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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경제와 의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윤리의 문제이다 

 

트롤리 문제는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전적인 예시를 

들어보자.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롤리 기차가 달리고 있다. 레일 위에는 5명의 인부가 일

을 하고 있는데, 트롤리가 이대로 달린다면 5명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방법

은 레일변환기로 트롤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뿐이다. 그런데 다른 레일 위에는 1명의 인

부가 있다. 당신은 트롤리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19 바이러

스는 트롤리 문제와 맞닿아 있다. 

 

도덕적 딜레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과 여가 생활 공간이 폐쇄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

를 잃게 되었다. 정부는 감염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일자리를 잃어 가

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더 원치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

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트롤리 문제 비유를 수정해야 한다. 기차 

선로에 서있는 사람들은 ‘선택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트롤리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생계를 잃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은 일하러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은 집에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매

일 이러한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최상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트롤리 문제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검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률에 대한 최악의 예측은 인구의 3%이다.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

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기간 동안 폐쇄 정책의 경제적 손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을 지에 대해서도 계산해야 한다. 

 

트롤리 비유의 최종 수정은 선로를 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부 조치

는 트랙의 기능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개인의 성격, 신체건강, 재정적 건강 및 기타 요

인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들은 (아마 건강이 해롭거

나 늙었거나 더 불안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기 보

다는 방역을 위한 폐쇄적인 정책을 더 지지할 것이다. 반면 생계를 잃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들은 (아마도 젊거나 건강하거나 실직에 대해 더 걱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바이러스

가 초래할 경제적 손실과 장기적인 결과를 걱정할 것이다. 이렇듯 선호하는 것은 원칙에 

관하는 동시에 편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도덕성과 자유는 말과 선택 모두를 요구한다. 

 

번역: 김주비 

출처: https://fee.org/articles/covid-19-and-the-trolley-problem-you-re-on-the-tracks-and-

the-government-is-controlling-the-swi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