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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본고는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와 같은 엄중한 도덕적 직관의 포

용 방식이 규범 윤리이론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시각에서 계약론

적 윤리설을 조명하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계약론 진영의 롤즈, 스캔

론, 카러더스, 롤랜즈의 입장들을 상호성 전제 여부를 기준으로 실질적 모델과 

방법론적 모델로 나누고,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의 인정 여부, 의무의 정당화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고찰한다. 각 입장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 모델은 동물에 관한 주요 통찰을 반영함에 있어 한계

를 드러낸다. 롤즈와 스캔론은 계약론 외적인 근거로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

를 인정하지만, ‘정의’나 ‘옳고 그름’과 같은 개념을 인간관계에 독점적으로 적

용하는 결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부정하는 카

러더스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감수성도 결여한다. 둘째, 롤랜즈의 방

법론적 모델은 동물에게 높은 도덕적 지위를 보장하지만, 그의 직관적 평등 논

변이 동물윤리의 정초에 필요한 통찰임은 분명하나 충분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셋째, 계약론에 대한 통념을 깨고 인간과 동물에 대한 평등주의적 견해가 

계약론 진영에서 출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일단 계약론에 도덕적 관심이 접목

되면 도덕적 관심에 의해 계약론의 상호성의 조건이 약화될 수 있고, 이 현상이 

결국 약한 의미의 상호성마저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지점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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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를 정교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신 박정순, 주동률, 정원규 그리고 심사자 선생님들

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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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현대 도덕철학을 이끄는 주요 접근 중의 하나인 계약론 전통은 이성적 

존재자들 간의 합의라는 개념으로 도덕 이론이 답해야할 기본 문제들, 가령 

도덕의 내용과 도덕을 준수할 동기 등에 대해 자율적이면서도 단순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 반면, 바로 이성적 합의를 강조하

는 까닭에 계약의 동등한 참여자로 간주되지 못한 존재자들, 특히 계약자로

서 갖추어야할 조건들을 본성적으로 결여한다고 여겨지는 동물을 도덕적

으로 고려하는 데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2) 
그런데 흥미롭게도 계약론 진 에서는 이렇게 동물의 도덕적 고려에 대한 한

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롤즈(John Rawls)와 스캔론(Thomas Scanlon)과 

같은 입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약론적 접근이 적어

도 동물에 대한 직접적 도덕적 의무와 양립가능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데

에 만족하는 반면, 극단적이면서도 서로 상반된 입장들도 등장하 다. 카러

더스(Peter Carruthers)는 계약론의 관점에서 동물에 대한 직접적 도덕적 

의무를 부정하는가하면, 롤랜즈(Mark Rowlands)는 계약론적 접근이야말

로 동물 윤리를 구축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접근이라고 주장하 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롤즈나 스캔론에 대한 기존의 비판에만 의존하

여 계약론적 윤리설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동물에 대한 논의를 잣대로 삼아 계약론적 윤리설을 평가하는 것

은 중요하다.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와 같은 도덕적 직관은 결코 무시

1) 킴리카에 따르면 계약론 전통이 ‘도덕이 요구하는 바’를 상호작용을 규율하려는 인간

의 합의 사항들로, ‘도덕적 요구에 복종해야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Kymlicka, Will, “The social contract tradition”, in A Companion to Ethics 
(ed. Peter Singer), Basil Blackwell, 1991, p.186(이하 Kymlicka, 1991로 표기).

2) 이러한 비판의 대표적인 예로 누스바움을 들 수 있다. Nussbaum, Martha C., Frontiers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참조(이하 Nussbaum 2006으로 표기). 그
런데 계약론의 비판자뿐만 아니라 계약론적 접근을 취하는 롤즈도 자신의 정의관이 

심신장애자, 타국인, 미래세대, 동물과 자연과 관련된 문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면서 처음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만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자연과 동물에 대한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롤즈, 존,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

사, 1993, pp.2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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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는 엄중한 것이므로 이러한 직관을 어떤 방식으로 포용하는가는 특

정 규범 윤리이론의 입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논의를 잣대로 삼은 계약론적 윤리설에 대한 평가는 롤

즈와 스캔론에 대한 기존의 비판의 타당성을 점검해보고 카러더스와 롤랜

즈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이루어진 후에 내려져야할 것이다.
본고의 관심은 메타 이론적이다. 동물에 대한 어떤 특정한 규범적 관점

을 가지고 계약론적 윤리설이 함축하거나 실제로 제시하는 처방의 적절함

을 평가하기보다는 분석 대상의 논리구조를 드러내고 그것의 강점이나 취

약점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본고의 논의 범위는 주로 계약론

적 윤리설 진  내에 머문다. 계약론적 윤리설과 비계약론적 윤리설의 비교

보다는 계약론 진  내의 이론 간의 비교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본고는 결론 부분에서 계약론적 윤리설의 평가를 마무리하고, 
더불어 어떤 이유로 계약론 진 에서 동물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평등주의적 입장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도 밝혀보고자 한다. 

Ⅱ. 예비적 고찰－계약론의 분류

앞서 계약론적 윤리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언급했지만 계약론적 전통 내

에 한 가지 종류의 계약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 상태로 지칭되는 

최초의 선택 상황이나 계약 당사자들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유형이 가능하다는 점이 익히 알려져 있다.3)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계

약론 이론을 다루게 되는지 미리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이미 잘 알려진 구분, 즉 계약상황을 도입하는 동기에 따라 나뉘는 

홉스적 계약론과 칸트적 계약론 중에서, 이하에서는 칸트적 계약론에 논의

를 한정할 것이다. 도덕적 인격들 간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모두의 이해관

심을 비편파적(impartial)으로 구현하기 위해 사회계약 개념을 도입한 칸트

적 계약론과는 달리, 홉스적 계약론은 사회계약의 기원을 서로에게 불리한 

3) 박정순 , ｢계약론의 딜레마｣, 철학과 현실 제9호, 1991,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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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은 피하고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동기에 두기 때문이다.4) 
먼저 타산적 사려만이 행위를 규율하는 동력이 되는 학설을 규범윤리설로 

간주하는 데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점을 문제시하지 

않더라도 계약 당사자들 간의 힘의 균형이 전제 조건인 전략적 합의 상황에

서 동물이 총체적으로 열세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인간과 동물

의 힘의 불균형을 무시하더라도, 전략적 합의에서 합의사항의 이행은 고사

하고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운 동물을 상대로 계약을 생각한다

는 자체가 불가능하다.5) 
다음으로 도덕적 관심에서 출발하는 칸트적 계약론 진  내에 존재하는 

각 이론 간의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기 위해 몇 가지 구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실질적 모델과 방법론적 모델의 구분이다. 실질적 모델

은 계약 개념이 함축하는 것 중에 ‘상호성(mutuality or reciprocity)’이라

는, 실제 합의가 성립할 수 있는 전제를 어느 정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실

질적이라 지칭할 것이다. 즉, 계약자의 자격을 모종의 실천이성을 갖춘 존

재자, 다시 말해 정의나 합당성을 추구하는 이들로 규정하여, 상호협력, 상
호인정 또는 상호이해와 같은 ‘상호성’을 전제한 접근을 가리킨다. (홉스적 

계약론의 상호이익 추구와 같은 상호성을 전략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강한 

의미의 상호성으로 본다면, 칸트적 계약론의 상호성은 당위적 차원에서 요

청되는 약한 의미의 상호성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롤랜즈를 제외한 나머지, 즉 롤즈, 스캔론, 카러더스가 해당된다. 반면에 방

법론적 모델의 개념은 롤랜즈의 접근을 차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계

4) 이러한 분류는 수많은 저작들에서 언급되어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는 것이 새삼스러울 

정도이다. 그 중 하나로 Kymlicka, 1991, p.188 참조. 문으로는 홉스적 계약론은 

contractarianism, 칸트적 계약론은 contractualism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5) 스미스에 따르면, 홉스의 경우 동물이 계약에서 배재되는 이유는 그들이 물리적으로 

열등하다고 보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모든 동물들이 배제되

지 않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인간들은 여러 포식자들에게 취약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홉스는 동물들을 배제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모든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는 인간들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으며, 정작 사회계약에 동

물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의사소통의 장벽이라는 설명이다. Smith, Kimberly 
K., “Animals and the Social Contract”, Environmental Ethics, vol.30 No.2, 2008, 
pp.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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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론적 설정을 도덕 원칙을 도출하는 발견적(heuristic) 도구로만 이용하고 

약한 의미의 상호성을 담보하지 않은 대상도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의 

주체처럼 대우하는 입장을 의미한다.6) 물론 일부 동물은 인간과 의사소통

이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 동물과의 관계에도 가장 약한 의미의 

상호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롤랜즈는 이러한 가능성

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7)

이와 더불어 두 가지 구분이 더 추가 될 수 있다. 첫째, 칸트처럼 인간 존

중을 유도하려는 간접적인 이유로만 동물을 온정적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입장이 구분될 수 있다.8) 둘
째, 동물 윤리의 토대를 계약론 내부에서 정초하려 한다면 내재적 정당화, 
외부에서 찾으면 외재적 정당화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항목을 

결합하면 네 가지 조합이 나온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실제로 제기된 세 가

지 조합만 다룰 것이다. 실질적 모델에서 롤즈와 스캔론은 동물에 대한 직

접적 의무를 인정하지만 그 토대를 계약론 외부에서 찾고, 카러더스는 계약

6) 롤랜즈는 롤즈도 계약론을 발견적 도구로 생각했다고 해석하지만 롤즈의 이론은 상호

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현재 논의에서는 롤랜즈만이 엄 한 의미의 방법론적 접근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구분의 명칭들은 상호적/비상호적 접근 또는 대칭적/
비대칭적 접근 등으로 대체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7) 이러한 가능성에 의존하는 경우로 하버마스(Jügen Habermas)의 예를 들 수 있다. 하
버마스, 유겐, 이진우 역, 담론윤리의 해명, 문예 출판사, 1997, p.270 참조. 이는 김

명식, ｢동물실험과 심의｣, 철학 제29집, 2007, p.12에서 재인용(이하 김명식, 2007
로 표기).

8) 칸트의 시각에서 동물은 이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

니다. 우리가 동물을 온정적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인간에 대

한 의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그 반대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Kant, Immanuel, Lectures on Ethics, translated by L. Inflield, 
Hackett, 1963, pp.239-240.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향을 미친

다는 주장은 인간과 동물 간에 어떤 유사성 내지 연속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칸트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도덕적 지위를 획득하기에 충분한 요건이 아닌 것으로 보았던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저명한 칸트 학자인 코스가드는 칸트의 철학을 재해석함으로써 칸트 체계 내에서 동

물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 는데, 이는 인간과 동물 간의 연속성을 통해 도덕적 

의무가 인간 외의 존재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Korsgaard, Christine 
M., “Fellow Creatures: Kantian Ethics and Our Duties to Animals”, The Tan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delivered at University of Michigan,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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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통해 간접적인 의무만을 인정하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9) 방법론

적 모델로 제시되는 롤랜즈는 직접적인 의무를 인정하면서 내재적 정당화

를 추구하는 가장 강력한 입장을 취한다.
이제 새로 도입한 기준들에 의해 구분된 세 가지 다른 입장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들이 각각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어떤 

비판에 노출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Ⅲ. 실질적 모델

1. 롤즈와 스캔론: 직접적 의무 / 외재적 정당화

우리가 처음 살펴볼 대상은 칸트와 달리 우리에게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도덕적 의무의 토대를 계약론이 아

닌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던 롤즈와 스캔론의 접근이다. 우선 롤즈는 사

회정의론에서 우리가 동물에게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 의무란 바로 “동정심(compassion)과 자애(humanity)”의 의무인데, 이
러한 의무는 동물들이 쾌고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산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10) 하지만 롤즈가 말하는 동물들에 대한 

의무는 정의(justice)의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대우받기 위해서는 도덕적 인격체일 것을 주문하는데, 이는 목적을 추

구하는 능력과 정의감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11) 동물들은 이것들을 결여한

9) 김명식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카러더스가 롤즈를 계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자세

히 살펴보면 양자에게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 김명식, 2007, p.15 참조.
10) 롤즈, 존,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서광사, 1977, p.521(이하 롤즈, 1977로 표기).
11) 같은 책, pp.513-514. 롤즈는 이후에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이들을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이라고 부른다. 흥미로운 점은 롤즈가 이러한 도덕적 능력을 충분조건으로 보았

고 필요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의 개념이 약한 의미로 

동물에게 적용될 가능성을 열려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반드시 

동물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명시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까닭이다. 어쨌든 좋음과 

옳음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속성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동물에게는 일단 엄격한 의

미의 정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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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물론 롤즈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인간관계를 

넘어 확장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12) 실제로 그는 

자신의 정의론은 “인간관계만을 포함할 뿐 인간이 동물이나 여타 자연과 

가지게 될 관계는 논외”로 함을 명시한다.13) 따라서 후속 이론가가 롤즈의 

이론을 확장하여 동물윤리에 대해 내재적 정당화를 가능하게 만들 여지는 

있지만 롤즈 자신의 정당화 방식은 외재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롤즈의 견해에 크게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중 하나는 동

물이 단지 동정심과 자애의 대상에 머문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누스바움

(Martha C. Nussbaum)에 따르면 동정심은 다른 존재자의 고통에 대해서

는 심각하게 여기지만 그 고통이 누구의 탓인지에 대한 생각은 담고 있지 

않다. 자애 역시 그릇된 행동에 대한 비난이라는 요소를 본질적으로 결여한

다. 때문에 동정심의 의무라는 용어로 우리가 동물들에게 행하는 해악을 다

루게 되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질병으로 받는 고통과 인간의 잔인한 취급에 

의해 받는 고통 간의 중요한 구분이 흐려진다. 동정심이 동물들에 대한 우

리의 의무를 규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물들에 대한 처우에 있

어 그릇됨을 파악하기에는 지나치게 비결정적이다.14) 
롤즈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정의의 역에 동물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실천이성을 갖추지 못한 인간은 정의의 역에 포함시킨 비일관성에 대한 

것이다.15) 엄 히 말해서 아동이나 구적으로 정신지체인 사람들은 동물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인격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는 

동물은 제외하고 이들만을 정의의 역에 포함시키려 했던 것이다. 롤즈는 

12)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짧은 언급은 같은 책, p.521 참조.
13) 같은 책, p.38.
14) Nussbaum, 2006, pp.336-337 롤즈에 대한 누스바움의 비판은 칸트에 대한 코스가드

의 재해석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코스가드는 칸트가 동물을 도덕의 역에 포

함시키지 않은 것을 바로잡고자했다면 누스바움은 롤즈가 동물을 정의의 역에 포함

시키지 않은 것을 문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관점은 칸트적 계

약론에서 계약자가 이성적 존재이더라도 합의된 도덕의 내용이 반드시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만 적용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15) Bernstein, Mark, “Contractualism and Animals”, Philosophical Studies 86, 1997(이

하 Benstein, 1997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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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정의의 역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설득력 있는 논변

을 제시한다. 한 개인이 시간적으로 어떤 지점에 위치하는지는 가상적인 초

기 상황에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현재 잠재적인 도덕적 인격체인 아동 역시 

미래 시점에서는 도덕적 인격제가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성인과 동등하게 

보아야한다는 것이다.16) 하지만 이러한 논변으로는 도덕적 인격체가 될 기

회를 구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 소위 가장자리 인간(marginal human 
being)의 경우를17) 정당화할 수 없다. 롤즈는 이성이라는 속성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의 것이라고 규정하 지만18) 이들의 

경우는 아예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스캔론은 계약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합리성이 아니라 모든 

정보가 개방된 상태에서의 합당성에 호소한다. 이는 롤즈와 달리 정치 역

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에 한정되지 않고 옳고 그름의 도덕의 내용을 규명

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스캔론은 ｢계약주의와 공리주의｣라는 논문에서 

자신의 계약주의가 해명하는 도덕의 범위에 동물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판

단을 유보하 다.19) 스캔론은 이후 우리가 서로에게 지는 의무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히 다루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인

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계약론적 윤리설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를 설명하

기 위해 존재자를 다음과 같이 다섯 군으로 나눈다.

➀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는 존재들

➁ ➀에 속하면서 의식이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

➂ ➁에 속하면서 상황의 개선과 악화를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에 민감한 

태도를 갖는 존재들

16) 롤즈, 1977, p.518.
17) 가장자리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비교 논의를 포함하는 국내 연구로는 최

훈, ｢ 장류 실험의 윤리와 가장자리 상황 논증｣, 과학철학 제12권, 제1호, 2009; 그
리고 목광수, ｢윤리적인 동물 실험의 철학적 옹호가능성 검토｣, 철학연구 제90집, 
2010 등이 있다.

18) 롤즈, 1977, pp.516~517. 
19) Scanlon, Thomas M., “Contractualism and utilitarianism”, Utilitarianism and 

beyond (ed. Amartya Sen and Bernard Willia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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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➂에 속하면서 도덕적 추론에 관련된 특정 종류의 판단을 하는 존재들

⑤ ④에 속하면서 그들과의 상호 규제와 협력이 우리에게 유리한 존재들20)

옳고 그름의 도덕이 적용되는 대상은 우리가 행위할 때, 그러한 행위가 

그들이 “합당하게(reasonably) 거부하지 않을” 것임을 정당화해야할 존재

이다. 우선 ➀에 속하는 식물이나 생태계는 의식이 없으므로 이들에게 정

당화를 운운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고 해서 ⑤에 속하는 대

상으로 범위가 한정되지도 않는다. 스캔론의 계약론은 자신의 이해관심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도덕의 내용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

다. 스캔론은 이어 도덕적 추론이 가능한 ④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복잡

한 추론을 구사하는 ➂도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은 언어 사용 능력을 전제한다고 설명하면서 ➁에 속하는 동물은 엄

한 의미의 옳고 그름의 도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록 온전한 의미의 도

덕적 지위는 ➂이상의 범주에만 주어지지만 이것이 ➀과 ➁의 존재자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스캔론은 특히 ➁에 속하는 동물

이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동정적인 반응을 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가할 때

에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21) 
그렇다면 계약론적인 엄격한 의미의 도덕의 역에서 배제된 동물에 대

해 어떤 방식의 도덕적 고려가 가능한가? 스캔론은 두 가지 접근을 타진한

다. 우선 그는 모든 도덕적 주장이 계약주의적인 토대에서 나와야한다고 생

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주의적 관심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 ‘넓은 도덕 

모델(the broad morality model)’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감

각을 느끼는 존재자 일반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나 고통을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직관을 근거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편, 계약상황에 동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누군가

가 동물을 대변하는 것을 가상하는 ‘피신탁 모델(the trustee model)’의 도

입이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면 행위의 근거들

20) 스캔론, 팀, 강명신 옮김, 우리가 서로에게 지는 의무, 한울, p.279, 2008 (이하 스캔

론,  2008로 표기).
21) 같은 책, pp.28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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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할 능력을 결여한 동물들을 대신하여 신탁을 받은 이가 반대할만한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 그들에 대한 각종 행위를 평가할 수 있다.22) 
그런데 스캔론은 피신탁 모델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 

모델은 두 가지 상이한 접근이 가능한데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방법은 동물의 안녕을 ‘유기체적(organic)’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 출생에

서 사망까지 이르는 전형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는 이것을 적용하

면 주변의 다른 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하지 

않게 재생산을 조절하는 것조차도 전형적인 과정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23) 둘째로 동물의 안녕

을 질적으로 기준이 더 높은 ‘복지(well-being)’의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어

렵다. 왜냐하면 동물의 복지에는 인간과 같은 삶의 경험의 질과 이성적 목

표의 성취가 포함되지 않고, 동물의 이성적이지 않은 목표지향적 활동을 방

해하는 것은, 그것이 야기할 스트레스를 논외로 한다면 그 자체로는 도덕적

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 강력하고 단순한 기준인 고통

과 스트레스와 같은 해악의 경험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24) 이렇게 피신탁 

모델을 적용해도 넓은 도덕 모델과 마찬가지로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도덕

적 고려의 기준이 근거로 제한된다면 굳이 피신탁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없

다는 것이 스캔론의 설명이다.25) 
하지만 문제는 스캔론이 ➂에 속하지 않는 동물을 옳고 그름의 도덕의 

역에 포함시키는 데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➂에 속하

지 않는 인간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다는 데에 있다. 엄 히 말

해서 인지능력이 구적으로 제한된 인간은 스캔론의 계약론적 도덕의 

역에 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➂도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스캔

론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인간들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을 

강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한다.26) 인지능력이 구적으로 제한된 인간들은 

22) 같은 책, pp.282-285.
23) 같은 책, pp.285-286.
24) 같은 책, p.286.
25) 같은 책, pp.286-287.
26) 스캔론의 다소 애매한 논조는 스캔론이 롤즈와 달리 동물 윤리에 열려있다는 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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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 속으로, 즉 누군가의 자식이나 친척으로 태

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출생의 유대(this birth of tie)가 그들의 제한된 능력

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인간으로 대우하도록 한다. 또한 그들

의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면 우리

는 가상적으로나마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피신탁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

절하다는 것이다.27) 
이러한 스캔론의 주장을 거부하는 텔버트(Matthew Talbert)는 먼저 종

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스캔론이 말하는 “관계”는 결국 그가 내세운 이성

이라는 특성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지능력이 제한된 인간들은 이러한 특성

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유전적으로 인간이라는 사실에 직접

적으로 호소하는 까닭에 분명한 종차별주의(speciesism)라고 비판한다. 그
는 또한 스캔론이 인지능력이 제한된 인간을 대변하는 것과 동물을 대변하

는 것을 구분하면서 후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이것은 스캔론이 다른 인간의 입장을 상상하여 자신을 대입하는 

것이 동물을 대신해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수월함을 가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인간의 인지능력의 손상 정도가 심할수록 그 사람의 입장을 상상하

기 어려우므로 이들과 동물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28)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롤즈와 스캔론이 동물들을 정의의 

역이나 옳고 그름의 도덕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동물들에 대한 도

덕적 직관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계약론에 이성적 인간들 사이에 

성립되는 특수 원칙이나 인간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도덕을 해명하려는 목

적을 부여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정의’나 

‘옳고 그름’의 개념을 인간관계에만 한정하여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려는 이들의 도덕적 감수성을 결과적으로 간과하 던 부분

인 해석과 롤즈와 다를 바 없이 동물을 차별한다는 적대적인 해석을 동시에 불러일으

켰다. 전자의 예는 누스바움을 후자의 예로는 텔버트를 들 수 있다. Talbert, Mattew, 
“Contractualism and Our Duties to Nonhuman Animals”, Environmental ethics 
Vol.28 No.2, 2006 참조(이하 Talbert, 2006으로 표기). 

27) 스캔론, 2008, p.288.
28) Talbert, 2006,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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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동물과 최소한의 이성도 갖추지 못한 인간을 차별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해야 하는 이론적 부담을 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2. 카러더스: 간접적 의무 / 내재적 정당화 

카러더스는 계약론적 접근으로 근래 과도한 동물권의 강조를 바로잡겠

다는 포부를 가지고 동물윤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동물은 도덕적 지

위를 갖지 않는다고 공언한다.29) 하지만 칸트와 마찬가지로 카러더스에게

도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부정이 동물을 함부로 대해도 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이러한 대담한 주장은 계약론 진 에 남아있는 적

어도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하나는 칸트

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동물

을 학대하지 않아야하는 이유를 밝혀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롤

즈나 스캔론에게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성을 결여한 동물과 이성을 결여

한 인간을 차별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카러더스는 칸트처럼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의 

관련을 근거로 간접적으로 동물을 배려할 필요성을 밝히는 접근을 취하면

서도, 철저하게 계약론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재적인 방식을 택한다. 
카러더스는 일단 두 가지 성공적이지 못한 전략을 살펴본다. 첫째는 사유 

재산권을 적용하여 누군가의 자동차를 타인이 함부로 훼손할 수 없듯이 누

군가의 애완견도 타자가 학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략의 문제는 야생 동물을 포함한 소유물이 아닌 다수의 동물들이 보호받

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유주에 의해 직접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는 

오히려 재산권의 개념으로 학대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30)

둘째 방법은 동물을 대하는 방식을 공적 이해관심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

다. 즉, 많은 이들이 건축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멋진 고건물의 

29) Carruthers, Peter, The Animals Issue, Cambridge University Press, xi, 1992, p.1. (이
하 Cartuthers, 1992로 표기).

30) 같은 책,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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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그것을 잘 보존할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동물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에 상심하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지 않아야할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31) 하지만 이러한 논거는 동

물에 대한 상식적인 도덕관과 충돌한다. 동물 학대가 사적 장소에서 발생하

여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그릇된 것이며, 동물에 대한 잔인

한 행위는 그것을 목격한 동정적인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보다 대상 동물에

게 그것이 가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릇된 것이라는 직관에 위배되는 것이

다. 가령 아스트리드(Astrid)라는 어떤 이가 우주선을 타고 다시는 돌아오

지 않을 우주여행을 혼자 떠나면서 모나리자 그림과 고양이를 가져갔다고 

하자. (그래서 우주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다가 

여행 중에 무료해진 아스트리드가 모나지자 그림을 다트를 던져 꽂는 판으

로 사용하는 경우와 산 고양이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림보다는 고양이에게 다트를 던지는 것을 그릇되다고 여길 것이다.32) 
카러더스가 보기에 위의 두 논거 대신에 계약론적 관점에서 동물을 학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행위가 행위자의 도덕적 품성을 반 하

고, 다시 그러한 도덕적 품성은 계약론의 존립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규칙을 넘어서 적극적인 선행의 

미덕을 함양할 것을 권장해야할 까닭은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동안 물질

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33) 그런데 상

대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불간섭의 의무와는 달리, 모든 이들에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렵다. 누군가 버스 요

금이 없을 때 모두가 그를 도와야 한다면 그 사람은 백만장자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양을 타인들이 서로 적절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의무

도 요구할 수 없다. 가령 어떤 이의 차의 건전지가 방전되었을 경우에 주변

의 누군가 한 사람만 도와주면 충분한 것처럼 어떤 도움은 여러 사람이 나

눌 수가 없기(not divisible) 때문이다.34)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은 바로 도움이 

31) 같은 책, pp.106-107.
32) 같은 책, pp.108-109.
33) 같은 책, pp.149-151.
34) 같은 책,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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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이를 도울 수 있는 성향(disposition)을 개발하여 곤경에 처한 사람

을 가까이 있는 아무나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계약론적 관점에서 볼 때 

동물의 괴로움에 대한 동정심은 이렇게 타자의 괴로움에 대해 동정심을 느

끼는 일반적인 태도의 부수적 결과이다.35)

그런데 이러한 카러더스의 논변은 사실상 고양이를 다트 판으로 이용하

는 아스트리드의 행위의 그릇됨을 설명하지만, 고양이에게 고통을 야기한

다는 것보다는 잔인성을 표출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번스타인(Mark 
Bernstein)은 카러더스의 사고실험을 재구성하여 이러한 난점을 다음과 같

이 드러낸다. 아스트리드를 똑같이 닮은 이가 우주여행을 한다고 가정해보

자. 그녀는 진짜 고양이가 아니라 판지로 만들어진 고양이를 다트 판으로 

쓰는데, 그것이 진짜 고양이라고 잘못 믿고 사용하는 것이다. 아스트리드와 

아스트리드의 도플갱어의 행위는 모두 잔인성을 표출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스트리드의 그릇됨에는 아스트리드 쌍둥이의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무엇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에 고양이에게 고통

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릇된 행위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카러더스의 

품성표현적(character-expressive) 접근은 양자의 행위의 그릇됨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번스타인의 결론이다.36) 
이제 카러더스의 두 번째 과제, 즉 그가 동물에게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

하지 않으면서 이성을 결여한 인간에게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유를 

35) 같은 책, pp.152-153. 이러한 카러더스의 접근은 동물에 향한 동정심의 한계를 곧 드

러낸다. 일단 동물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또는 사소한 이유 때문에, 또는 일부러 고통

을 주기 위한 행위에는 적용되는 동정심이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서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동정심은 오직 이성적 행위자에게

만 적용되는데, 이는 계약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성적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성적 행위자는 장기적 기획을 세운다는 것과 지속적인 삶에 대

한 욕구를 가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카러더스의 시각에서 계약론은 동물을 음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축하거나 실험의 도구로 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같은 책, pp.154-155 참조

36) Bernstein, 1997, p.70. 박정순 교수는 카러더스가 계약론을 위한 덕의 윤리 혹은 품성

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엄 하게 보면 그의 정당화의 근거는 계약론이 

아니라 덕의 윤리라고 볼 수도 있음을 지적하 으나, 필자는 모든 종류의 윤리설이 자

신의 윤리설의 존립에 필요한 덕성의 함양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카러더스의 정당

화 방식을 그 자신의 생각대로 계약론적인 것으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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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제시하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카러더스는 일단 유아가 ‘미래의 

이성적 인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우리가 앞

서 롤즈를 다룰 때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논거는 노망한 사람과 정신박약자

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37) 한편 카라더스는 롤즈의 무지의 베일을 

이용하여 유아, 노망한 사람, 정신박약자의 가족이 이들을 대신할 수 있

는 가능성도 생각해보지만38) 스캔론의 계약론에서는 이러한 논변이 작동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는다. 스캔론의 계약론은 무지의 베일이 

가려지지 않은 채로 작동하므로 이러한 가족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자신이 고령이 될 것이며 사고로 인해 정신지체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

다는 가능성에 의존하는 것도 어렵다. 첫째, 어떤 이들은 자신이 노망이 들

었을 때 바로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망한 사

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같은 도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노망이 드는 것과 같은 극심한 인지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과연 

인간의 정체성이 보존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39) 
결국 카러더스가 보기에 설득력 있는 논변은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유아와 성인, 그리 지적이지 않은 사람과 심각한 정신박약자, 그
리고 보통 성인과 노망한 사람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그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slippery slope argument)이다. 즉, 이성적 행

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이들에게서 도덕적 권리를 박탈하기 시작한

다면 곧 이성적 행위자들에게도 온갖 종류의 야만적인 박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오직 이성적 행위자만이 권리를 갖는다거나 권

리의 소유 자체가 정도 차이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 있어 무분별한 이들에 의해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태인, 집시, 동성애자 등이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분류되

어 박해받은 역사적 사실이 그 단적인 예이다.40)

37) Carrtuthers, 1992, pp.110-111.
38) 같은 책, p.112.
39) 같은 책, pp.112-113.
40) 같은 책,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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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논변은 사회적 안정(social stability)의 개념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

성적 계약자들은 기본 원칙들을 구축할 때 이러한 원칙들이 안정적이고 협력적

인 공동체를 만드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 심리를 고려해

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이 자신의 자손의 나이나 지력에 관계없이 애정을 

쏟는다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나이가 매우 어리거나 매우 많거나 정신박약이

라는 이유로 이들에게서 도덕적 권리를 박탈하게 되면 이들과 혈연관계가 있는 

이들이 불만을 품게 되어 사회적 안정을 해치게 된다.41) 이 논변은 무지의 베일

에 가려진채로 비이성적인 인간인 가족을 대신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자신에

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자녀가 있는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에 호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카러더스가 가용하다고 보는 두 가지 논거에 대해서도 문

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에서는 유태인, 집시, 동성애

자들이 박해받은 이유가 유아, 정신박약자. 노망한 사람들과 같은 비이성

적 인간과 정상 성인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과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데, 사실은 다른 이유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
컨대 유아, 정신박약자, 노망한 사람들과 달리 유태인. 집시, 동성애자들

은 어떤 질서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해

석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안정성의 논변에 대해서도 반론이 가능하

다. 동물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물에게 기본적인 도덕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어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충분

히 있기 때문이다.
이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카러더스의 이론을 평가해보자. 카러더스의 

품성표현적 접근은 칸트가 제시한 논변과 다름없이,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

통이나 부당함 자체보다는 인간의 안녕과 관계 유지에 관심을 둔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감과 동물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카러더스의 이론에서는 

후자는 발견되지만 전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내재적 정

당화는 불완전하다. 한편 카러더스가 롤즈와 스캔론에 비해 이성을 결여한 

41) 같은 책,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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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이성을 결여한 인간을 차별해야하는 논거들을 상세하게 고찰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이나 

사회적 안정성의 논변은 의심스럽거나 불균형한 경험적 주장에 의해 지지

되고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 

Ⅳ. 롤랜즈의 방법론적 모델

직접적 의무/ 내재적 정당화

롤랜즈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와 관련해 기존의 계약론자들과는 다

른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강력한 동물윤리를 구축한다. 그 방식은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주장하고 그 의무의 정당 근거를 자신의 이론 내부로부

터 정초하는 것이다. 그는 계약 개념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한의 상호성의 조건마저도 배제하고 계약론적 접근을 오로지 도덕 원칙의 

가상적인 발견적 도구로 활용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롤즈의 원초적 입장이 

‘직관적 평등 논변’과 ‘계약론적 논변’이라는 양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

자가 더 핵심적인 요소이고 후자는 단지 방법론적으로만 기여한다는 분석

에 기초한다.
롤랜즈가 직관적 평등 논변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반

한다. 우선 어떤 개체가 특정 속성 P를 소유하게 된 경위가 그 개체에게 책

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개체에게는 P를 소유할 도덕적인 자격 내지 권

리가 없다. 그리고 그 개체에게 P를 소유할 도덕적인 자격 내지 권리가 없

다면 그 개체는 P를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해서 도덕적인 자격 

내지 권리를 갖지 못한다. 물론 이것은 소극적인 형태, 즉 누구도 자신의 책

임이 아닌 속성에 의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이러한 추론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속성들을 묶어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속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된다.42) 

42) Rowlands, Mark, Animal Rights: A Philosophical Defence, Palgrave, 1998, 
pp.128-129(이하 Rowlands, 1998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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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초적 입장의 다른 축을 형성하는 사회 계약 논변은 계약 주체들

이 어떠한 가상의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게 되는지에 대한 묘사이

다. 이러한 계약상황을 롤즈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명명하는데, 알려진 바와 

같이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 주체들에게 세계에 대한 지식은 허락되지만 자

신에 대한 지식은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어떤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선호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공동체주의 진 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모두 제거하

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 잘못된 자아관을 반 한다고 비판하지만, 롤랜즈

는 오히려 이러한 비판이야말로 롤즈의 원초적 입장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

장한다. 롤즈 자신도 원초적 입장을 “공적 반성과 자기명료화”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리적 고안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원초적 입장은 형이상학

적 입장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발견적 도구일 뿐이라는 것

이다.43) 
롤랜즈는 직관적 평등 논변과 사회 계약 논변이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를 

보강하는 관계라고 설명한다. 먼저 사회 계약 논변은 직관적 평등 논변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이다. 롤즈의 비판자들이 롤즈가 자신의 염두에 둔 특정

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을 특정한 방식으로 설정했다

고 주장하는데, 이는 롤랜즈가 보기에 맞는 진단이다. 대신 비판 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 롤즈 자신도 인정하듯이 원초적 입장을 선택함에 있어 그것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수용할만한 원칙들을 산출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다. 반면에 직관적 평등 논변 역시 사회 계약 논변과 분리하면 이해

하기 어렵다. 직관적 평등 논변이 담고 있는 통찰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서는 그것을 정의의 원칙으로 구체화해야 하는데, 계약론적 설정이 구체적

인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데에 적절한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44) 
롤랜즈에 따르면, 직관적 평등 논변은 롤즈가 자유주의적 평등사상의 근

저에 놓여있다고 보았던 기회평등사상과 롤즈 자신이 제시한 평등의 원칙

을 지지하는 근본적인 통찰이다. 그리고 롤즈의 원칙이 단순한 기회의 평등

43) Rowlands, 1998, pp.130-131.
44) 같은 책,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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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속성들의 범위

를 좀 더 확장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이나 경제적 배경, 인종, 성별뿐만 아니

라,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조차도 도덕적 견지에서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획

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라는 사실을 꿰뚫어보았던 

롤즈는 원초적 입장을 설정할 때 더욱 공정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속성들 모두를 무지에 베일이 가리도록 한 것이다.45) 
그런데 롤랜즈가 보기에 롤즈는 원초적 입장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존

의 도덕적 판단을 오가며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아가지 않았다. 원초

적 입장이 직관적 평등 논변을 더 충실하게 반 하려면 무지의 베일에 가려

지는 항목에 적어도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약자의 

생물학적 종(種)이다. 따져보면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나 동물이 인간이 아닌 동물로 태어난 것 역시 각자의 책임으로 돌려질 일

은 아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특정한 생물학적 종으로 태어나는지에 대

한 지식 역시 좀 더 공정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롤즈는 직관적 평등 논변이 담고 있는 도덕적 직관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정하고 도덕 공동체의 온전한 구

성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또 다른 도덕적 믿음의 향을 받았고, 그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롤랜즈의 시각에서 전자

의 직관이 더 기본적이고 후자는 덜 반성적이다. 왜냐하면 직관적 평등 논

변은 현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적 평등

의 개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성적 행위자들과 동물을 구분하는 직

관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직관적 평등 논변을 거부하면 자유민주주의도 그것

과 함께 거부될 수밖에 없다.46)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제시된 것이 바로 롤즈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을 변형한 공평한 입장(impartial position)이다.47) 롤랜즈의 공평

45) 같은 책, p.142.
46) 같은 책, p.143. 자신의 생물학적 종도 무지의 베일에 가려야 한다는 유사한 주장은 톰 

리건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Regan, Tom, The Case for Animal Right, (2nd 
E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pp.163-174 참조

47) 롤랜즈, 마크, 윤 삼 옮김, 동물의 역습, 달팽이, 2004, pp.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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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장은 직관적 평등의 논변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속성에 이

성을 포함시켜 생물학적 종도 무지의 베일로 가린다는 점에서 원초적 입장

과 다르다. 그리고 공평한 입장은 동물과 관련된 도덕적 결정을 할 때 옳은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가령 육식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종으로 태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여러 종에 자신을 대입해본다. 우선 우리가 인간에 의해 사육되어 

소비되는 가축이 될 가능성이 병존하므로 다른 음식물을 찾을 수 있는 자연

풍토에서는 인간의 육식을 불허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그 밖의 자연적 

먹이 사슬에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포식자가 될 경우에

는 육식을 방해하면 아사의 위험이 있으며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채식동물

의 경우도 포식자가 제거되어도 같은 종의 개체수의 지나친 증가로 인한 아

사와 같은 다른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48)

그런데 롤랜즈의 접근 역시 여러 반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일단 롤랜즈가 

의식하고 있었던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자. 첫째는 도덕의 범위를 인간이 

아닌 존재로 확장하기 시작하면 굳이 그것을 동물에서 멈춰야 할 이유를 찾

기 어렵다는 것이다. 식물이나 무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식물이

나 무생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무지의 베일을 쓸 때 

이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롤랜즈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이 그 입장이 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염려해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 양태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된다고 답한다. 우리가 고

통을 느끼는 감각적(sentient) 존재인 동물이 된다면 염려할 필요가 있지만 

식물이나 자동차는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49)

둘째 반론은 롤랜즈 이전에 리건(Tom Regan)이 롤즈의 무지의 베일에 

생물학적 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반대하는 카러더스가 제기

한 것이다. 즉, 계약론이 비인간의 존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도덕이 상

호 협력하는 공동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구성된 것이므로, 동

48) Rowlands, 1998, p.153.
49) 같은 책,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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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포함시킬 경우 롤즈의 계약론의 이론적 정합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다.50) 이에 대해 롤랜즈는 롤즈의 이론은 도덕의 기원과는 별개이며, 카러

더스가 도덕의 기원과 도덕의 내용을 혼동하는 발생적 오류(genetic 
fallacy)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다.51) 도덕이 인간 공동체의 협력을 추구하

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더라도 도덕의 내용이 그것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는 것이다. 
세 번째로 원초적 입장에서 동물의 입장이 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계약론적 접근을 동물윤리에 사용하는 것은 비정합적

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롤랜즈는 원초적 입장에서는 비인간 

동물이 되는 것뿐만 아리나 무지의 베일을 쓰고 다른 조건의 사람이 되는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것도 같은 반론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다른 신체와 

뇌를 갖는 것도 정체성이 달라지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전술된 세 가지 반론은 롤랜즈에게 그리 치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앞서 소개된 첫째 비판의 경우, 동물까지만 공평한 입장의 당사자의 지

위를 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동물에게 그러한 지위를 준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기 때문에 큰 파괴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계약론을 동물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둘째와 셋째 비판은 롤랜즈 이전까지의 계약론과 롤랜

즈의 계약론을 차별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가령 실제의 롤

즈와 롤랜즈에 의해 해석된 롤즈가 다르더라도 롤즈로부터 감을 얻은 롤

랜즈의 입론은 나름의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롤랜즈에게 보다 만만치 않은 도전은 롤랜즈가 제시한 직관적 평

등의 논변이 동물윤리에 기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

장이 아닐까 한다. 먼저 규범 이론적 전제를 추가해야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즉, 생물학적 종이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라는 사실을 인간과 동물

에게 기본적인 존중을 요구하는 토대로 놓고 그 위에 어떤 근거를 더하여 

인간에 대한 좀 더 섬세한 배려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가능하다. 가령 인

간의 이성이나 감성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같은 종이라

50) Carrtuthers, 1992, p.102.
51) Rowlands, 1998,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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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수 관계에 의거하여 인간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려 할 수 있다.52) 
그런데 인간에게 추가된 배려가 인간과 비인간 존재자와의 차이에 대한 입

증된 사실적 근거에 기초한다면 모르지만, 단지 연대를 강조하는 접근은 정

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어떤 이를 자신과 같은 인종, 국적, 또는 학

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가 인종 차별을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차별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인간과 비인간의 차등을 정당화하려할 때,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증명의 부담을 그에게 지운다면 차등의 가능성을 애

초부터 닫을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차등은 어디까지나 

정의나 옳고 그름과 같은 엄중한 개념을 동물에게 일단 적용한 이후에 추가

적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롤랜즈가 제시하는 처방을 유보하는 입장도 가능하다. 예

컨대, 롤랜즈는 다른 음식물을 찾을 수 있는 자연풍토에서는 인간의 육식을 

불허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가 생물학적 종은 도덕적으로 임

의적 속성이라는 도덕 판단을 수용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육식도 필연적으

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사실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론적 장치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은 롤랜즈의 것과 달라진다. 식용 가축들에게 가해지는 

위해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 비인도적인 사육방식으로 인한 고통, 짧은 

생존기간, 그리고 도살의 고통이 그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가축들을 

자연에 가까운 상태에서 방목함으로써 비인도적인 사육을 없애고, 도살시

기를 자연적 수명에 가깝도록 늦추며, 먹는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동물의 안락사를 유도하는 도살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면 사실상 식용 가축

들에게 가해지는 위해는 거의 없어진다. 물론 그렇게 되면 육류 가격이 매

우 높아질 것이고 빈자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생긴다. 하지만 이 역시 동물성 단백질의 최소 섭취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

52) 이와 관련하여 성원권(membership)을 토대로 인간에게 특수 권리를 인정하는 앤더슨

의 시도도 참고할만하다. Anderson, Elizabeth (2004): “Animal Rights and the 
Values of Nonhuman Life,”in Animal Rights (eds. Cass R. Sunstein and Martha 
Nussbaum), Oxford University Press. p.277, p.282. 목광수, ｢윤리적인 동물 실험의 

철학적 옹호가능성 검토｣ 철학연구 제90집, p.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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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고 모든 이들이 현재의 과도하고 무반성적인 육식을 줄이겠다는 도덕

적 의지가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Ⅴ. 결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

계약론적 윤리설의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를 탐구하면서 본고는 기존

의 홉스적 계열과 칸트적 계열의 이분법 이외에 실질적 모델과 방법론적 모

델이라는 새로운 구분을 도입하 다. 이것은 타산적 계열(홉스)과 구분된 

도덕적 계열(칸트)을 다시 세분한 것이다. 재차 정리하면, 실질적 모델은 정

의나 합당성을 추구하는 계약자들 간의 상호성을 전제하여 계약 개념이 함

축하는 실질적 요소를 어느 정도 보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롤랜즈의 

방법론적 모델은 이러한 상호성을 전제하지 않고, 평등에 대한 직관을 토대

로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 동물들을 가상적 계약에 참여시키는 계

약론적 장치를 활용한다.
그런데 방법론적 모델 자체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는 정체성 문제이다. 계약론을 발견적 도구로만 삼는 이론을 과연 계약론이

라 볼 수 있는가? 물론 계약자 간의 상호성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을 

계약론의 본질적 속성으로 간주한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지만, 계약론의 본

질을 도덕이 실천이성을 활용한 논의를 통해 구축된다는 구성적 도덕관에

서 찾는다면 가능하다.53) 둘째는 효과의 문제로, 계약론을 단지 발견적 도

구로만 삼는 것이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공감적 상상과 크게 다른 것인지

에 대해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양자가 다른 점이 없다면 그것은 실제

로 계약론적 방법론이 고유하게 기여하는 바가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

정 상대의 선호와 같은 주관적이며 불확정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개별적

인 공감과, 확정적인 객관적 고려사항들을 토대로 보편적 원칙을 도출하려

는 기획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구심은 해소

53) 따져보면 롤즈나 스캔론도 아동이나 가장자리 인간들을 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상호

성에 예외를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논문258
될 것으로 보인다.54) 

그러면 이제 도입부에서 예고했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 보

자. 첫째 문제는 동물에 대한 논의를 잣대로 삼아 계약론적 윤리설을 평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론 진  내의 모델이 다양하

므로 전체적인 조망보다는 각 모델마다 개별적인 평가가 불가피하다. 우선 

실질적 모델은 두 지점에서 정당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첫째는 실천이성

을 갖추지 못한 인간들을 정의 또는 옳고 그름의 도덕의 역에 흡수하려할 

때이고 두 번째는 동물에게는 이와 다른 태도를 보일 때이다. 사실상 첫 번

째 이행은 수용할만하다. 상호성이 기본 전제라도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를 포용하려는 시도는 다른 원칙을 첨가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도덕적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윤리설로서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두 번째 지점에서는 문제가 드러난다. 롤즈와 스캔론의 계약론

이 인간 간의 특수 의무와 특수 도덕에 집중하는 것을 근거 없는 종차별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 간의 의무와 도덕이 ‘정의’나 ‘옳고 

그름’과 같은 엄중한 개념을 독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동물이 

인간 간의 협력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수혜할 자격은 없을지라도 생존에 요

구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분배 정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55) 또한 

적어도 일부 고등동물은 단지 고통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
들이 지닌 공감능력과 공평함의 감각은56) 그들에게 나름대로 “합당하게 

거부하지 않을” 기준으로 대우받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요컨대 롤즈와 

스캔론의 계약론은 인간에 초점을 둔 논의의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54) 여기서 ‘불확정적’이라는 표현은 샌델(Machel Sandel)이 칸트의 정언명령과 황금률

을 비교하는 설명에서 차용한 것이다. 샌델, 마이클, 이창신 옮김 (2010), 정의란 무

엇인가, 김 사 p.174
55) 동물과 인간 간의 분배 정의 논의는 Taylor, Paul W (1986), Respect for nature : a 

theory of environmental eth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291-303 참조

56) 장류, 코끼리, 돌고래 등이 타자의 곤경에 대해 동정적 행위를 보이는 사례, 장류

들이 벌레를 잡아준 상대에게 더 기꺼이 음식을 나누어주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분노를 표출하는 등의 사례의 보고는 매우 많다. Waal, Frans De (2006) 
Primates and Philosophers: How Morality evolved (ed. S. macedo & J. Ob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28-29, pp.42-4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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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논외로 하는 과정에서 동물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카러더스의 계약론은 동물에게 계약론 외적인 도덕적 지위도 박

탈하고 오직 인간중심적인 시각에서만 동물의 배려를 간접적으로 정당화하

므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감수성마저도 결여한다.
반면에 방법론적 모델은 직관적 평등의 논변 덕분에 가장자리 인간들과 

동물을 함께 도덕의 역에 포함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공평한 

입장은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 이후에 찾아오는 문제, 즉 그들에 

대한 대우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발견적 도구로써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래

서 이 모델은 소개된 계약론적 모델 중에서 동물윤리를 정초하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하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평한 입장이 의존하는 직관적 

평등 논변은 동물윤리를 정초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통찰임에는 분명하

나 그것으로 충분한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며, 롤랜즈의 처방에 포함된 사실

적 전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돌아가 보자. 어떤 이유로 동물과 관련하여 계약론

적 윤리설 내에서 동물에 대한 칸트적인 보수적 입장뿐만 아니라 평등주의

적 입장도 제시될 수 있었는가? 그 답은 계약론의 분화 과정에서 중요한 두 

번의 계기에서 찾을 수 있다. 계약의 목적을 타산적 전략에 두기 보다는 옳

고 그름의 규명에 두었던 칸트적 계약론의 등장이 첫째 계기이고, 둘째 계

기는 실천이성의 소유자간의 상호성을 전제하는 칸트적 계약론의 주류로

부터 그러한 전제조건조차도 배제하는 롤랜즈의 방법론적 모델이 분리해 

나온 것이다. 이 두 계기에 대한 평가는 양분될 수 있다. 계약론이 원래 도

입 동기와 전제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탄력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목도한 일련의 계기들을 계약론이 상호이해관심의 추구라는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와해의 과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법론적 계약론의 등장은 칸트적 계약론자들이 홉

스적인 합리적인 전략과 달리 도덕적 관심에서 계약상황을 설정하는 순간

부터 예견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애초에 도덕적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도덕적 통찰들이 계약 상황을 설정하는 데에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고, 일단 도덕적 통찰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상호성과 같은) 다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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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은 (직관적 평등 논변과 같은) 보다 강력한 도덕적 통찰과 충돌할 때 자

리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계약론의 목적이 타산적 전략에서 

정의나 도덕의 규명으로 전환되는 것은 마치 미끄러운 경사길에 한 발을 내

딛는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도덕적 관심이 당위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약한 

의미의 상호성마저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지점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서 미끄러운 경사길의 비유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

이 아니다. 그래서 실천이성적 주체에서 가장자리 인간으로, 가장자리 인간

에서 동물로 정의와 옳고 그름의 도덕의 경계가 내려올 수 있었듯이, 그 미

끄러운 경사길에 더 내려갈 여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은 일종의 기

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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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ractualism and Animal Ethics

Byeon, Moon-Suk

This paper illuminates and evaluates various views in the 
contractualist camp from a viewpoint that the way a normative moral 
theory embraces a stern moral intuition like "We shouldn’t be cruel to 
animals" is an indicator for evaluation.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Rawls, Scanlon, Carruthers and Rowlands, I introduce three 
points of distinction: whether mutuality (or reciprocity) is presupposed, 
which divides the substantive model from the methodological, whether 
direct duties towards animals are acknowledged and how the duties are 
justified. The examination of three varieties distinguished by these 
points ha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substantive model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important insights concerning the 
treatment of animals. Although Rawls and Scanlon recognize our direct 
duties towards animals on an extra-contractualist basis, they display 
their defect by applying the concepts of 'justice' or 'right and wrong' 
exclusively to human relations. Carruthers who denies direct duties 
towards animals lacks even the minimal moral sensitivity towards 
animals. Secondly, the methodological model of Rowlands guarantees 
a high moral status to animals. Although his intuitive equality argument 
is a necessary insight in establishing animal ethics, however, it is 
uncertain if that is sufficient. Thirdly, the reason that the egalitarian 
approach to animals could appear in the contractualist camp despi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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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ry popular belief of that camp is that once we graft moral concern 
onto the social contract theory, moral concern can weaken the mutuality 
condition and this phenomenon can proceed, like a step down on a 
slippery slope, to the point where even a weak sense of mutuality 
becomes unnecessary. 

Keywords: animal ethics, animal rights, contractu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