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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조

의무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어떤 종류의 의무이
며, 해외원조는 어느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가? 본 연구는 해외원조 의무의 성격을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가 아닌 국가적 윤
리와 글로벌 정의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절에서는 포게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외원조가 글로벌 정의, 특히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어떤 종류의 의무로 규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3절은 최소주의를 대표하는
네이글과 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국가의 해외원조 의무를 규
정하는 입장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해외원조 의무의 성격을 세분화하였다. 4
절은 평등주의를 대표하는 베이츠와 캐이니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외원조가 적용
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적어도 실천의 영역에서 우
리는 최소주의와 평등주의를 양자택일의 논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양자의
논변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

he paper aims at establishing ethical basis of the foreign aid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justice instead of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ethics. In particular, the paper examines the nature and the extent of the duty concerning the foreign aids: What kind of duty is enjoined
on states and to which extent is the duty applied? The paper shows that
the minimalist position helps articulate the nature of the duty, whereas the
egalitarianism helps articulate the potential domains of foreign aids. The
paper shows that the minimalism is useful for articulating the nature of the
duty of foreign aids, whereas egalitarianism is useful for articulating the
extendable domains of foreign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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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해외원조와 글로벌 정의

세계은행은 2011년 현재 하루 소득 2불 이하의 빈곤층은 약 22억
명으로, 1.25불 이하의 극빈곤층은 약 10억 명으로 추산한다.1 세
계빈곤인구 비율은 어느 정도 감소하는 추세라고는 하나, 여전히
세계인구의 상당수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2 빈곤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들보다 현저하게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원
조의 책임을 부과하는 듯하다. 그러나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이 존
재한다는 사실이 곧바로 누군가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고 단
정하기는 어렵다. 해외원조를 의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외원조
의 윤리적 토대가 무엇인가가 규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세계빈
곤이 과연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가를 해
명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에 관한 연구
는 일부 정치철학자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제한적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 왔다.3 해외원조와 관련된 주된 관심은 해외원조가 과연

1

이 액수는 2005년 국제가격과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2

2011년 현재, 하루 소득 1.25불 이하의 극빈곤층은 개발도상국 인구의 17%에 해
당한다. 이는 1990년의 43%, 1981년의 52%보다는 개선된 상태이다. 그러나 하
루 소득 2불 미만의 인구는 1981년 26억 명 정도에서 30년이 지난 2011년에도
22억 명 정도이니, 상태가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개선 지역이 중
국과 인도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타 지역의 빈곤 개선도는 매우 미
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Collier 2007; UN2007a). http://www.worldbank.

3

org/en/topic/poverty/overview
정치철학자들은 해외원조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의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이
라는 문제에 착안하여 글로벌 정의의 한 영역으로서 세계빈곤과 해외원조를 분
석적으로 접근한다. 이들의 철학적 분석은 해외원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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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고, 보다 효율적인 원조 방법은 무엇인가에
쏠려있었기 때문이다.4 물론 원조효과성이나 효율성이 해외원조의
필요성을 독려하고, 또 수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수요건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조효과성 문
제와 원조 의무의 성격 규정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원조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조에 대한 도덕적 책무가 사라지는 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에 대한 합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세
계 각국은 이미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로 해외원조에 참여하
고 있다. 그러나 해외원조 의무의 본질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는 상
태에서 타성적으로 혹은 관례적으로 해외원조가 진행되는 것은 현
실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는 한, 해외원조는 지고지순한 도덕주의자만 실천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인의 의무감을 약화시키는 결과

장을 취해야 하는가를 숙고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기준과 재료를 제공한다는 이
점이 있으나, 철학적 논변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때로는 지나치게 사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세계빈곤과 해외원조에 대한 철학적 논변에 대해서는
Pogge 2008; Pogge 2007; Risse 2005; Caney 2006; Cohen 2010; Miller 2007
등을 참조. 본 연구는 이들의 철학적 논변을 활용하면서도 지나치게 사변적으로
논의가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지향할 것이다. 해외원조에 대한 윤리적 토
4

대에 관한 국내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조. 김준석 2010; 손철성 2008.
원조효과성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관심에 대해서는 Yontcheva and Isard 2006
을 참조. 같은 맥락에서 2003년 로마에서 선진 공여국들은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원조시스템 개혁을 목표로 HLF1(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1)을 개최했고, 이후 2005년 파리회의, 2008년 이라크 회의, 그리고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하였다.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Riddell 2008: 특히 Part 3. 원조효과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국내연구로 김의영·홍지영 201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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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래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해외원조 의무를 지나치게 과장하
다보면, 해외원조와 국내의 사회적 정의의 조화를 외면하는 결과
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해외원조는 어
떤 종류의 의무이며, 그 의무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것인가가 규명
되어야 한다. 이럴 때, 원조효과성 논의도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
고, 보다 건설적인 논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5
해외원조가 단순히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피터 싱어의 비교적 널리 알려진 주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
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인류의 일원으로서 극심한 불행에 빠진
이들을 구제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니며, 해외원조는 이러한 의
무를 실천하는 것에 해당한다(Singer 2004). 싱어는, 작은 기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부를 거부하
는 것은 얕은 연못에 빠져 익사할 위험에 처한 아이를 보고도 사소
한 이익 때문에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원조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저버
리는 행위라는 것이다(Singer 2010). 이런 입장에 따르면, 자신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기부를 지속해야 한다. 음악
5

위너는 원조 혹은 기부의 도덕적 의무는 그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현재의 원조 시스템은 기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위너에 따르면, 오히려 기부
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수혜자들에게 결국 해를 주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Wenar 2011). 최근 이런 효과성 시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과성을 따지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의 효과성을 따지는 거대담론에서 탈피하여 미시적이
고 구체적인 빈곤 퇴치나 개발효과의 실질적인 증거를 축적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다(ex. Banerjee and Dufl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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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갈 수 있는 비용으로 세 명의 아이를 기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려한 레스
토랑에서 한 끼를 먹는 대신 그 돈으로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아
이들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기부를 멈출 수 있는가?
어느 정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기부라
고 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는 자신의 생존의 경계에 이를 때까
지 기부를 지속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의무를 실제로 실
천할 이는 흔치 않다는 것이다. 싱어의 해외원조 의무는 개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요구를 따르는 사람
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역설적으로 그가 주장하는 의무
는 자선이나 시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 이상을 요구하기 힘든 매
우 느슨한 도덕적 의무에 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싱어의 도덕적 의무가 느슨한 의무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무불
이행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사실에서도 발
견된다. 만일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그로 인
해 벌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
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
을 묻기는 어렵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의무 불이
행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고, 의무로서의 의미는 희박해진다. 다
시 말해, 피터 싱어의 주장에 의존하는 한, 해외원조에 대한 의무
는 원조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불행한 결과에 대한 양심
의 가책 이상의 의무로 규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터 싱어의 주
장은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기부와 해외원조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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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유용하지만, 해외원조를 엄밀한 의미의 의무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해외원조를 막연한 수준의 도덕적 의무
이상의 보다 엄밀한 의미의 의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외원조
를 정의/부정의의 시각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세계빈
곤을 부정의한(unjust) 상태로 규정하고, 세계빈곤을 퇴치할 능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부정의로 간주한다
면, 해외원조에 대한 의무는 단순히 도덕적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제
재를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무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아
직까지 해외원조 의무를 강제할 물리적 수단이 존재하진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해외원조를 도덕적 의무 이상의, 제재가 가능한 의
무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다.6 이런 맥락에서 해외원조 의무의 성격은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
어 글로벌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정의의 관점에서 해외원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의무로 부과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
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해외원조가 글로벌 정의, 특
히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의무로 규정될 수 있는가 여부
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글로벌 정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최소
주의와 평등주의라는 상이한 입장이 존재하고 각각의 입장에 따라
6

최근 세계 각국은 해외원조와 ODA를 하나의 국제레짐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 더하여, 해외원조 의무의 성격을 규정하는 윤리적 토대가 마
련된다면, 해외원조가 국제레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해외원조의 국제레짐으로서의 성격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Lumsdaine
1993; 손혁상 201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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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가 다르게 달리 규정될 수 있음을 지
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가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
를 구축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고려할 것이다.

II 분배적 정의의 글로벌 확장과 해외원조
글로벌 정의의 관점에서 해외원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글로
벌 차원의 정의가 가능한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의
는 국내적으로만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정의를 ‘특정 공동체 안에서 재산, 명예,
관직, 처벌 등과 같은 가치의 공정한 배분’으로 정의내린 바 있다
(Aristotle 1996). 가치의 공정한 배분은 일차적으로 공동체 내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정치적 문제이다. 나아가 합의된 바를 입법하
고 집행하는 절차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정의의 속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정의를 규명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글로벌 정의가
국내적 정의와 같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나 입법을 이끌어 낼 수 없
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정의를 결정하고 집행할 공동체
의 성격과 범위가 불분명하다. 글로벌 정의는 분명 개별 국가의 범
위를 초월하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세계를 어떻게 규
정하는가에 따라 정의에 관해 합의해야 할 주체가 개별 국가에 한
정될 수도 있고, 국가와는 별도로 세계인으로서의 개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글로벌 정의는 국내적 정의와 달리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해외원조를 정의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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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해하더라도, 해외원조의 불이행을 마치 국내에서 세금 체
납자를 처벌하듯이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정의를 둘러싼 이러한 기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는 해외원조를 글로벌 정의, 특히 글로벌 분배적 정의 차
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분배적 정의란 특정한 공
동체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이익과 부담의 분배 원리이다. 자유주
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의한 불평
등을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익과 부담을 어느 정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어떤 공동
체가 의식주를 구성원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정했다면, 개
인의 선택이나 노력 여부와는 별도로 모든 구성원이 적어도 최소
한도로 의식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익이 재분배되어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재분배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분배적
정의는 실패한 것이고, 공동체의 구성원에게는 이러한 부정의를
교정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개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배
적 정의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공간에서도 실현되어야 하고, 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분
배적 정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질서 혹은 제도로 묶여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모든 국가는 하나의 세계경제질
서에 속해 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세계적 경제 재난을
막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차원의 정의가 실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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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얻게 됐다. 세계경제가 이렇게
하나의 질서와 제도로 묶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세계빈곤의 원
인은 개별 국가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다기보다 세계경제질서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자연스럽게 세계빈곤에 대한 책임도 전 세
계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포게(Pogge 2002)는 이런 입장을 대변하여 세계빈곤에 대한
가장 과감한 주장을 내놓았다. 즉 세계는 모든 국가가 공유할 수밖
에 없는 글로벌 경제제도 및 질서를 갖고 있고, 지구화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질서를 더욱 촘촘한 연결망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진국의 풍요와 세계빈곤은 모두 이러한 글로벌
경제질서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포게는,
만일 선진국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혜택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빈곤퇴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진국이 글로벌 질서와 제도를 이용해 저개발국에게 빈곤을 강요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Pogge 202, 170). 이런 견해에 따르
면 세계빈곤 퇴치를 게을리 하는 선진국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포게는 선진국의 빈곤퇴치 의무
는 누군가는 행해야 하지만 꼭 내가 행할 필요는 없는 “적극적 의
무”가 아니라, 모든 선진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소극적 의무”라
고 주장한다. 소극적 의무란 강도나 살인과 같이 금지된 것을 행하
지 말아야 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다. 포게의 관점에서 선진국
이 세계빈곤 퇴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제도를 지속시킴으로써 금지된 행위를 하는, 소극적 의무의 위반
에 해당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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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게는 선진국의 해외원조 의무를 소극적 의무로 간주함으로
써 해외원조를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의무로 규정하길 바란
다. 그러나 모든 선진국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일방적인 수혜자이
며 동시에 세계빈곤을 야기한 가해자이고, 반면 빈곤이 만연해 있
는 모든 저개발국이 일방적인 피해자인가는 경험적인 검토의 대상
이다. 포게는 저개발국의 빈곤의 원인이 과거 식민지 경험이나 제
국주의적 수탈과 관련 있고, 저개발국이 자원개발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현재의 주권국가 체제가 저개발국에게 절
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김준석 2010,
13에서 재인용). 그러나 모든 저개발국가의 빈곤이 역사적으로 형

성된 글로벌 경제질서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적어
도 글로벌 경제질서의 영향력은 완전히 독립된 변수가 아니라, 저
개발국의 국내 제도와 연계된 혼합 효과(combined effects)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Cohen 2010, 22-25).7
해외원조 의무의 근거를 글로벌 세계경제의 관계적 속성과,
이 경제질서를 통해 가해진 피해에서 찾는 한, 해외원조 의무는 글
로벌 경제질서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경험적 검증 논쟁에 휩싸이
게 된다. 이러한 논쟁은 일면 사회과학적 엄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종종 원조 의무의 윤리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부
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역사적, 경험적 증거에 의존하는 원
조 의무는 글로벌 경제질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태에 대한 해외
원조를 의무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Caney 2007,
7

포게가 해외원조를 소극적 의무로 규정한 취지와 이에 대한 평가는 김준석 2010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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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83). 예컨대, 특정한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한

대재난(ex. 2008년 스촨지역의 대지진)을 구호하기 위한 해외원조를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규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지 포게는 세계빈곤과 글
로벌 경제질서의 관계적 속성만을 강조하는 대신 선진국이 조금만
태도를 바꾼다면 세계빈곤은 충분히 해결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
으로 초점을 옮긴다. 포게에 따르면, 현재 약 25억에 이르는 저개
발국의 빈곤 인구가 전세계 가계소비지출의 1.67%를 차지하는 반
면, 약10억의 선진국 국민의 소비지출은 전세계 지출의 81%를 차
지한다고 한다. 이를 기초로 포게는 만약 선진국 국민의 소비지출
의 1/70 정도만 이전하더라도 세계빈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약 3,000억불이 마련된다고 주장한다(Pogge 2008, 2-3). 선진국이
과거에 얼마나 이들의 빈곤에 기여했는가는 일단 접어 두고 개선
가능성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포게는 누군가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약한”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려는 사람이 있다
면, 즉 빈곤을 야기한 책임과 무관하게 선행의 차원에서 원조를 제
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입장을 문제 삼지 않을 것
이다. 이들의 의무 이행이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포게의 의도는 해
외원조를 소극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해외원조의 도덕적 의무를
거부한 이들에게 해외원조를 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진 의무로 받
아들이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 그러나 해외원조의 소극적
의무로서의 속성만을 강조할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경
제의 관계적 긴밀성에 대한 해명이 사회과학적 엄밀성을 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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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외원조를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포게의 소극적 의무론의 한계는 경험적 사실을 넘어 다시금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념적 철학적 원칙을 주목하게 한다.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근거를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원칙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인간이 보편적인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
기초한다(Sangiovanni 2007). 이러한 시도는 지구화나 글로벌 경제
질서의 실재 여부, 혹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세계빈곤에 얼마나 기
여했는가와 무관하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직관에 의존해 글로벌
분배적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글로벌 정의
의 토대를 인간의 존엄성에 두는 입장은 인도적(humanitarian) 세
계시민주의로 일별할 수 있다.8
인도적 세계시민주의는 포게의 소극적 의무론과 비교하면 의
무로서의 구속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인도적 세계시민주의
는 해외원조를 의무로 규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주의는 단어의 표면적
인 뜻과 달리, 기본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개별 국가
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8

포게는 이러한 이들에 대해 다시 약한 도덕적 의무로 돌아갈 것을 권유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포게의 궁극적 의도가 단순히 글
로벌 경제질서의 해악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빈곤의 퇴치에 있다
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포게는 글로벌 경제질서
와 제도가 저개발국의 빈곤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경제질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Pogge 2008, 18). 만약 글로벌 경제질
서가 해를 가했다는 것이 포게 주장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포게는 세계빈곤
퇴치와 무관하게 현재의 글로벌 경제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의 탄
생을 모색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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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존하는 어떤 세계시민주의도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전면적
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9 문제는 두 정체성이 어느 지점에서 균형
점을 찾을 것인가이다. 온건한 세계시민주의는 개별 국가의 시민
으로서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인류 전체가 다른 종과 구분되
는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라는 인식을 확인한다. 이런 세계시민주
의는 모든 인간은 국적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존중되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의 매우 느슨한 도덕적 세계시민주의
라고 할 수 있다(ex. Miller 2007, 23-50). 이러한 도덕적 세계시민
주의는 전 세계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정치적, 법적 책임과 연결
시키는 강한 세계시민주의와 구별된다. 도덕적 세계시민주의는 기
왕의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한다. 예컨대, 전염병이 만연
한 상태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백신의 양이 한정되어 있을 때,
동료시민을 위해 백신을 비축해 놓아야 할지, 당장 전염병이 번져
가고 있는 멀리 떨어진 외국에 백신을 보내야 할지는 도덕적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시민적 정
체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정하더라
도 동료시민의 안전에 우선권을 주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
이다.
그러나 강한 세계시민주의를 주창하는 이들은 국민국가의 시

9

가장 강력하고 급진적인 세계시민주의조차 기후변화나 기근, 인구증가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슈별로 형성된 느슨한 연방주
의를 주장하는 정도이지 주권국가를 초월한 세계국가를 지향하지는 않는다(Waldr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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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 정체성의 우선성이 적어도 도덕적으로 자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캐이니는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인해
어떤 차별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
원칙임을 확인하고, 국적 역시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자의적인 요
소라는 점을 들어 시민적 정체성이 세계시민적 정체성보다 우선해
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성
별, 인종, 계급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인간을 대우해야 한다는 자
유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에 의해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캐이니는 여기서 국적
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인종, 성별, 계급의 구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처
럼, 모든 인간은 국적에 의해서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Caney 2005, 107).
이러한 입장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인간은 대체로 외국인보
다 자국민에게 더 큰 유대감과 애착을 갖는다는 경험적인 사실이
다. 캐이니는 동족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근거로 글로벌 정의를 인
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서, 어차피 시민들 사이의 유대감이
나 애착은 국경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자국
민에 대한 유대감이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근대 국가의 경계 설정은 인종, 종족, 언어적 유대감과
같은 본질적 속성보다는 매우 우연한 역사적 계기에 의해 결정됐
다는 것이다(Caney 2008).10
이처럼 국경 설정의 자의성을 지적하며 강한 세계시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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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창하는 캐이니의 입장은 해외원조의 의무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10 그러나 캐이니 입장의 가장 큰 약점은 국적
을 그의 주장처럼 전적으로 자의적인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이다. 우선, 제한된 경우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국적은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지구화 이후 인구의 이동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
고, 이에 따라 국적은 온전히 자의성의 산물은 아닐 수 있다. 이보
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국적은 국민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
다는 사실이다. 국적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출생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지만,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적이 이와 같이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
실에 주목하면, 외국인보다 동료 시민에게 더 큰 애착을 느끼게 되
는 것은 단지 편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된 자연
스런 인간본성이라는 것이다(Miller 2007). 이런 견해에 따르면 국
적과 관련된 정체성은 인간성의 가장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이고, 이
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본성을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마저
있다는 것이다.
포게와 케이니의 논의는 해외원조를 누구에게 부과되는 어떤
의무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해 준다. 우선 글로벌
경제질서와 이에 따른 세계빈곤의 관계적 속성을 인정한다면, 해

10

사실 국가의 경계에 따른 국적의 구분이 사실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예컨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민 등 인구이동이 허용되어 있으므
로), 해외원조의 대상이 되는 빈곤국은 빈민들에게 이민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빈곤을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간주해 버리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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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원조 의무는 당연히 선진국과 그 국민들에게 부과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관계적 속성을 보다 분명하게 입증하고 보다 강력
하게 주장할 수 있다면, 포게의 주장처럼 해외원조는 소극적 의무
로까지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 추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이러한 관계적 속성을 대체로 인정하고, 선진국의 해외원조가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의무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이런 추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일부 시민
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해외원조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인도주의적 세계시민주의는 이러한 시민적 거부감을 극복하고
해외원조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이념적 철학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세계시민주의에만 호소하는 것은 세계시
민으로서의 의무를 동료시민에 대한 의무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해외원조를 매우 느슨한 도덕적 의무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세계시민주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칫 해외원조 의무를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맡겨 버리고 자
연스럽게 국가의 해외원조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포게와 케이니의 논의를 통해서 해외원조의 윤리적 기본틀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외원조의 대상으
로 삼아야 할지를 검토할 차례다. 이제 다음 두 장에서 해외원조
의무에 관한 최소주의적 접근과 평등주의적 접근을 대표하는 학
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해외원조의 목표 설정에 이들의 논의
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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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원조 의무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내이글과

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 절에서는 대표적인 최소주의자인 내이글과 밀러의 논의를 중심
으로 해외원조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을 검토하고자 한다.11 이들
은 기본적으로 분배적 정의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에 반
대한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시민들은 자국민에 대해 훨씬 강한 유
대감을 갖고 있는 반면, 글로벌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만한 전 세
계적 유대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이들은 해외
원조 의무의 범위를 최소화하며, 의무의 성격도 정도의 차이가 있
긴 하지만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이해한다.12 가장 엄격한 최소주
의를 지향하는 내이글은, 롤스가 분배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는 적어도 사회적 협력을 목표로 하는 기본구조(basic structure)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한 점에 착안하여, 기본적으로 분배적 정의
를 글로벌 영역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Nagel 2005). 국제
사회에 과연 국내적 질서에 상응하는 기본구조가 존재하는가는 논
란의 여지가 있다.13 관건은 과연 국가라는 제도가 다른 제도와 구
11

학자들은 대체로 글로벌 분배적 정의를 주장하는 정치철학자들을 최소주의자와
평등주의자로 나눈다. 대표적으로 Armstrong 2012.

12

사실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우리로 하여금 해외원조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들이
므로 이들의 논의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입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13

다음 장에서 논하겠지만, 베이츠는 국제사회에 롤스의 기본구조에 상응하는 정도
의 국제적 기본구조가 존재한다고, 혹은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eitz
1979; cf. Hinsch 2001). 반면 Freeman 2007은 국제적 기본구조가 될 만한
WTO, UN, World Bank 등이 존재하지만, 이런 기구들의 원칙은 국내적 차원의
기본구조와 유형과 원칙 면에서 거리가 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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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가 여부인데, 최소주의자들은 각기 다
른 이유를 대며, 국가가 국제사회와 비견할 수 없는 특수한 제도라
는 데에 동의한다. 산지오반니는 국가만이 구성원들 간의 장기적
인 상호성(reciprocity)을 보장한다는 점에 주목하고(Sangiovanni
2007), 리세는 국가만이 강제력(coercive power)을 갖고 있다고 주

장하며 국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한다(Risse 2006).
마찬가지로 내이글도 기본적으로 국내 영역과 국제 영역 간
의 단절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분배적 정의의 의
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Nagle 2005). 국경 밖의
불행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도덕적 의무 이상의 구속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입장은 롤스가 글로벌 차원에서 부
의 불평등에 대한 재분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보다 훨
씬 폐쇄적이다. 롤스는 평등주의의 글로벌한 확대를 경계하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추구를 어느 정도 허
용한다(Rawls 1999, 112-120). 이와 달리 내이글은 글로벌 분배적
정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내이글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
는 이유는 그가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관계성을 분배적 정의가 실
현될 수 있는 필수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내이글에 따르면
국가는 이 관계성을 강제적 정치 관계(coercive political relation)로
전환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국가는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삶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어떤 국제제도나 국제기구
에서도 이런 수준의 관계적 긴밀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이글은 국내적 차원의 불평등은 부정의로 환원시켜
이해할 여지가 있는 반면, 국제적 불평등을 부정의로 받아들이기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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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같은 국가 안의 시민들 간의 불평등, 예컨
대 환경미화원과 대기업 임원의 소득불평등을 예로 들어 보자. 이
들의 불평등은 표면적으로는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
이지만, 이들이 국가라는 강제적 정치 관계에 의해 매개되어 있다
는 것을 고려하면, 양자의 불평등이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
다는 것이다. 예컨대, 환경미화원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성차별을 당해서 불평등한 상태에 놓인 것이라면, 이 국가 안에 살
고 있는 시민들은 모두 이러한 불평등이 조성된 것에 일정 정도 책
임이 있고,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료 시민들 간에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강한 동기가 존재
한다. 반면, 국제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 놓여 있는 두 사람, 예컨
대, 한국의 대기업 임원과 시에라리온의 빈민 간의 불평등은 결코
앞서 환경미화원과 대기업 임원 간의 불평등과 같은 방식으로 환
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IMF와 같은 국제기구나 광범위한 글
로벌 경제질서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성은 국가라는 제도에 의해
조성된 관계성에 비하면 긴밀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내이글은 선진국의 해외원조 의무는 인도주의 차원의 도덕적 의무
이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Nagel 2005, 118).
내이글과 마찬가지로 밀러도 국적은 단순한 국가의 경계가 아
니라 자국 시민들 간에 특별한 결속과 유대감을 주는 규범적 의의
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유대감은 외국인들과는 결코 공유할 수 없
다는 입장을 취한다(Miller 2007). 밀러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얻게
되는 국적을 스스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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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ᅦ계정치24_책.indb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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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역사와 전통, 관습 등으로부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
을 강조하며, 국가는 여타의 집단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규범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Miller 2007). 밀러는 국가가 우리의 삶에서 결
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
가,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동료시민들에게 ‘특별한 의무’(special
duties)를 지닌다는 것을 변호하고자 한다(Miller 2007, 34-35). 우

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동료
시민과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한다면 이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갖는
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본적 욕구
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킬 의무
를 지는데, 이러한 의무는 다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의무보다도 앞
서는 특별한 의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해외의 시
민들에게 기본적 욕구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만, 그것이 동
료시민들에 대한 특별한 의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
라서 밀러에게 글로벌 분배적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최
소주의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민주주의 정체에 살아야
할 권리’와 같은 정치적 권리를 기본적 욕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밀
러에게 지나친 요구이다. 물론 밀러는 ‘인간다운 삶’(decent life)을
위한 조건을 논하고 있으므로 무엇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본권인가에 따라서 원조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Miller
2007, 184). 그러나 밀러는 이 기본권의 항목 역시 최소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본권 항목의 자의적인 확대를 경계
한다(Miller 2007, 193). 요컨대, 해외원조는 기본적 욕구, 최소주의
적으로 해석된 기본권 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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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평등주의자들처럼 가능한 한 분배적 정의를 글로벌 차원
에서 실현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과적으로 동료시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밀러의 최소주의에 대한 도전은 기본적으로 국적에 기초한 시
민적 결속이라는 것이 과연 실체성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입장
에서 비롯된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실체성이 불확실한 시민적 유
대감에 기초해서, 동료 시민들에게만 광범위한 분배적 정의를 적
용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
다. 혹자는 동료시민들에게만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
해서 부정하기도 하고(Caney 2005, 269), 혹자는 자국민에 대한 특
별한 의무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자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의
무에 일방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대신, 해외원조를 필요로 하는 이
들에 대한 소극적 의무와 자국민에 대한 특별한 의무 간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Van der Veen 2008). 밀러의 최소
주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개인의 집단적 정체성이 반드시 국가
가 상정하는 시민적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해외
원조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국민의 정체성과 차이
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Pierik 2008).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밀러의 최소주의는 적어도 내이글
의 견해보다 해외원조의 의무화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즉 밀러는 어떤 국가가 과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
을 때, 인접국이나 이런 곤궁한 처지를 감당할 능력을 갖춘 국가는
곤궁에 빠진 국가를 원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Mill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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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55). 물론 이 경우에도 원조의 의무는 사실상 자발적으로 부

과한 것이므로 비교적 약한 구속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의 최소주의는 독특한 책임론으로 해외원조 의무의 성격을 명
료화하는데 기여했으므로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밀러는 우선 해외원조의 책임을 불행한 사태에 원인을 제공
한 원인 제공자로서의 책임, 즉 ‘결과책임’(outcome responsibility)
과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주변의 고통과 불행을 경감해야 할 책임,
즉 ‘교정책임’(remedial responsibility)을 구분한다(Miller 2007). 밀
러는 만일 선진국에 세계빈곤에 대한 ‘결과책임’이 있다면, 해외원
조는 자국 시민에 대한 의무와 무관하게 선진국의 국민들에게 부
과되는 의무라고 해석한다.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계
빈곤의 관계적 속성은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완벽하게 규명될
수 없기에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가를 지목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특히 밀러는, 십분 양보하여 세계경제질서의 역사적 진
화 과정이 선진국에 이득을 가져왔고, 이 때문에 선진국의 시민들
에게 집단적 결과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저개발국 공
동체 전체와 그 시민들에게 더 큰 결과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개발국의 빈곤에 대해서 해당 국가 엘리트의 부
패, 정치 제도적 결함에 따르는 결과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이를
무시하고 전적으로 선진국의 국민들에게만 해외원조의 의무, 그것
도 소극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Miller
2007).

그렇다고 밀러가 선진국의 해외원조 의무를 완전히 배제한 것
은 아니다. 밀러는 저개발국 엘리트의 도덕성이나, 현재의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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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개선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결과책임만을 논하는 것은
교정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진국의 결과책임을 어
느 정도 인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교정책임을 부과한다면, 선진국의
해외원조 의무가 결코 약한 의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밀러는
또한 교정책임을 보다 세분한다. 예컨대, 저개발국이 독재체제인
가 비교적 민주적 체제인가에 따라서 전자의 경우 제3자의 교정책
임이 더 강해진다고 지적한다. 민주적 체제에서 빈곤은 저개발 국
가 공동체 전체가 결과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독재체제에서의 빈
곤은 독재자와 타락한 엘리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
변국의 교정책임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원조의 필
요성이 동일하다면, 독재체제의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 의무가 민
주 국가에 대한 원조 의무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외원조가 결과적으로 독재체제를 강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밀러의 논의는
적어도 지원국의 입장에서 어느 쪽에 더 강한 원조 의무가 있는가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Miller 2007).
내이글과 밀러의 논의는 일견 해외원조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
는 선진국의 변명처럼 들릴 소지가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이미
해외원조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논의
가 해외원조를 후퇴시키는 구실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신 내이글의 논의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존재한다면, 국제사회에도 국내정치와 유사
한 분배적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국제사회는 현재 해외원조 의무에 대한 물리적 제재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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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강제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제 규범의 형
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이글의 관점에 따르더
라도 해외원조 의무는 인도주의적·도덕적 의무 단계를 넘어 정치
적 의무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밀러의 논의 역시 원
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진국의 시민들에게 막연한 세계시민주
의보다 명확한 해외원조 의무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밀러의 교정책임 개념은 암묵적으로 인
권을 전제로 한 도덕적 세계시민주의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밀러
의 해외원조에 대한 결과책임/교정책임 구분법은 무분별하게 인권
이나 세계시민주의에 호소하는 대신, 어떤 상황에서 인권과 세계
시민주의에 호소해야 해외원조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
는 데 활용될 여지가 있다.14

IV

해외원조에 대한 평등주의적 접근: 베이츠와

캐이니의 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분배적 정의를 평등주의적으로 접근하려는 이들은 먼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글로벌 불평등의 현실을 지적하는
데 주력한다(ex. Beitz 2001, 95; Moellendorf 2009, 2; Caney 2006,

14

아울러 밀러의 논의는 선진국도 개도국도 아닌 중견국이 해외원조에 어떤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일종의 시사점이 있다. 일단 중견국에 세계빈곤의 결과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교정책임도 선진국에 비해서 약하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과 협
력해 세계빈곤을 퇴치할 교정책임이 부과된다는 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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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이들은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격차, 특히 선진국의 부유층과

저개발국의 빈곤층 간의 격차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을 주목한
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글로벌 빈부격차의 주 요인을 선진국의 소
득이 과거 100년 사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저개발국의 소
득은 상대적으로 정체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15 앞에서 소개한
최소주의적 관점에서는 저개발국 시민들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
는 한, 글로벌 빈부격차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예컨대, 우리
는 미국과 브라질 간의 부의 격차를 부정의로 취급하지 않는데, 마
찬가지로 미국과 시에라리온의 빈부격차도 이들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기만 한다면 양국의 불평등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주의자들은 부의 국제적 불평등 자체가 글로벌 부
정의라는 입장을 변호한다.16 이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불평등의 내
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크게 보면, 불평등의 항목과 불평등의
책임과 해소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갈린다. 우선,
불평등의 항목과 관련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1) 복지나 행복, 2) 접
근가능한 자원(resources), 3) 삶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성
취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ies), 4) 권력과 지위의 위계질서, 혹은
15

포게는 부유국의 평균 시민 1인의 소득소비지출은 빈국의 300명의 소득소비지출
과 맞먹을 정도의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한다(Pogge 2007a, 132).

16

글로벌 불평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Milanovic 2005를 참조. 문제
는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될 만한 개인의 불평등 현황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이다(Ghose 2004).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불평등 자료는 국가 간
의 일인당 국민소득의 격차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불평등에만 주목하
는 경우, 일국 내에서 벌어지는 개인 간의 불평등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다는 맹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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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의 존재 여부 중 어느 것을 제거해야 할 평등의 기준으로 설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뉜다.17 두 번째 문제는 누가 글로벌 불평
등에 책임이 있는가 즉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주체 문제이다. 요컨
대, 평등주의자들은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항
목을 주목해야 하고, 누가 해결의 주체이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
는가를 그들의 주요 논점으로 설정한다.
베이츠는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팽배해
있던 상황에서 일찍부터 분배적 정의가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되어
야 하고,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우선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국내정치와 구분되지만, 점차 세계경
제가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국내적 정의의 원칙이 적
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한다(Beitz 1979, 8-9). 베이츠의 글
로벌 분배적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롤스의 정의론이 글로벌 영역
에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에 기초해 있다. 롤스가 자신의 정의
론은 결코 국제적으로 확장될 수 없음을 주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Rawls 1999). 롤스 정의론의 제1원칙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자

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부의 불
평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2원칙은 소위 ‘차등의 원칙’으로 불리
는 것으로 최소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보는 한도 내에서 차등이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Rawls 1971).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롤스
자신은 그의 정의론이 결코 개별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

17

복지, 자원, 능력 중 무엇이 평등의 기준 항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Wolff 2007을 참조. 권력과 지위의 위계질서의 존재여부를 중시하는 입장에 대해
서는 Anderson 1999; Armstrong 2006; Armstrong 20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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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한다. 반면, 베이츠는 세계 각국의 천연 자원이 불균등하
게 분포되어 있는 문제를 롤스의 정의론으로 재조명할 수 있고, 부
의 국제적 불평등 문제 역시 롤스 정의론의 ‘차등의 원칙’으로 해
결할 수 있다고 본다.
베이츠는 영토 내의 천연자원의 활용은 전통적으로 개별 국
가의 권리로 인정되어 왔으나, 천연자원의 분포가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며 자원의 배타적 지배에 의문을 제기한다(비슷하
게 Jones 1999, 171; Wenar 2008, cf. Armstrong 2010). 그의 기본적

인 입장은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결과는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지
만, 행운과 같은 ‘도덕적 자의성’에 따른 결과는 책임과 권한을 가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오일, 석탄,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의 분포는
전형적으로 ‘도덕적 자의성’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런
자의성에 의한 결과는 가능하면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 이런 베이츠의 입장은 운에 의한 불평등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
다는 소위 운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를 국제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롤스는 베이츠의 운평등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종이나 성
별과 같이 자의적인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만, 개
인의 선택과 노력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운평등주의는 경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그 균형점을 기회의 평등에서 찾는다
(Rawls 1971). 예컨대,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어느 정도 운의 요소

가 있지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다면 운평등주의자들이 주장하
는 바와 같이 굳이 재능의 차이를 무효화시키려고 애쓸 필요 없다
는 것이다. 재능을 부여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성취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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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ᅦ계정치24_책.indb 50

2016. 6. 3. 오후 5:49

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활용하는 주체가 보다 결정적인 요소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 재능이라는 것은 개인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각 개인의 정체성과 결합된 고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롤스는 이런 점들에 주목하며 운평등주의를 경계하고, 같은 맥락
에서 베이츠의 자원평등주의를 과도한 운평등주의로 비판한다. 천
연자원의 분포가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부의 국제적 불평등은 사실 개별 국가의 고유한 특성의 반영인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여전히 낙후된 경
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Wenar 2008), 천연자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저발전에서 벗어난 사례를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Rawls 1999, 108).
이러한 반론에 대해 베이츠는 천연자원이 개인의 재능만큼 자
기고유성을 갖지 못한다고 답한다. 재능은 이미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어서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전용될 수 없다. 따라서 재능에 대
한 개인의 배타적 권리는 변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천연자원
의 경우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천연자원은 타국도 이용할 수 있으
므로 왜 특정 국가가 영토 내의 자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가는 변호의 대상이 된다. 또한 천연자원은 재능이 개인의 정체성
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
는 핵심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
을 전제로 어떤 국가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
능의 자의적 측면과 개인의 노력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것처
럼 자원의 경우에도 자의적 분포와 개별 국가의 자원개발 노력 혹
은 경제구조적 요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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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츠가 자원의 분포에 자의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
은 자원을 평등하게 재분배할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부의 국제적 불평등을 전적으로 개별국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
으며, 자원분포의 자의적 요소를 고려해 부의 재분배가 이뤄질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현실적으로 자원분포의 자
의성에 비례해서 균등한 배분을 할 방법은 없다. 대신 어떤 국가가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온전히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면, 이 국가
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적어도 기본적 욕구를 충족
시키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과 정
치제도를 갖출 수 있게끔 하는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베
이츠의 주장이다(Beitz 1979, 141). 천연자원이 자의적으로 분포
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글로벌 분배적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글
로벌 경제질서가 저개발국에게 해를 가했는가를 입증하는 것과 무
관하게 재분배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런 입장에 따르
면,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국가가
존재한다면, 부유한 선진국에게 이 국가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부
과된다.18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18

다만 그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포게의 글로벌자
원배당금(Global Resource Dividend)이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자국의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도 개발과 활용에 비례적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자원이 부족한 저개발국 지원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포게도 베이츠와
마찬가지로 롤스의 평등주의 원칙이 글로벌 차원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갖
는다.

52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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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 글로벌 영역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 여부이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내의 어
느 정도의 불평등은 인정하지만, 그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가
장 이득이 되는 한도에서 차등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차
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을 제도적으로 디자인해
야 한다. 예컨대 국내적으로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차등의 원칙을 글로벌 영역
에서 제도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한가? 베이츠는 아직 그러
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것이 실
현될 가능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한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는 여전히 구성 과정에 있고, 앞으로 차등의 원칙
을 적용하여 새롭게 디자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Beitz 1979;
Moellendorf 2002).

베이츠의 구상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그가 롤스의 정의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구조
(basic structure)가 사회적 협력(social cooperation)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롤스에게 이와 같은 경
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중첩성은 국민국가의 국내적 시스템
에만 나타난다(Rawls 1971, 7-9). 주지하듯이 국제사회가 이런 수
준의 견고한 기본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정적으로
프리만의 지적처럼 국제사회에는 국내의 제도처럼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집행할 만한 글로벌 정치적 권위, 글로벌 법률 체계, 글
로벌 소유권 체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Freeman 2007, 444). 이런
맥락에서 베이츠는 자신의 주장은 시기상조의 측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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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베이츠는 자신의 주장을 국제제도의 현
재적 상태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야 할 국제제도에
대한 규범적 방향 설정의 차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좀 더 평등한 세계경제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도덕적 근
거를 발견했다면, 당장 그것을 실현하기는 곤란하더라도 이를 위
해 새롭고 효율적인 국제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Beitz 1979, 156).19

캐이니도 베이츠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질서나 제도가 세계
빈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본
다. 만일 관계의 긴밀성에 의해서만이 분배적 정의가 성립하는 것
이라면 국내적 차원에서도 분배적 정의를 주장할 만한 관계적 긴
밀성의 경험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캐
이니는 국내적으로 분배적 정의를 주장할 만한 항목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항목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근거를 상실할 이유
가 없다고 가정한다(Caney 2008).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캐이니
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대상을 설정한다.
첫째, 모든 인간은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권리를 갖는다. 둘째, 최
하위층의 지위를 개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셋째, 동일한 작

19

예컨대, 베이츠는 IMF의 구조를 저개발 국가의 개발에 좀 더 호의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Beitz 1979, 174). 뭴렌도르프는 비슷한 맥락에서 부유국
은 빈국의 부채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좀 더 전향적인 제안을 한다(Moellendorf

2002, 94). 뭴렌도르프의 주장처럼 최근 활발하게 미국과 경쟁적으로 해외개발원
조 비중을 높이고 있는 중국이 공여국으로서 부채탕감을 제안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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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equal pay for equal
work). 넷째, 글로벌 차원에서 기회의 평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최소주의자들의 입장과 유사하다. 두 번째 원칙은 롤
스의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하려는 베이츠의 시도와 유사
하다. 셋째, 넷째 원칙이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글로벌 영역에 확
대 적용하려는 평등주의적 입장을 새롭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특
히 기회의 평등을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네 번째 원칙은 해외원조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
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회의 평등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이들이
같은 노력을 들였다면 모두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동등한 기
회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이들에
게 동일한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은 계급, 성별, 인종 등에 대한 사
회적 편견 때문이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되도록 배제해야 한다. 캐이니는 이러한 사회적 편
견에 국적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사회적 편견의 대상
이 되는 항목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결정
되는 자의적인 특성들이다. 여성이나 흑인으로 태어날 것을 선택
하지 않는 것처럼 모잠비크에서 태어날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이런 근거로 캐이니는 기회의 평등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영역으
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Caney 2005, 123).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가장 급진적으로 해석하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국경을 초월해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또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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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국가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언어능력, 문화적 특성까지 능력에 포함시키게 되면, 국적 자
체도 개인의 능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
어도 인접한 국가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국적이 다
르다는 것을 이유로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재고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캐이니에 따르면 만약 기회의 평등이 확립되지
못한 사회가 존재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글로벌 분배
적 정의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직업 선택에 있어
서 성적 차별이 존재하는 국가가 있다면, 이런 국가에 대한 해외원
조의 방향은 여성이 동일한 직업을 선택할 능력을 갖추도록 평등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여건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
회적 편견을 제거하는 것을 원조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20
일반적으로 평등주의적 분배적 정의의 실현은 과격하고 비현
실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 불평
등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로 인해 벌어지는 불행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에 공감한다면, 평등주의적 방안을 전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적 불평등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
면서 불평등의 원인과 무관하게 불평등의 결과에 다 함께 책임이
있음을 설득하고, 그 해결책으로 국제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제안
하는 베이츠의 논의는 의의를 갖는다. 캐이니의 논의 역시 국제적

20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자칫 저개발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고 선진국의
문화적 가치만을 주입하는 문화적 제국주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
는다(Miller 2007). 이러한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에 대한 반론으로 너스
바움의 능력 접근법을 적용할 만하다(cf. Nussbaum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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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특히 기회의 평등,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미를 재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V 결론
해외원조의 윤리적 근거로 종종 세계시민주의가 거론된다. 그러
나 세계시민주의는 인류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인
정하느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변형으로 나타난다(Kleingeld and
Brown 2013). 따라서 세계시민주의적 가치만을 해외원조의 윤리

적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자칫 세계시민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해외원조의 윤리적 근거가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의 해외원조 의무의 윤리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해외원조를 소극적 의무로 규정하는 포게와 케이니
의 윤리적 기본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렇다
고 인류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세계시민주의를 평가절하할 필
요는 없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적극적 의무로서 해외원조
를 실행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계시민주의는 이러한 국가의 행
위에 대해서 시민적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념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시민주의는 국가적 차원이 아닌
시민적 차원에서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세
계시민주의를 지지하는 개인은 세계빈곤의 관계적 속성을 인정하
든 인정하지 않든, 적어도 자국의 해외원조 정책을 지지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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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제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다.
한편으로 해외원조의 목표와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를 가리기 위해 최소주의적 입장과 평등주의적 입장을 검토하였
다. 최소주의는 의식주와 같이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만을 해외원
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 수준 이상으로 분배적 정의를 추구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의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평등주
의는 글로벌 분배적 정의가 기본욕구의 충족 이상으로 달성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보건, 교육, 정치적 권리, 복지, 여가
등도 원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최소주의자들
은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인권보장을 해외원조의 목표로
삼는 반면 평등주의자들은 글로벌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보다 광
범위한 재분배를 해외원조의 목표로 설정할 것이다. 이처럼 최소
주의와 평등주의는 해외원조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
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적어도 실천적 영역에서는 이
러한 논의를 양자택일의 논리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해외
원조의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고, 그것의 철학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이론틀을 적절하게 조합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해외원조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에만 국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글로벌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
한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는가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지양될 필요
가 있다. 최소주의는 해외원조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
지만, 누구에게 해외원조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의무인가를 보다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평등주의
는 해외원조가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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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해외원조가 어느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는가를 설득하
는데 매우 유용한 논리를 제공한다. 이론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글
로벌 분배적 정의의 근거 그리고 글로벌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어
야 할 범위와 관련해서 최소주의와 평등주의는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의 영역에서는 양자의 논쟁을 굳이 해외원조 여
부를 결정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외원조의 필
요성을 강화하고, 원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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