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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우연에 관한 논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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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버나드 윌리엄스와 토마스 네이글에 의해 시작된 도덕적 우연의 논쟁은
많은 윤리학자들에게 상당히 잘 알려졌다. 그리고 그것은 본래의 영역이나 논쟁의

바깥 분야까지 확장 적용되었으며, 고전적인 비극과 철학에 적용하고자 그 개념을
확대 해석한 누스바움의 작업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다. 도덕은 우연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부분적으로 행위자가 내린 결정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에 따라 우
리는 행위들이 옳거나 그른 것으로 생각하며 도덕적 성격이 좋거나 나쁘다고 간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느 정도는 행위자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것에 따라 책
임을 지운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서나 혹
은 그들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평가받
을 수 없다. 칸트 사상에서 요청된 것만 행하는 모험 없는 태도는 비난의 기회를
가져오지 않으며, 또한 칭찬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 만일 내가 나에게 요청된 것만
정확히 하면, 그 결과는 나의 잘못이 아니며, 나의 명예가 되는 것도 아니다.

I. 서론
도덕은 우연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행동
과 좋은 성격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기준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도
덕과 우연의 양극단 사이의 긴장은 도덕적 우연의 모순을 만들어낸다. 실제
로 우리는 행위자의 결정의 결과로서 일어난 일에 따라 행위들을 옳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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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으로, 그리고 도덕적 성격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느 정도는 행위자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것에 따라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부과해
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한다.
이러한 도덕적 우연(Moral Luck)1)에 관한 논쟁은 버나드 윌리엄스와 토마스
네이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많은 윤리학자들의 주목을 끓었다. 윌리엄스는
“도덕적 우연(Moral Luck)” 이라는 논문에서 도덕성이 우연에 영향 받지 않도
록 시도하는 칸트 사상을 비판하고 있다. 윌리엄스는 칸트가 도덕가치를 완
전히 행위자의 결정의 소산으로 보아, 행위자가 지난 일을 사후에 반추하여
정당화하는 일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비판한다.2) 네이글은 도덕적 우
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의 행동에서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자신이 조정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 요인들에 좌우됨에도 불구하
고, 그를 계속해서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러한 경우를 도덕적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다.”3) 누스바움도 고전적 비극과 고전 철학에 그 개념
을 확장 적용시켰다. 칸트주의자는 행위의 옳음과 그름이 결과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윌리엄스와 네이글은 외부적 우연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본질
적 가치 형태, 즉 “무조건적인”4) 도덕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진 칸
트의 입장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도덕적 우연은 단지 칸트에게
있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누스바움은 칸트뿐만 아니라 플라톤도

1)

‘Luck’이라는 단어는 ‘행운’이란 의미로, ‘불운’과 반대로 쓰이며, 그 두 개념
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은 대략 ‘우연’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우리는 우연이
란 것을 의도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불확실 하고, 계획치 않은, 혹은 불규칙

3)

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그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다.
B. Williams, “Moral Luck” (1976), in: Philosophical Papers 1973-80, Cambridge
1981, pp. 20 - 39.
T. Nagel, “Moral Luck”, p. 26, in: T. Nagel, Mortal Questions, Cambridge 1979,

4)

pp. 24-38.
Williams, op.cit., p.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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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성격과 윤리적 선택의 올바름을 판단함에 있어 우연의 결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고려를 하였다고 주장한다.5)

II. 도덕적 우연의 딜레마
어떤 사람에게 행운이나 불운은 자신의 조절 영역 밖에 있는 것들에 관
련해서만 발생한다. 도덕적 우연, 즉 도덕적 영역에서 행운이나 불운을 만
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행위의 도덕적 판단이 행위자의 조절 영역 밖에
있는 요인들에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의 행위 결
과에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책임윤리학자들은 행위자가 아무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이 도덕적 판단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를 배제한다.6) 그러므로 도덕적
판단을 위해서는 행운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으며 행운이 행위의 평가
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는 도덕적 판단에 관계되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도덕적 우연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가 비오는 밤에 운전을 하며 핸드백 속의 전화를
찾다가 실수로 인도 위로 차가 올라갔으나 다행스럽게도 마침 그곳에 보행
자가 없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분명 하나의 과실이다. 그러나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 이제 결과만 달랐으면 완전히 같았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 운전자가 길을 벗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던
중이어서, 그 차에 치어 죽었다 하자.
두 경우 모두 동일한 의도, 비교적 동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결과
등 운전자에 좌우되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법적 판단은 상이할 것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우리
5)

M. C. Nussbaum,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6)

and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 8.
책임윤리적인 입장은 막스 베버가 대표한다. 베버는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M. Weber, “Politik
als Beruf”, 540, in: ders.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2. Aufl. Tübingen 1958,
4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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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적 판단이 두 번째 경우보다 관대할 것이다. 첫 번째 운전자에게는
단순한 행운뿐이 아니라, 도덕적 행운, 즉 잘못에 대해 책임감이나 죄의식
을 덜 가져도 되는 행운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우에 도덕적
판단은 실제적 행위 결과에 달려있는 것인가? 그리하여 행위 하는 사람의
영향력 밖에 있는 요인들에 달려 있는 것인가?
도덕적 우연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실제의 도덕 판단이 올
바르다는 주장을 영향력 행사의 원칙에 관련시켜 논박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우리가 내리는 사실상의 도덕적 개별판단에 무관하게 영향력 행
사의 원칙을 논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행운이나 불운은 우리가 감독할
수 없는 일들에 관련되어 일어난다. 도덕적 우연, 즉 도덕적 영역에 행운이
나 불운이 일어나려면,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행위자가 통제할 수 없
는 요인들에 의존되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버나드 윌리엄즈와 토마스 네이글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행위와 행위
자를 전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상황을 근거로 해서 평
가한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행위자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즉 우
연을 기초로 하고 있다. 도덕적 우연은 모순이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명백한 도덕적 판단의 조건을 위협하며, 도덕적 판단을 무너트린다. 전통적
으로 도덕평가의 조건은 자유롭고, 의도적이며, 조절가능한 행위에 국한해
야 한다고 가정된다.
우리는 동일한 의도를 갖는 동일한 행위는 똑같은 도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자신과
다른 노선을 취하는 강력한 정치인을 암살할 생각으로 공공행사에 참석중
인 그 정치인에게 권총을 쏘았으나 그가 마침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
문에, 다치지 않았다면, 암살 시도자는 살인 미수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동일하게 살해할 의도로 총을 쏘았으나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방탄조끼
를 입어서 죽지 않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방탄조끼를 입지 않아서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살인죄로, 다른 사람은 살인미수로 판결되어 서로 다른
벌을 받는다면, 무엇인가 공정치 못한 면이 있지 않은가? 운전자의 경우도,
암살기도자의 경우도 본래 의도와 행위는 동일한데, 행위자 외부의 요인에
의해 판이한 결과가 되며, 이 결과에 따라 도덕적 판단도 판이해지는 것이
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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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윤리와 우연의 대립
칸트에 의하면 행운 혹은 불운이라는 우연에 기인하는 결과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실제로 도덕적 가치판단의 결정적 요소도
될 수 없다. 칸트에게 있어 선한 의지(ein guter Wille)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선이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에 의한 것이
라면, 누스바움에게 그런 우연에 의한 선은 그렇게 인간적인 것일 수 없다.8)
그 부서지기 쉬움은, 인간의 노력을 감탄스럽고 감동적인 것으로 만드는 위
험 없는 윤리를 만들기 위한 칸트의 시도를, 그리고 잘 행동했다고 일컬어지
는 인간의 노력의 영역을 무력하게 만든다. 누스바움은 도덕적 탁월함이 만
약 자신의 것이라고 간주될 수 없고, 본래 우연에 약한 것이라면, 그것을 목
표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선에 관한 의문은 그리하여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선한 것일 수 있으며, 여전히 아주 인간적인 것일
수 있는가?”하는 물음이 되었다.9)
이성의 소유는 인간의 탁월성의 일부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에 비해 우연에 덜 취약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을 통
해서 통제 방법을 훈련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우리에게
완전한 통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비록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때로 우리가 다
른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며, 과학적 이성의 적용을 통해 자연에 대
한 어느 정도의 통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는 하더라도, 아마도 그것은 무슨 일
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적 예지에 의한 것일 것이다.
미덕의 부서지기 쉬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그리스 비극 시인들에
게서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누스바움에 의하면 칸트주의는 성격의 선량함
이나 나쁨 그리고 행위의 옳음이나 그름이 단지 우연에, 즉 행위자의 통제 밖

「

」 (1999, 『철학연구』 4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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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쪽 참조.
M. C. Nussbaum, Ibid., p. 3.
Ibid.

9)

pp. 32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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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들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거부한다. 이러한 맹목적
인 칸트주의 입장은 비극적 갈등들을 피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다고 우리를 설득해왔으며, 비록 행위자가 똑같이 나쁜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도, 우리는 여전히 행위자 책임의 관념
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예를 들어 트로이 정복을 위한 전함들을 안전하게 출범시키려면 자신의 딸
을 희생시키도록 한 제우스의 지시에 따라 행위 선택을 해야 하는 아가맴논
의 경우처럼, 행위자가 두 가지의 나쁜 것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조차
도 부당하게 행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아가멤논과 같이 이러한 도덕적
우연이라는 진퇴양란의 궁지에 빠지면 도덕적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선한 의지나 순수한 의도 등 어떠한 칸트주의 관념도 그를 이러한 불
운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누스바움에 의하면, 우리는 칸트주의의 전제 때문에 어떤 딜레마가 돌이킬
수 없이 비극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리스 사상가들은 도덕적 가치가
우연에 의해 상처입기 쉽다고 보는 잘못된 원시적 견지를 고수한다”10)고 주
장하며, 그리스인의 사고방식으로부터 거리를 둔다고 한다. 또한 칸트주의는
도덕적 우연의 딜레마를 무시할 뿐 아니라, 우연이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방법을 무시하고 의지의 순수성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11)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신의 지시에 따라 아가멤논은 전함의 안전한 출
항을 위해 딸을 희생제물로 바쳐 죽였지만, 죽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신이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제우스가 그 살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신이 제시한 두 가지 선택가능성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고 둘 중 어느 편을 선택해도 그에게는 불운일 뿐이다. 만일 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전함이 안전한 출항을 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참사 역시 불운
일 것이다. 아가멤논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로운

10)
11)

Ibid., p. 4.
Ibid.,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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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가멤논은 신으로부터 강요된 행동의 불법성으로
인해 비난받지 않아도 되며, 그 행위의 정당화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누스바움이 예로 든 불운은, 강요되어진 행위는 나의 선택에 의해 수행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칸트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한다.12)
누스바움에 의하면 그리스 철학자들과 달리 칸트주의는 윤리적 가치와 다
른 종류의 가치 사이에 확실한 구분을 하고 있다. 선한 의지는 당연히 보석처
럼 빛날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충만한 가치를 지닌다. 그 가치는 인간 영역에
있는 그 어떤 것의 가치보다 더 크다. 이런 생각은 덕이 있는 삶과 좋은 인간
의 삶을 구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그리스 윤리 사상이 원시적이라는
결론에로 칸트주의자들을 이끌 것이다.

인간에게 최선의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
아야 하는가?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는 물음이었으며, 현대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지적 문화에 끼친 칸트 윤리학의 지대한 영향
은 그리스인들의 윤리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오랫동안 소홀
하도록 만들었다. 하나의 가치 영역, 즉 도덕가치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칸트
주의자들의 신념에 의하면 그런 도덕적 가치 영역은 전혀 우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선한 의지의 도덕적 가치는 절대적이라
는 것이다. 칸트주의자들은 도덕적 가치와 그 밖의 다른 가치들을 구분한다.
“이러한 칸트주의적 믿음의 진실, 그리고 도덕적 가치와 비도덕적 가치에
대한 칸트주의의 구분의 중요성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그리스인의 견해의
탐구를 위한 출발점으로 한다면, 그리스인들은 철학적 탐구에서 실패한 것으
로 간주되어야 한다. 해결할 수 없는 실재적 갈등을 한탄하면서 그들이 우연
성에 관해 괴로워하는 방식과 그 결과 그것이 가져오는 후회에는 독특한 어
떤 것이 있는 것 같다. … 칸트가 발견했던 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만일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 칸트주의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13)
12)

구인회, 앞의 논문, 주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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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모험과 칸트
누스바움은 도덕적 우연의 딜레마를 무시하고 우연이 일들의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무수한 방법들을 거부하며 단지 의지의 순수성에만 관심을 두는
칸트를 비난한다. 도덕적 우연의 모순은 (1) 책임이 도덕적 행위자의 통제 밖
에 있는 어떤 것들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2) 우리가 사람들을 그들의 통제를
넘어선 데 있는 것들에 대해 비난하기 원치 않는다는 것 사이의 긴장으로부
터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해야만 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칸트는 좋은 삶을 도덕적 삶에로 좁힘으로써 빈약하게
만든다. 토마스 네이글은 누스바움이 허용하는 것보다 이 문제에 관해 가능
한 입장들을 좀 더 인정한다. 유사한 이분법 사용을 하고 있는 버나드 윌리엄
스를 비판하면서 네이글은 도덕적 가치와 다른 종류의 가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다섯 가지 관계를 구분한다.14)
1) 도덕적 삶은 좋은 삶이라는 용어로 정의된다. 이 입장을 네이글은 아리
스토텔레스에게서 유래한다고 본다. 이 두 가지 모양의 가치는 동등해 보이
지 않지만, 윤리적인 것의 내용은 좋은 삶, 특히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적합
한 그런 좋은 삶의 배후 조건들에 의해 동등한 것으로 강요되는 것이다.
2) 좋은 삶은 도덕적 삶이라는 용어로 정의된다. 이 첫 번째 두 가지 입장
은 좋은 삶과 도덕적 삶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네이글은 플라
톤의 국가를 이러한 부정에 대한 면밀하고 영웅적인 변호라고 해석하며, ‘도
덕적 덕은 각 개인에게 있어 좋은 것의 불가결한 부분을 형성한다’고 칸트가
단지 가정할 수 있던 것을 플라톤은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15)

다음 두 가지 입장은 좋은 삶과 도덕적 삶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인정한다.

13)
14)

Nussbaum, Ibid., p. 5.
T. Nagel, The View from Nowhe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195

15)

ff.
Ibid.,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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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좋은 삶은 도덕적 삶에 우선한다. 네이글은 이러한 입장이 니이체, 플라
톤의 국가에서 트라시마쿠스, 필리파 풋의 후기 작품에서 취해졌다고 생각한
다.
4) 도덕적 삶은 좋은 삶에 우선한다. 비록 누스바움은 이러한 주장을 칸트
주의에서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 규정하지만, 네이글은 그것을 공리주의와 정
의이론에서도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누스바움에 의한 칸트주의에 대한 두 가지 비난 사이의 관련은 네이글의
다음과 같은 관찰에 의해 눈에 띠게 되었다: 입장 1)은 좋은 삶을 어떤 특별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그
리고 다른 개인적 특성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것과 구별된다. 입장 4)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전체성과 관련되며, 네이글은 약간은 결
과주의자 형식으로 사건의 통계적 전체성을 가지고 주장한다. 모든 인간에게
좋은 것과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 사이의 어떤 일치는 우연의 문제이거나 혹
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제도일 것이다.16)
우연의 부속물로서 정치 사회적인 제도의 중요성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 같은 경우를 설명하는데 도움 된다.17) 윌리엄스는 고갱과 안나 카
레니나의 경우를 묘사하고 있다. 두 인물 중 한 사람은 화가로서의 성공을 위
해 또 한사람은 열정적인 사랑을 위해 가정을 등지고 떠난다. 파리에서 은행
원으로 일하던 고갱은 그림에 전념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타이티 섬으로
갔다. 안나 카레니나는 자신의 삶을 원했던 바대로 살지 못했으며 사회적으
로나 개인적 삶에 모두 실패한 것이다. 윌리엄스에 의하면 그러한 시도는 목
표에 도달함으로서 정당화된다고 한다. 즉, 고갱과 안나 카레니나는 실패하는
16)
17)

Ibid., p. 196.
B. Williams는 이 사례를 Moral Luck에서 예로 들고 있다. 고관 카레닌의 정숙
한 아내로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안나카레니나는 상류사교계의 위선과
관료적이고 이성적인 남편에 염증을 느끼고 청년 장교 브론스키 백작과 불륜
의 사랑에 빠져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리지만 브론스키의 애정이 식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절망하여 철도 자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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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다르게 행동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란다고 한다. 고갱의 경
우 그가 원했던 화가로서의 성공이, 그의 가장으로서의 비도덕적 행위를 부
분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반면, 안나 카레니나는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이
다.18) 그러나 윌리엄스는 안나 카레니나의 자아 가치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그녀의 계획을 숙명적으로 결정한 외적 사회적 성향과 혼동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칸트는 좀 더 일관성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과 달리 칸트는 찬사 받을만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사회에서의 지위
혹은 다른 출생의 우연 요소에 상당히 좌우되는 덕의 체계를 받아들이기 거
부한다. 이런 칸트 견해의 현대적 추론인 존 롤스의 주장, 즉 지성은 상벌의
문제가 아니고 행운에 의해 수여되는 것이므로 공정을 지향하는 정의의 제도
하에서 보상은 지성에서 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19) 또한 그러하다.
덕 있는 삶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칸트주의 원칙
의 또 다른 현대적 적용은 여성으로 태어난 불운이 여성을 끊임없이 구속할
뿐 아니라 더 높이 평가되는 영웅적 특질에서 제외시키는 고대 덕 이론에 대
한 여성주의자들의 비난일 것이다.
5) 좋은 삶도 도덕적 삶도 항시 다른 것들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네이글은 입장 5)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입장 4)가 아마도 옳다는 견
해에 도달한다. 그는 분명히 입장 1)을 선호하는 윌리엄즈와 누스바움에게 동
의하지 않으며, 그들이 입장 1)을 3)과 구분하지 않음을 비판한다.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그 자체 완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대단히 부서지기 쉬운 존재와 모순이 없이 공존한다.20)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식품을 살 수 있는 돈을 기부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
18)
19)

20)

구인회, 같은 곳, 339-340 참조.
롤스는 자신의 입장을 매우 칸트주의적이라고 묘사한다.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 viii.
N. P. White, "Rational Self-Sufficiency and Greek Ethics", p. 141, in: Ethics,
1988, v. 99, no. 1, pp. 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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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식품이 실제로 전달될지, 이런 선량한 행위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여
부는 폐쇄된 길, 홍수, 내전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터짐 같은 사건에 의해 상
당히 좌우된다. 누스바움은 모든 종류의 우연을 불안정안 상태인 것으로 총
괄하여 말하지만, 모든 우연이 도덕에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칸트는 의지의 자유만큼 도덕적 모험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하지 않았다.
롤스에게 있어 지성이 그러하듯이 칸트주의자는 좋은 성격이 부분적으로 우
연의 문제라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두 가지 다 보통 개인적 성과나 덕
이라고 간주되지만, 부분적으로는 동일하게 우연의 문제일 것이다. 네이글은
성격을 4)와 같은 유형의 우연, 본질적 다양성으로 다룬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나쁜 결정이었지만 결과는 좋게 나타났다고 해도 칸
트주의 윤리학은 그 나쁜 행위에 대해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것이 얼
마나 신중히 우연의 역할을 이해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고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잘못된 판단이 행운에 의해 좋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는 결정에 대한 평가와 결정에로 이끈 숙고의 평가 사이의 혼동을 피
해야 한다. 확실한 타당한 주장을 무시하는 심의 처리과정을 통해 더 나은 종
합적 결정에 도달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가능하다. 그 결정은
여전히 옳을 것인데 정당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거의 우연에 의한 것이다.21)
누스바움은 그 결정이 비록 우연에 의해 옳은 것일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옳다고 간주한다. 칸트주의적 기준은 비난과 칭찬을 하는 일상적 태
도보다 더 엄격하고 더 엄중하다. 그 행위가 좋게 판명되든 혹은 나쁘게 판명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도덕 법칙에 복종하지 않으면, 비록 그것
을 무시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의 위력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칸트 사상에서 요청된 것만 행하는 모험 없는 태도는 비난의 기회
를 가져오지 않으며, 또한 칭찬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 만일 내가 나에게 요
청된 것만 정확히 하면, 그 결과는 나의 잘못이 아니며, 나의 명예가 되는 것
도 아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행위자의 자유이다.
21)

Nussbaum, Ibid., p. 52, footnot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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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하자면 결과에 대한 책임의 전가에의 열쇠는 자유이다. 칸트에
의하면 선의지는 그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며, 의무에 의해 결정된 것이
기 때문도 아니다. 선의지는 결코 단지 다른 어떤 사람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청할 수 없다. 명령은 외적 권위, 즉 법률, 혹은 내적 권위, 즉 실천 이성에
의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 윤리적 선언으로서 적격인 것은
후자에 의해 명령되어진 원칙들뿐이다. 외적 법칙은 윤리적 명령으로서 동일
한 내용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만일 단순한 강요에서 법칙에 복종한다면,
잘한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의무는 비록 일시적으로 의지를 결정할지라도, 그것을 종속시키지는 않는
다. 칸트에게 있어서는 의무가 중심이다. 왜냐하면 의지가 무조건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직접적 의무 인식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동시에 의
무를 보편적인 것으로, 그리고 또한 각 개인이 자유롭게 스스로에게 부과한
것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으로 제시한다. 칸트는 또한 인간의 자유의 모순
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결코 그 문제를 이론적 이성을 통
해 해결할 수 없으며, 단지 실천 이성이 해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증
할 뿐이다. 자유는 또한 외적 법칙에의 복종에서 취해진 행동에 반대되는 것
으로서 윤리적 선택의 명백한 표시이기도 하다. 도덕 영역에서 강요는 존재
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친절이나 자비의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22)
행위는 의도에서 기인하지만 의도가 항시 행동화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의
동기 혹은 의도에 대한 물음의 해명은 행위가 실행된 것에 대한 원인을 진술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동기는 행위의 원인이 된다. 동기는 많은 경우에 주관
적 정당화의 근거, 즉 해명의 근거가 된다. 동기 차체가 또한 많은 경우에 의
도와 일치한다. 그런데 행위의 도덕적 가치평가에 있어 어떤 동기에서 행위
가 수행되는가하는 사실은 왜 중요한 것인가?
칸트는 이러한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의무에 상응하는 행위가

22)

I. Kant, Lectures on Ethics, Tr. Lewis White Beck,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63.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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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우연한 원인”23)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원인을 통해
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고의 무조건적인 선만을 수용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의 의지가 필요하지도 않다.”24) 행위가 의무에 상응함 때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도덕적 동기가 추가되면, “그러한 일치는 매우 우연하고 불확실하
다. 왜냐하면 비도덕적인 원인이 때때로 합법적인 그러나 또한 흔히 불법적
인 행위들을 유발시킬 것이기 때문이다.”25)
칸트의 의무론에 의하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단지 의무에 의한 행동
이어야 하며, 행위자는 의무 외에 다른 어떤 동기도 갖지 않아야 한다. 칸트
스스로는 아마도 의무에 따른 행위는 행위자의 견해에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의무에 상응해야 한다는 견해였을 것이다. 누군가 의무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도덕과 일치한다(의무에 상응한다)고 그가 주장하는 것만
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리고 그가 단지 주장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실
제로 도덕과 일치한다고 알고 있다고 해도 역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도덕
에 일치하는 행위를 도덕일치성 때문에 수행한다는 이유가 바로 하나의 의도
이다.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의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
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V. 우연과 도덕적 책임
아가멤논은 그의 딸을 죽인데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죽임이 사악한
행위였다는 데 대한 책임은 없다. 아가멤논은 단지 그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
이 있는 것이지, 그 행위의 내용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제
우스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행위의 불법에 대해 비
23)

24)
25)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K. Vorländer, Hrsg., Hamburg
1965, 426.
Ibid., 401.
Ibid., 390. 이 문제는 앞서 인용된 구인회 논문의 같은 곳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으니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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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받을 수 없다고 해도 아가멤논 자신이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
다. 그가 그 행위를 어느 정도 옳은 것으로 정당화하려고 할 경우에는 아마도
정말 그는 죄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던 행
위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행위들의 모든 결과들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자유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직접 우리의 자유로 인해 일어난 것
이든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자유에서 기인된 것이든 우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다. 술 취한 사람은 취중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취하도록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26)
이것은 행위자 책임을 한정하는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그것은 나의 행위
가 자유롭다는 것과 그 행위가 진정으로 나의 행위라는 것 사이에 관계가 있
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또한 나의 행위가 자유롭다는 것과 그것이 도덕적 우
연에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 사이에도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네이글이 ‘도덕적 우연(Moral Luck)’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는데 여
기에서 그는 실제로 완전히 칸트주의적인 노선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 어떤
음주 운전자가 위험하게 보도위로 차를 돌진했으나, 만일 다행히 보도를 지
나던 사람이 없어서 무사고였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행운이었을 것이며, 만일
보도에 누군가 있었다면 음주 운전자는 도덕적으로 불운이었을 것이라고 그
는 주장한다. “만약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면, 그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 비난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아마도 살인범으로 기소될 것이다”27) 그러나 이것은
칸트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란시킬 수
있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그 운전자가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었네’라고
말하고, 이제는 알코올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행위에 대해 듣게 되면, 우리는 사고가 일어
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법적 처벌을 받았든 그렇지 않았든 여부와 상관없이

26)
27)

I. Kant, Lectures on Ethics, p. 62.
Nagel, “Moral Luck”,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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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나무랄 것이다. 도덕적 우연의 모순을 빠져나오는 이러한 칸트주의적
방법은 그 자체 상식과 모순되지 않는다.
아가멤논은 딸을 죽였다. 그러나 이 비극에서 합창은 딸의 살해에 대해 그
를 그렇게 많이 비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냉담한 그의 태도, 그가 죄책감이
없음에 대해 보다 더 비난한다. 양심의 가책이 없이 우리가 완전히 인간적인
혹은 진실한 도덕적 행위자일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가멤논은 제우스에 의해 두 가지 나쁜 것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도록 강
요당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 두 가지 중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칸트주의 입장
에서 비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칸트는 강제라는 개념에 호소함으로써 모든 갈등을 해소
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그 개념은 도덕적 우연의 모순을 제한하는 하나의 방
법을 제공할 수는 있다.
어쨌든 아마도 칸트는 아가멤논이 이러한 사례에서 책임을 모두 피할 수는
없음을 인정할 것이다. 아가멤논은 신이 그에게 강요한 두 가지 선택 가능성
중 하나를 취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자기 딸 이피게니
아의 죽음을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환영하는 데 대해서는 비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렇게 하도록 강요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도덕적 우연은 칸트주의자에게는 특히 모순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칸트
주의자는 본래 행위자 자신의 의지의 상태에 관해 고려한다. 그러나 만일 의
지의 선함이 행위자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요인들에 달려있다면 어떻
게 의지가 안정적으로 좋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도덕적 우연의 딜레마를 만
들어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의지의 복종이다. 선의지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칸트는 고의적으로 행위자가 단순히 우연에 종속하는 길을 무시하도록
선택했다는 것이 누스바움의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입장은 칸트를 잘
못 해석한 것이며, 누스바움 자신의 입장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 보다 더 칸트
의 입장에 가깝다. 칸트는 도덕적 우연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으며 엄격한 의
미의 행위를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행위자의 책임을 한정함으로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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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행동하도록 강요된 것들에 대해 행위자들은 책
임이 없으며, 너무 많은 것들을 도덕에 포함시키도록 윤리적인 것의 경계선
을 넓혀서는 안 된다.

VI. 결과주의와 도덕적 우연
공리주의자들은 양심보다는 결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적 우연을 극복
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 않으며, 도덕적 우연의 딜레마는 일반
적으로 결과주의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만약 선과 악이 의지에
속한다기 보다 순전히 결과에 속하는 것이라면, 우선 도덕적 우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 행위자로부터 외부로
옮겨왔기 때문에 2분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도덕적 우연의 모
순은 개인의 책임과 행위자의 외적 요인들에 의한 결정 사이의 긴장에서 유
래하는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과주의는 그러한 모순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
상식적 판단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그 행위들이 어떠한 결
과로 되는가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상식은 또한 사람들
이 그들의 통제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많은 경우
일들이 어떤 결과로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행위자의 통제 밖에 있다. 사람들
을 그들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 책임지우는 것을 그만둠으로써 도덕적
우연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의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우연의 행위일지라도 행위자 책임에 대한 칸트주의적 생각을 유지하는 한
편 행위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네이글은
미술가로서의 실패가 고갱의 결정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만들 것이라
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화가로서의 성공도 그의 선택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성공이 비록 그의 가장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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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결정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그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도덕적일 필
요는 없음을 보여줄 뿐이다.28)
물론 불확실한 조건에서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만,
결과주의 입장에서는 언뜻 보기에 도덕적 우연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의무론과 결과론 사이의 분열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도
덕적 우연은 결과주의에 관련된다. 왜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이유는 어떤 종
류의 결과에 대해 행위자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어떻게 결과주의가 정의하는
가 하는 방법에 관계되며, 이것은 또한 개연성에 관계된다.
결과들에 근거해 책임을 돌리는 것은 행위자들이 행위의 실제적 결과에 대
해 책임이 있는 것인지 혹은 잠재적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을 불가피하게 제기한다. 만일 그것이 실제적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면,
우리는 전혀 도덕적 우연의 문제를 피한 것이 아닐 것이다. 만일 결과적으로
내가 의도했거나 예상했던 것처럼 일들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결정의 옳음
이나 그름은 여전히 나의 통제 밖의 어떤 일들에 의존할 것이다. 우리가 여전
히 책임과 행위의 어떤 개념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이것은 잠재적 결과의 의
미에서 생각하도록 이끌 것인데, 보통 결과와 행위자의 바람, 혹은 개연성과
유용성 같은 것으로 환언된다.
윤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적 결과인지 가능한 결과인지 여부는 적
어도 러셀과 무어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논쟁이다.29) 그리고 그러한 논쟁은
C.D. 브로드에 의해 ‘윤리학에서 결과의 원칙'(The Doctrine of Consequences in
Ethics)에 요약 소개되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무어와 러셀의 논쟁은 실제
적 결과에 의해 책임을 돌리는 것조차 개연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한다고 브로드는 생각한다. 러셀과는 달리 무어는 실제적 결과들이 중요하다
는 입장을 취했지만, 결국 개연성을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브로드는 주장한다.

28)
29)

Nagel, “Moral Luck”, p. 28, footnote 3.
G. E. Moore, Eth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12; Russell, B.,
Philosophical Essays, rev. ed. London: Allen and Urwin,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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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석으로서의 실제적 결과에 의존함은 어느 정도 행위자의 통제를 감소
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러셀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본질적으
로 도덕적 우연의 문제이다. 실제적 결과보다 개연적 결과를 지침으로 이용
하는 것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상관없이 객관적 적절성에 도달할 강점이
있다.30) 그런데 통제하지 못함이 예견하지 못함보다 더 광범위하다. 예견은
기껏해야 일종의 최소한의 통제이다.
무어는 도덕적 우연의 딜레마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실제적
결과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은 참을 수 없이 무례하게 가혹한 것으로 입증되
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행하는 것이 옳은 것과 칭찬하
는 것이 옳은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무어에 따르면
옳음은 단지 결과만 참조하지만 비록 결과가 나쁘게 되었을지라도 행위자의
선택이 옳았다고 여전히 우리는 말할 수도 있다. 비록 브로드가 러셀의 입장
보다 무어의 주장을 일반적으로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가 무어의
입장을 선호하는 것은 칭찬과 비난에 관한 주장에까지 넓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추측은 반드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다. B의 행위에 대한 A의
칭찬 혹은 비난은 부차적 행위이며,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 옳음이
나 그름은 B의 행위의 그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결과들에 의
해 판단되어야 한다.”31)
무어는 모든 이용 가능한 대안들 중 실제로 최선의 총체적 결과를 생산할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의 내
용을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측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개개의 행위 결과는 정확히 예측

30)

31)

C. D. Broad, “Doctrine of Consequences”, p 27, in: D. R. Cheney, ed, Broad's
Critical Essays in Moral Philosoph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1. pp.
17-42.
Ibid.,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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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위의 결과는 시간적으로 먼 훗날까지 미칠 수 있으
며, 영향 범위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소 우연에 좌우되
기 때문에 예견하기 어렵다. 비슷한 행동들이 사후에 엄청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달리 작용할 수도 있다. 대체로 우리는 우연을 의도하지 않은, 예기
치 못한, 불확실하고, 계획하지 않은, 혹은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그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다.
세상의 전체적 미래는 내가 무엇을 택하는가에 달린 것이라기보다 다른 행
위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많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통제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우리가 가진 미래에 관한
지식의 부족에서 유래하는 불확실성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확실히
도덕적 우연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의 일부이며, 후자 역시 그것에 속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내린 결정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진 것으로 입증되고,
만일 충분하고 좀 더 주의 깊은 숙고를 했으면 그런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
을 것임을 알게 되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이성적인 행위는 부적절한 숙고
에서 유래하는 모든 잘못을 막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32)
네이글의 관심사는 세계 안에 존재하기와 한 인간으로 존재하기를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 세계 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관점을
그 사람과 그의 관점을 포함한 동일한 세계의 객관적 관점과 결합하는 방법
은 … 도덕성, 지식, 자유, 자아, 그리고 물질적 세계와 정신의 관계에 관한
가장 근본적 쟁점인 것이다.33)
결정되었든 그렇지 않든, 일단 사람들이 세계의 일부로 여겨지면, 그들에
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배정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그들의 행위 자체를 포함한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주변의 사물들과 조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우리가 행위들을 내적

32)

R. B. Brandt, A Theory of the Good and the Right, Oxford: Clarendon Press,

33)

1979, p. 153.
T. Nagel, The View from Nowhe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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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고찰하기위해 조사하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에
게 달려있다는 생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한 행위와 그들
이 선택하기를 거부한 대안들을 비교하여 그 행위에 대해 칭찬하거나 비난한
다.34)
네이글이 “책임의 철학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극단적으로 외적인 입장”35)이
라고 칭하는 것은 작용 모두를 말소시키는 것 같다. 비록 책임의 문제는 해결
이 없다고 네이글이 주장할지라도 그는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살 수
있으며, 우리자신에게 일종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세
상의 피조물인 우리 자신의 초기 명상에 의해 생산된 극단적 초연함을 감소
시키는 객관적 입장과 행위의 내적 관점 사이의 일종의 조화를 통해”36) 이루
어질 수 있다. 우리는 실제 일들이 결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
며,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VII. 결론
하나의 행위의 결과는 어느 정도는 우연의 작용에 기인하기 때문에, 확
실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우연의 영향을 받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우연이 우리 인생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
다. 한편으로는, 우연이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기도 하며, 또 다른 한편으
로는 뜻하지 않게 모든 것을 최선으로 만들기도 한다.37)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좋지
않은 의도로 실행한 행위에서 비롯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이며,
좋은 목적을 갖고 시작한 행위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어떤 나쁜 행위가 우연히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해서 찬
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의를 갖고 자기 경
34)
35)
36)
37)

Ibid., p.
Ibid., p.
Ibid., p.
구인회,

120.
122.
126.
op.cit., p. 3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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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자를 뒤에서 몽둥이로 쳐서 실신시켰는데, 마침 우연히 이를 목격한 사람
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다 진찰도중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어 불행 중 다행으로 치료를 서둘러 할 수 있었다 하자. 만일
종양을 조금 더 늦게 발견했더라면 치유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죽게 되었을
것이라 한다. 그러면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적으로 살인 미수죄를 면할 수 없으
며, 도덕적인 비난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연이 도덕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지만, 또한 우리
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지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공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일
어나는 것만이, 어떤 사람을 그에 알맞게 심판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데 결
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전한 상식을 통해 무분별한 음주
운전자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무분별한 음주 운전자를 처벌하
기 위해, 실제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이
다. 취중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가 다음번에는 술을 마
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일이다. 또한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38)

38)

「

」

구인회, op.cit., p. 350, 구인회 도덕적 우연과 책임에 관한 소고 (2011) 철학
논총 31-51 쪽, p.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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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bates on moral luck
Ku, In-Ho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moral luck debate, begun by Bernard Williams and Thomas Nagel, has
become reasonably familiar to many ethicists. And its application has been
extended to areas outside the original scope or the debate, most notably in
Nussbaum's work, which stretches the concept to fit classical tragedy as well as
philosophy. Is moral incompatible with luck? We regard actions as right or
wrong, and moral character as good or bad, partly according to what happens
as a result of the agent's decision. That is, we make responsibility hinge to
some extent on things outside the agent's control. At the same time we think
that people sh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matters beyond their control.
People cannot be morally assessed for what is not their fault, or for what is
due to factors beyond their control. In Kant the risk-free course, doing only
what required, carries no chance of blame, but also no possible gain in praise.
If I do exactly what is required of me, the consequences are neither my fault,
nor are they to my credit.
Key words: moral luck, moral values, consequentialism, responsibility,
neces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