원칙(차등의 원칙)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

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제 1우선성 규칙(자유의 우선성)
정의의 원칙들은 축차적 서열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해야만 하고,
(b) 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제 2우선성 규칙(효율성과 복지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
정의의 제2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총량

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하며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

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즉
(a) 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하고

(b)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

을 경감시켜야만 한다.(Rawls 1971: 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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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의 핵심 대상이 정의의 제 2원칙, 즉 차등의 원칙이 되

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로 인해서 두 우

선성 규칙을 제외하게 되고, 이 이유는 정의론 전체의 논지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다. 정의론 의 논지의 흐름상 제 1원칙과 제 2원칙

에 대한 논의는 책 1부의 원리론 에서 마무리되고, 제 2부의 논의

를 통해서 두 우선성 규칙이 정식화된다. 그런데 정의론 에서 롤즈

의 핵심적 직관이 나타나는 부분은 주로 원리론 에 집중되어 있다. 
즉 두 우선성 규칙은 정의론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세부 항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정의의 제 1원칙이나 정의의 제 2
원칙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차등의 원칙은 그 내용상 롤즈의 정의론이 가지는 독특한 특

징을 표현하는 정의관이라는 점이 차등의 원칙을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제 1원칙은 각자에게 최대한도의 평등한 자

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주장이다. 그런데 제 2원칙이 나타내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

는 주장은 사회적으로 보다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배려까

지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라는 

유명한 표현에서 나타나는 정의에 대한 전통적 관점과 상당히 떨어

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반적인 논의에서 롤즈의 관점을 단순히 

차등의 원칙이라고만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이 원칙은 롤즈의 정의

관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원칙으로 다루어진다.
이처럼 롤즈의 입장의 핵심인 차등의 원칙은 정의론 에서 크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당화된다. 첫 번째 과정은 최초의 차등의 

원칙을 어떻게 진술해야만 할지를 정하는 과정이며, 두 번째 과정은 

롤즈의 독특한 계약론적 관점인 ‘원초적 입장’에서의 선택을 통한 증

명 과정이다.1) 운의 중립화에 대한 롤즈의 직관은 첫 번째 과정에서

1) 롤즈는 ‘증명’이라는 용어를 원초적 입장을 통한 계약론적 추론 과정에 한

해서 것으로 사용한다. 킴리카는 차등의 원칙에 대한 최초의 기술과 원초

적 입장을 통한 추론 과정을 각기 다른 증명이라고 여기면서 각각 직관적

기회평등의 주장, 사회계약론 주장이라고 부른다.(Kymlicka 2002: 57-67) 여
기에서는 정의론 에서의 롤즈의 표현을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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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적으로, 두 번째 과정에서는 보다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이제 

각각의 과정에서 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자.

2.1.2. 차등의 원칙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의 중립화

잘 알려져 있듯이,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 놓인 당사자들이 차등

의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는 계약론적 논변을 매우 중요하게 사용한

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에서 차등의 원칙이 선택될 만한 입장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들이 선택의 후보로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차등의 원칙이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롤

즈는 계약론적 논변 이전에 최초의 차등의 원칙에 대한 진술을 시도

한다. 이 진술은 ‘운의 경감’과 운을 ‘공유 자산(common asset)으로 

다루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과정은 운의 중립화에 의해서 

진행된다.(Rawls 1971: 73-101)

2.1.2.1. 운의 경감

롤즈가 운의 중립화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운이 경감되어야

만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이 직관이 나타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11절과 12절에서 나타나는 롤즈의 추론을 따

라가 보겠다.
우선 11절에서는 정의의 두 원칙의 기초적인 형태와, 그 원칙들의 

배경이 되는 정의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나타난다. 최초로 나타나는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

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

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

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

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

야 한다.(Rawls 1971: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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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기에, 정의라는 중요한 문제가 이와 같은 추상적인 원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절의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명이다. 롤즈가 보기에 정의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사회 구조의 평등을 설명하

는 부분과 정당한 차등을 설명하는 부분을 각각 1원칙과 2원칙을 통

해서 규제하는 것이다.(Rawls 1971: 7) 롤즈의 표현을 빌자면 이 두 

부분은 각각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측면과 사회

적ㆍ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이다.2)

평등한 권리를 불평등한 부의 분배보다 우선시하는 이 두 원칙은 

분배 상황에 대한 두 가지 해명에 의해서 지지된다. 첫 번째 해명은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적절한 불평등이 있는 사회가 

나을 수 있다는 직관을 반영한다. 완전한 평등이 일어난 어떤 사회, 
즉 사회적 기본 가치(primary goods)들이 모두에게 같은 정도로 분배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다른 사회는 어느 

정도 불평등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앞의 사회보다 어느 정

도 나아진 그런 사회이다. 이 중에서 합당한 정의관은 두 번째 사회

의 경우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직관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가능

한 불평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명은 그러한 불평등의 한계를 지정해주는 해명이다. 우

리가 가지는 기본적 자유들은 경제적ㆍ사회적 이득보다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가치들 간의 교

환을 직관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는 한계선을 표현하고, 이는 정의의 두 원칙 중 첫 번째 원칙

이 있다는 점과, 그것이 두 번째 원칙에 우선하는, 축차적 서열을 가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롤즈는 두 번째 원칙의 애매한 의미를 지적한다. 롤즈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표현된 정의의 두 번째 원칙에 나타나는 ‘(a)모든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표현과 ‘(b)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이라는 두 

표현은 각각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정의의 

2) 이하의 논의는 정의론 11절 논의의 재구성이다. (Rawls 1971: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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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원칙은 총 네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
이라는 표현은 효율성의 원칙 또는 차등의 원칙(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의미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이라는 표현은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이나 ‘공정한 기회 균등

으로서의 평등’ 양쪽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는 이러한 애매한 두 표현의 의미를 고정시키기 위해 운을 경

감해야 한다는 직관에 의존한다.3) 롤즈는 먼저 ‘모든 사람들의 이익’
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효율성’과는 반대되는 ‘차등의 원칙’가 되어

야 한다고 해명한다. 롤즈에 따르면 한 사회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재

화의 분배가 파레토의 최적상태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Rawls 
1971: 67) 파레토의 최적상태란 경제학적으로 투입된 자원을 통해서 

최대한의 생산물을 산출해내는 모든 경우를 일컫는다. 이 모든 경우

는 효율성이 극대화된 경우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분배의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점들 중 하나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파레토의 최적상태를 모두 동등한 정도로 정의롭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면 재능과 같은 임의적 요소들에 사회적 재화

의 분배가 대부분 결정되는 사회도 그 사회가 효율적인 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이는 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직관과 상충한다. 그래

서 운을 경감하려는 의도와 결합하여 ‘모든 사람의 이익’이라는 말은 

효율성과 멀어지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이라는 두 번째 표현의 의미를 고정시키

려 하는 롤즈의 논의에서도 운을 경감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가 드러

난다. 롤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이라는 표현을 재능이 있다면 

출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

다는 점을 지적한다. 재능은 어느 정도 운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이라는 말

은 재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회 균등을 의미하는 ‘공정한 기회 균등’
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정

식화를 정당화하는 근거 역시 운을 경감시키려는 직관이다.

3) 이하의 논의는 정의론 12절 논의의 재구성이다. (Rawls 1971: 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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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사회적 공유 자산(common asset)으로서의 운

그런데 롤즈는 어느 정도는 운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

지만,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운을 사회의 공유 자산으

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운에 대한 롤즈의 두 번째 직관

이며, 이 직관은 다른 한편으로 차등의 원칙에 대한 다른 방향에서의 

해명으로 나타난다. 
운을 공유 자산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앞에서 나타난 운의 

중립화와는 방향이 약간 다르다. 이 주장은 정의론 17절에서 나타나

며, 이 절의 논의는 두 원칙이 ‘평등주의적(egalitarian)정의관’을 표현

하고 있다는 것이다.(Rawls 1971: 100) 여기에서 롤즈는 순전히 우연

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재능이나 여건’과 같은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

다.(Rawls 1971: 102) 그에 따르면, 이런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들을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재능이나 

여건과 같은 것들은 ‘자연적 사실(natural facts)’이며, 그 자체는 전혀 

정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Rawls 1971: 102) 다만 우리는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분배

적 정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는 두 계층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를 통해서 차등의 원칙이 운

을 공유 자산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설명한다. 이때에 한 

계층은 이미 천부적 재능이나 여건에서 보다 나은 계층이며, 다른 계

층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된다.4) 롤즈의 진술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 

보다 나은 계층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의 목적

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느냐는 것이다. 더 나은 계층은 이미 

어느 정도의 보답(compensate)을 받은 것인데, 이들에게 유리하게 사

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정의의 원칙에 속하는 차등의 원칙은 이러한 판단을 

4) 이 논의는 정의론 1판에서의 논의와 이후 판본에서의 논의가 약간 다르

다. 1판의 진술에서는 두 계층을 대표하는 A와 B가 등장하며, 정당성, 혹
은 합당성 개념에의 호소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보다 이

후의 논의인 3판에서의 논의를 따른다. (Rawls 1971: 103-105), (Rawls 1999: 
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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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대한 진술 과

정은 운을 중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게 된다.

2.1.3. 차등의 원칙의 증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의 중립화

롤즈에 따르면 잠정적인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증명은 계약론적 

추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의 증명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우선 해명할 점은 여기에서 롤즈가 ‘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계약론적 관점을 통한 추론은 강하게 생각

되지 않기에, 이러한 주장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 않은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Kymlicka 2002: 60) 그러므로 본격적인 논

의에 앞서 롤즈가 어째서 여기에서 ‘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를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롤즈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론에서의 논증에서 선택되는 

정의의 원칙이 앞에서 진술된 정의의 두 원칙과 합치된다는 사실이 

특수한 정당화를 준다는 데에 있다. 계약적 논변이 차등의 원칙을 지

지한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타산적 사려 판단(prudential 
judgement)’에 따른 판단과 앞에서 나온 합당한 직관에 따른 판단 양 

쪽 모두가 차등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Rawls 1971: 
44) 이는 정의의 두 원칙이 롤즈가 말하는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상태, 즉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하더라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계약론적 

논변은 앞선 두 진술에 추가적인 근거를 주게 된다.(Rawls 1971: 20)
계약론적 추론이 단순히 진술이 아니라 증명이라고 불릴 만한 두 

번째 근거는 그 추론이 가정하는 계약적 상황을 가정하게 하는 근거

가 근대의 계약론자들이 가졌던 합당한 추론 절차의 연장선상에 있

다는 점에 있다. 이 점은 롤즈와 칸트와의 연결점을 나타내는 부분이

기도 하며, 운의 중립화라는 직관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 논의는 도

덕적 책임의 근간으로 언급되는 ‘통제 원리(Control Principle)’와 밀

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부분으로 미루고, 이 절

에서는 계약론적 논변에서 나타나는 운의 중립화를 우선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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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차등의 원칙에 대한 계약론적 논변에서 나타나는 운의 중립화

차등의 원칙에 대한 계약론적 논변은 원초적 입장을 토대로 이루

어진다. 계약론적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개인들

이 앞서 진술된 정의의 두 원칙과 다른 정의론들 중 어느 것을 선택

할 것인가를 판단해 보는 상황을 가정한 뒤 여기에서 차등의 원칙이 

선택된다는 논변이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사

회계약에 따라서 어떤 정의론이 선택될지 결정된다. 롤즈는 자신의 

원초적 입장이 ‘기존의 계약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다 추상

화해서 얻어진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Rawls 1971: 11) 그런

데 롤즈에게서 원초적 입장을 정할 때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기준은 

다시금 ‘운의 중립화’이다. 또한 계약론적 논변에서 공리주의를 거부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운의 중립화가 개입된다. 
우선 원초적 입장에 운의 중립화가 개입된다는 것은 원초적 입장

이 경험으로부터 추상되어 구성된다는 점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 추상은 크게 원초적 입장이 전적으로 가상적이라는 특징과, 개별

적인 모든 사실에서부터 멀어진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특징에서 

드러난다. 롤즈에 따르면, 우선 원초적 입장은 역사적 또는 사회적인 

자연 상태와는 다른, 전적으로 가상적인 상황이다. 이는 롤즈가 원초

적 입장에 대해서 제시하는 최초의 설명에서부터 강조되는 이야기이

다. 롤즈는 이를 다음의 구절에서 잘 드러낸다.

이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에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

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Rawls 
1971: 12)

원초적 입장은 이처럼 전적으로 가정되는 입장이며, 이는 운을 만

들어내는 개별적인 경험적 사실들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을 구성하고

자 하는 롤즈의 직관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

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운의 개입이 일어난다. 롤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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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자신의 원초적 입장이 구체적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함으

로서, 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또한 원초적 입장이 전적으로 가상적이라는 사실은 롤즈의 입장을 

계약론에 대한 통상적 비판에서 자유롭게 만든다. 가상적 계약은 어

떠한 강제력도 갖지 못한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계약론에 대한 통

상적인 비판은 이미 근대의 철학자인 흄 제기하기 시작하여 현대에

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비판이다.5) 그러나 롤즈의 계약론은 단지 

평등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보다 명확하게 시험할 가상적 장을 마련

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은 우리의 직관

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입되는 하나의 장치로 해석되어

야 하며, 이를 통해서 롤즈의 계약론은 계약론에 대한 통상적 비판으

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이 가상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운에서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운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가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운에서부터 자유로운 사회란 모든 사건들

이 통제 하에 놓여 있는 사회라고 보아야 할 텐데, 이런 사회는 신

에 의해서나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롤즈는 원초적 입장을 보다 확실히 운으로부터 중립화시

키기 위해서 모든 개별적인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를 가정한

다. 그래서 롤즈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쓰고 있다고 가정한다.(Rawls 1971: 136-142) 이는 정

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아무도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서 유리해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

장’해 주는 장치로서(Rawls 1971: 71) 모든 개별적인 경우에 뒤따르

는 지식으로부터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을 격리시킨다. 이 장치에 

따라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오직 사회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에 대해서만 알도록 가정된다. 무지의 베일이 어떤 정보를 가리

5) 이러한 비판은 주로 가상적인 약속은 아무런 효력을 실제로 얻을 수 없다

는 데에 기반을 둔다. (Hume 1739/1978: 451, Dworkin 197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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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대한 롤즈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각자는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

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 기타 등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 또한 누구든지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가치관), 자
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또는 자기 심리적인 특징까지도 모르

고 있다……또한 당사자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특수 사정, 다시 

말해 그 사회의 경제적ㆍ정치적 상황이나 문명이나 문화의 수준

까지도 모르고 있다……당사자들이 아는 유일한 특수 사정은 그

들의 사회가 그 내용이야 어떠하든 정의의 여건 하에 있다는 것이

다.(Rawls 1971: 137)

지금까지 원초적 입장에 대한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의 중립

화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이 입장을 이용한 계약론적 논변 과정에

서 운의 중립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자. 앞에서 말했듯, 계

약론적 논변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어떤 원칙에 찬성하게 될 

지에 대한 논의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다양한 입장과 자신의 

정의의 원칙 중 어떤 입장이 선택되지를 다양하게 고찰하는데, 이중 

중요한 과정은 정의의 원칙과 평균 효용(average utility)을 주된 원칙

으로 삼는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과정이다.6) 그리고 운의 중립화는 

이 중요한 비교과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사용된다.
계약론적 논변에 따라서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이 평균 효용을 거

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는 무지의 베일에 의해서 공

리주의가 필요로 하는 확률적 추론이 어려워진다는 것과, 평균 효용 

공리주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제해야 할 인간관이 부적절하지 않느

냐는 비판이다. 
운의 중립화는 첫 번째 이유에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평균 

6) 평균 효용 공리주의란 효용의 총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전적 공리주의

가 아니라 공리주의가 1인당 평균 효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공리주의이

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면서 평균 효용이 내려가는 경우를 거부하며, 롤

즈는 이러한 공리주의가 현대적 공리주의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한다. 

(Rawls 1971: 16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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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들이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

된 어떤 경우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만족을 얻게 될지를 생

각해 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무지의 베일은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한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

은 대략적 확률에 의해서만 어떤 종류의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우연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추론을 진행해야 한다.7) 그러나 롤즈에 

따르면 운의 중립화에 의하여 정의의 원칙에서는 우연성이 개입되어

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연에 기반을 둔 추론을 강제하는 평균 효용 

공리주의는 원초적 입장에서 거부되는 것이다.
평균 효용 공리주의를 거부하는 롤즈의 두 번째 이유는 평균 효용 

공리주의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관을 

요구한다는 것에 있다. 만일 우리가 라플라스의 규칙을 이용하여 평

균 효용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인정하려면, 이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동일한 심층적 효용 함수’를 가지는 개인들

로 바라고 있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Rawls 1971: 174) 그러나 이

러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개체적인 특징이 없는 인간인데, 이는 원

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다.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비록 무지의 베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개별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자신이 보통 사람

들이 그러하듯, 어떤 가치관을 가지기는 할 것이라는 정도의 일반적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균 효용 공리주의를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에서도 운의 

중립화는 간접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 나타난 추론에서 

평균 효용 공리주의를 거부하기 위해서 쓰이는 근거는 주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합당하게 내릴 판단이다. 그런데 원초적 입장을 구

성하는 데에 이미 운의 중립화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간

7) 이 논의는 주로 ｢정의론｣ 28절의 논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Rawls 1971: 

167-175) 고전적 공리주의 혹은 다른 논의들 간의 비교는 ｢정의론｣30절

에 나온다.(Rawls 1971: 183-192) 지금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은 자신의 

정의론에 대한 롤즈의 증명에서 원초적 입장이 미치는 큰 영향을 설명하

는 것이므로 이 논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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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운의 중립화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이 두 이유에 

의해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평균 효용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롤즈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승인하게 된다.8)

이처럼 차등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운

의 중립화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운의 중립화에 해당하는 

직관을 받아들이지 못할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차등의 원칙에 대한 

롤즈의 추론은 큰 난점을 갖게 된다. 그런데 도덕적 책임에 대한 현

대의 몇몇 논의는 운의 중립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칸트적인 

‘통제 원리’를 거부한다. 다음 절에서는 통제 원리와 반대되는 도덕

운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논의를 살펴볼 것인데, 이에 앞서 운

의 중립화와 통제 원리간의 연관점과, 이 통제 원리가 도덕에 기반에 

대한 칸트적 관점에서부터 나온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2.2. 운의 중립화와 칸트적 통제 원리

2.2.1. 운의 중립화와 통제 원리

앞에서 살펴보았듯, 롤즈는 운의 중립화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

는데, 이 두 의미를 하나로 묶어 주는 핵심 개념은 도덕의 근거로 

제시되는 ‘통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운의 중립화는 한편으로

는 분배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거부하는 소극적 의미로 

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운을 사회적 공유 자산으로 바라보아야 한

다는 대처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쓰인다.
특히 적극적인 의미의 운의 중립화는 롤즈가 생각하는 정의와 윤

리 간의 연결점을 보여준다. 롤즈가 보기에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운

은 인간이 있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의 대상이 아니

라 단지 자연적 사실이므로 이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의의 

8) 롤즈는 다른 부분에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차등의 원칙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를 몇 가지 더 제시하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논의만 소

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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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연에 최대한 적절하게 대처하는 문제로 한정된다. 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규범성을 말할 수 있다는 태도

인데, 이 때 롤즈는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 행위자가 ‘달리 할 수

도 있어야 한다.(Could have done otherwise)’는 말로 보통 논의되는 

도덕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정의의 문제 안에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통제 가능성을 원리의 형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통제 원리’가 될 것이다:

통제 원리(Control Principle): 우리는 오직 우리가 우리의 통제 

하에 달려 있는 것들로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도덕적으로 평

가 가능하다.(W e are morally assessable only to the extent that 
what we are assessed for depends on factors under our control.)9)

차등의 원칙을 정당화하는데 쓰이는 운의 중립화의 두 가지 사용

이 통제 원리에 의해서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의 

중립화와 통제 원리 사이의 높은 연관을 볼 수 있다. 우선, 운이 사

회의 기본 가치들의 분배를 전적으로 결정하게 되거나, 혹은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회는 이 원리에 어긋난다.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천적 재능이나 여건들은 우리의 통제 하에 달려 있는 것들이 아니

므로, 그 영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재능이나 여건을 가진다는 그 자연적 

사실 자체는 우리의 통제 하에 있지 않지만, 그 여건들을 분배할 사

9) ‘통제 원리’라는 표현은 스탠포드 철학사전과 워커의 논문 등 여러 논의에

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통제 조건(Control condition)이 

있다. 도덕운의 문제를 최초로 제시한 네이글 역시 통제를 벗어난(beyond 

one’s control)경우에서 운의 문제를 찾으며, 자발성과 통제 가능성을 연

결시킨 아담스 역시 비슷한 직관을 공유한다.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표

현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통제 가능성과 책임 간의 연결, 그리고 그에 상

충하는, 도덕적 운과 관련된 경우를 든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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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구성하는 원리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통제 하에 달려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제 하에 있는 원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지를 생각해 보면, 차등의 원칙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롤즈의 정의관과 도덕적 책임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도덕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직관은 운이 어째서 중립화되

어야 할지를 해명하며, 동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대략적으로 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롤즈의 설명에 따르면 이 통제 원리는 윤리에 대한 칸트적 

인격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2.2.2. 원초적 입장의 해명에서 나타나는 운의 중립화와 칸트와의 

연관성

여기에서는 잠시 정의론 밖으로 눈을 돌려서, 그 이후에 작성된 

롤즈의 논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롤즈가 받아들이는 통제 원리와 

칸트적인 도덕적 인격간의 연관성은 원초적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인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롤즈가 원초적 입장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스스

로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쓴 논문이다. 정의론 의 발표 이후에 롤즈

의 계약론적 논변에 대해 제기된 공격은 크게 그 합리성에 대한 비

판과 합당성에 대한 비판 두 가지가 있었다.10) 원초적 입장의 합리

성에 대한 비판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개인들의 추론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고, 합당성에 대한 비판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근거가 

도덕적 직관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운의 중립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원초적 입장은 그 당

사자가 차등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기에, 이것

이 비합리적인 추론일 수는 없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대한 롤즈의 

해명은 그 전제의 합당성에 그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데, 그의 해명

10) 이 구분법은 황경식에게서 따왔다.(황경식 1986: 253-254) 킴리카 역시 유

사한 기준을 통해서 다른 용어로 롤즈에 대한 비판을 정리한다. (Kymlicka 
2002: 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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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가 보면 통제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원초적 입장과 칸트

적으로 요청되는 자율적 도덕성과의 긴밀한 연관을 볼 수 있다.
롤즈가 그의 논문에서 계약론적 논변을 해명하기 위해서 밝히는 

두 요소는 각각 기본 가치에서의 도덕적 인격 개념과 그에 따른 자

율성에 대한 강조이며 이 두 요소는 그와 칸트 사이의 유사점을 드

러낸다. 우선 원초적 입장의 기본 가치에서 도덕적 인격 개념부터 살

펴보자. 얼핏 보기에, 합리적 당사자들과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당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가

치관과 같은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이 할 행동을 정할 것도 당연할 것이다. 이처럼 

당연한 생각을 무시하고 설정되는 원초적 입장은 합리성이라는 개념

을 왜곡시켜 수용하는 듯 한 인상을 받게 된다.
롤즈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은 처음부터 

도덕적인 관점에서 구성된 입장임을 밝힌다. 먼저 롤즈는 원초적 입

장에서 논의되는 ‘합리성’이 도덕적 관점과 배치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그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갖는 합리성은 도덕적 

능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각자의 최상의(highest) 이해관

심에 대해서 내릴 판단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

이다. 여기에서 최상의 이해관심을 정하는 도덕적 능력이란 곧 자신

의 정의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최종 목적과 같은 것들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아직은 어떤 정의관도, 가치관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들이 자신의 이해관심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

하고 있고, 이런 넓은 의미의 이해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

는 개인들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서 가정되는 

‘합리성’은 도덕적 이해관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되기에 이와 배치

되는 좁은 의미에서의 타산적 합리성과는 다른 개념이 된다.
원초적 입장과 도덕과의 연관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게 분배

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기본 가치(primary goods)’개념을 보면 보다 

명백해진다. 분배적 정의를 중심에 두는 롤즈의 정의론에서 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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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기본 가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분배적 정의의 핵심은 

분배의 대상을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몫에 맞게 분배할 기준을 세우

는 것이기에, 무엇이 분배가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정의론 에서 등장하는 기본 가치의 규정은 다소 불명확한 감이 있

다. 여기에서 기본 가치는 ‘자존감의 기반’이자 ‘합리적 인간이 그가 

다른 그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이 원하게 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롤즈의 추가적인 해명에서는 기본 가치의 도덕적 성격이 보

다 확실하게 드러난다. 롤즈가 재차 규정한 바에 따르면 기본 가치란 

‘일반적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도덕적 능력을 깨닫고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의 최종 목적들을 추구하게 하는 데에 필수적

인 사회적 조건들이나 다목적적인 수단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번
역 및 강조는 필자)11)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당사자들의 자율성 개념을 통해서 다시

금 이 입장이 도덕적 입장이라고 밝힌다.12) 이 해명은 타율성에 기초

해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는 먼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내리는 결정이 그 정의상 합리적 판단이라

는 점에서 어떤 종류의 열망(desire)이며, 그러한 열망에서 나온 모든 

판단은 타율적이라는 반론을 예상한다. 이에 대해서 칸트적 직관을 

통해서 대응한다. 롤즈의 표현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물이나 음식, 타인이나 다른 집단들에 의한 다른 개별적인 영향들과 

같은 낮은 순서의(lower-order)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으므로 

11) (Rawls 1980: 314) 이러한 규정은 자존감의 기반이 되는 기본적 재화로 규

정되는 정의론 에서의 기본 가치보다는 약간 두터운 개념이다. 그러나

롤즈의 논문과 정의론 은 둘 다 기본 가치를 인간의 일반적인 자연적 사

실에서부터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기본 가치의 개념은 두터워졌다기보다는 명확해졌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이다. 다만 기본 가치에 대해 보다 뒤에 나온 규정에서는 정의론 에서

자존감과 관련되서 간접적으로 나타났던 도덕과의 연관성이 보다 확고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롤즈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율성은 좁은 의미에서의 자율성이고,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기에 더 이상 기술하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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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들을 타율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율적(autonomous) 존재

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Rawls 1980: 315)
원초적 입장이 자율적이라는 롤즈의 해명은 그가 받아들이는 통제 

원리, 혹은 운의 중립화가 칸트의 도덕적 관점에서부터 나왔다는 것

을 시사한다. 얼핏 보기에도 그가 사용하는 ‘최상의 이해관심’, ‘자율

적 존재’와 같은 표현에서도 칸트의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연

적 타율성에 거스르는 ‘최상의 이해관심’만을 가지도록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롤즈는 경험으로부터 독립된 최상의 이해관심만을 

가지는 경우가 정의의 본질을 이룬다고 보는 것인데, 이 판단은 그 

내용상 다음과 같은 칸트적 관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인간)은 첫째로는 감성세계에 속해 있는 한에서 자연의 법칙

들 아래에 있고, 둘째로는, 예지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에 

독립적으로, 경험적이지 않고, 순전히 이성에 기초하고 있는 법칙

들 아래에 있는 것이다.(GM S, Ⅳ452)

이 유명한 표현에 나타나는 ‘자연의 법칙들’은 롤즈의 ‘낮은 순서

의 충동’에, ‘순전히 이성에 기초하고 있는 법칙들’은 롤즈의 ‘최상의 

이해관심’에 각각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듯 롤즈에게 

정의의 영역은 오직 그의 이성적 법칙에 의해 규제되며, 우연이나 자

연적 경향성이 개입될 수 있는 어떤 경험적 측면에 의해서도 방해되

지 않을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된다.
이처럼 롤즈가 추가적으로 해명한 두 개념은 그의 계약론적 논변

이 도덕에 대한 칸트적 관점을 따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롤즈의 

해명에 따르면 롤즈가 가정하는 분배적 정의에서 그 대상인 사회적 

기본 가치는 도덕적 능력과 연결되는 개념이며, 또한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은 칸트적인 의미에서 최상의 이해 관심만을 갖도록 가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의 중립화는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의 근간으로서

의 이성적 자율성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칸트적인 운의 중립화는 어느 정도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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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설득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정의의 문제가 이처럼 우연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

이 가능한지, 또 이처럼 현실에서부터 멀어진 근거에서 세워진 정의

관이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손쉽게 생

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직과 같은 철학자는 올

바른 정의관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임의성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롤즈의 운의 중립화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라 할 수 

있는 이 공격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하자.

3. 정치철학적으로 제기되는 운의 문제와 그에 대한 검토

이제부터 살펴볼 운의 중립화에 대한 정치철학적인 공격은 롤즈의 

논의 이후에 나타난 조류를 반영한다. 운의 중립화를 강조하는 롤즈

의 논의는 운－평등주의(luck-egalitarianism)란 입장으로 다루어졌고, 
이에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철학적으로 잘 논의되지 않았던 도덕적 

운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게 되었다. 특히나 롤즈로부터 파생되어 

정치철학적으로 제기된 다양한 운－평등주의적 입장과 그에 대한 반

대 입장은 나름의 방식으로 임의적 요소에 대한 설명을 제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주로 롤즈에 대한 노직의 공격을 살

펴보기로 한다.
이 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운의 중립화에 대한 공

격과 그에 대힌 롤즈의 대응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운의 

중립화에 대한 도전이 ‘임의적 분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최근의 정치

철학적 주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 두 번째 단계에서

는 임의적 분배의 문제에서 노직이 제기하는 난점을 밝힐 것인데, 이 

과정에서 노직의 정의관 역시 같은 문제에 처한다는 점을 동시에 지

적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롤즈의 정의관을 노직보다 추상적으

로 해석하여 임의적 분배의 문제를 회피할 방법을 찾아보고, 이 입장

이 갖게 될 난점을 상세히 고찰하면서 전체적인 글을 마무리 짓겠다.



롤즈에 있어서 운의 중립화와 그에 반하는 정치철학적 입장에 대한 고찰 79

3.1. 정치철학적 접근과 임의적 분배의 문제

정치철학적으로 제기되는 운의 중립화에 대한 공격은 ‘임의적 분

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제인데, 어째서 운의 중립화에 대한 공격

이 이렇게 변형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두 종류와 현대 

정치철학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의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사법

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나뉜다. 이 중 정의론의 대상이 되는 정의

는 주로 분배적 정의이다. 사법적 정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다음 

그에 대한 보상 혹은 처벌에 집중하는 반면, 분배적 정의는 이와 달

리 사회적 부의 분배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지를 연구

한다. 그래서 분배적 정의가 사법적 정의보다 사회를 구성하는 원칙

에 보다 가까운 형태가 되며, 이에 따라 정의론의 핵심 주제도 주로 

분배적 정의가 된다.
또한 정치철학에서 나타나는 규범적 특징으로 인해서 분배적 정의

에는 어느 정도의 임의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공격이 나타나게 된

다. 정치철학의 주제는 사회적 규범성이다. 그래서 정치철학적 논의 

역시 개별적인 규범성을 다루는 윤리학과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운의 중립화를 차용하려는 롤즈의 논의에서도 나타나며, 현대의 

저명한 정치철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롤즈

는 윤리학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강하게 

받아들여서 정치철학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킴리카나 드워킨은, 
이러한 연결에 대해 정치철학적인 논의의 문제는 곧 ‘평등이라는 궁

극적 가치’에 대한 문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Kymlicka 
2002: 3)(Dwokin 1977: 179-183)

그래서 정치철학에서 다루는 추상적인 원칙들 역시 현실적으로 논

의되는 규범성과 어느 정도의 연관을 가지고 나타나야만 한다는 주

장이 강하게 제기되는데, 이는 정치철학이 진행되는 논의의 배경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 형태여야 한다는 생각으

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때 운을 중립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는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이 롤즈에게 큰 문제로 다가온다.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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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현실의 모든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운이 개입될 수 있다. 그런

데 운의 중립화에 따라서 원초적 입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눈을 돌리

고 구성되어야만 하는데, 이렇게 구성되는 입장은 독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따라오게 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노직의 입장은 이러한 비판을 적절하게 재구성하

여 전개되는데, 특이하게도 그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근거 역시 칸트

적 인간관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의관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2. 노직의 정의관과 임의적 분배의 문제

이제 임의적 분배의 문제를 정치철학에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가

장 합당할지를 보기 위해서 노직이 자기의 이론적 배경을 어떻게 설

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임의적 분배를 인정하거나 거부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노직의 관점이 롤즈에게 제기하는 

비판은 롤즈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비판이

며, 그래서 이 비판은 이 논문의 처음부터 제기했던 문제인 운의 중

립화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먼저 노직이 바라보는 건전한 정의

론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살펴본 다음, 롤즈에 대해서 그가 행하

는 비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2.1. 노직의 역사적 정의관과 임의적 분배의 문제

먼저 노직의 이론을 보기 전에 그가 제시하는 정의론의 분류를 살

펴보면 그의 이론과 롤즈의 이론 간의 차이를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노직은 정의의 이론을 역사적인 이론과 종국결과적 이론으로 

나눈다. 그는 자신의 소유권리론이 합당한 역사적 이론인 반면, 공리

주의와 같은 이론들은 부당한 종국결과적(end-result, 혹은 종국상태적

(end-state))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소유권리론은 유토피아적인 상황에서 정의에 대한 규정이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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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다. 이 이론은 1)소유물을 최초의 취득하게 

될 때의 정의(정의로운 최초 취득의 원칙), 그리고 2)이 취득된 소유

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전(이전의 원칙), 그리고 3)위의 두 상황에 어

긋나는 소유물을 부정의하다고 다루는 원칙(부정의 교정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Nozick 1974: 151) 이 세 가지 원칙은 소유물이 어떻

게 취득되었으며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대해서만 집중할 뿐, 바로 ‘현
재 시간 단면’에서의 소유물이 지금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또는 미래

에 어떤 방식으로 재분배가 일어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

지 않는다.(Nozick 1974: 153) 이처럼 이 세 원칙은 재화의 현재적인 

측면보다는 역사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이론이

라고 불리는 것이다. 
반면에 노직이 정리하는 종국결과적 이론은 분배의 역사적 측면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론이다. 이를테면 공리주의와 같은 이론을 분배적 

정의의 원칙으로 받아들인다면 공리주의적으로 효용의 최대화가 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최대 효용을 이루기 위해서 부의 재분

배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정한 시간 단면에서 

부의 분배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이론이며,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은 종국결과적 이론이라고 불리게 된다.(Nozick 1974: 
154-155) 대부분의 이론은 이러한 이론에 속한다.

노직은 ‘응분(desert)’에 대한 칸트적 직관을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다. 이는 칸트의 이론을 특수한 형태로 개진시킨 결과이다. 이

렇게 해석된 칸트적 근거에 대한 진술은 최초로 ‘개인들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는 어느 인간이나 집단도 이 권리들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그의 책 첫 문장에서부터 나타난다.(Nozick 
1974: ⅸ) 노직에 따르면 ‘개인들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며 어떤 가

능한 조건들, 이를테면 타인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칸트를 받아들이는 적합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Nozick 1974: 10)
그리고 이 권리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타

인의 ‘생명, 기회의 평등과 같은 권리들’도 나의 권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Nozick 1974: 237-238) 각 개인은 전적으로 각자의 것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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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능이나 환경에 의해서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근거에 의거해서 노직의 이론은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소유권 이론이 된

다.(Nozick 1974: 169)
이처럼 칸트적 직관을 소유권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노직의 

논의에 대해서는 많은 반직관적인 측면이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반

론이 제기되었지만, 특히 여기에서는 그의 이러한 해석이 임의적 분

배에 대한 부당한 근거를 주고 있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겠다. 노직의 

이론은 우리가 살펴볼 만한 풍부한 논의들과 정치철학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뒤에 살펴볼 롤즈에 대한 그의 해석과 그 반론은 

우리에게 롤즈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이론 역시 운의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그는 행위자들이 갖게 되는 재능이나 여건과 같은 모든 

것들을 침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즉 노직에 따르면, 롤즈가 임의적

인 것이라고 말한 우연적 여건과 같은 것들을 정의관의 배경의 한 

요소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직은 소위 칸트적인 자율적 행위자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바로 이 행위자는 필연적으로 운의 문제의 적용

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칸트적이지 않은 자율적 행위자이다.(Nozick 
1974: 32) 노직은 역사적 정의관만이 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적 정의관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우연적 요소들이 

없이는 자율적인 인간상을 그려나갈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태도는 

현실적으로 우연적 요소에 지배받으면서도 나름의 책임을 그려나가

려는 행위자를 가정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자는 칸트적인 도덕관과 양립 불가능하다. 노

직은 자신의 행위자를 가정할 때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말에

만 집중하여 칸트를 재해석한다.(Nozick 1974: 32-33) 이는 단지 칸

트가 말한 실천 이성의 정식화 중에서 단지 하나의 해명에만 집중한 

해석이며, 익히 알려진 ‘보편화 가능성’이나 ‘목적 왕국의 입법자’와 

같은 해명은 전혀 담을 수 없다. 특히나, 노직의 행위자는 이러한 해

명의 근간이 되는 ‘선의지’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선의지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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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칸트의 주장은 결과와 독립적인 행위자, 즉 운에서 중립화된 

행위자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직의 이론은 특수한 행위자를 

통해서 책임의 전제인 통제 가능성을 강하게 사용하려 했던 칸트의 

의도를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왜곡시켜 적용한 이론이 되며, 결국 노

직의 이론에서는 자신이 든 근거와 자신의 직관이 상충하게 된다. 자

기가 밝힌 근본 직관과 자신의 이론이 모순적이라는 이 난점은 그의 

이론을 임의적 분배에 대한 부당한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으로 만들

기에 충분할 것이다.

3.2.2. 노직이 해석한 롤즈와 임의적 분배의 문제

이제 롤즈에 대한 노직의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노직의 공격은 롤즈의 입장을 종국결과(end-state)적으로 해석하면서 

시작하는데 이는 정의론에 대한 노직의 분류에 따라서 붙여지는 해

석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노직에 따르면 분배적 정의 이론들은 종

국결과적 이론들과 역사적 이론들로 나뉜다. 특히 종국결과적 이론이

라는 이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13) 그리고 이 이론은 권리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재분배가 일

어나야 한다는 상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정당성을 가진다. 
그런데 노직은 이러한 이론이 칸트적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이론이

라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롤즈에 대한 종국결과적 해석14)을 살펴보

는 과정과 그 이론의 부정합성을 지적하는 두 과정으로 정리될 수 

13) 이 안에는 1)Crude egalitarianism, 2)Crude sufficientarianism, 3)Prioritarianism, 

4) (종국결과적으로 해석된)차등의 원칙, 그리고 5) 공리주의가 들어간

다.(Lippert-Rasmussen 2009: sec. 2)

14) 롤즈를 종국결과적으로 해석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의 이론은 최초의 운－평

등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이론으로 분류된다. 운－평등주의적 이론은 흔히

롤즈의 직관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짧게 정리하자면

운을 결과적으로 중립화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 이후의 논의에서 롤즈에 대한 쉐플러의 입장이 여러 면에서 보다 합

당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종국결과적인 운－평등주

의로 해석된 롤즈의 주장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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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롤즈의 차등의 원칙을 노직이 어떻게 종국결과적으로 해석하

는지를 살펴보자. 그는 원초적 입장을 묘사하는 두 가지 청사진을 통

해서 롤즈에 대한 종국결과적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다. 첫 번

째 청사진은 롤즈가 가정하는 상황이 만나(manna)처럼 떨어지는 부

를 분배하는 경우라는 것이며, 다른 청사진은 자신이 어떤 결과가 나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떤 형태의 시험 점수의 분배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경우라는 것이다.(Nozick 1974: 198-200) 이러한 

묘사는 롤즈의 원초적 입장을, 우리에게 도덕적인 의미의 합당성은 

없지만 도구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유

동적으로 산출되는 결과를 나누는 과정에 대한 합의를 표현하는 도

구로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직이 보기에,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타나는 이론은 종국결과적

일 수밖에 없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소유 권리가 전혀 그 숙고 

안에 고려되지 않는 입장이기에 거기에서 어떤 원칙이 수립되든지 

간에 당사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을 단지 분배의 대상으로

만 살펴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역사적 원리를 설

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능이나 여건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

런 입장에서 소유물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불가능하기에 노직에 따

르면 롤즈의 이론은 필연적으로 종국결과적이 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 노직이 말하는 롤즈에 대한 종국결과적 해

석이 갖는 운－평등주의적 성격을 잠시 짚고 넘어가자. 만일 롤즈가 

종국결과적으로 해석된다면, 롤즈의 이론은 운－평등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15) 넓은 의미에서, 운－평등주의 이론이란 평등주의 이

15)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서 코헨과 같은 롤즈 이후의 운－평등주의

자들을 따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바로 아래에 논의되듯, 종국결

과적으로 해석된 롤즈에 대한 비판은 매우 운－평등주의적이기에, 이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이유가 보다 중요한

데, 노직에게서는 롤즈의 이론이 마치 종국결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처럼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운－평등주의자가 받아들이는 롤즈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논의가 롤즈를 다르게 해석

한 노직의 논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노직의 논의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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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우연성에 적용시킨 이론이다. 평등주의 이론이란 ‘재화 x를 평

등이 분배하는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선호하는 이론’이기

에,(Hurley 2003: 147) 이를 우연성에 대해 적용한 운－평등주의 이

론은 ‘특정한 경우의 운에 의한 불평등한 분배를 제외하면, 평등한 

분배를 그렇지 않은 분배보다 선호하는 이론’을 가리킨다.16) 만일 종

국결과적으로 롤즈를 해석한다면,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기본 가치가 

결과적으로 차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된다. 그

런데 차등의 원칙은 운의 중립화에 의해서 도출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자원의 분배에 운의 중립화를 적용시킨 원칙이 되고, 결국 

롤즈에 대한 종국결과적 해석은 그의 이론을 운－평등주의 이론 중 

하나로 만든다.
종국결과적으로 해석된 롤즈의 이론에 대한 노직의 공격은 노직이 

해석한 칸트적 직관에 의지한다. 노직의 논의에 따르면 종국결과적 

이론들은 그 정의상 자율적이고 천부적인 권리에 대한 직관을 반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국결과적 이론은 칸트적인 인격과 충돌

하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른 모든 조건이 공정하

다면, 한 행위자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생산해낸 어떤 결과물은 그 

행위자에게 정당히 속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종국결과적 이론은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간섭을 그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정당한 결과

물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재분배든지 행위자의 정당한 결과물에 대

한 침해이기에 이는 행위자의 자율성과 상충한다. 따라서 종국결과적 

이론은 이상적인 정의관이 될 수 없으며, 종국결과적 이론 중 하나인 

롤즈의 이론 역시 이상적인 정의관이 될 수 없다.
게다가 노직의 문제 제기에 더하여 종국결과적으로 해석된 차등의 

원칙은 임의적 분배를 완전히 합당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차등

맞추려 한다. 다만 제시한 첫 번째 이유로 인해서 롤즈에대한 운－평등주

의적 해석은 종국결과적 해석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16) 특정한 경우란 도박과 같은 순전한(bare) 확률의 문제와 관련된 운, 혹은

근거 있는 운을 가리킨다. 합의되고 공정한 룰에 따른 도박을 통한 분배

가 그 결과에 상관없이 부정의하지 않다는 것은 롤즈 역시 인정하는 것이

다. (Rawls 1971: 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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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이 가지는 운－평등주의적 성격 때문이다. 종국결과적 이론은 

어떤 결과물을 합당하게 나누는 원칙을 정의로 본다. 이 결과물이 산

출되는 과정은 운의 적용을 받거나 받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결과

물이 산출되는 과정이 운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롤즈의 이론 역시 

임의적 분배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운의 중립화와 배치된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회의 결과물이 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고 가정하면 이 상황을 합당하게 가정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긴

다. 운의 만연함을 인정하면 현실의 모든 결과물에는 운이 작용한다

는 명제가 따라 나온다. 그런데 종국결과적으로 해석된 차등의 원칙

이 임의적 분배를 거부하려면 운이 개입되지 않는 결과물을 가정해

야 하고, 이는 운의 만연함과 어긋나는 상황을 요구하는데, 이는 받

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임의적 분배의 문제는 종국결과적 이론 혹

은 결과적인 운－평등주의적 이론에서도 사회의 결과물의 산출에 있

어 딜레마를 만들어낸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노직의 역사적 정의론과 이에 반대되는 입장

인 종국결과적으로 해석된 롤즈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과정

을 통해서 두 입장 모두가 정치철학적으로 제기되는 ‘임의적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근거밖에 주지 못한다는 점이 설명되

었다. 따라서 노직에 의해서 구분된 정의론의 두 입장 모두가 임의적 

분배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치철학에서 

‘임의적 분배’를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직의 구분 틀에 들어

가지 않는 다른 입장이 필요하게 된다.

3.3. 절차적으로 해석된 롤즈의 정의론과 그에 대한 검토

이제부터는 정의관에 대한 노직의 분류에 잡히지 않는 쉐플러의 

롤즈 해석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입장은 롤즈에 표현에 따라서 정의관

에 대한 ‘절차적(procedural) 입장’이라고 불리며, 롤즈의 입장을 따라 

매우 추상적인 그림을 통해서 해석할 때 얻게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쉐플러도 인정하듯이 이 해석에 따른 차등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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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먼저 롤즈

에 대한 쉐플러의 절차적 해석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이러한 해석이 

가지는 의의를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3.3.1. 롤즈에 대한 쉐플러의 절차적 해석

쉐플러는 롤즈의 이론을 평등의 의미에 주목하는 규범성의 일반적 

의미에 관련된 이론으로 해석한다. 이때 정의란 근본적으로 평등 기

준인데 이 기준은 독특하게도 현실정치의 규범으로서도, 개별적 행위

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시하지도 않는 추상적인 기준이다.(Scheffler 
2006: 130-131) 그래서 롤즈의 이론은 현실적인 분배상황을 고려하는 

다른 정치철학적 이론과 전혀 다른 이론이 된다. 분배적 정의를 다루

는 다른 이론들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

을 찾는데 비해 롤즈의 이론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근본적인 

정의의 의미를 고려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쉐플러의 롤즈 해석은 정의론이 다루는 대상이 사회적 생산물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원칙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본 구조’라는 점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서 롤즈의 이론은 종국결과적 이론도 역사적 이

론도 아니게 된다. 쉐플러는 롤즈가 논하는 사회적 기본 구조 세 가

지 특징을 지적한다. 이는 첫째, 사회적 기본 구조는 “그 영향력이 

심대하고 또 그것이 근원적인 데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 둘째, “사
회 체제는 시민들이 갖게 될 욕구와 열망의 형태를 형성해준다”는 

것, 마지막으로 “개인 간의 거래나 계약의 공정성(fair)에 대한 논의

는 그 배경적인 조건들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사회적 기본 구조가 정의의 주제

라면, 정의는 개인적인 분배물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 분배물을 생산

하고 나누게 되는 원인을 다루게 된다. 
이 특징으로 인해서 쉐플러에 의해서 해석된 롤즈의 이론은 노직

의 두 가지 구분 기준을 넘어서는 이론이 되며, 이 이론은 절차적 

이론이라고 불릴 수 있다. 노직의 두 가지 구분 기준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생산물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롤즈의 이론은 그 사회



철학논구 제40집88
적 생산물을 산출하게 될 대원칙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타날지, 또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 지에만 주목한다. 이 때 사회적 생산물은 고

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해석된 롤즈의 절차적 이론은 노직의 구

분 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절차적 이론에서는 사회적 생산물이 단지 추상적으로만 

고려되기 때문에 임의적 분배의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회적 생산물은 운에서부터 중립화된 행위자들의 이성적인 합의 과

정을 통해서 합당하게 정해질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어

떤 것으로만 다루어진다. 이 결과물은 이때 합의될 원칙의 가정적 결

과물일 뿐이므로 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으며, 자

동적으로 현실적 결과물의 분배 문제에서 나타나는 임의적 분배 문

제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여전히 문제를 남긴다. 만약 롤즈에 대

한 절차적 해석을 받아들이더라도 이와 같이 과도하게 추상적인 입

장이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무

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롤즈

의 입장이 도대체 어디에 무슨 쓸모가 있느냐는 질문이고, 그래서 그 

합당성에 대한 심원한 문제제기가 된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노직의 추가적인 비판을 소개하고, 쉐플러처럼 해석

된 롤즈가 제시할 만한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3.3.2. 절차적 해석에 대한 노직의 비판과 검토

앞서 소개한 노직의 책에는 롤즈의 입장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나

타나는데, 이 다양한 공격 중에는 운－평등주의적인 공격을 뛰어넘어

서 절차적 입장에까지 미치는 공격이 있다. 이 공격은 주로 ‘미시와 

거시(Macro and Micro)’이라는 절에서 나타난다. 이 비판은 정의의 

원칙과 구체적인 행위 준칙 간에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

하는데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구분하지 않고 내려진 종국결

과적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롤즈에 대한 쉐플러식의 해석

에까지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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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미시적 정의와 거시적 정의 간 구분에 따른 문제

지금부터 소개할 비판 부분에서 노직은 롤즈에게서 정의의 대상이 

개별적인 결과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노직

은 롤즈를 단지 특수한 자원에 대한 분배 문제로 해석한 종국결과적 

해석을 넘어서서 롤즈의 이론이 ‘미시적 문맥과 거시적 문맥’을 구분

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한다.(Nozick 1974: 205) 그래서 거시

적 문맥에서 정해진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미시적인 현실 사례에 곧

바로 적용되지도 않고, 미시적 반례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게 된다.
그러나 노직은 정의관이 이처럼 추상적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추상적인 정의관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미시적 참과 원

칙적인 거시적 참과의 사이가 너무 멀어지게 되어 거시적 원칙이 개

별적인 사건들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게 된다면 그 입장은 합당

할 수 없기 때문이다.17) 노직은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

건들이 주곤 하는 직관적 부정의와 독립적으로 쉐플러식 롤즈 이론의 

참이 보장될 것이라고 정리한 뒤, 이런 이론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근거로 그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옳아

야 건전한 정의관이 된다는 강력한 플라톤적 전통을 내세운다. 그에 

따르면 국가 에서 제시된 플라톤의 전통에서부터 참된 진리는 개별

적인 경우나 거시적인 경우 양 쪽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직관을 

지니고 살아간다. 국가 의 전체 논의는 정의에 대한 개별적인 질문

을 국가 일반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어떤 이론이 거

시적으로는 맞고 미시적으로는 그르다면, 이 뿌리 깊은 직관에 어긋

나는 그러한 이론이 어떻게 합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Nozick 
1974: 205)

나아가서 노직은 자신이 제기하는 문제가 롤즈의 정당화 방식에 

의해서 롤즈의 이론에서 내적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여긴다. 만일 롤

즈가 자신의 절차적인(procedural)설명 방식을 합당하다고 인정한다

17) 노직의 이 절의 논의 중 뒷부분의 논의는 롤즈에 대한 종국결과적 해석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논변들을 검토하지는 않겠다. 
(Nozick 2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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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바로 그 방식에 의해서 자신의 문제 제기가 유효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노직은 우선 롤즈가 절차적 정의관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성적 

평형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한다.(Rawls 1971: 20)(Nozick 1974: 
206-207) 반성적 평형이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추론에서 

차등의 원칙이 도출된다는 사실이 차등의 원칙에 대한 추가적인 정

당화를 제공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노직은 이를 받아들일 때 일상적

인 직관이 차등의 원칙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롤즈는 자신의 이론

이 부당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이는 한 정의관

이 일상적이고 개별적으로 느끼게 되는 소유권리에 대한 정의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정의관이 어떻게 반성적 평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이와 같은 노직의 공격은 쉐플러와 같이 롤즈를 해석할 때 피하기 

쉽지 않은 공격이다. 앞에서 논했듯이 쉐플러에 의해 해석된 롤즈의 

정의관은 한편으로 ‘현실의 개인들이 가지는 의무나 책임과도 관련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원초적 입장과 같은 방식의 판단

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노직에 따르면 이런 추상

적인 이론은 현실적인 분배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고 생

각되는 여타 분배적 정의이론들과는 달리 그 이론을 통해서 현실에

서 당사자가 현실정치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래

서 도대체 이 정의론이 어떤 사태를 해결할 수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 비록 다소 추상적이겠지만 정의론 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응수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소

개이다. 물론 이처럼 미시적 문맥과 거시적 문맥을 나눌 수 없다는 

공격에 롤즈가 다른 방식으로 응수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와 개인 간의 본질적 차이에 주목하여 사회 윤

리는 개인적 윤리에 비해서 다소 추상적인 사고 과정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단순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소개할 롤즈의 대답은 정치철학적 규범성의 본질인 평등

과 연결되는 대답이며 이는 곧 정의론 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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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정의관과 인격의 통일성

흥미롭게도 롤즈가 정의론 의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는 정의관의 

의의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평등의 중심적 의미에 대한 해명

하는 데에 있다. 이 논의는 정의론 의 앞부분에 잠시 제시되는 ‘좋
음(good)’에 대한 ‘옳음(right)’의 우선성과 연결되는 논의이다.18) 그

는 적절하게 세워진 정의관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옳음의 우선성

이 평등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만들어준다고 본다. 이제 문제가 되

는 평등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의관에서 따라 나오는 옳음의 우선성

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

도록 하겠다.
롤즈가 문제 삼는 ‘평등’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와 적용 수준에서 

각각 문제가 된다. 먼저 평등의 의미의 문제란 평등의 직관적인 두 

의미가 상이하다는 데서 나온다. 평등은 때로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고, 또 때로는 특정한 대상이 갖는 보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두 의미는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의미

가 우선하는지가 명확해져야 한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평등의 첫 번

째 의미는 기회의 평등과 유사한 의미인데 이는 특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부가적인 요소에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응분을 가져

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며 차등의 정당한 조건을 지정하게 된다. 반

면 평등의 두 번째 의미는 인간과 같은 존재에게는 그가 인간인 한 

평등한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Rawls 1971: 
510-511) 평등의 이러한 두 의미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

미가 평등의 본질을 의미할지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롤즈의 생각

이다.
롤즈는 다음으로 ‘평등의 개념이 적용되는 세 가지 수준’을 구분하

18) 여기에서 ‘좋음’와 ‘옳음’은 각각 윤리학의 커다란 두 가지 흐름인 ‘결과주

의’와 ‘의무론’에 상응한다. 롤즈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칸트적 의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뒤이어 설명될 옳음의 우선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정의라는 거시적 규범성의 핵심이 의무론이라는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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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중 세 번째 영역이 정의의 영역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각각 

‘규칙들의 공공 체계로서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것, 제도들의 실질적

인 구조들에 관한 것, 그리고 어떤 종류의 존재가 정의의 보장을 받

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Rawls 1971: 504-505) 이 중 정의의 문

제가 되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수준은 세 번째 수준인데, 이는 이 

수준에 의해서 정의라는 거시적 규범성의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롤즈는 평등의 두 가지 상이한 의미 중 어떤 의미가 우선할지를 

평등이 적용되는 세 번째 수준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노

력한다. 이는 평등의 세 번째 수준의 근거가 도덕적 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평등은 현실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개념이 아니라 

규범적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평등한 대상으로 고려하기 위

한 충분조건은 그 대상이 이러한 규범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즉 도덕적 인격을 갖추는 것이 된다.(Rawls 1971: 505) 

도덕적 인격으로부터 평등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롤즈의 주장은 두 

가지 근거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인격의 도덕적 성질에 의

거하는 논변이다. 이 논변은 평등의 가장 심원한 부분이 도덕적 자세

를 취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롤즈가 보기에는 일

반적이고 추상적인 상황, 즉 우리가 규범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

정될 만한 범위에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 자세를 취할 수 

있다.19) 그런데 만일 평등이 이 능력에 의해서 지지된다면 차등의 

조건을 지정하는 평등의 첫 번째 의미는 평등의 근거와 간접적으로

만 연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의 근거를 도덕적 인격이라고 본

다면 평등의 본질적 의미는 권리의 평등을 논하는 두 번째 평등이 

된다.
롤즈의 입장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두 번째 논변은 인격의 통일

성에 대한 고찰에서 나타나는 옳음의 우선성에 근거한다. 이 논변은 

평등의 근거인 도덕적 인격을 보다 세밀하게 고찰하여 얻게 되는 논

변이다. 롤즈가 먼저 지적하는 점은 도덕적 인격의 두 가지 능력이

19) 롤즈는 이처럼 규범적 논의를 수행할 때 요구하는 일반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정신 지체자나 장애인과 같은 개별적인 경우의 예외적 상황을 논

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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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각각 결과주의와 의무론에 대응하는 ‘선(좋음)에 대한 입장

을 취할 수 있는 것’과 ‘정의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만일 이 

두 능력 중에서 ‘정의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즉 옳음의 핵심을 구

분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근원적이라고 밝혀진다면 권리에 대한 평

등이(1원칙) 차등의 근거(2원칙/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선행 논

의에 의해서 다시금 평등의 두 번째 의미가 보다 본질적이라는 점이 

밝혀진다.
이제 롤즈가 논하는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 논의를 따라가 보

자. 이 논의는 목적론자가 필요로 하는 ‘지배적 목적’의 불건전함을 

지적하면서 진행된다. 먼저 롤즈는 목적론적 사고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상의 좋음이라 할 수 있는 ‘지배적 목적’이 가정

되어야 한다고 논한다. 그가 보기에, 목적론적 사고에서는 하나의 목

적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어떤 행위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이 하나의 목적은 여러 가지 논의가 끊이지 않는 ‘행
복’ 혹은 ‘쾌락(pleasure)’과 같은 개념들이다.

그런데 이 지배적 목적은 추상적일 수가 없다. 지배적 목적이 추

상적이라면 이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자는 어떤 행위가 자신의 지배

적 목적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지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이 특정한 행위를 할 때에 얻

게 되는 만족은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 특징 때문

에 어떤 행위자도 자신이 (현재가 아닌)미래의 한 시점에 행할 특정

한 행위가 어느 정도의 궁극적 쾌락을 산출하게 될 지를 계산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한 행위자가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될 지배

적 목적에 대한 기여량이 순간순간마다 변한다는 이 특징은, 목적론

을 통해서 통일된 도덕적 인격을 얻기 힘들게 만든다. 롤즈를 인용하

자면, 목적론으로는 아무리 합리적인 계산 가능성을 주더라도 ‘어떤 

당사자가 가지게 될 모든 현재와 미래의 욕구의 전 범위를 가정적으

로나마 고려했을 때 작동 가능한 일인칭적 절차는 있을 수 없

다.’(Rawls 1971: 511)
이와는 달리 옳음을 좋음에 비해서 우선시하면 인격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때에 정의관은 행위자의 목적을 단지 우선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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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의해서 규제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의관은 

목적론이 필요로 하는 ‘지배적 목적’이 아니라 ‘규제적 목적’이 된다. 
통일된 도덕적 인격에서 정의가 단지 규제적으로만 작동한다는 점에 

대한 롤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어떤 인격체가 정의를 가지게 될 

목적들보다 우선시한다고 보자. 이와 같은 당사자는 어떤 가치관이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치관이 정의의 원칙, 즉 평등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어긋날 때에만 이를 수정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

자는 우연적 요소들에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부터 내려진 정의관을 

자기 인격에 근간에 두고 나서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들을 받아

들이면서 자신이 받아들일 세부적인 원칙들을 정하게 되며, 최종적으

로 이 과정을 반복하더라도 그의 인격의 근간에는 정의가 놓이게 된

다.(Rawls 1971: 566) 
이처럼 정의가 인격의 근간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평

등의 두 의미 중 평등한 권리를 다루는 평등이 보다 본질적인 것으

로 다루어지게 된다. 여기에서의 정의의 내용은 앞에서 다룬 롤즈의 

두 원칙을 따라 정해지며, 이 두 원칙에 따르면 인간에게 평등한 최

대한도의 자유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보다 선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롤즈의 정의론은 비록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는 

다소 어렵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보다 엄밀하게 운에서부터 중립

화된 관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규제적 목적이 되어 평등의 불확실한 

의미를 해명하게 된다.

4. 나서며

나는 이 논문에서 정의론 에서 롤즈가 핵심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운의 중립화’라는 직관에 반대하며 제기되는 정치철학적 공격에 대

응하려 하였다. 롤즈가 사용하는 운의 중립화의 의미는 운이 모두에

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인 의미도, 운에서부터 생

기는 분배적 차이를 경감시키거나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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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의미도 아니다. 그가 받아들이는 운의 중립화는 규범성의 핵

심인 정의를 논할 때에, 운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발성 혹은 통제 가능성의 강조라 볼 수 

있는 운의 중립화는 도덕에 대한 칸트적인 관점을 정치철학적 논의

에 연결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롤즈가 차등의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직관으로 작용한다.
운의 중립화에 주요한 반론은 임의적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노직의 반론이다. 노직은 임의적 분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위해 우선 종국결과적으로 롤즈를 해석한다. 이 때 롤즈의 입장은 사

회의 생산물을 운이 최대한 개입되지 않게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 

되며, 그래서 이 입장은 재화가 산출되는 역사적 과정을 무시하는 종

국결과적 이론들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 다시 노직에 따르면 모든 종

국결과적 입장은 자율적인 개인들이 가지는 소유에 대한 권리를 무

시하게 되는 부당한 관점이기에 합당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와 반대

로 어느 정도 임의적 분배를 받아들이는 그의 역사적 관점을 도입해

야 한다.
쉐플러가 절차적 입장에 주목하여 해석한 롤즈는 이러한 노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결과를 정의론에서 배제함으로서 대응

하며, 이처럼 해석된 롤즈는 임의적 분배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쉐플러가 해석한 롤즈는 정의의 대상이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여 결과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무지의 베일 속에 넣는 해석이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시간 단면도, 주어진 재화의 총량도 주

어지지 않으므로, 이 둘을 통해서 분배적 정의 이론을 구분하는 노직

의 기준을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도덕운의 문제는 결과가 개입되는 

경우에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 결과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것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처럼 결과를 무지

의 베일 안에 넣는 그의 해석은 도덕운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여

기에서 고려되는 결과는 당사자들이 승인할 원칙에 의해서 산출될 

결과이며, 이 점에서 롤즈의 절차적 입장이 갖는 독특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해석된 롤즈의 이론은 비록 정의를 상당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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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만들지라도 그 특징으로 인해서 규범성의 본질에서 고려되

는 평등의 의미를 해명하기에 이른다. 쉐플러와 같이 해석된 롤즈는 

정치철학에서 임의적 분배의 문제를 추상적으로 접근하는데, 이로 인

해서 현실적인 재화의 배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는 어렵게 된

다는 문제를 떠안게 된다. 이처럼 현실적인 재화의 배분 문제를 다루

지 않는 분배적 정의 이론이라는 것은 그것이 합당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노직의 재반론에 취약하게 된다. 하지만 오히려 이처럼 

롤즈를 추상적으로 독해할 때 우리는 평등의 의미와 자아의 통일성

의 논의가 어째서 정의론에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롤즈는 

다소 추상적인 정의관을 통해서 평등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부

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며, 그로서 평등의 두 가지 의미, 즉 공정한 

대우와 공평한 도덕적 인격 중 공평한 도덕적 인격이 우선적으로 보

아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 이는 정의관이 목적론이 필요로 하는 ‘궁
극적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행위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규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히 할 것은, 여기에서 밝힌 것은 롤즈의 이론이 운에서

부터 정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규범성

의 영역 일반에서 운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우리가 롤즈의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경험으로부터 최대

한 멀어진 특수한 행위자가 가지게 될 규범성, 즉 정의관에 대한 판

단이다. 이러한 정의관은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는 데에 매우 핵심적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만이 규범성의 전체라고 해석될 수는 

없다. 이 논의에서 밝히려 시도한 것은 규범성에 대한 개인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때에, 롤즈와 같이 생각된 사회적 규범

성의 핵심적 의미 중 일부가 운과 관련되어 생기는 문제에서 자유롭

다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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