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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에 내재되어 있는 배경적 정의질서 구성내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배경적 정의질서는 정의상황의 최초정의질서로서 사회기본구조에 

담겨 사회구성원들 및 협회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관계가 준거해야 할 사회기본질서

에 정의로움의 조건을 확보해준다. 이 글은 정의로움의 조건을 규정하는 배경적 정의

질서의 구성개념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롤즈의 논의에서 분명

하게 밝혀지지 않은 다음 사항들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질서주체들 사이의 질서

에 대한 규명이다. 둘째, 롤즈가 질서수립방법으로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실제적 사회

계약으로서의 ‘합의’와 ‘가설적 사회계약’ 사이의 관계와 변별이다. 셋째, 롤즈의 논의에 

동시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질서관할력 - 자율적 복종에 조응하는 ‘권위’와 타율적 복

종에 조응하는 강제적 ‘정치권력’ - 사이의 관계와 변별이다. 결어에서는, 이상의 논의

를 바탕으로 하여, 배경적 정의질서가 어떻게 사회전반의 질서들로 침투, 확산되어 사

회기본질서체계를 구성하는지 그 윤곽을 밝혀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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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롤즈(Rawls 1993, 4)는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1)를 통해서 ‘자유롭

고 평등하지만, 합당한 종교적/철학적/도덕적 교리로 심원하게 분열되어 있는 시민들

*이 논문은 2014학년도 한남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결과물임.

  1) 이하 이 글의 모든 논의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전거는 서지사항 없이 괄호 안에 숫

자만 표시하고, 여타의 문헌에서의 전거에만 서지사항을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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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 사이의 사회적 협업을 정의롭고도 안

정되게 지속시킬 수 있는’ 정의관을 모색한다. 롤즈는, 모색될 이 정의관이, 사회기본

구조가 정의롭게 유지되도록 이를 규제하는 최고질서원칙들(3, 11, 259)로서, 민주사

회의 공공문화에 내재하는 근본적 개념 및 원리들로 구성될 것이라 한다(8).

이 글은 롤즈의 위와 같은 정의관 구성의 중요한 목적들 중의 하나가 ‘배경적 정의’

의 확보와 그 수호(281, 286)라는 점에 주목한다. 여기서 배경적 정의는 최초의 정의

상황에 내재되어 있는 정의개념으로 개인 및 협회들의 행위에 ‘정의로운 배경조건’, 즉 

배경적 정의질서를 규정한다(259, 265-266). 롤즈가 위와 같은 배경적 정의질서의 확

보와 수호를 그의 정치적 정의관 구성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

다. 우선, 설사 공정하고도 안정적인 협업사회가 실현되고 사회구성원들의 합당하고도 

공정한 협업관계 ― 즉 인적·물적 교류관계 ― 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협

업사회 최초의 정의상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불평등의 누적이나 독·과점 등과 같은 

시장실패로 인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265-267, 284). 다음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정의라는 사회가치를 수용한다’는 기본원칙에서 출발한 이 

정의관(286)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모든 일상적 교류관계를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265-266). 결국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 구성의 목적은 사회구성원 개인들 나름의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를 보장하는 가운데, 배경적 정의를 시간경과에 따른 최초의 

정의상황의 타락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서 수호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롤즈는 배경적 정의질서 모색의 첫 출발점을 인간의 도덕적 인격 및 이들 인간이 수

립하는 질서와 관련한 정의원칙들을 담고 있는 ‘도덕철학의 전통’, 보다 구체적으로 전

통적 자유주의이론들에 담겨있는 사회계약의 상황에서 찾는다(259). 즉 정의로운 질서

주체의 자격 및 이들 사이의 질서, 정의로운 질서수립방법, 질서의 정의로운 관할력을 

규정하고 있는 자유주의전통의 사회계약이론에 최초 정의상황의 준거점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롤즈가 모색하고 있는 배경적 정의질서는 최초의 정의상황을 규

정하고 있는 위 3가지 조건 ― ‘정의의 배경조건’(266) ― 의 유기적 결합 속에서 구성

된다 할 수 있다. 롤즈가 이러한 배경적 정의질서가 내재되어 있는 그의 정의관을 ‘계

약론적 정의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257).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그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도덕적 원칙들을 담고 있는 도덕이론으로서의 ‘계

약이론의 한 예’라고 밝히는 곳(Rawls 1971, 1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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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러한 롤즈의 출발선을 따라 위 3가지 조건을 배경적 정의질서의 3구성 개

념으로 항목화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해보기 위한 것이

다. 특히 이와 관련된 롤즈의 논의에서 누락되었거나 체계화되지 못한 설명으로 인한 

불투명성과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해결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질서주체로서의 시민들 사이에 어떠한 정의로운 질서가 존재하는지가 불투

명한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 롤즈가 배경적 정의를 확보하고 수호하려는 이유를 

배반한다. 즉, 롤즈가 말하는 ‘개인사이 공정한 인적·물적 교류’가 어떠한 질서에 근

거한 교류인지가 불투명하여 배경적 정의를 확보하고 수호하는 데에 기준이 되어야 할 

준거질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2) 또 롤즈는 질서수립방법으로서 서로 그 

정당성과 구속력을 달리하는 ‘실제 합의에 근거한 사회계약’과 ‘가상적 합의에 근거하

는 가설적 사회계약’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

여 롤즈의 논의를 이해해야 하는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

떤 것인지 등의 문제가 개입된다. 질서관할력과 관련해서도, 롤즈는 한 편으로 ‘권위’

에 조응하는 자율적 복종과, 다른 한 편으로는 이에 대조적으로 강제적 복종에 조응하

는 ‘강제적 권력’을 제시하는데, 이때에도 위의 질서수립방법에서와 마찬가지의 문제점

들이 대두된다.

이글의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본 서론에 이어지는 II, III, IV절에서는 위에서 지

적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위의 항목 순서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V절 결어에서

는 이상 논의된 바의 요약에 갈음하여 이들 질서요소들로 구성되는 배경적 정의질서가 

어떻게 협업사회로서의 민주사회 제반 제도적 질서 및 개인행위에서의 질서로 확산·

침투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질서체계를 구성하게 되는지

에 대해 살펴본다.

  2)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평등한 자율권주체로서의 시민들 사이 정의질서의 대전제인 자유평

등원칙을 배반하는 권리관계질서와 그에 따른 폐단들이 야기되는데, 이를 지적한 논의로는 

피니(Finnis 1980, 206-209), 샤피로(Shapiro 1986, 275-276, 279-282), 리(Lee 2004, 248-
256)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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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질서주체의 자격 및 이들 사이의 질서: 대칭적 평등 속의 권리

관계질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논의 중 자유주의전통의 도덕철학에서 최우선 주제

가 되는 ‘질서주체’의 정의로운 자격과 관련된 언급들은 다음과 같이 간추려볼 수 있

다. 우선, 모든 인간은 기본적 권리 및 자유의 소유자이자 이 권리 및 자유를 각기 나

름의 계획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소유주체로서의 자격을 평등하게 가진다(5). 

여기에 덧붙여 이들 인간은 공정협업사회의 구성원, 즉 시민으로서 정의감능력, 선관

능력, 이성능력 등 3능력의 소유자로서의 자격을 평등하게 가진다(19). 여기서 정의감

능력은 공적 정의관을 수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선관능력은 자신의 합리적 이익이나 가치관을 형성 및 수정할 

수 있고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성능력은 지적이고 도덕적 성격의 능

력(213)으로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판단과 생각에 이르기까지의 

추론능력(19)을 그 내용으로 한다. 물론 이들 시민은 이상의 3능력에서 동등한 능력의 

소유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협업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는 데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3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 3능력을 각기 나름대로 자

유롭게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평등하다(183). 또한 이들 시민은 자기정체

성과 자기준거적 확신(self-authenticating)에 근거한 자율적 결정에 따라 각자의 사적/

공적 삶의 목표를 공적 정의관의 관할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으며, 그 추

구결과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율적 책임주체로서의 자격을 평등하게 가진

다(30-34).

이상 질서주체의 자격과 관련된 롤즈의 언급의 내용은, 정치적 정의관이 관할하는 

범위 내에서의 평등하게 자율적인 권리주체로서의 자격에 대한 설명이라 집약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을 가지는 질서주체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서가 존재

하는지에 대한 롤즈의 언급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모든 자격내용의 끝머리에 나오는 ‘(자격상의) 평등’으로부터 이들이 상호 평등

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평등’은 관계나 질서의 의미를 함의하는 개념

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롤즈가 ‘원초적 입장’에서의 시민대표들이 ‘대칭적 균형을 

내용으로 하는 평등’ 속에 있다고 말할 때(24, 79, 104, 305), 이로부터 우회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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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질서주체들이 상호 평등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그 평등관계가 대칭적 평등의 특

성을 가진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에서 추정된 ‘평등관계’로부터 이들 

주체들 사이의 질서가 대칭적 균형을 특성으로 하는 평등한 질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추론할 수는 있다. 모든 ‘관계’는 질서의 외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상 추정과 추론을 통해서나마 도달한 질서주체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 및 질서에 

위에서 집약한 이들의 평등하게 자율적인 권리주체로서의 자격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

은 말이 된다. 즉, 이들 주체는 대칭적 균형을 특성으로 하는 상호 평등한 권리관계 

및 평등한 권리질서(이하 ‘평등한 권리관계질서’) 속에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렇

듯 대칭적 균형을 특성으로 하는 평등한 권리관계질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

지며 어떠한 형식으로 사회기본제도에 담겨 표현될 수 있는지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그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에서의 단편적 

언급들을 통해 이 평등질서가 그 내용과 형식에서 어떠할지 그 대강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권리관계질서의 내용과 그 제도상의 표현형식을 구체

화하는 것은, I절에서 밝힌 바처럼, 배경적 정의를 확보하고 수호하는 데에 기준이 되

어야 할 준거질서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롤즈가 배경적 정의를 제시하게 된 명분만

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정의론』에 나타나있는 롤즈의 이들 단편적 언급

을 근거로 이 평등질서의 내용과 표현형식을 재구성해본다. 

『정의론』에서 우선 주목할 곳은 롤즈가 하트의 상호규제성원칙(Hart 1955, 185)을 

원용하여 개인에게 적용되는 공정성원칙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이다(Rawls 1971, 111-

112, 343). 설명의 요지는 [(자유롭고 평등한) 일군의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공

정한) 질서에 따라 협업할 경우, 이들 각자는 이 협업질서에 복종할 의무 및 책무(이하 

‘의·책무’)3)뿐 아니라 서로 간에 이 질서에 복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평

등하게 가진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협업체에서 (공정한) 협업질서의 주체들 각

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협업질서상의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의·책무’를 동시에 

  3) 이 글에서 사용되는 ‘의무’와 ‘책무’는 롤즈의 『정의론』(1971)에서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 따

른다. 1) 의무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율적 책임원인행위와 상관없이 정의원칙에 근거하여 정

의로운 제도나 관행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다(1971, 114-115, 334-338). 2) 책무는 ‘공평성원

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자율적 원인행위(이를테면, 인적·물적 교류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1971, 112, 344-348)을 가리키며, 이때 이 원인행위는 정의원칙에 부합하는 제도 및 

관습을 준용할 경우에만 정당화된다(197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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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롤즈는 사회를 구성원들 모두의 협업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는 협업에서 각자가 각자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주체이자 동시에 평등

한 의·책무주체라는 말이 된다. 이는 하트(1955)의 특별권(rights in personam)(183, 

184-187)과 일반권(rights in rem)(183, 187-188)의 구분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모든 권

리는 적어도 협업체사회로 존재하는 한 국가 내에서는 특별권일 수밖에 없다는 넬슨

(Nelson 1974, 413-414)의 주장으로도 지지된다. 그리고 <권리-의·책무>관계는 서

로가 서로에 대하여 평등하게 권리주체이자 동시에 의·책무주체라는 사실이 이해되고 

공지된 사회관계에서만 유효하게 작동됨을 논증하는 거트(Gert 1990, 688-694)에 의

해서도 지지된다. 레인볼트(Rainbolt 1993)는 심지어 <채권-채무>관계 속의 권리질서

도, 우리들이 흔히 채권자 우위의 불평등질서라는 상식적 이해와는 정 반대로, 평등한 

권리관계질서 속에 있음을 주장한다. 채권자는 빚 받을 권리뿐 아니라 동시에 빚 받을 

의·책무를 가지고, 채무자도 빚 갚을 의·책무뿐 아니라 빚 갚을 권리도 가지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Rainbolt 1993, 103-105).

다음으로 주목할 곳은 『정의론』에서 롤즈(1971, 346-347)가 협업관계의 발단과 이로

부터의 <권리-의·책무>관계의 발단의 모습을 가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 

요지는 이렇다. [사회협업을 강제할 아무런 공적 제도(마치 홉스의 주권적 질서제도)

가 없는 상황, 이를테면 자연상태에서 평등하게 자유로운 사회구성원들 사이 협업관

계를 이루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협업의 필

요를 타방에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 이

를테면 A와 B 사이, A가 추후 자신의 B에 대한 협업을 전제로 B의 협업을 먼저 제안 

약속하고, B가 A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A-B> 협업관계가 성립된다. 이때, 1차적으

로, A에게는 약속이행 의·책무가 발생하게 되고, B에게는 A의 의·책무에 대한 권리

가 발생한다. 그리고 2차적으로, A의 약속이행에 이어 B의 약속이행이 뒤따르는데, B

에게는 A에 대한 약속이행 의·책무가 발생하고 A에게는 B의 의·책무에 대응하는 권

리가 발생한다]. 줄여 말하면, 서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구성원 사이 상호협업관계는 

그 기원적 발단부터 상호약속을 통해 시작되며 이 상호약속과 더불어 협업당사자 각자

는 평등한 권리주체이자 동시에 의·책무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롤즈의 설명을 종합할 때, 위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로부터 추론한 협업사회

의 평등한 자율권 주체들이 상호 평등한 권리관계질서 속에 있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평등하게 권리주체이자 동시에 의·책무주체가 되는 <쌍권-쌍무>의 권리관계질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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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는 말이 된다. 즉, A의 B에 대한 권리에는 (B의 A에 대한 의·책무에 조응하

여) 이 권리를 수행할 ‘의·책무’가 따르며, B의 A에 대한 의·책무에는 (A의 권리수행 

의·책무에 조응하여) 이 의·책무를 이행할 ‘권리’가 따르게 되어, A와 B 모두가, 그 

각각의 권리 및 의·책무의 내용은 동일하지 않을 지라도, 권리주체이자 의·책무주체

가 되는 권리관계질서 속에 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관계질서가 사회기본구조

의 주요제도들에 어떤 질서형식으로 담길 수 있을 지 그 개략적 모습을 헤아려보기 위

해 협업사회 내 구성원들 사이, 이를테면 A와 B 사이, 이 두 경우 각각에 대하여 권리

관계질서를 간편한 논리도식으로 표현해본다. 첫 번째 ‘공정성원칙이 규제하는 협업사

회 구성원들 개개인, 이를테면 A와 B, 사이의 권리관계질서’의 경우는, [A와 B는 평등

한 자율권주체로서의 자격에 근거해서, 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의·책무>관

계에서, 각각의 권리에 조응하는 의·책무와 각각의 의·책무에 조응하는 권리로 구성

되는 상호 <쌍권-쌍무>의 평등한 권리관계질서에 선다]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두 번째 ‘가상적 최초의 협업관계에서의 평등한 권리관계질서’의 경우는[A와 B 

각각은 서로에게 z할 것과 w할 것을 상호 동의(약속)하고 또 상호 이를 수락함에 근거

해서 z와 w와 관련하여 상호 각자에 대하여 권리와 동시에 의·책무를 가지는 <쌍권-

쌍무>의 평등한 권리관계질서에 선다]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에서 평등한 권리관계질서는 같은 내용과 같은 표

현형식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롤즈의 배경적 정의질서의 첫 번째 구성요소

인 질서주체들 사이의 질서는 ‘권리관계평등질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쌍권·쌍무를 

그 특성으로 하며, 동시에 이 쌍권·쌍무가 권리관계주체들, 이를테면 A와 B사이 상

호 대칭적 균형을 이루는 표현형식 속에 있는 질서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서 ‘대칭적 균형’은, 위에서 설명된 바, A의 B에 대한 권리와 B의 의·책무를 잇는 연

결선과, A의 권리수행 의·책무와 B의 의·책무이행 권리를 잇는 연결선이, 상호 대칭

적으로 교차되어 이루는 균형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권리관계질서는 롤즈의 

배경적 정의질서가 목적하는 바에 두 가지 측면에서 부응하리라 본다. 1) 개인 사이 인

적·물적 교류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구조적으로 누적된 불평등과 부정의를 ‘과거의 그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통시적 관점에서’(267) 바로잡는 데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

할 것이다. 2) (구조적인 요인 외의) 개인 사이 인적·물적 교류에서 불평등과 부정의가 

누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혹은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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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질서수립방법: 가상적 사회계약 vs. (실제적) 합의

II절에서 살펴본 질서주체(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율권주체)들에 의한 모든 사회기본

질서의 수립에서 배경적 정의질서가 규정하는 정의로운 수립방법은 이들의 합의에 근

거한 사회계약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평등한 자율권 주체들 사이 상하관계를 규

정하는 질서수립은 이들의 자율권행사를 통한 계약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롤즈

도 『정치적 자유주의』(257)에서 그가 모색하고 있는 사회기본질서의 최고원칙들의 집

합체로서의 정치적 정의관이 자유주의 도적철학전통 속의 ‘(사회)계약론적 정의관’이라

고 한다(257). 즉, 정치적 정의관은 위에서 살펴본 질서주체들이 정의로운 질서수립방

법인 사회계약을 통해 합의해낸 정의관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다음의 내용을 가지는 ‘가상적 합의’를 의미한다(Ch.VII-§1, 258-259). 즉 1) 사회구성

원 전원의 합의, 2) 시민으로서의 (사회의 특수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3)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견지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주체로

서의 구성원들의 합의, 4)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견지에서, 사회 기본구조를 규제하는 

제1의 (최고의 질서) 원칙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의다.

결국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은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는 가상적 사회계약이론에 근

거해서 채택된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1)은 계약주체의 범위에 대한 것이고, 2)

와 3)은 위 1)의 범위에 있는 계약주체들의 자격규정으로, 그리고 4)는 계약대상의 내

용(최고의 질서원칙들)이다. 풀어보면, 사회기본구조를 규제하는 최고의 질서원칙들

을 대상으로 2)와 3)의 자격을 가진 사회구성원 전원이 합의한다는 가설이다. 따라

서 여기서 핵심은 1)과 4)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1)이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민주사

회 질서 정당성은 이 질서를 지지한다는 그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근거하는데(Green 

1990, 240-267; Nagel 1990, 300-324), 과연 이 합의에 대한 ‘가설’의 현실성을 어떻

게 입증할 수 있느냐? 혹은 그 전원이 합의했다는 가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질서수립방법으로서의 사회

계약은 그 현실성을 상실한 가공의 질서수립방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가공의 사회계

약적 질서수립방법은 배경적 정의질서를 구성하는 질서요소로서의 실효성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현존하는 사회기본질서의 근거가 되는 배경적 정의질서는 가공의 정의질서

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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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확인문제는 모두가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확인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그 실현상의 문제점들을 경유하여 정치적 정의관 

모색을 목표로 한 롤즈의 이론적 토대 전반을 흔드는 지뢰(地雷)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사회구성원 전원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즉 이들 전원이 정치적 정의관

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정의관은 그 실효성 자체를 잃게 된다. 그럼에도 그 실행을 강

행하면 동의하지 않은 사회의 전체구성원에 대한 전체주의적 강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만일 구성원 중의 일부만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정의관은 동의한 사회구성원들만 관

할하게 될 것이고, 동의하지 않은 구성원들에게는 이 정의관으로부터의 소외와 강제

적 관할이 불가피해 질 것이다. 더구나 정치적 정의관은 사회기본구조를 규제하는 정

의질서원칙인 만큼 사회기본구조와 그 예하 제반 질서제도를 관할하는 파급력을 가진

다. 따라서 이 질서원칙으로부터의 소외와 이 원칙에 의한 부분적 혹은 전체적 강제관

할은 제반 사회질서제도로 이어져 이들 비동의자는 사회전반의 질서가 부당하고 정의

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회구성원 전원이었건, 일부였건 비동의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사회구성원 전원의 자발적 동의로 지지되어야 할 정치적 정의관의 정당성문제

를 노정한다. 그리고 정당성문제가 노정되면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의 서문(xv-xvi)

에서부터 전자와 『정의론』의 차이로 강조하고 있는 정치적 정의관의 안정성이 흔들리

게 된다. 그리고 이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안정성을 위해 마련한 핵심적 이론적 장치

들 ― 이를테면, 정치적 구성주의(Ch.III), 중첩합의(Ch.IV), 공적이성(Ch.VI), 등 ― 

또한 그 존립근거가 흔들리게 된다. 이렇듯 확인문제는 질서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정의

관의 정당성문제를 경유하여 안정성문제와 이 안정성을 뒷받침할 제반 『정치적 자유주

의』에서의 핵심적 이론장치들의 존립근거 파탄문제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롤즈는 다른 한편, 정치적 정의관으로 구체화될 대상인 ‘공정협업조건’은, 정

치적 정의관(최고의 질서원칙들)을 채택할 위의 가설적 사회계약과는 다른, ‘(실제적)

합의’를 통해 채택된 것이라고 말한다(23, 35, 97). 그리고 ‘공정협업조건’은 공정협업

사회개념과 더불어 이미 민주사회의 공적문화에 내재해 있다고 말한다(15, 43, 54). 그

런데, 이상의 언급들과 관련된 롤즈의 논의는 ‘합의’가 1) 그 기능, 2) 공정협업사회개

념의 동반개념들과의 유기적 결합성, 그리고 3) 그 존재 및 실행의 사실성을 같이하는 

사실상 사회계약임을 말해준다.

우선 ‘1)’과 관련하여, ‘합의’와 ‘사회계약’이 동일하게 질서수립방법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사회계약이 사회의 기본질서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기능한다면, 합의는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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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조건을 수립하는 방법으로서 기능하는데, 이때 공정협업조건은 협업사회의 공정한 

협업을 보장해주는 기본질서로 볼 수 있다. 공정협업조건을 협업사회의 기본질서로 볼 

수 있음은, 롤즈가 공정한 협업조건으로부터 정치적 정의관을 구체화하려 한다는 언급

(1, 20, 47, 77, 183, 301, 304)에 시사되어 있다. 즉 이들 언급 속에서 공정협업조건

은, (정의의 두 원칙과 같은) ‘최고의 질서원칙들로서의 정의관’으로 구체화될 (공정성

원칙, 협업규칙, 협업관행, 협업제도 등을 포함하는) 공정협업질서들의 집합체로 이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2)’와 관련하여, 합의개념이 공정협업사회개념의 동반개념들과 가지는 유기적 

결합관계는 사회계약개념이 이들 개념과 가지는 유기적 결합관계와 동일하다는 점이

다. 민주사회 공적 문화에는 공정협업사회의 동반개념인 ‘인간관(시민관)’과 ‘질서정연

한 사회관’도 내재되어 있는데(20, 35), ‘인간관’은 공정한 협업조건 속에서 합의주체의 

자격(자유롭고 평등한 자율권 주체)을 규정하고, ‘질서정연한 사회관’은 공정한 협업조

건의 관할력의 성격(자율적 순응에 조응하는 권위)을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적 

내용을 가지는 두 개념은 사회계약개념과 각각 그 전제로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유기

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계약개념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들 두 동

반개념은 합의개념과 유기적 결합을 이루는 동일한 개념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 ‘3)’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는 합의개념은, 실제(實際)적 사회계약

처럼, (가상적이 아닌) 실제적 합의로서 민주사회의 공적 문화 속에 사실로서 존재한

다는 점이다. 공정협업사회 개념, 공정협업조건, 그 동반개념 등이 민주사회 공적 문화 

속에 사실로서 존재하듯이, ‘합의’개념역시 민주사회 공적 문화 속에 사실로서 존재, 

즉 실재(實在)하는 것이다. 민주사회 공적문화의 실재성이 이에 내재되어 있는 ‘합의’

개념을 포함한 이들 개념들의 실재성을 담보한다. 그리고 이렇듯 민주사회 공적문화

에 실재하는 ‘합의’가 (가상적이 아닌) 실제적 합의라는 점은 민주사회 공적 문화에 내

재되어 있는 공정협업조건의 실재성에 의해 담보된다. 공적문화에 실재하는 공정협업

조건은 ‘실재’라는 말뜻 그대로 가상적 합의로 수립된 가공의 산물일 수가 없기 때문이

다. 결국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은 가설적 사회계약에 의해 채택될 것임에 반해, 이 정

의관의 모태가 되는 협업사회질서로서의 공정협업조건은 이미 ‘실제적 사회계약’으로서

의 합의에 의해 채택되어 민주사회의 공적 문화에 사실로서 내재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상을 논거로 하여, 사회계약의 3가지 특성이 구유된 민주사회의 공공문화에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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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합의’는 바로 (가상적이 아닌 실제적) ‘사회계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렇다면, ‘실제적 사회계약’으로서의 ‘합의’는 어떻게 민주사회의 공적문화에 내재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한 편으로는 합의가 어떻게 발단하여 민주사회 공적문화에 내재

하게 되었는지 그 내재경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롤즈가 왜 정

치적 정의관 수립방법으로서 가설적 사회계약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묻는 질

문이기도 하다. 즉, 롤즈는 왜 이미 공적문화에 내재하는 실제적 사회계약으로서의 합

의를 놔두고 구태여 확인문제를 안고 있는 가설적 사회계약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묻는 질문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의문에 대한 답을 다음 순서로 모색해본

다. 1) 민주사회 공공문화에 내재된 ‘합의’가 어떻게  발단하게 되었는지 그 단서를 롤

즈의 『정의론』에 나타나는 ‘약속’개념으로부터 찾아본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이렇게 발단한 합의의 내재경위를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협업체로서의 사회개념’으로부터 추론한다. 3)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질서수립방법으로서의 ‘합의’와 ‘가설적 사회계약’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선, ‘합의’의  발단의 단서를 롤즈의 『정의론』에 나타나는 ‘약속’개념으로부터 찾아

본다. 롤즈(1971, 345, 347)는 『정의론』에서 약속은 공정한 협업을 담보해줄 질서제

도가 없는 상태, 이를테면 자연상태와 같은 상황에서, (정의감능력, 선관능력, 이성능

력을 갖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 상호이익을 위한 공정한 협업을 이룰 수 있

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협업당사자들 사이에 공정한 협업을 이루

기 위한 ‘상호약속’은 ‘상호계약’, 혹은 ‘상호합의’다(Rawls 1971, 346-347). 즉, 약속은 

협업당사자 사이 공정한 협업을 보장해줄 공정한 협업조건과 같은 질서의 정의로운 수

립방법으로서 ‘합의’이자 ‘계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롤즈(1971, 346)는 약속의 이

와 같은 질서수립 역할을 사회계약으로 수립되는 ‘홉스(T. Hobbes)적 주권’의 질서수

립 역할에 비유한다. 사회계약으로 수립되는 홉스의 주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약속은 

그 관행 속에 ‘약속규칙(합의규약)’을 포함하게 되는데, ‘약속규칙’은 오늘날의 법적 규

칙, 일반 성문법률, 계약법, 등과 같다고 한다(Rawls 1971, 345). 여기서 오늘날의 법

적 규칙, 일반 성문법률, 계약법 등은 롤즈가 말하는 ‘사회기본구조’, 즉 사회의 기본질

서에 속하는 주요제도들이기 때문에, 합의규칙이자 계약규칙으로서의 약속규칙 또한 

협업사회의 기본질서에 속한다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롤즈의 언급들을 통해서 보면, 

‘합의’는 자연상태와 같은 상황에서의 약속관행으로 발단하여 정의로운 합의관행의 형

태로 민주사회의 공적문화에 내재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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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번째 논의 순서로, 이렇게 발단하여 민주사회 공적문화에 내재되기 시작한 

실제 사회계약으로서의 합의가 오늘날에까지 지속되는 경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에 대해 생각해본다. 분명한 사실은 합의관행이 현존하는 공적문화 속에 갑자기 등장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발단된 초기형태 그대로 오늘에 이

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간의 삶이 변화해왔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합의관

행의 내용도 변화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간 지속되어온 협업사회인구의 증

가와 사회의 점증적이고도 다양한 변화는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이

하에서는 합의관행이 이와 같은 변화의 누적 속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늘에 이

르기까지 민주사회 공적문화에 내재해오게 되었는지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의 ‘협업

체로서의 사회개념’으로부터 추론해본다.

롤즈의 협업사회는 외부로부터 독립된 자체완결적 ‘사회세계’(17, 41, 136, 222)인 

만큼, 사회협업은 바로 ‘생업’이고,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적 삶 역시 ‘협업적 삶’일 수밖

에 없다. 협업사회 구성원들은 협업적 삶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협업적 삶의 불가피

성은 협업사회구성원들 모두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공정한 협업을 위해 수립된 협업

사회의 기본질서들 ― 즉, 협업질서집합체로서의 공정한 협업조건이나 절차질서로서의 

약속규칙(혹은 합의규칙) ― 을 매일 원용하거나 이에 접속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

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의 매일의 협업적 삶 속에서 사회기본질서로

서의 법적 규칙, 일반 성문법률, 계약법, 등의 제도적 질서들을 원용하거나 이들에 접

속되고 있는 것과 같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제도적 질서에는 공정성원칙이나 정의

원칙과 같은 질서원칙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사회구성원들은 이들 제도적 질

서들을 경유하여 질서원칙들 또한 원용하고 이에 접속될 수밖에 없다할 수 있다. 

결국 사회를 롤즈가 말하는 대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업체로 이해하는 한, 이들의 

협업적 삶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들이 매일매일 협업적 삶을 통해 협업사회 기본질서

로서의 협업질서원칙들과 그 예하 제도적 협업질서들을 원용하고 이에 접속되는 것 또

한 불가피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질서원칙과 예하 제도적 질서들은 협업

사회의 삶의 변화에 따른 변화에 열려있게 될 것이다. 인간의 본원적 능력들(정의감능

력, 선관능력, 이성능력)과 직접 엮여있는 질서원칙들은 공리(公理)차원의 원칙으로부

터 정리(定理)차원의 세부원칙으로 ― 이를테면, 만인자유평등원칙으로부터 권리평등

원칙이나, (정의원칙의 두 번째) 차등원칙 등으로 ― 분기(分岐)될 것이다. 제도적 질서

들은 질서원칙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과 형식의 변화 ― 이를테면, 자동차의 발명에 따



 롤즈(J. Rawls)의 ‘정치적 정의관’에 내재되어 있는 ‘배경적 정의질서’   341

른 교통질서제도의 신설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판결철차 형식에서 재판관판결절

차형식으로부터 배심원판결절차 형식으로의 변화, 등 ― 에 열려 있게 될 것이다. 따라

서 협업사회구성원들에 의한 이들 질서원칙과 질서제도에 대한 ‘원용’과 ‘접속’ 또한 이

렇듯 변화된 내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삶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기본질서의 원칙들과 제도들(이하 ‘사회기본질

서’)의 변화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들에 대한 불가피한 ‘접속’이나 

‘원용’은 달리 말하면, 이들에 대한 ‘수용’과 ‘준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기본질서

에 대한 수용과 준수는 이 질서에 대한 동의나 합의를 전제한다. 개인적으로는 동의이

겠으나, 사회구성원 전체로 보면 합의가 될 것이다. 결국 협업사회구성원들은 사회기

본질서에 대해 매일의 협업적 삶을 통해 동의하고 합의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 말

은 달리, 사회구성원들은 그들의 협업적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사회기본질서에 대한 사

회계약(이하 ‘매일사회계약’)을 체결한다고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논의, 즉 약

속관행으로 발단하여 민주사회 공적문화에 내재되기 시작한 실제 사회계약으로서의 

합의가 오늘날에까지 지속되는 경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관행으

로부터 발단하여 협업사회의 기본질서를 수립하는 실제적 사회계약으로서의 합의는, 

협업사회구성원들의 피할 수 없는 매일의 협업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일사회계약’

의 형태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사회의 공적문화에 내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두 번째 논의의 결론에 대해 적지 않은 반론을 예상한다. 그 중 하나는, 

협업사회 구성원 개인들의 다양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구난방의 동의를 어떻게 전

체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로서의 사회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의 반론이다. 그러나 개

인들 동의의 다양성은 피할 수 없는 협업적 삶이라는 ‘공통적인 동의기반’, 즉 구성원 

모두의 ‘합의기반’으로 수렴되며,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기본질서로서의 협업질서라는 

‘공통적인 동의대상’, 즉 구성원 모두의 ‘합의대상’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결국 사회구

성원 전원의 합의로 귀결된다고 본다. 자유주의 도덕철학전통 속의 전통사회계약도 개

인동의들이 이러한 합의기반과 합의대상을 전제로 집합되어 전체합의로 수렴된 결과

라는 점에서는 이와 다르지 않다. 그 둘은, 협업적 삶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나 노

약자 등이 누락된 매일사회계약을 어떻게 구성원 전원의 사회계약과 같이 볼 수 있는

지의 반론이다. 그러나 이들이 누락되는 것은 전통사회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셋은, 설사 첫째와 둘째의 반론에 대한 변론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사회기본

질서를 새롭게 수립하는 방법으로 이해되는 사회계약을, 기존의 협업사회 기본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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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합의와 어떻게 비견할 수 있는지의 반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긴 논의가 필요하지

만, 사르토리(G. Sartori 1987, Ch.11-§7)가 말하는 사법주의와 입법주의 사이 경계의 

불분명성에 대한 지적으로 갈음한다. 즉, 그에 따르면, 보편적인 사회와 그 구성원들

을 상정할 때, 사회(기본)질서는 언제나 새롭게 창출된다는 입법주의입장은 언제나 기

존질서의 ‘원용’과 ‘변용’을 전제하며, 모든 사회기본질서(법)의 창출은 궁극 기존질서

의 ‘원용’과 ‘변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법주의입장 속에는, 원용행위와 변용행위에 

함의되어 있는 ‘입법행위’, 즉 입법주의입장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를 롤즈의 사회계

약에 의해 선택될 정치적 정의관에 적용해보면, 이 정의관은 깊게는 인간의 본원적 능

력들(정의감능력, 선관능력, 이성능력)에 함의되어 있는 질서요소들과 가깝게는 민주

사회 공적문화에 내재해있는 기존의 질서개념들의 ‘원용’과 ‘변용’을 통해 ‘구성’(Ch.III)

된 것이지 새롭게 ‘창출’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상의 두 논의를 근거로 세 번째 논의인 질서수립방법으로서의 ‘합의’와 ‘가상

적 사회계약’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본다. 롤즈가 가상적 사회계약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간단히 현재 민주사회 공적문화에 내재해 온 ‘합의’(실제적 사회계약) 내용, 즉 

배경적 정의질서를 현시점에서 재현(Ch.I-§4)해내어 그의 정의관에 포섭해야 될 이론상

의 불가피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롤즈는 사회기본구조를 통하여 수호하고 확보해

야 될 배경적 정의질서에 대한 합의를 현재시점(지금여기)에서의 사회구성원들의 실제

적 합의에 의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시점에서의 사회구성원들은 자연적, 

사회적 우연으로 인한 부당한 불평등 속에 있고, 따라서 이들에 의한 실제적 합의결과

는 불공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Ch.VII-§6, 272). 이러한 현재적 정황이 롤

즈로 하여금 ‘무지의 장막’으로 가려진 가상적인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게 하였고, 이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를 불가불 사회구성원 전원의 합의로 ‘가정’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롤즈의 논의 속에 나타나는 (실제적 사회계약으로서의) 합의와 

가상적 사회계약의 관계는, 전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질서주체들 사이의 유일한 질서수

립방법인 반면, 후자는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 모색에서 차용된 불가피한 이론적 방편

으로서의 질서수립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배경적 정의질서를 구성하는 두 번째 

개념은 여전히 그 내용상 실제적 사회계약으로서의 합의개념이며, 그 특성 및 표현형

식은 사회구성원들의 협업적 삶 속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매일사회계약’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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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질서관할력: 권위 vs.강제권력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율권주체로서의 사회구성원들이 수립하는 모든 사회기본질서

(질서원칙, 제도적 질서 등)의 수립은 사회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듯이, 이와 같은 사

회계약에 의해 수립된 질서는 이들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순응(복종)의 대상이 될 수밖

에 없다. 왜냐하면, 질서수립 시 이들의 자발적 합의 속에는 수립된 질서에 대한 자율

적복종의 약속(계약행위 자체에 함의되어 있는 수립될 질서에 대한 권위화)이 함의되

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에 의해 수립된 사회기본질서의 질서관할력은 자율

적 복종에 조응하는 ‘권위’가 된다. 결국 권위로서의 사회기본질서의 질서관할력은 배

경적 정의질서가, II절에서 살펴본 정의로운 질서주체 및 III절에서 살펴본 정의로운 질

서수립방법과 더불어, 사회기본질서에 부여하는 관할력의 정의로움의 조건이 된다.

롤즈에게도 정치적 정의관은, 질서관할력이 정의롭기 위한 위 조건에 부합하게, 시

민들이 자율적으로 기꺼이 수용하여 이에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대상이 된다. 우선, 정

치적 정의관이 시민들의 ‘자율적 수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시민들의 두 도덕능력 속

에는 그 추동력으로서 ‘자발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롤즈는 정의감능력 속에는 

시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공정한)조건 속에서 같이 행동(협업)하려는 자발성이, 그리

고 선관능력 속에는 시민 각자의 합리적 이익이나 선관을 스스로 형성/수정/추구하려

는 자발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19). 두 번째로, 정치적 정의관이 ‘자율적 복종’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정치적 정의관은 ‘정의의 공적 정치관’으로서 사회기본구조를 효

과적으로 규제하게 되어 그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데, 이때 시민들의 정

의감이 이 정의관 및 사회기본구조에 대한 순응(자율적 복종)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35). 여기서 ‘공(公)적’이라는 말은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수용이 시민상호간의 공지되

어 있음을 의미하고, ‘효과적 규제’는 정치적 정의관에 의한 사회기본구조의 규제에 대

한 시민들 신뢰의 결과적 현상을 의미한다(35).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정의관이 ‘자율

적 정치교리’일 뿐 아니라(98), 시민들이 이를 승인하여 수용함에 있어서도 자율적이기 

때문이다(98). 즉, 정치적 정의관은 포괄교리들의 도덕적 가치들로부터 독립적이기 때

문에 시민들은 후자의 가치들을 신봉하면서 동시에 이 정의관을 수용·준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정의관이 시민들의 실천이성이 지향하는 바의 인간관(자유롭고 평등한 

자율권주체) 및 사회관(공정한 협업조건 하의 협업사회)과 부합하는 교리이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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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롤즈는 자율적 순응에 조응하는 권위로서의 질서관할력과는 성

격을 달리하는 정치권력을 제시하며, 이는 ‘언제나 강제력’이라고 규정한다(136, 139-

140). “정치적 권력이란 언제나 정부의 처벌을 담보하여 뒷받침되는 강제력이다. 왜냐

하면 정부만이 법률을 확보하기 위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입헌정체에서의 정치적 관계의 특징은 정치권력이 궁극적으로 공적인 권력, 즉 전일체

로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전원의 권력이라는 것이다. 이 정치적 권력은 개인이

나 협회구성원인 시민들을 때맞추어 규칙에 따라 강제한다”(136). 더구나 이러한 정부

의 법질서관할권은 이민(移民)을 가지 않는 한 회피할 수가 없다(222). 물론, 롤즈는 

이러한 정치권력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단서를 단다. 첫째로, 정부의 법질서관

할권이 언제나 무조건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관할권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理想), 원칙, 질서기준 등은 우리들의 숙고된 생각과 판단의 결과인 만큼 의당 수용되

어야 한다고 한다(222). 둘째로, 정치권력은 강제력이기는 하지만, 그 행사 역시 헌법

요건이나 정의질서상의 문제가 대두될 때, 오직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부합하게 행사

되어야 한다고 한다(139-140). 

롤즈의 위 언급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정부의 정치권력의 집행상의 강제성에 대한 

수용 및 정치권력행사방법과 관련한 단서조항이 첨부되어있기는 하지만, 결국 정치권

력이 강제력이라는 명제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

적 정치권력은, 위의 언급에 나타나 있듯이,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시민들 개개인이 피

할 수 없는 정부의 강제력이다. 여기서 정부의 강제력은 정부가 관할하는 질서에 대한 

강제적(타율적) 복종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롤즈의 논의 속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질서관할력이 병존하고 있는 셈이 된다. 하나는 정치적 정의관의 질서관할력으로서 자

율적 순응(자율적 복종)에 조응하는 ‘권위’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관할력으로서 강

제적 정치‘권력’이다. 그런데 이 두 질서관할력은 상호 충돌하는 모순관계를 형성한다. 

자율적 복종과 타율적 복종, 그 근거가 되는 자율성과 타율성, 권위와 권력, 정치적 정

의관의 질서관할력과 정부의 질서관할력, 등이 상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

러한 모순관계로부터 상반된 두 명제가 성립된다. 한 명제는 ‘질서관할력은 자율적 복

종에 조응하는 권위이다’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한 명제는 ‘질서관할력은 타율적 복

종에 조응하는 권력이다’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 모순명제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배경적 정의질서를 구성하는 세번째 개념인 질서관할력의 내용, 특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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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형식 등을 밝혀볼 것이다. 

우선 모순관계에 있는 두 질서관할력이 제시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본다. 롤즈가 모

색하고 있는 정치적 정의관은, 그가 밝히고 있듯이(286),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내용으

로 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희생하지 않고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

는’ 정의관이다. 이는, I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근본적 과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공정하고도 안정된 협업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정의관

의 모색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 정의관 구성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공정협업

체로서의 사회개념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회개념에 비추어 볼 때, 위 ‘개인의 자유

와 인격’은 두 도덕능력을 가진 자율적 존재로서의 시민들이 가지는 자유와 인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개인가치라 한다면, ‘사회적 가치’는 공정협

업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제(諸)가치, 이를테면 협업에서의 공정성가치나 정의가치, 안

정성가치, 지속성가치, 등이라 할 수 있다. 롤즈는 이들 두 가치 중 개인가치가 사회가

치보다 최소한 하위에 있지 않은, 따라서 사회가치의 상위성이나 우선성으로부터 야기

될 수 있는 타율적 강제로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정치적 정의관을 모색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본 절 초두에서 살펴본 권위로서의 질서관할력이 도출되었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롤즈는 그의 정의관 속에서 이 두 가치를 동시에 같은 선상에서 ― 이를테면, 

시간변수에 대한 고려 없이, 혹은 가치확보를 위한 질서들의 차이나, 그 관할력 및 관

할범위상의 차이 없이 ― 추구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걱정한다. 이 걱정은 그가 ‘배경

적 정의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곳에 나타나는데, 그 요지는, 어떤 사회가 설사 이들 두 

가치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협업사회로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출발시점에서의 그 최초

의 정의상황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266, 271). 

롤즈는 그 원인으로 역사적·사회적 우연에 의한 협업참여자들 사이 부당한 불평등의 

누적, 이러한 부당한 불평등의 누적에 따른 협업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위 및 기회에서

의 불평등, 모조품과 사기가 점차 증가하는 사회적 경향, 이렇듯 누적되는 불평등이나 

사회적 경향을 일일이 통제할 수 있는 규칙실행의 불가능성, 등을 지적한다(266-268, 

271). 이러한 롤즈의 걱정은 마치 자유와 평등의 두 가치가 적절한 균형관계를 이루어

야 할 자유주의적 민주사회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금씩 누적되는 자유가치 편중현

상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로 야기되는 오늘날의 평등가치 침해현상에 대한 우

려와 비슷하다 할 것이다. 이상이 강제적 질서관할력으로서의 정치적 권력의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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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의 정치권력이 도출

되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롤즈(268)는 위와 같은 걱정의 해소책으로서 두 형태의 사회규칙간의 업무분장을 제

안한다. 이들 사회규칙 중의 한 형태는 사회기본구조에 담기는 규칙이고, 다른 한 형

태는 개인들이나 협회들 사이의 거래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규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규칙을 실행할 각각 서로 다른 형태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268). 

이들 두 형태의 제도 중, 전자의 규칙을 실행할 제도는 기본구조 내의 주요제도들이다

(268). 이를테면, 롤즈의 논의에 등장하는 ‘법률’이나, 기본구조 내 정치적 제도들의 집

합체로서 정치적 강제력을 집행하는 ‘정부’가 그 예라 할 수 있다(267). 그러나 후자의 

규칙을 실행할 제도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개별의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집합적

으로 개인과 협회의 거래와 직접 관련된 제도들이라 해야 할 것 같다(268). 다만 이를 

다른 문맥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추정해보면, 이들 제도는, 이를테면,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의 영역, 혹은 보다 넓게 비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인적·물적 교류 상의 제도나 

관행 등이 속할 것 같다(140, 268). 롤즈는 위와 같은 업무분장에 따른 두 규칙사이 및 

두 제도사이의 관계를 전자(사회기본구조에 담기는 규칙과 이 규칙을 실행할 기본구조 

내의 주요제도들)가 후자(개인 및 협회의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규칙과 이 규칙을 실행

할 비정치적 제도들)를 우선하거나 혹은 통제한다고 본다. 이는 ‘개인들과 협회들이 기

본구조의 틀 내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자신들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269)는 말에 시사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구조의 중심가치인 정치가치들이 비(非)

정치가치들을 우선한다는 언급들(138, 146, 155)에 함의되어 있다.

이상 롤즈의 언급들을 종합해볼 때, 위에서 살펴본 강제적 정치권력으로서의 질서관

할력은 롤즈의 말대로 정부의 관할력이며 사회기본구조 내의 정부로 대표되는 주요 정

치사회제도들의 관할력이지만 그 범위는 기본구조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

한성은 ‘정치적 권력’ 속의 ‘정치적’이라는 용어에 롤즈가 부여하는 독특한 의미에도 함

의되어 있다. 즉, 정치적인 것의 영역이 ‘기본구조’(257, 223)와 ‘기본구조 내의 인간관

계’(135)에 국한된다고 볼 때, 강제적 정치권력 역시 이 국한된 범위에만 적용되는 질

서관할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기본구조 내 주요 정치제도들에 의해 행

사될 강제적 관할력으로서의 정치권력은 롤즈의 말대로, 배경적 정의질서, 즉 공정협

업사회의 공정협업조건(혹은 이를 구체화한 정치적 정의관)에 내재되어 있는 ‘최초의 

정의상황’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버린(I. Berlin 1975, 121-134)식의 용어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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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종의 ‘소극적’ 질서관할력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강제적 질서관할력

은 모든 협업참여자들에게 무조건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경적 정

의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그 관할 범위는 

잠재적으로 정치적 권력이 자리하는 기본구조에 포함된 협업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만, 그 실질적 관할 및 적용의 대상의 범위는 이들 구성원 중 공정협업조건이나 (그 

구체화된) 정치적 정의관에 ‘저촉되는 사람들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개인가치가 사회적 가치에 비해 적어도 열위에 서지 않는 정의관의 모색’이라는 

명제에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정치적 제도의 비정치적 제도에 대한 우선성’이나 ‘정치

가치의 비정치적 가치에 대한 우선성’ 등의 위 언급들 역시 오로지 이러한 제약된 기능

에 한정된다할 수 있다. 

강제적 질서관할력으로서의 정치적 권력의 대상을 위와 같이 구분해내어 구체화할 

때, 배경적 정의질서를 구성하는 세번째 구성개념으로서의 질서관할력과 관련하여 문

제가 되었던 두 상반된 명제 각각이 가지는 의미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치적 정의관이 가지는 권위로서의 관할력은, 마치 이 정

의관이 질서원칙으로서 기본구조와 그 예하의 주요 질서제도 및 개인 및 사회협회들 

행위의 질서를 통괄하여 규제하듯이, 이들 질서 모두의 관할력에 관철된다. 2) 다만, 

이 정치적 정의관에 저촉되는 개인 및 협회의 거래관계나 협업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

된 제도적 질서가 정의관질서원칙 ― 따라서 이에 내재되어 있는 배경적 정의질서 ― 

에 ‘저촉될 때에 한해서’ 기본구조의 강제적 관할력(강제적 정치권력)의 대상이 된다. 

3) 따라서, 자율적 복종에 조응하는 ‘권위’는 정치적 정의관의 ‘토대적’ 질서관할력이 되

고, 타율적 복종에 조응하는 강제적 정치‘권력’은, 마치 사회기본구조가 배경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처럼, 권위로서의 질서관할력이 관철되지 못할 때 그 관철을 보좌하

는 ‘보조적’ 질서관할력이 되는 관계에 있다(Gough 1957, 2-3; 이봉철 2010, 78-90). 

결국 위 ‘1)’의 내용과 특성을 가지는 ‘권위’는 언제나 배경적 정의질서에 부합하는 질

서관할력이라 할 수 있는 반면, ‘2)’의 내용 및 특성을 가지는 ‘권력’은 ‘3)’과 같은 관계 

속에서만 배경적 정의질서에 부합하는 질서관할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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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어: 배경적 정의질서와 그 질서체계의 윤곽

지금까지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에 내재되어 있는 배경적 정의질서의 구성개념에 대

해 살펴보았다. 그 각론에 대한 요약은 II, III, IV절의 맺음논의로 갈음한다. 대신에 

본 V절 결어에서는 이들 3개념이 유기적 결합 속에서 구성해내는 배경적 정의질서가 

어떻게 협업사회의 질서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협업사회의 질서체계에 담기는지 그 윤곽

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살펴보려는 협업사회질서체계의 윤곽은 롤즈

가 정치적 정의관이 어떻게 공정한 협업사회에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언급에서 엿볼 

수 있다. 언급한 내용의 요지는, [상황의 공정성이 순수 절차적 정의로 나타나 (정의)

원칙의 공정성으로 이전되고, 이 (정의)원칙은 기본구조에 구현되면서 현존하는 제도

들을 관할하고, (이들 제도를 통해) 개인 및 사회협회들의 거래관계의 누적된 (불공정

한)결과들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259). 그런데 『정치적 자유주의』로부터는, 위 언급 

외에는, 이 언급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배경적 정의질서 및 (이 질서가 내재된) 정치

적 정의관이 확산되어 구성하게 되는 질서체계 전반의 윤곽을 보여주는 구체적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정의론』으로부터의 보완을 통해 이 언급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인다. 다음으로 이 언급 및 시도된 설명을 근거로, 모

든 정치사회질서의 보편적 체계구성을 보여주는 ‘3층위 위임연계 질서체계’를 모델로 

삼아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이 확산되어 구성하게 되는 질서체계 전반의 윤곽을 재구성

해본다. 그리고 끝으로 배경적 정의질서가 담기는 협업사회질서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로, 롤즈의 위 언급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롤즈의 위 언급 속 ‘상황의 공정

성’은 평등한 자율권주체들 사이 의사결정에서 공정한 절차규범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서, 공정한 사회협업의 협업조건을 채택할 때나 이를 모델화한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

원칙을 합의해낼 때, 공정성원칙으로 기능한다(Ch.I-§4, 97). 즉 정의의 최초배경조건

에서의 절차규범인 것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절차규범인 공정성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정형화(定型化)되면서 제도적 질서의 핵심내용이 되는 ‘절차질서’에 ‘정의로움’

을 확보해준다(Rawls 1971, §14, §18, §52; Rawls 1993, Ch.II-§5.2). 그리고 위 언급

에서 ‘이전’의 의미는 원초적 입장에 ‘상황의 공정성’을 확보해 준 공정성원칙의 관할력

이 그 정형화된 형태인 정의원칙(‘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의 관할력으로 ‘위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롤즈가 『정의론』에서 ‘모든 책무는 공정성원칙으로부터 비롯



 롤즈(J. Rawls)의 ‘정치적 정의관’에 내재되어 있는 ‘배경적 정의질서’   349

된다’(Rawls 1971, 342)하면서 자발적인 개인행위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책무는 ‘위임’

책무(Rawls 1971, 114, 348) ― 즉 공정성원칙의 관할력에 의해 발생된 책무가 개인

행위 질서로 ‘이전’된 책무 ― 라 할 때의 의미와 같다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책무 속

에서 ‘공정성원칙에 대한 책무’와 ‘개인행위로부터 비롯되는 책무’는 ‘위임선’(fiduciary 

ties)(Rawls 1971, 350)으로 연계되는데(Rawls 1971, 114, 348, 349-350, §52), 이 위

임연계가 위의 공정한 상황과 정의원칙을 잇고 있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연계는, 위 언급 속의 (정의원칙이 기본구조에) ‘구현’, (누적된 개인거래를) ‘바로

잡음’의 언표들에도 이미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정의원칙의 관할력이, 이와 다르게, 

그 예하 기본구조의 제도들이나 개인 및 사회협회들의 거래행위에 위임·연계되지 않

고(혹은 롤즈의 표현대로 ‘이전’되지 않고) 정의원칙 자체에만 머문다면, 질서원칙으로

서의 의미도 없고, 이 원칙을 정점으로 하는 질서의 체계적 일관성이 와해되기 때문이

다.

둘째로, ‘3층위 위임연계질서체계’4) 모델을 통해 위 롤즈의 언급 및 덧붙인 설명에 

나타나있는 정치적 정의관의 확산 결과가 어떠한 협업사회질서체계로 나타나는지 그 

윤곽에 대한 재구성이다. 여기서 ‘3층위’의 질서는, ‘질서원칙에 담겨있는 질서요소들의 

구조’(이하 ‘원칙층위질서’), ‘사회의 모든 주요제도들에 담겨있는 질서들의 구조’(이하 

‘제도층위질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행동준거가 되는 질서구조’(이하 ‘개인행위층

위질서’), 등이 구성하는 일관된 질서체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위임’은 이들 3층

위의 질서가 원칙, 제도, 개인의 순으로 상하의 질서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칙층위질서

가 제도층위질서와 개인층위질서를 관할하고, 동시에 제도층위질서가 개인층위질서를 

관할하는 질서상의 관할서열에 따른 관할력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질서체계

모델에 따라 위 롤즈의 언급 내용 및 덧붙여진 설명의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

은 말이 된다. 롤즈의 공정한 협업사회에는 최고질서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정의관을 위

요한 원칙층위질서, 이 원칙층위질서가 관할하는 사회 기본구조 및 그 예하의 제도들

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층위질서, 이상의 원칙층위질서와 제도층위질서에 의해 관할되

는 개인행위층위질서 등으로 구성되는 3층위질서체계가 내재한다. 이 체계 내 3층위의 

질서들 사이에는 원칙층위가 제도층위 및 개인층위를, 제도층위가 개인행위층위를 관

  4) 이 개념과 이 개념이 가지는 내용 및 특성에 대한 이하의 논의는 이봉철(2005, 203-224)을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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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하는 관할상의 위임질서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할상의 위임질서 속에서 3층위의 질

서들은 위임질서순위에 따른 위임연계의 선으로 연결된다. 물론 이상과 같은 위임연계 

속에서 원칙층위질서 ― 즉 정치적 정의관에 내재하는 질서들 ― 가 가지는 정당성, 안

정성, 객관성 등의 특성도 제도층위 및 개인층위의 질서구조에 위임된다. 

이상과 같은 3층위의 질서들과 이들로 구성되는 공정협업사회의 질서체계는, 최고질

서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정의관을 필두로 종적으로는 위임서열에 따라 질서들의 상하

를 관통하는 질서일관성을 유지하고, 횡적으로는 협업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 질서층위

의 협업질서 모두를 관할한다. 여기서의 횡적 관할범위와 관련하여 오해의 여지를 줄

이기 위하여 한 가지 덧붙인다. 이 질서체계는 물론 공정협업사회 내의 3층위 협업질서 

모두에 연결되지만, 롤즈(1993, 12)가 말하는 ‘모듈’(module)에 해당하는 영역, 즉 이

들 3층위질서 모두를 관통하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그러나 모든 비공적이고 비정치적

인 영역은 제외된, 터널모양의 통과 같은 중심축의 영역만을 포괄한다. 이 영역은 정치

적 정의관의 핵심내용의 영역이자 기본구조의 영역이고, 공적 이성이 발동되는 영역이

며, 모든 합당한 포괄교리들이 교집합을 이루는 중첩합의의 영역이다. 이렇게 국한된 

범위는 사회 내 모든 질서를 포괄하는 전(全)질서영역의 부분일 수는 있으나, 이 질서

영역 없이는 공정한 사회협업이 지탱될 수 없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구성원들의 공

정한 협업적 삶이 영위될 수 없는, 그러한 ‘질서중심축’의 영역이다.

이제 끝으로 배경적 정의질서가 담기는 질서체계의 윤곽을 그려본다. 배경적 정의질

서는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에 내재하는 질서로서 원칙층위질서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이를 구성하는 3개념(평등한 자율권주체로서의 질서주체, 사회계약적 합의에 의한 질

서수립방법, 권위로서의 질서관할력) 자체가 최고질서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중심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배경적 정의질서는 그 관할력의 위임서열 및 

그 관할범위에서 정치적 정의관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즉, 종적으로는 사회기본구조

와 그 예하 제도들에 내재된 제도층위의 질서들을 관할하고, 이 제도층위의 질서들을 

경유하여 개인행위층위의 질서들을 관할한다. 횡적으로는 정치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중심축으로서의 ‘모듈’에 해당하는, 그러나 공정한 협업사회와 구성원들의 협업적 삶

을 지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사회기본구조가 관통하는) 질서영역을 그 관할 범위로 

한다. 이를테면, 배경적 정의질서는 이러한 관할 범위 내에서 사회기본제도 및 그 예하 

질서제도들, 그리고 개인 및 사회협회들이, 그 질서수립에서 (사회계약적 질서수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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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부터 위임된) 합의원칙5)을 그리고 그 질서의 관할에서 자율적 순응원칙6)을 준수

할 것을, 요구한다. 또 협업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위의 두 원칙에 더하여, 이들 사이에 

II절에서 살펴본 두 사례(하트의 ‘상호규제성 원칙’의 예, ‘약속’의 예)에서와 같은 <쌍

권-쌍무>를 내용으로 하는 대칭적 균형의 권리관계질서가 수립될 것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은 위상, 관할서열, 관할범위를 가지는 배경적 정의질서를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의 제1주제인 ‘기본구조’와 관련해서 보면, 이는 기본구조에 담기는 주요 제도

들(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들)의 질서가 정의롭도록(정치적 정의관에 부합하도록) 

규정해주는 공통적인 정의의 기반질서, 즉 정의의 토대질서라 할 수 있다. 또 롤즈의 

정의관에 정당성, 안정성, 객관성, 구심성, 등을 확보해주는 ‘중첩적 합의’와 관련해서 

보면, 배경적 정의질서는 모든 합당한 포괄교리들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질서들 중 

(정치적 정의관을 구심점으로 합의되어 수렴된) 공통적 정의질서 ― 즉 정치적 정의관

과 여타 합당한 교리들에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따라서 중첩합의를 가능케 하는 정

의질서 ― 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롤즈의 배경적 정의질서는, 민주사회의 어떠한 정

치사회질서일지라도 정의롭기 위해서는 그 토대구조에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될 질서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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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Justice-Order” entailed in Rawls’ 
“Conception of Political Justice”: 
A Focus on Its Conceptual Constituents

 Bongcheol Lee | Hannam University

This essay is to clarify the content as well as the features of background justice-

order entailed in Rawls’ conception of political justice. Background justice-order, as 

the order in the first justice circumstances, secures the just background conditions 

for the fundamental social orders through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Moveover, it 

prevents the interpersonal and material transactions between the citizens as well as the 

associations from becoming gradually degraded into unjust ones in the course of time. 

This essay consists of discussions about the conceptual constituents of background 

justice-order: They are about the eligible order-subjects along with the just order 

between them; about the just way in establishing fundamental social orders; an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just jurisdictional power in the established orders. They 

are focused especially upon the following issues that are addressed or explained not 

in a clear enough way in Rawls’ discussions: First, upon the just order between the 

eligible order-subjects; second, upon the relationship as well as the differentiation 

between “agreement as an actual social contact” and “hypothetical social contract,” 

both of which are suggested at the same time in Rawls’ discussion; third, as the same 

kind issue as in the second one, between “authority” which is correlated with willing 

compliance and “coercive political power” which is the correlative of the coercive 

subjection. Finally, this essa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attempts to map out the 

outlook of how the background justice-order infiltrates into social orders all over and is 

incorporated into the social order-system in a consisten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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