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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책임과 공감의 실종 및

그 복원 가능성
*

최 정 규†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본 연구는 도덕철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출발한 경제학이 그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탈윤리

적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학설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경제이론에서,

혹은 더 큰 틀에서는 자유주의 내에서 도덕성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살펴

볼 것이고, 그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고려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을

추적해보면서, 그것이 왈라스적 패러다임, 즉 완전한 계약 패러다임의 성립과정과 병행되었

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완전한 계약이라는 가정이 폐기되는 순간 경제주체의 비도덕성이 문

제의 전면에 등장하며, 이는 다시금 경제학에서 도덕적 논의를 복원해낼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학에서 도덕감정의 역할을 재조

명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도들을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주제어 : 경제학, 경제인, 책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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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경제학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가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었던 위기

의 여진이 여전히 느껴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근원을 경제이론의 해악 혹은 경제

이론의 무능력에서 찾기도 한다. 그 비판의 내용은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제

학 혹은 탐욕을 부추기는 경제학 등이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경제학은 정녕 비윤리적 혹은 탈윤리적 학문인가?”, “만일 경제학이

그런 학문이라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가?”, “만일 경제학이 원래 그런 학문이 아

니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혹은 왜 그렇게 보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현재의 경제학이 탈윤리적인 학문 혹은 비윤리적인 학문이 되었다면, 경제학을 윤

리화시킬 수는 없을까?”.

혹자는 경제학이 과학으로서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윤리적인 문제와는 단절되었

다고 지적한다. 라이오넬 로빈스(Lionel Robbins)는 그의 책 <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에서 사실을 다루는 경제학과 가치와 규범을 다

루는 윤리학은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Robbins, 1935, p. 148).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여왕으로 자리잡게 만들어준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Hirschman, 1980). 사람들마다 과학이란 것을 어떻게 머리

에 그리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과학의 ‘중립성’이라는 말 속에는 과학이기 위해

서는 그 자체로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온 근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과학 혹은 기술의 중립성이라는 믿음이 깨지기 시

작하고,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서도 윤리적 요소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이 힘을

얻고 있는 시점에서, 하물며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비록 그것이 과학이라고

할지라도)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입을 닫아야 한다는 말은 변호하기 힘들어 보인

다. 더 나아가 경제학이 과연 ‘중립성’을 이야기할 정도로 ‘과학’인가, 즉 경제학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실험실 내에서 ‘진공’상태를 만들어 분석할 수 있는 학문인가

도 사실 되짚어봐야 하는 문제임을 생각해보면,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윤리

적인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될 수 있다는 주장을 재고해 봐야 하는 이유는 충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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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제학에서 윤리 및 도덕적 가치의 문제가 완전히 도외시 되어온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공정하고 정의로운 배분, 불평등의 문제 등은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졌는지 아니면 주변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학에서도 계속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던 논점들이다.

경제학에서 윤리적 문제(그것이 정의에 관련된 문제이든 아니면 경제주체의 도

덕적 행위에 관련된 문제이든)를 다루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윤

리적 문제는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발견된다. 이 논제 하에서는 경제 내에

서 최종적 생산물이 각 구성원들에게 어떤 원리에 따라 어떻게 분배되어야 ‘바람

직한지’를 다룬다. 후생경제학자들은 경쟁시장으로부터 결과된 최종 생산물의 분

배 상태(혹은 그로부터 얻어지는 각 구성원들의 후생상태)를 놓고 그것이 바람직한

지를 판단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방식의 재분배가 가장 바람

직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롤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연구들이나, 애로우로부터 시작된 바람직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문제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논의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는 도

덕적 감정 혹은 윤리적 고려 등이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과연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만 행동

하는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도덕적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도 존재하는지의 여

부, 그리고 어떤 상황 하에서 경제주체들이 도덕적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중

요해지는지의 여부, 그리고 경제주체들이 도덕적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갖는지의 여부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주제들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후자의 논의, 즉 개인들의 행위의 도덕성 문제에 집중하여 논

의를 전개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도덕철학의 하위 분과로서 출발했음에도 불

구하고 경제학에서 경제주체들의 도덕성에 관한 논의가 그 동안 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경제이론에서 재등장한 도덕적 존재로서의 경제주체에 대

한 관심이 어떤 맥락에서 중요하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학에서의 도덕(공감과 책임)의 실종 과정은 근대 자유주의의 성립과 떼어놓

고는 이해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경제학에서 탈윤리적 인간형의 확립과정은 자

유주의 사상적 흐름에서 자율적 주체가 등장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제학적 개인이 자율적 주체의 구성에 필수적인(혹은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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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덕목으로서의 공감 및 책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이론이 완전

한 계약이라는 제도적 환경을 전제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그 과

정에서 경제학에 다시금 도덕을 복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인데, 이는

역으로 자유주의적 틀 내에서 도덕이 차지하는 지위를 재확보하고, 현대 사회에서

자유주의적 도덕관이 여전히 유용한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줄 것으

로 기대한다.

자유주의적 인간형으로서 자율적 주체의 등장

자기 이익만을 고려하는 인간형에 대한 요구

통치술과 관련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심은 최초에는 통치술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14-16세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개인’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17-18세기 계몽주

의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에게 닥친 불행은 운이나 숙명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관심이 생

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키아벨리, 비코 등의 사상가들이 인간에 대한 상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러한

관심하에서였다. 이들은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통치 대상이 되는 개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들의 눈에 비친 개인들의 실

제 살아가는 모습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따라서 제대로된 통

치술을 펴기 위해서는 혹은 제대로 된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귀하고 도덕

적인 존재들로 이루어진 ‘가상적인’ 사회가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

구하는 존재들로 이루어진 ‘현실 있는 그대로의’ 사회를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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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비된 국가의 삶을 논의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듯이

(그리고 역사는 그러한 사례들로 가득차있다) 국가를 창설하고 법률을 제정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사악하고

따라서 자유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자신들의 사악한 정신에 따라 행동

하려 한다는 점이다. (Machiavelli, The Discourses, 1531, p. 84, 쪽번호는 국역본)

이들이 보기에 인간의 본성은 신이 부과한 목표나 목적을 의미하였던 도덕적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인간은 “아무리 한탄스럽다 하더라도, 현실주의 사회정치이

론이라면 그리고 현실적 처방이라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줄일 수 없고, 무도덕

적이고, 반사회적이기조차 한 충동과 열정이 일어나는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였다(Arblaster, 2007, p. 269). 물론 통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을 공유했는

지를 확실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면 당대의 대부분의

정치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전제해야 극단적인 상황하에서도 작동가능한 제도적 질

서를 입안해 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Persky, 1995). 어떤 연유

에서든 통치술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해만을 배타적으로 고려하는 인간형을 상정해

야 한다는 인식이 근대 정치사상의 큰 줄기 중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치적 저술가들은 정부 시스템을 고안하려 할 때 모든 인간은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행위 목적도 갖지 않는 것으로 가

정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금언처럼 여겨왔다. 바로 이러한 이익을 통해

개인들을 통치해야하고, 이익을 통해 그로 하여금 그칠줄 모르는 탐욕과

야망에도 불구하고 공공선을 위해 협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Hume, “Of the Independency of Parliament” in Essays, Moral and Political, 1741)

이러한 과정에서 사라진 것은 시민적 덕성을 배양해내야 할 필요성, 다시 말하

자면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이다. 좋은 시민을 배양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시민이라도 제대로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통치룰을 고안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잘 갖추어진다면 이기심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제도를 잘 갖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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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사람들을 이기심에 가득찬 존재로 전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음 소절에서 보게되듯이 자기 이익의 추구야말로 근대의 개인들에게 활력을 불

어넣어줄 동력이 되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들의 사악함을 공공의 이

익의 방향으로 전환시켜줄 “숙련된 정치가들의 재간”이었다(Mandeville, 1714). 그러

한 의미에서 좋은 룰은 좋은 시민의 훌륭한 대체재로 인식되었다.

자율적 개인의 동력으로서의 자기 이익의 추구

관습이나 신의 섭리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이 자율적 주체로 서기 위해

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내적 동력이 필요했고, 이에 욕구나 욕망이 그 동력

을 제공해준다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홉스는 당시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어받아 원자론에 의거 인간을 묘사하고자 했고, 그로부터 삶 자체는 신체의 움

직임이고 신체의 물리적 속성은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다른 것의 방해가

없는 한 관성에 따라 영원히 운동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 속에서 이기적

인 열정, 욕구, 욕망은 이 운동을 추동시켜내는 내적 동력으로 간주되었다(Hobbes,

1651).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속성이 자율적인 주체의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인식은

벤담에게서도 그리고 흄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게 욕망과 욕구는

자연이 부여한 것이라 인식되었으므로, 근대적 사상에서 전형적이었던 자연과 사

회의 이분법,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 하에서 욕망은 더 이상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흄과 벤담에게서 좋은 것(즉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은 옳

은 것이고 옳은 것이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어야 했기에 욕망하는 주체는 근대적

주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더 나아가 개인은 무엇을 원하며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잘 알고 이

에 따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이해되었고, 개인들 각자야말로

자신의 욕구에 대한 믿을만한 판단자로 간주되었다. 이들에게서 욕망은 자율적인

주체를 움직이는 동력임과 동시에 개인을 주권자로 세우는 기초가 되었으며, 자신

이 스스로의 욕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계몽된 소수 및 특권자의 온정주

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Berlin, 1964).

자유주의가 개인주의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삼고 있는 이상, 통치술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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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이든 아니면 스스로의 추동력을 갖는 원자적이면서도 자율적인 주체를 구

성해내기 위한 필요에서든, 자신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개체들을 상정하

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출발점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사상 내에서 남

아 있는 과제는 이렇듯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며 자기 중심적인 원자들의 충돌을

어떻게 완충시켜낼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법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운동력

을 확보했으나, 타인과 어울리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개인으로 등장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구조건이 필요했다. 사회에 대해 개인이 져야하는 의무

라는 측면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일종의 목적론적인 사슬로부터는 해

방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타인에 대한 관용이라는 최소한의 도덕

적 요구에는 응답할 수 있어야 했다. 그렇다면 내적 추동력을 얻은 자율적 개인들

이 타인과 충돌하지 않도록 추동력을 제어해야하는 문제는 자유주의적 토대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홉스적 해법은 리바이어던으로 대표되는 절대권력에 의

존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에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만족할만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상업 사회라는 환경적 요소에서, 다른 한

편으로는 욕구 충족을 적절히 제어해줄 주체의 조절 능력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상업사회에서 도덕으로 격상된 이기심, 그리고 조절된 이기심

근대로 접어들면서 중세의 전통 및 종교질서가 무너진 곳에서 개인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와 윤리를 확립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상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경제활동들이 성장 및 번영의 추동력이 되고 있

음을 목격하면서, 이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로 등장

했다(Muller, 2002). 예컨대 아담 스미스는 당시 영국에서의 경제성장이 부자 뿐 아

니라 가난한 노동자들의 물질적 삶까지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음에 주목했고,

경제적 번영이 물질적 측면 뿐 아니라 여타 사회적, 규범적 측면에서도 당시 영국

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진보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아

담 스미스, <국부론> 5편 p. 870, 쪽번호는 국역본의 쪽번호임). 시장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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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서의 사람들의 이익 추구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킨다는 것을 목도한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윤리관을 재규정함으로써 어떤 차원으로든 개개인의 이익 추

구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할 필요가 있었다. 상업 행위, 그리고 금전적 이득 추구

행위는 탐욕과 이익욕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오랫동안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사익의 추구는 급

기야는 존경의 대상으로까지 격상하게 된다. 이제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질문하듯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힘들었던 행위가 어떻게 벤

자민 프랭클린이 소명이라 지칭한 행위로 간주되게 되었는가?”(Weber, 1930, p. 35)

라는 질문에 답할 차례이다.

첫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사고로서, 상업사회는 이기

심에 기반하지만, 덜 부정한 방식으로 이기심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전시대보다 도

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관념이 생겼다(Hirschman, 1982; Silver, 1990). 당시 사람들(특

히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직접적 지배에 근거한 중세 봉건 사회나 궁정 사

회의 경우 아첨하고 속임수를 쓰는 능력이 출세 여부를 좌우했지만, 상업 사회에

서는 정직하고 근면하고 유능할수록 성공한다는 점에서, 즉 성공이 본인들의 능력

과 노력에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상업 사회가 도덕적으로 덜 부패했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Muller, 2002).

둘째, 사적인 이익의 추구라는 열정 일반과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익 추구를 구별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즉 이익 추구 자체는 사회를 파괴적

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열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나타날 때에는 이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상업 사회는 가난하고 힘없고,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부에 대한 본능적 욕망을 보다 온당

한 형태로 표출하도록 만든다고 보았다(Smith, <도덕감정론>, p. 119). 스미스가 강

조하고자 했던 것은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

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려하게 된다는 점, 즉 서로 협동하

는 법을 배우며 자제심을 키워서 좀 더 유연해질 뿐 아니라, 사적 이익의 추구가

비사회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절제하고 타인의 요구에 맞춰 행동하는 법

을 배워나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미스는 이기적 욕구 일반이 항상 필연적으

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가 단언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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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는 시장이라는(그가 상업사회라고 부르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 하에서는 이기심

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국부론> 4장).

셋째, 자율적 개인은 스스로를 움직일 동력을 획득함과 동시에 그 동력은 사회

속에서 제어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허쉬만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추

구욕(혹은 돈벌이에 대한 관심)은 다른 욕구나 욕정들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것으

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Hirschman, 1977). 그에 따르면, 당시 인간의 열정이

갖고 있는 파괴성을 막기 위해서 덜 파괴적이고 덜 유해한 열정으로 다른 파괴적

이고 유해한 열정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관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이해관계에 대한 관심은 파괴적인 열정과 무기력한 이성 사이에서

두 극단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양자의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즉 이성

에 의해 절제되면서도 열정으로부터 추동력을 얻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전 중세 시대에 권력욕, 색욕과 함께 가장 위험한 3대 열정 중 하나로

간주되었던 소유욕이, 더 나아가 가장 위험한 열정으로 간주되어 왔던 탐욕이나

이익욕이 계산성, 분별력을 갖춤으로써 야망, 권력욕, 색욕과 같은 다른 열정에 대

항하고 이들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 시작하였

다. 이 과정에서 물질적 이익의 추구는 이해관계(interests)라는 용어를 통해 묘사되

기 시작하였고,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여 다른 열정들과 경

쟁하고 이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다(Hirschman, 1977). 이해

관계(interests paradigm)에 주목하게 되면서, 부에 대한 침착한 욕구는 탐욕과 분리

되고, 침착한 욕망은 계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이익추

구는 합리적인 행위와 동의어로까지 격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

은 물질적, 금전적 욕망은 다른 열정들과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인식되면서, 처음에

는 열정과 이성 사이에 중간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다가, 종국적으로는

인간사를 처리하는 데 보다 긍정적이고 치유적인 의미를 갖는 말하자면 이성적인

것으로까지 격상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정치)경제학이 동시에 풀어야했던 과제는 (1) 사적 이익만을 추구해도 도

덕적 문제가 생기지 않고; (2) 사적 이익만을 추구해도 전체 복지가 증진된다는 것

을 보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분업이 사회적 총부를 늘리는 기초로 인식되고, 상업이 사회적 분업을



인지과학, 제26권 제1호

- 78 -

기초로 생산된 생산물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에서, 사적인 이득에 대한 관

심 및 추구는 열정의 범주에서 이성의 범주로까지 격상되긴 했으나 아직도 도덕적

인 무해함을 스스로 증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덕이란 상업

관계에서의 신의의 문제 혹은 사회적 총부의 증대라는 의미로 대체되어 이해되면

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체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다소 빗겨나 있기도 했다(박순성, 2003, p. 211). 후자의 문제, 즉 상업

을 기반으로 한 근대 사회에서 도덕의 문제를 온전히 다루기 위해, 아담 스미스의

경우 개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추가적인 덕목들을

강조해야만 했다. 즉 당시 상업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새로운 형태의 도덕성, 이른

바 절약, 근면, 신중함, 사려깊음, 절제, 용의주도함 등 시민적 덕성들이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는 형태로 강조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 본성 및 자연상태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홉스의 반대편

흐름에 서 있던 컴벌랜드(R. Cumbarland), 샤프트버리(A. Ashley-Cooper, 3rd Earl of

Shaftesbury), 버틀러(J. Butler) 등의 입장을 계승했지만, 이들과 달리 이기심과 공익

의 조화나 개인의 조절된 이기심이 자연이나 신의 섭리의 구현으로서가 아니라 개

인들이 가지고 있던 도덕적 원리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Myers, 1983). 아담

스미스는 근대 사회 질서의 기초를 구성하는 원리, 즉 도덕 원리는 개인들의 감정

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그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인간의 본성의 일부임을 인정하

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타인의 기쁨이나 슬픔, 혹은 분노 등을 자신의 마음 속으

로 이입함으로써, 스스로의 상상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껴보고자 하는

능력으로서의 공감(sympathy)과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타인에게 승인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 내에서 개인들이 행동하도록 만들어준다고

보았다((Smith, 1759). 도덕감정론에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려 나간

다. 우선, 나는 타인의 감정과 행위에 관심을 갖고 타인도 나의 감정과 행위에 관

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공감의 원리). 그리고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에게 내 감정과 행위가 공감되었으면 하고, 더 나아가 내가 타인에 대해 갖고 있

는 감정도 마찬가지로 타인들에게 공감되었으면 한다(사회적 승인의 원리). 나의

감정과 행위, 그리고 타인의 감정과 행위에 대한 나의 판단이 타인들의 판단과 일

치함을 확인할 때 나는 기쁨을 느끼는데, 이를 위해서 나의 판단은 나만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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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즉 공평한 관찰자의 판단과 일

치). 요약하자면, 나의 감정과 행동이 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

적으로 승인된 틀 내에서 표출되도록 해야하고,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나의

판단 역시 사회적으로 승인된 기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에게 개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감정을 표출시켜도 되는지, 어느 정도까

지 본능적인 욕망을 해방시켜도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공평한 관찰자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존재들이었다. 즉 아담 스미스에게 경제적 인간은 자신의 이득을 신중히 추구하면

서도 도덕적으로 절제되어 있는 인간이었다.

요약하자면, 자유로운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충돌’의 가능성은 아담 스미스에게서는 개인들의 ‘절제’, ‘동감’ 혹은 ‘정의와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해결된다. 즉 불가피한 행위주

체간의 ‘충돌’을 방지하여 자연적 조화를 회복하는 과제는 바로 경제주체의 어깨

에 놓여 있었다. 경제주체의 이기적 동기로 환원되지 않고 경제주체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도덕적 감정이야말로 절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사익 추구 행위가 사

회적으로 조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 인식되었다.

근대 경제학이 발견한 우회로:

완전한 계약으로 표상되는 시장과 Homo economicus의 등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 교수는 <윤리학과 경제학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경제학이] 현실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소크라테스적인

질문에서 야기되는 자기 반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질문은 윌리엄스가 최근 논의한 것처럼 윤리학에서는

출발점이 되는 핵심 문제이다. 경제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와 같이 끈질기고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실제로 영향을 받지 않고 현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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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익숙하지 않은 냉정함에 전적으로 충실할 수 있을

까? (Sen, 1987, p. 16. 쪽 번호는 번역서의 쪽번호이며, 밑줄은 인용자에 의한

것이다)

같은 책에서 그는 경제학에서 경제주체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의가 사라진 이유

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자기이익과 자기이익의 성과에 대한 소위 ‘스미스적’ 관점을 강조하는 많

은 경제학자들의 저작에서 이해타산에 덧붙여 ‘동감’을 강조하는 스미스의

태도가 왜 사라지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는가? (Sen, 1987)

센이 지적했듯이 도덕철학의 하위 분과로서 경제학이 등장했던 당시만해도 경

제주체가 정의 혹은 윤리적 고려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

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하며 “이 천성으로 인해 인간은 타인

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밖에는 아무것도 얻

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에게 연민과 동정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증명하기 위해 “예를 들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 (Smith, 1759, p. 27).

분명 아담 스미스(적어도 <도덕감정론>에서의 아담 스미스)까지만 해도 개인들

의 자유로운 행위가 어떻게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

제의 해결은 부분적으로나마 개인의 도덕성, 즉 개인들의 절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경제주체가 지녀야 할 도덕성은 경제학 내에서 한 부분을, 그것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면

서 경제이론에서 행위주체는 도덕성을 전혀 요구받지 않는 행위자로서의 경제인

(Homo economicus)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주인공으로부터 윤리적 고려

를 완전하게 박탈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그 과정에서 경

제이론에서 윤리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언제인지를 역으로 추적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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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 economicus가 경제이론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부여받는 과정은 경제학에서

‘완전한 시장’이라는 상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에 의해 완성되었다. 시장이 완전하다

면 한 개인이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로 기회비용만큼을 지불하게

된다. 이 때 기회비용이란 그 희소한 자원을 다른 누군가가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치의 크기로 정의된다. 즉 희소한 자원의 사용에 대해 기회비용만큼 가

격을 지불한다는 말은 그 자원을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여 그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소멸시킨 것에 대해(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한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그가 기회비용만큼을 가격으로 지불

하면서 상쇄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영향을

그의 일련의 행동에 따른 기회비용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완전한 시장은 행위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정확히 가격에 반영시키고, 따라서 개인은 그 가격만큼을 대

가를 지불하고 나면 그의 행위에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성도 남지 않는다. 즉, 가격

은 도덕의 훌륭한 대체물이 된다. 즉 완전한 시장 하에서 개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행위의 효과는 모두 가격화되고, 개인들끼리 주고받는 효과는 ‘거래’된다. 거래에

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서로간의 모든 책임을 종결짓듯이 모든 효과가 가격을 통

해 대가로 지불되고 나면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성도 들어설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된다. 마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나면 더 이상 어떠한 책임도 두 사람

사이에는 남아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근대 사회, 즉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 질서 속에서, 개인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긍정

적/부정적 효과들을 주고받는다. 즉, 개인들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

정에서 개인들간의 크고 작은 이해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완전한 시장하에서라면,

자유로운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에서 불가피하게 내재하는 행위 주체간의 이해의

‘충돌’ 가능성을 해결하는 과제는 더 이상 개인이 부담을 느껴야 하는 도덕감정의

문제가 아니며, 완전한 시장에서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을 지불하면서 해결된

다. 따라서 여전히 도덕적 충돌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개인들의 도덕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그것을 해결할만큼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

서 완전한 시장은 개인들에게 더 이상 도덕적 감정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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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등장한다.

미래 일어날 모든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

야 할 것인가를 계약 당시 미리 결정해 놓을 수 있으며, 실제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행동했는지를 제3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계약을 완전한 계약이라고 한다. 완전한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의 작성, 실행, 그리

고 강제에 어떠한 거래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해보자.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효과는 사전에 계약에 모두

반영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그러한 행동에도 적절한 가격이 매겨지게 될 것이다.

즉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특정 경제주체가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책임성

의 문제는, 이것이 사전에 완전히 인지되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에 대한 적정 가격을 매기는 문제로 대체된다. 즉 완전한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서라면 가격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효과’를 반영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놓고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성을 느낄 여지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완전한 계약의 상황에서라면 Homo economicus를 상정하든,

도덕감정에 충만한 다른 경제주체를 상정하듯, 행위의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측면

에서 이들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즉, 경제학이 경제주체들의 어깨에 지워진 도덕적 의무를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완전한 시장, 즉 모든 거래가 완전한 계약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제에 대한 상의 정립이었다. 왈라스로부터 출발하여 애로우와 드브루

에서 완성된 ‘경제’의 모습은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었다. 경제학은 완

전한 계약의 상황을 전제함으로써 도덕적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절제나 타인에 대

한 동감 등이 없어도 자유로운 개인들의 이익 추구가 사회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

사회적 조정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가능케 하는 요인을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의

도덕 감정에서 찾고자 했던 이전의 시도와 달리, 근대 경제학의 답변은 ‘그럴 필

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완전한 계약이 성립하고, 그로부터 모든 효과가 가격에 반

영된다면, 경제적 영역은 ‘윤리’와 ‘정치’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도덕적 해방지구로

(Gauthier, 1986),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영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경제라는 공간은

정치 및 민주주의적 요구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요구는 오직 경제 외부의 정치



최정규 / 경제학에서 책임과 공감의 실종 및 그 복원 가능성

- 83 -

적 영역에서만 존재한다는 자유주의적 공/사의 구분이 완성되는 것이다(Bowles and

Gintis, 1987).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은 이제 도덕적 주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그것이 완전하다면)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개

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어떻게 부여받는가의 문제는 완전한 계

약 하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인가의 문제로 대체된다. 완전한 계

약이라는 상이 성립함과 동시에 경제인(Homo economicus)은 어떠한 도덕성도 갖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경제학은 아바 레르너(A. Lerner)가 지적하듯이 이미 해결된

정치적 문제만을 다루는 학문이 되었다.

요약하자면 경제학이 택한 우회로는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완결적인 경

제적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과정에서 생기는 이

해관계의 충돌은 서로 주고받는 효과의 크기만큼 가격을 지불하면서 해결된다. 모

든 효과가 가격으로 표현되므로 도덕적 고려는 가격으로 대체된다. 이제 완전한

계약 하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형

성된 가격만큼만 지불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계약하에서의 Homo economicus의 모습,

그리고 도덕 감정의 역할

경제학이 경제적 영역에서 도덕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의

미에서 시장과 계약이 완전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계약이 당사자들 사

이에 주고받는 효과를 모두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계약이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할 때마다 완결적인 경제적 영역에는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그

균열 마다 경제주체가 상대방을 어떻게 고려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상대방에

게 갈 이득이나 피해를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둘러싸고, 감추어져 있던 행위의 도

덕성의 문제가 재등장한다(Pagano, 2000). 문제는 그 균열이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가정하듯 시장의 실패라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계약을 예로 들어보자. 노동시간은 계약이 가능하지만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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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얼마나 많은 노동을 지출할 것인가(즉 노동 강도)는 계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약이 불가능한 사안이 생기면 이 사안을 둘러싼 결정권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재량하게 놓이게 되는데, 이 때 경제적 영역에 정치적/윤리적 문제가 등장

할 여지가 생긴다. 즉 계약이 불완전한 상황하에서는 타인에 대한 고려 혹은 자신

의 행위의 결과가 타인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책임성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된다. 이제 Homo economicus에게 익숙치 않은 도덕적 고려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인용구는 불완전한 계약하에서 Homo economicus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

다.

1970년대의 시작과 함께, 몇몇 선구적인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

제인(Homo economicus)를 재등장시켰다. 하지만 [중략]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재등장한 경제인이 이전에 알던 그 경제인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새

롭게 등장한 경제인은 더 이상 빅토리아 시대의 젠틀맨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자

비롭지도 않았다. 새롭게 등장한 경제인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 한계대

체율을 계산하는 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도 어떻게 하면 꾀를

부릴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거래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도 어떻게 하

면 진실을 숨길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며, 돈을 갚을 때에도 빌린 돈을 떼어

먹을 때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행동했다. (Bowles and Gintis, 1993,

p. 84)

완전한 계약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제인은 올리버 윌리암슨이 말한 것

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횡령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데” 능숙

한 사람으로 등장한다(Willamson, 1985). 따라서 시장이 완전하다는 가정을 문제삼

으면서 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제도주의 경제학(특히 기업이론)에서는 기회주의

(opportunism) 등으로 표현되는 Homo economicus의 탈윤리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

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Williamson, 1975, 1985).

경제학에서는 이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의 대응책이 모색되어 왔다. 하나의 방향

은 시장이 제대로 문제를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나 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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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홉스적 귀결이다. 여전히 경제주체는 Homo economicus이고,

시장이 완전치 않아 가격 메커니즘 하에서 숨겨졌던 이들의 비도덕성이 문제를 야

기시킨다면, 이들의 탐욕과 기회주의를 감시하고, 억제하고, 통제해낼 수 있는 잘

짜여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속에서 다시 한번 경제주체의

도덕성의 역할은 무시된다. 마키아벨리가 그랬고 흄이 그랬듯, 사람들을 Homo

economicus로 간주하고 만들어진 제도라야 현실의 사람들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해결책, 80년대 경제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신제도주의경제학 등은 모두 이러한 방향 아래서 불완전한 계약

과 불완전한 시장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많은 경우 국가적 제도적 개입이 행위 주

체들의 비도덕성을 규제함으로써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를 조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이러한 방향의 문제해결이 갖는 한계로는 아래 주장 4를 참고하

라), 이 속에서 여전히 사라진 것은 경제주체의 도덕적 행위의 존재 가능성이고,

이를 기초로 한 좋은 시민으로의 지향이다.

다른 하나는 불완전한 계약의 상황이야말로 경제주체의 도덕감정의 존재 및 역

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계약 주체들간의 상호성, 신뢰 등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흐름이다. 사회적 조정의 딜레마 상황에서 외적 제도적 개입없이

비공식적 제도나 자발적인 규범질서의 형성 등을 통해 조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론적, 실험적, 사례적 연구들은(Ostrom, 1990, 1998; Bowles, 1998) 한편으로는 경

제주체들이 도덕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이

불완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불확정의 영역을 어떻게 이용해야하는가에

따라 경제적 성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Akerlof, 1982;

Bowles and Gintis, 199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장 3을 참조하라).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으로 요약해보자.

주장 1. 불완전 계약은 경제이론에서 개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도덕이 들어설 여

지를 만들어준다.

이것이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전제하고 있는 경제이론에서 경제주

체의 도덕적 행위가 고려되지 않는 이유가 된다. 완전한 계약 하에서 시장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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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의 해방지구’가 되며, 더 나아가 마르크스가 묘사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벤담의

세계가 된다. 따라서 경제주체의 도덕감정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불완전한 계약의

상황하에서이다. 즉 불완전 계약이라는 문제설정은 경제적 영역에서 행위주체의

도덕성이라는 문제설정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창출해준다.

주장 2. 계약이 완전하지 않다면 개인들의 행동은 ‘외부성’을 창출한다

행위주체들의 행동이 언제나 계약을 통해 조절, 규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

거기에는 계약이 포괄해내지 못하는 행위의 효과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불완전한 계약하에서 행위주체의 행동에는 필연적으로 가격을 매개로 하

지 않은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 측면이 존재하게 된다. 즉 불완전한 계약하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외부성’(externality)이라 부르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

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효과란 결코 경제 활동에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

며, 계약이 불완전한 경우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즉 행위의 외부성은

흔히 경제이론에서 예를 들고 있는 공해배출의 문제나 과수원주인과 양봉업자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소비행위나 생산활동의 영역에서 항상 존재

하는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의 본질적인 측면이다. 어떤 주체의 소비행위가 과시적

성격을 가질 때, 그 행위의 효과는 그 행위를 하는 주체의 효용에만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목격하고 있는 다수의 주체들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친

다. 그리고 주체들이 소비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주체들의 소비행위가

중요한 준거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 성과의 결과, 즉 한 집단 내에서

소득 혹은 재화가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분포하는가도 개별 경제주체들의 후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이 공동작업의 성격을 띠게 될 때, 개별

생산자들이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팀생산에 기여하는가의 여부는 전체 팀의 성과를

좌우하게 되며, 그 결과 타인들의 후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경제

주체들간에 상호작용은 가격경쟁을 매개로 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시장 혹

은 가격 메커니즘을 매개하지 않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문제가 될 때, 행위의

사회적 성격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주체들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예외적인 조건에서가 아니라 경제활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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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공공영역’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사

회적 성격이 강하고, 그 행동이 계약을 통해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를 둘러

싼 불확정적인 영역이 남아 있다면 그 영역은 계약을 통해 어느 누구도 사전적으

로 점유하지 못하는 ‘공공영역’이 된다. 즉 계약이 불완전한 경우 외부성은 항상

존재하는 문제이며, 외부성은 ‘공공영역’을 창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공

영역이란 시장 외부에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부에서도(즉 계

약관계 내에서도) 그 불완전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배태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이

해할 수 있다. 즉 공공영역은 경제주체들의 행위의 사회적 성격이 강하고, 그 사회

적 성격을 둘러싼 명시적 계약이 불가능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주장 3. 불완전 계약하에서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의 사회적 책임성을 얼마

나 인지하는지, 또 상대방에게 행위의 사회적 책임성을 얼마나 강제해낼 수 있는

지가 핵심 문제가 된다.

행위의 사회적 성격이 강하고 불완전 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당사자들간의 갈등, 경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간의 관계설정이다. 어떤 행동이 계약에 포괄되지 않아(=

외부성이 존재하여) A의 행동이 ‘거래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A의 행동에 어떻게 책임성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즉 계약을

통해 조절되지 않는 불확정의 사안을 놓고 행위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의 문제가

부각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성과와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

를 들어 노동과정에서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만일 계약이 완전하다면,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력지출 수준을 계약에 따라 강

제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의 참여가 생산성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여지는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노력지출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계약이 불가능하고,

노동자들의 노력지출 수준은 계약 이후에 사후적으로 결정되며, 또한 그것도 기업

주에게는 오직 불완전하게만 확인될 수 있다면 상황은 다르다. 이 경우에는 계약

이 포괄하지 못하는 노력지출 수준의 결정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어떻게 푸는가

는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자율성이 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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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용

주가 노동자들의 노력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뢰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강제라는

틀에 의존하는지 등의 여부는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Bowles, 2002;

Fehr and Gaechter, 1998; Akerlof, 1982).

주장 4. 불완전 계약의 상황에서 계약이 포괄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가격이나 좀

더 완전한 제도적 규약으로 채워넣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있다.

불완전한 계약의 상황이란 단지 계약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다. 노동계약에서 노동의 강도를 둘러싼 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안은 원래 그 사안의 성격상 계약될 수 없다. 또 노동계약

에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담는 것도 미래의 불확실성

과 경제주체의 제한된 합리성을 감안하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는 비확정적 사안을 둘러싼 “좋은 룰”을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사안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덕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

임 등의 도덕 감정의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금전적 보상이 헌

혈의 참여도를 떨어뜨린다는 보고(Upton, 1973)나 벌금 제도의 도입이 지각률을 높

이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Gneezy and Rustichini, 2000), 그리고 성과급 도입이 자발

적 노동지출의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실험연구(Fehr and Gaechter, 2000) 등은 비확정

적인 사안을 물질적 유인에 기초한 제도적 개입을 통해 규제하려는 시도가 가져올

실패(즉 제도적 구축효과)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즉 불완전 계약 상황에서 룰은

시민적 덕성을 대체하지 못하며, 룰의 보완을 통해 계약상의 빈틈을 메우려는 시

도는 실패할 위험이 있다(제도적 구축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리뷰한 논문으로는

Frey and Jegen, 2001, 그리고 제도적 구축효과의 가능성이 있을 때 공공정책은 어

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로는 Bowles and Hwang, 20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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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선호

현실에서 경제주체는 자신에게 돌아올 물질적 이득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도덕적 고려를 행하는 존재임은 부정할 수 없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주체를 상정했

을 때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 최근 윤

리적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형태는 소비자들이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도덕

적 차원을 고려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여러 실험

적 연구들도 실험실 내에서의 피실험자들의 행동으로부터 이들의 행동이 이기적

동기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으며, 도덕적 감정이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을 확인해주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표

준적인 경제이론에서 흔히 가정되는 것과 달리 행위 주체는 자신만을 고려하

는 선호(self-regarding preferences) 뿐 아니라, 타인을 고려하는 선호(other-regarding

preferences), 즉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s)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결정의

기초로서의 이타성(altruism), 공정성(fairness), 그리고 상호성(reciprocity) 등의 존재와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었다(Ostrom, 1998; Levine, 1998; Rabin, 1993; Fehr and Schmidt,

1999; Bolton and Ockenfels, 2000; Charness and Rabin, 2002).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물

질적(혹은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

는 사실이나, 이와 동시에 (1) 타인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희생하기도 하고,

(2) 타인의 불공정한 행동이나 규범 이탈 행동에 대해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행동

을 처벌하려 하고, (3) 타인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행

동에 대해 보답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최후통첩게임이나 공공재 게임

혹은 처벌(혹은 포상)을 가능케 한 공공재 게임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수많은 결과

들은 이러한 공정성과 상호성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Guth et al, 1982;

Thaler, 1988; Dawes and Thaler, 1988; Fehr and Gaechter 2000).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

은 뇌과학 및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과도 긴밀히 연계되면서 학제간 연구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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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Fehr and Camerer, 2007; Lee, 2008; Behrens et al., 2009; Fehr,

2009).

개인들이 사회적 선호를 갖는다는 것은 그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둘러싸고 맺어

지는 계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의를 갖는다. 계약이 포괄해내지 못하는 행위

의 효과가 존재할 때 각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계약의 불완전성을 개개인의 도덕감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의미

를 갖는다. “악수를 하고 나서도 해결해야 할 것인 많이 남아 있는 경우, 교환 과

정을 둘러싼 제도적 장치가 중요해지고, 경제주체가 이기적 동기를 넘어서 다른

동기를 갖는다는 사실이 경제적 성과에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된다”(Bowles and

Gintis, 2000).

요약하자면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선호를 갖고 있다면, (1)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행위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2)

규범이탈 행위, 혹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보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

하지 않는 이기적 행동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즉 경제주

체들의 사회적 선호는 불완전한 계약이 열어놓은 공공영역에서 행위의 사회적 성

격을 적절히 고려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강제해내는 역할

을 하게 된다.

사회적 선호에 대한 연구는 최근 행동경제학이 주목을 받으면서 가장 핵심적

으로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으로는 실험실의 연구들과

결합하여 이타성, 상호성, 그리고 공정성 등 경제주체의 동기를 밝혀내고, 이러한

동기가 언제 어디서 중요해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과 결합하고 있으며, 뇌과학

이나 의사결정 심리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결합하면서 이러한 도덕감정이 발현되

는 신경학적 토대를 밝혀주고 있다. 사회적 선호 혹은 도덕감정에 대한 연구는

그 기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나 그것이 발현되는 환경적/제도적 조건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동기가 발현되는 의사결정의 인지과학적/

신경과학적 기초를 밝히는 데 있어서 향후 긴밀한 학제간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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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의 완전한 계약 하에서 혹은 완전한 시장 하에서는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

지 않다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정의가 개입하는

영역을 이론상으로 확보해내는 문제이다.

도덕적 고려를 필연화하는 것이 계약의 불완전성 이라고 보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도덕이 개입하는 영역은 ‘절차’의 영역이 된다. 이러한 논의는 후생경제학

제2정리나 롤스적 관점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후생경제학 제2정리란 완전한 시장

을 전제한 상태에서 도덕적 고려를 개입시키고자 했던 시도이다. 완전경쟁시장이

전제되면(즉 모든 계약이 완전하다면) 시장의 작동(‘절차’)과 관련해서 윤리적 고려

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 때 윤리적 판단이 개입할 마지막 여지는 그것이 초래

하는 분배상태에 대한 것일 뿐이다(단 이를 위해서는 외삽된 윤리적 기준이 필요

하다). 이렇게 볼 때 후생경제학 제2정리의 등장은 완전경쟁시장 가정으로부터 자

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고, 왈라스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로 ‘바람직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논의와 비교했을 때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문제는 계약의 불

완전성이 열어 놓는 도덕적 영역의 존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속에서는 계약

이 결코 완전해 질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포괄하지 못하는 불확정의 영역을 채

워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민주주의’, ‘참여’, ‘책임성’ 등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

다. 양 접근은 분명 경제학에서 정의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보완적이다. 분배적

정의론이라고 지칭되는 접근은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을 둘러싼 완전한 계약을 전제

로 한 상태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으며, 불완전 계약론 하

에서 부각되는 도덕 감정의 문제는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에서 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윤리적 측면에 주목할 수 있게 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학에서 도덕감정의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도덕감정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시장/비공식제도/국가 등의 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의

모습을 그리는 데까지는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상의 구체화는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다루어져야할 내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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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슨 크루소라면 행위에 어떠한 도덕적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개인들이 모여사는 사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들은 결코 로빈슨 크루소

일 수 없다. 경제학은 완전한 계약을 가정함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 영

향이 가격화되어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모든 도덕적 책임을 완결짓도록 만들고자

했다. 따라서 불완전한 계약을 긍정하는 것은 행위의 도덕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긍정하는 것이고, 이 때 개인들의 도덕 감정이 갖는 역할이

전면에 나타난다. 불완전 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격과 제도(good rule)는 시민

적 덕성(good citizen)을 대체하지 못한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여전히 도덕 감정과

시민적 덕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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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appearance of Accountability and Sympathy in

Economics, and the Possibility of Their Restoration

Jung-Kyoo Cho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y of economics for answering how the discipline

originating from a sub-discipline of moral philosophy ended up being an amoral science. I

show that economic theory, at its first stage of development, has retained a place in which

morality could play a role within liberalist framework, but has removed the very place as it

developed into its current image. I argue that it is the Walrasian paradigm that completed

this amoralizing process in economics. One theoretical assumption of complete contract in

the Walrasian paradigm, create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where economic agents are

free from any moral consideration. I show that if the assumption is relaxed, the

problem of economic agents’ morality should reappear in the stage. Accepting the

assumption of incomplete contract opens a way to restore the room for economic

agents’ moral considerations in economic discourses. Finally I breifly survey the recent

discussions on the role of sympathy in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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