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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이타주의를 생각하면 온정과 따스함을 연상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사례들만 봐도 선의를 베푼 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식으로 부각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옥스퍼드대 철학과 부교수 윌리엄 맥어스킬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

러 심할 경우 도리어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그의 주장만 봐서는 의심이 듭니다. 타인을 도우는 행위 자체가 

온정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의 말은 선행 자체를 부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정만으로 실천한 선행은 

수혜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자 특유의 

철학과 기초 경제 개념을 통합해서 풀어쓴 책인 만큼, 독특한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용어는 책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냉정

한 이타주의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최대의 선을 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5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제공되는가?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방치되고 있는 분야는 없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성공했을 때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처음 두 질문은 공익의 

최대화를 염두한 것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선행의 여러 다른 

경로를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확률과 가치를 곱해서 

나오는 예상가치, 즉 선행의 현실성과 파급력을 고려하는 질문입

니다. 저자는 나아가서 기부를 할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단체의 비용효율성이 높은지,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는지를 

기부의 중요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부 단체들의 광고를 보면 주로 노약자들을 내세워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이 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의문을 가진다면, 즉흥적

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

는지, 해당 단체의 역할이 수혜자들의 중요한 니즈를 충족하고 

생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

니다. 

‘Doing Good Better’라는 원제가 뜻하듯, 선행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걸음입니다. 저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합니다. 통계는 연 평균 

소득이 2만 5000불이 넘는다면 전 세계에서 상위 5퍼센트에 

속하며 하위 20퍼센트는 하루 수입이 1.5불 미만인 절대빈곤선도 

충족하지 못하는 극빈층이라고 보여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별 볼일 없는 천 원짜리 지폐가 극빈층에게는 하루 수입에 맞먹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주위 사람들, 넓게는 세계의 행복도 중요하며 우리

가 개인으로서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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