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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현의 자유론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

저자: T. M. Scanlon

요약번역자: 이한

출처: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 No. 2 (Winter, 1972), pp.204-226.

인용문 - Holmes 판사의 말 취지: 표현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

면 기소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204) 나쁜 결과에도 불구,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특성이다. 이 특성에는 

홈즈가 지적했듯이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 이 비합리성에 답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방어의 주요 과제다. 이러한 과제 수행은 행위의 일정한 집합, 이를테면 표현 행위

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이 나쁜 결과보다 좋은 결과가 더 크

다고 논증하는 형태를 띨 수 있다. (205) 그렇지 않으면(Alternatively) 보호되는 행위 집합

의 경계는 그 자체가 나쁜 결과에 대비하여 좋은 결과를 형량함으로써 규정(defined)될지도 

모른다. 일정한 종의 행위들이 그 특권적인 속에 들어가느냐의 질문이 그 종의 행위를 그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쁜 결과보다는 좋은 결과에 더 많이 이를 것인가를 물

음으로써 사안들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안들에서 결정되는 방식으로 말이다. 주목할 만

한 몇몇 법원 사건에서 이러한 형태의 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형량의 일부 

요소는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한 획기적 사건 거의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주석 3 - 

그 판결들에 포함된 형량은 항상 엄밀히 좋은 결과를 극대화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형량되는” 것에는 보통 개인적 선과 사회적 선 뿐만 아니라 개인적 권리도 포함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권리들을 “형량”하는 일의 문제점은 로널드 드워킨의 

“Taking Right Seriously," New York Review of Books, 17 December 1970, pp.23-31

에서 강력하게 제시된 바 있다. 주석 3 끝)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적절한 철학적 설

명이 해야 할 한 가지는, 보호되는 행위 집합의 규정과, 그 행위 집합의 특권적 지위에 대

한 정당화가 경쟁하는 목표와 이익의 형량에 어떤 방식으로 의존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로 그 형량은 권리나 다른 절대적인, 즉 비결과주의적인 원리에 의존하는가를 명확하게 하

는 것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옹호자가 그의 논거를 자유로운 토론의 장기적인 혜택이 

어떤 분명하고 아마도 심각한 단기적 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나 근거지

울 것인가, 그리고 이 장기적 이득의 계산은 어느 정도나 다른 가치에 비하여 지식과 지성

적 목적 추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달려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답해야 하는 추가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어느 정도나, 

그 원칙(doctrine)은 자연적인 도덕 원리에 의존하며, 어느 정도나 구체적인 정치제도의 인

위적인 창출에 의존하는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은, 그 원칙이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의미에서 인위적인 것임을 보일 수도 있다. 만일 예를 들어 그 설명이 보호된 행위 집합을, 

특정 헌법 하에서 정치활동의 정당성 있는 형태로 인정된 행위들로 파악한다면, 그리고 그 

행위 집합의 특권의 옹호를 단순히 그저 헌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에게 헌법이 합당하다고 본 

것의 옹호와 같다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이와는 약간 다른 “인위적인” (206) 설

명이 마이클존(Meiklejohn)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주석 4- Alexander Miklejohn, 

Political Freedom, 2nd edn. (New York, 1965). See esp. p. 79.) 그는 표현 행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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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적 지위의 기초를,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권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자치적인 시민

으로서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에서 발견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스스로를 통치하기를” 기대되지 않는 시민들은 (적어도 한 종류의) 표현의 자유권을 결여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견해들 중 어느 것에도 대조적으로, 밀의 유명한 논변은, 일반적

인 도덕적 근거에만 기대며 특정한 법률이나 제도의 특성과는 독립적인 “사상과 토론의 자

유”에 대한 옹호를 제시한다. 나에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우리의 (적어도 나의) 직관은, 

자연적인 요소와 인위적인 모수가 포함됨이 분명해 보인다. 그 주제에 관한 적절한 설명은, 

이 두 종류의 직관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쟁하는 견해를 대변하는지, 아니면 그것들은 양

립가능하고 상보적인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비록 나는 이 질문들 각각을 차례로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논의가 다 마쳐지면,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줄 이론을 제시했기를 바란다. 나는 첫번째 것에 대한 완곡

한 공격에서부터 시작하겠다. 

II.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현은 넓은 집합이다. 시위, 연주, 암살도 포함된다. 

(207) 표현 행위라는 집합에 속한다는 것 자체로는 제한에 면제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종래에 행위에 대립하는 표현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표현에 특권적 지위를 주려고 

하는 옹호 노선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하는 노선은 나에게는 심각한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어떤 규

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를 판단할 때 호소하는 직관이 (208) 행위에 대립하여 표현

이라고 적절히 불릴 수 있는지, 심지어 어떤 세련된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에 관한 직관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정의를 찾아야만 한다는 느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표현 자유 원칙은 모든 행위들이 향유하지는 아니하는 특권을 

일부 행위에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은 보호되는 행위와 그 이외의 행위 사이의 

어떤 차이에 이론적 기초를 가짐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견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명백히 틀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나는 비합리성 논변에 대응하면서도 단

일한 특권적 행위범주를 논거로 들지 않는 논변을 살펴보겠다. 통상의 행위에 대한 법적 제

한의 충분한 정당화 근거는 일정한 해악이 방지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다. 왜냐하면 i) 시행의 이득보다 비용이 클 수도 있고 (이 비용에는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권리 자체의 상실과, 그 행위가 있어야 가능한 권리 침해 비용도 포함된다.) ii) 또한 한 행

위집합에 법적 제한을 가함으로써 일정한 해악이 방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한 제한

이 적용되는 이들이 그 해악에 책임이 없어 그 해악을 막기 위하여 제한될 수는 없을 수 있

기 때문이다. (209)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방어의 대부분은 위 i), ii)의 논변이다. 권리에 대한 호소와 경쟁하는 

목표 사이의 형량은 본질적인 요소로 기능한다. 이게 전혀 표현의 자유 옹호 이유가 안된다

는 논변부터 검토하겠다. 

  고전적인 표현 자유 위반이 무고한 표현 규제와 다른 점은 규제되는 행위의 성격이 아니

라, 그 규제의 목적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고전적인 표현 자유 침해는 이단 확신을 차단

하는 것 같은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 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 직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일정한 제한의 정당성 없음이 아니라 제한의 정당화의 정당성 없음과 관계된다는 점

을 시사한다. 매우 조야하게 말하여, 그 직관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일정한 표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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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의해 소통되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믿어질 때 나쁜 일이 된다는 사실에 호소하는 것은 

제한의 정당화로서 정당성이 없다. 때때로 다른 고려사항에 의해 결국 제한이 허용되지 않

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정당성이 있는 정당화는, 표현행위가 소통하는 견해가 아니라 표

현 행위의 특성(시간, 장소, 시끄러움)에 호소하는 것들이다. 

  물론 이 원리는 표현 자유 원리로서 불만족스럽다. 왜냐하면 첫째로, “소통되는 견해”라

는 불명료한 개념에 의존하고 있으며 둘째로, 명예훼손에 대한 제한조차 기각하기 때문이

다. (210)

  표현의 자유 제한 근거로 고려될 수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겠다. 

  1. 직접적인 물리적 결과를 낳을 때 : 내 목소리가 유리창을 깨거나, 자고 있는 것을 깨우

거나, avalanche를 촉발시키거나, 당신이 듣기를 원하는 다른 무언가에 주의를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발생된 해악이 표현 행위자에 의해 의도되었을 때, 또는 그

가 이러한 해악 발생에 관하여 무모하거나 주의를 해태하였을 때, 그러한 해악들은 형벌이

나 민사상 조치의 가능한 토대로 고려하는 것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어떠한 침해도 없다. 

  2. 방금 살펴본 해악의 경우에는, 그 해악의 발생이 일반적으로 그 표현 행위가 의사소통

하려고 의도한 견해와는 상당히 독립적이라는 점은 전형적이다. 이것은 두 번째 해악 집합

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참이 아니다. 그 두 번째 집합의 한 예는, 보통법의 폭행 개념이 

제시해준다. 적어도 그 용어의 인정된 의미 중 하나에서는, 폭행 (구타와 구별되는 의미에

서)은 한 사람이 즉각적인 신체적 해악을 입을 상황에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처하게 할 

때 범해진다. 이 의미에서 폭행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폭행의 예

들은 필수적으로 표현을 포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폭행 및 그와 연관된 행위들은 더 넓은 

표현 행위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게릴라 극단의 작품이 실재처럼 보이게 시작

하는 모의 은행 강도의 형태를 취할 때, 또는 폭파 협박(bomb scare)가 정치적 신조에 대

한 주의를 끌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에서와 같이. 폭행은 때때로 시작 단계의 구타(as 

inchoate battery)로 다뤄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종류의 해악을 실제로 가져오는 것

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공격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폭행은, 두려움, 충

격, 그리고 아마도 일정한 종류의 불쾌감과 같은 해롭고 불쾌한 정신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낳는 일로 구성되는 가능한 범죄 행위의 넓은 집합 중 하나다. (211) 이 해악들 중 대부분

이 법에 의해 범죄로 인정될 만큼 충분히 심각한지, 또는 그것들을 법원에서 다루기 위한 

입증 기준이 확립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것들을 표

현 제한에 대한 가능한 정당화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 이외에는 대안은 없는 것 같

다. 

3. 표현 행위가 해악을 가하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견

해를 형성케 하는 원인이 되거나, 그를 공적인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 이것의 

분명한 사례는 명예훼손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다. 

4. 홈즈 대법관이 말했듯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가장 엄격한 보호조차도, 공황(panic)을 

야기하는 극장 안에서 거짓되게 불이야를 외치는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석 6 

- In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 (1919) 

5. 공범 사이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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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엌에서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신경화학 가스 제조법. 이런 경우 신경화학 가스를 직접 

배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됨은 분명해 보인다. 여

기서 행위냐 표현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경우나, 인신의 안전의 일반적인 수준을 극적

으로 감소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권위를 훼손하는 정치적 선전물에 의해서도 인신의 자유의 일반적 수준은 제

한될 수 있다. 또한 유혈 내전에 결국 이를 수 있는 신학적 글을 출판.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경화학 가스와는 전적으로 다른 사안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로운 결과들은 표현 행위를 

제한하는 정당화가 분명히 될 수 없는 것 같다. 

  이로부터 내가 내리는 결론은, 표현과 다른 행위 형태 사이의 구분은, [역자-사실은] 다

른 사람들이 행위의 좋은 이유로 여길 바를 지적해줌으로써 행위하게끔 하는 표현[역자-ex

노동자들은 혁명을 하는 것이 좋다]과, 다른 방식으로-예를 들어 기들이 어쨌거나 하기를 

원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다른 이들의 행위를 야기하는 표현

[역자-신경가스 제조법은 이러이러하다] 사이의 구별이다. 

  만일 내가, 당신의 능력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 성인인 당신에게, “너는 은행을 털어야 

한다.”고 말하고, 당신이 이 조언에 따라 그 뒤 행위하였다고 해보자. 나는 당신의 은행털이

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했다고 합법적으

로 이야기될 수도 없다. 내가 나의 조언을, 왜 은행이 강도질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특정한 은행들은 특히 강도를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당신이 특히 그 은행을 틀 자격이 

있는가에 관한 논변을 쏟아부어 보충했더라도 나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에 일정한 추가적인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즉, 나는 범죄에 대하

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린아이거나, 법적으로 능력을 갖추기에 의지력

이 너무나 약하다면,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면. 또는 당신이 동일

한 조직 내에서 나의 부하이고,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언이 아니라, 집단 규율

에 의해 뒷받침되는 명령이었다면. 또는 내가 당신의 행위에 추가적인 기여를 하였다면. 이

를테면 도구를 제공하거나 은행에 관한 결정적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준비 작업을 돕는 것

과 같은.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은 나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의 표현 행위로부터 

얻은 이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행위를 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행위 발

생에 표현 행위로 기여한 것은 행위 주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대체(superseded)된다. 반

면에 교사나 방조의 경우에는 그런 대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213)

  중요 논지는, 행위의 설득력 있는 이유의 소통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더 기여가 있어야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표현 행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해악이라도 표현 자유 제한의 정당화의 일부가 될 

수 없는 해악은 다음과 같다. (1) 거짓된 신념을 갖게 하였다. (2) 행위 수행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의미에서 표현과 행위자 행위 사이의 연결관계가 있을 때. 

  이 공식은 앞서 언급한 1-6의 규제와는 양립가능하다. (불이야 문제는 나중에 논하겠다.) 

법적 책임에 관한 직관에 호소하는 앞서의 논의는 두번째 부분이 의지하고 있는 구분을 설

득력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214)

  그리고 5, 6 사안과 어떻게 화해될 수 있는지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경가스의 경

우 법적으로 (방조로) 공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도 자유 제한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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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임에 비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 책임

을 지게 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치 않게 된다. 

  나의 논변은, 밀 원칙의 일반적 준수, 즉 그와 같이 표현을 허용하는 장기적 이득이 비용

을 넘게 된다는 낙관주의적 주장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밀의 원칙은, 시민의 자유에 대

한 정부의 제한이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칸트 및 다른 이

들로부터 우리에게 계승되어 온 다음과 같은 견해의 결과다. 즉, 정당성 있는 정부는, 스스

로를 평등하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행위자로 여기는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권위만을 

가진 정부이다. 그리하여, 밀의 원칙은 법적 책임에 관한 원칙은 아니지만, 밀의 원칙은, 책

임이 어떻게 도출되는가에 관한 우리의 이념 중 여러 것에서부터 인간 행위자에 관한 일정

한 견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 자체로 보았을 때, 밀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전한 이론을 분명히 구성하지 

않는다. 이 공식에서 어떤 종류의 해로운 결과가 표현에 대한 제한으로 충분한 정당화인지

를 더 말해야 할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적당한 이

유가 있다. ① 왜 표현행위의 일정한, 가장 분명한 결과들이 그것에 대한 법적 제한의 정당

화 근거가 될 수 없는지 설명해준다. (215) 이 공식은, 표현 일반에 적용되며, 특수한 권리

(ex정치적 권리)에 호소하거나 특정한 영역에서의 표현과 결부된 가치에 호소하지 않기 때

문이다. (ex예술 표현이나 과학적 발상의 토론에 결부된 특수한 가치 등등) [역자-이 부분

에 대하여 스캔론은 이후 견해를 바꿨다. 실제로 특정한 범주별 상대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형량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경계를 긋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교육센터에 게시

된 스캔론의 “내용 규제의 재검토”를 참조]

  Q) 이 원칙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III. 

  내가 이미 언급하였듯이, 밀의 원칙은 평등하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시민들이 인정할 국

가 권력 제한의 원칙이다. 여기서 내가 호소하는 자율성은 약한 자율성이므로, 이에 기댄 

논변은 강력한 논변이 된다. 약한 의미에서 자율적이라 함은, 무엇을 믿을지, 행위의 경쟁하

는 이유의 비중을 어찌 판단할지 결정하는 주권적 존재로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

런데 여기서 그는 이 과업을 합리성에 대한 그 자신의 캐넌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그가 

완벽하게 합리적이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216)

  중요한 것은 자율적 인간은 그가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이들의 판단을 그 자신의 

독립적인 숙고 없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견해에 의지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다른 이들의 판단이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 자신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

다.  이 자율성 요건은 극히 약한 요건이어서, 강제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상당한 정도로 일

관될 수 있다. 

  자율성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행위가 법에 의해 요구된다는 것만으로는 그가 그것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복종할 일반적인 논거와 그것이 허용

하는 예외에 대한 그의 현재의 평가, 그리고 복종과 불복종의 결과를 고려하는 그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만 해결된다. (217) 

  자율적인 것과 국가 명령에 복종할 책무(obligation)을 인정하는 것은 비일관되지는 않지

만, 자율적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책무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다. i) 국가 교리를 무조건 믿

을 책무 ii) 숙고 없이 복종할 책무는 인정할 수 없는 종류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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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의 외견상 비합리성은, 일정한 해악의 위협이 법적 조치를 보

증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클 경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 위협에 대응하기에 적절한 법을 제

정할 때가 언제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국가의 특권(prerogative)이라는 원리와 외견상 충돌

하는 데서 초래된다. 

  물론 국가의 권한에 관한 이 원칙은 이런 조야한 형태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느 누구

도 의회가 그렇게 판단하기만 하면 아무것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밀의 원칙은, 

자율적 주체가 국가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 권한이 제한되어야만 하는 두 방식을 구체

화한다. 그 원리의 첫번째 부분을 위한 논변은 다음과 같다. 잘못된 신념을 갖지 않게 보호

할 국가 권한을 받아들이려면, 국가가 특정 견해를 옳다고 결정하고 일단 그리 결정하면 설

사 시민이 그와 다른 견해를 듣길 원한다고 하더라도 틀렸다고 정한 견해를 듣는 것을 막아

야 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218) 

  국가가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위임하여, 스스로도, 무엇이 거짓인지에 관한 국가 

판단에 구속된다면, 자율적 주체로 남아 있는 것과 모순된다. 이 경우 그는, 오직 공허한 의

미에서만 자율적이다. 국가가 선별한 견해와 증거의 기초 위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독립적 판단을 내릴 근거를 박탈할 권한을 가지도록 동의한 것이다. 

  밀 원리의 두번째 원칙을 찬성하는 논변도 이와 유사하다. 여기서 논증되어야 하는 것은 

일정한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선언되면, 그 행위를 하라는 선동도 불법화하는 것이 그 행위

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논제다. 이 경우, 그러한 동의는 자율적 시

민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의는 그 법이 복종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독립적인 

판단의 토대를 박탈시킬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변은 모두, 일정한 

신념을 합당한 것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념의 토대가 명백히 왜곡되거나 의심스러

운 것이 아닌 것으로 옹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19)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의해 진리가 출현한다는 경험적 주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인민

과 정부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되는 권한을 정부가 갖게 하는 것은, 참된 견해가 퍼

지게 하는 매우 어리석은 전략이 될 것이라는 더 설득력 있는 경험적 주장에도 의존하지 않

는다. 

  국가의 토대 박탈은, 신뢰하는 친구의 판단을 믿으며 이따금씩 그런 신뢰를 점검하는 것

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일시적이고 자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가 판

단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그러한 임시성이나 자발성이 없다.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반론할 수 있겠다. 나는 앞서, 자율적인 인간은 국가가 일정한 사

항을 명령한다는 사실을,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여길 수 있다는 일반적 논변을 받아들

일 가능성은 허용했다. 인간은, 국가 어떤 조언이 무시되는 것이 최선인가를 판단할 최선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유사한 논변을 받아들이진 못하는가? 나는 이에, 국가의 자격으로서 

국가가 행위를 명할 권한과 표현을 하게 할 권한 사이의 유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였다. 

이 반론이 제기하는 추가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살펴본 종류의,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합의를, 자율성의 명백한 침해로부터 제외시

키는 것은, 그러한 합의는 수탁자의 판단의 상대적 신뢰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위탁자

의 판단의 상대적 신뢰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에 기초해 있다는 점이다. ( What saves 

temporary, voluntary arrangements of the kind considered above from being obvious 

violations of autonomy is the fact that they can be based on a firsthand estimation 

of the relative reliability of the trustee's judgment and that of the patient.)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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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합의에 의해 자기 정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그가 수령하는 증거들을 판단의 건전한 

기초라고 생각할 좋은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는 바를 갖고 있는 셈이다. 국가로서 국가에 기

대는 상응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원리는 극단적으로 일반적이 될 것이어서, 그에 대하여 권

위를 가지는 입장을 누가 갖느냐를 무시하면서 일정한 종류의 모든 상태에, 그리고 그러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게 된다. 그러한 원리는 개별 사례의 편차를 허용하고 그 주

장을 “장기적으로” 최선으로 규명되는 바가 무엇인지에 근거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모

종의 일반화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관련된 개인들의 세부적인 앎이 반대의 

결론을 시사할 때 그러한 일반적 원리에 기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은 전적으로 설

득력이 없는 것 같다. 

  문제의 그 권한을 국가에 허용하는 더 제한된 논거는, 정부의 특정한 덕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여건에서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없다는 사실 인정에 

기댄다. 이것과 같은 무언가가, 사람이 가득한 극장(crowded theater)에서 거짓으로 “불이

야”를 외치는 사람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여기서 표현에 대한 제한은, 

그러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해로운 행동을 수행하게끔 한다는 (그러한 행동을 할 

이유를 준다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 제한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만드는 부분적 

이유는, 그 외침에 반응하는 극장 안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숙고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여건 

하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우 견강부회적인 의미에서만(in a very farfetched sense) 그

러한 환경에서 거짓된 외침을 듣는 것으로부터 예방되는 사람이 어떤 질문에 관하여 그 자

신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막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 극장 사례에서 말하는 감소된 

능력은 극단적으로 간단하고, 그리고 유관한 여건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셋째, 그 

제한으로 방지되는 해악은 어떠한 의문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일시적으로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모든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그 제한은 질문 받았다면 

의문의 여지 없는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다. (주석 11 - 이 심사는 제럴드 드워킨

Gerald Dworkin이 그의 에세이 “Paternalism", in Morality and the Law, ed. Richard 

Wasserstrom (Belmont, Cal., 1971)에서 정당화가능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기준으로 발전

시킨 것이다. 주석 끝) (221)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감소된 합리성”에 호소하여 정당화될지 모르는 밀의 원리에 대한 

다른 예외 중 대부분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언급한 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혼란과 혁명이 입박한 시기에 정치적 토론이 중지되는 사안에는 성립하지 않는

다. 나는 이런 종류의 사소하지 않은 사안이 자율성과 양립가능한 방안을 알지 못한다. 

  내가 제시한 논변들은 온정적 간섭주의에 반대하는 익숙한 논변과 유사하게 들릴지 모른

다. 그러나 관련된 쟁점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 첫째, 밀의 원칙에 반대되는 근거에서 정

당화된 표현 제한은 꼭 온정적 간섭주의적인 것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한에 의해 

보호받는 이들은 자유가 제한되는 이들(발언자와 청중)과는 다른 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이 온정적 간섭주의적일 때, 그것은 특별히 강한 형태의 간섭주의를 보

이며, 내가 제시한 논변은 이 강한 형태의 간섭주의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논변이 된다. 내

가 사용한 한정된 의미에서의 사람의 자율성은, “그 사람 자신의 선”을 위해 그의 행동 자

유를 제한하는 법과는 상당히 일관된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motocycle)을 탈 때 헬멧을 쓰

게 명하는 경우와 같이. 충돌은 오직, 이 법이 예를 들어, 헬멧을 쓰는 것은 할 만한 가치가 

없으며 계집애들이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금지함에 의해 준수될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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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의 원칙이 개인의 권리에 기대기보다는 그 구성원들에게 명령할 국가의 권위의 제한에 

기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한 가지 이유는(For one thing)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이 특정한 원리가 그런 행동을 할 권위를 가지지 않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에 관한 

것인지를 설명해준다. 개인들이 다른 개인들에 의해 표현 행위를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가

지고 있는 사안이 확실히 있지만, 이 권리들은 아마도, 일정한 종류의 표현을 특별히 중요

한 형태의 활동으로 만드는 고려사항과 함께  자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일반적 권리로

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밀의 원리를 뒷받침하는 논변이 “스스로의 마음을 결정할 시민들의 권리”라는 권리에 의

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논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스스로를 자율

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존재로 생

각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하한 것에 대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는 존재로 생각할 것이다. 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잘못된 점은, 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건강한 원칙을 확실히 지지하긴 하지만, 그러한 

건강한 원칙이 단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위에서 제시된 논변은 훨씬 더 제한된 것이

다. 그 목적은 일정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권위는 사

람들이 일정한 신념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원천을 통제함으로써 이 해악을 방지할 

권위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규명하기(establish) 위한 것이다. 이 결론으로부터, 누군

가가 그에게 관심사항인 어떤 사안에 대한 숙지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박탈될 

경우에는 언제나 위반되는 권리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먼 발걸음이 필요하다. 

  개인들이 숙지된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갖는 사안들이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정치적 결정의 경우에는 참이다. 그 경우 그 권리는 민주적 정부와 그 시

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정한 관념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

우에도, 정보의 제공과 자율성 행사의 다른 조건의 제공은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과

제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밀의 원칙을 넘어선 문제로 우리를 데려간다. 

IV.

  밀의 원칙이 표현이 자유 침해로 판단되는 모든 사안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

다. (obviously incapable of accounting for all of the cases that strike us as 

infringements of freedom of expression) 이 원칙 하나에만 기초하여서는, 모든 행진과 

시위를 금지하는 정부(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포스터와 전단지를 금지하는 정부 (지나

치게 지저분하다), 열 명 이상의 공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likely to be unruly) 그리고 일주일에 한 페이지로만 신문 발행을 제한하는 정부 (나무를 

아끼기 위해)에 대하여 어떤 반대도 제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러한 정책들은 확실히 수

인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평

화와 조용함의 유지, 깨끗한 거리, 매끄럽게 소통되는 교통, 그리고 최소한의 세금보다 상위

에 있는 선이라는 우리의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하는 선들의 형량에 의존하는 우리의 직관적 견해의 일부가 거기엔 있

다.(Thus there is a part of our intuitive view of freedom of expression  (223) ) 모

든 종류의 표현에 대한 단일한 옹호를 제시하는 밀의 원칙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표현 

(일반)에 결부되는 가치와 다른 선에 결부되는 가치를 대립시키는 문제 같지 않다. 이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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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예술적 표현의 경우와 과학적 주제의 토론의 경우는 논거가 다른 것 같으며, 또한 정치

적 견해 표현의 경우에는 더 다른 것 같다. 

  일정한 한계 내에서, 다양한 표현이 번성하게 하는 것에 결부된 가치는 문제되는 사회에

서 대중의 의사를 따라야 함이 명확해 보인다. 내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한계는 첫째

로, 분배적 정의의 고려사항에 의해 부과되는 한계이다. 개인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건 필요

한 표현의 수단에 대한 접근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정하게도 불공정하게도 분배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생각되는 많은 사안들은 분배 부정의의 사안이다. 표현의 주요 

수단(principal means of expression wa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nd auctioned 

off by it to the highest bidders)이, 오늘날 미국에서 방송허가의 경우가 본질적으로 그러

하듯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최고가 입찰자들에게 경매되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는 이것이 참이다. 마을 의회가 인기없는 단체에 의한 행진을 경찰 행정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게 든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진 조례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 중 어느 쪽도, 단지 부정의한 분배의 경우라고만 부르는 것은 이야기의 

오직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현의 수단에 대한 접근은 많은 사안에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시민들이 그에 대하여 독립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사항이다. 적어도(At the very least) 그러한 권리들의 인정은 정부에게, 

그것을 통하여 개인들 및 작은 집단들이 정치적 쟁점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알릴 수 있는 

표현의 수단들이 손쉽게(readily) 활용가능하게 될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며, 또한 그 사회

의 주된 표현 수단이 공동체의 여하한 특정 분파(particular segment)의 통제 하에 놓이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역자-인터넷상의 선거에서의 지지의사 표시에 관한 헌법재판

소 결정의 이유 설시는 이와 같은 취지, 즉 가난한 일반인들의 표현 도구 접근권의 차원에

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수단에 대하여 정확히 어떤 접근권이 이런 방식으로 정

치적 권리로부터 도출되는가는, 어느 정도는 문제되는 정치 제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정

치 참여는 설사 서로 동등한 정도로 정의로운 제도들이라 할지라도, 상이한 제도에서 상이

한 형태를 취한다. (224) 

  내가 제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이론은, 그렇다면, 최소한 네 개의 서로 구별가능한 요

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밀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그 원칙은 절대적이지만, 표현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의 일정한 정당화를 배제하는 역할만을 한다. 이 원칙에 의해 설정된 

한계 내에서, 표현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전체 범위는, 그것이 제한이건, 적극

적인 간섭이건, 간섭의 실패이건 모두 몇 가지 다양한 근거(on a mumber of diverse 

grounds)에서 정당화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첫째로, 그 정책들이 다른 사회적 선과 비교하

여 일정한 종류의 표현의 가치를 적절하게 형량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가의 근거에

서. 둘째로, 그 정책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표현 수단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 있는 분배를 

보장하는지 여부. 그리고 셋째, 그 정책들이 특히 정치적 권리를 비롯한 일정한 특수한 권

리들을 인정하는 것과 양립가능한지 여부. [역자- 밀의 원칙과 위 세 가지 요소를 합하면 

네 가지가 된다]

  이 혼합 이론은 다소간 복잡하긴 하지만(somewhat cumbersome), 그 다양한 부분들은 

나에게는 상호 환원불가능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자유로운 표현”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사안들의 전체 범위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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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밀의 원칙이 일정한 종류의 예외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제시한 이론의 가장 설득력

이 없는 특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비칠지 모른다. 앞서 언급했던 가능성, 즉 감소된 합리성

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가능성에 덧붙여, 전쟁 시기나 다른 중대한 비상 상

황의 경우에는 그 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되는 분명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다. 

  밀의 원칙이, “표현”에 대한 일괄적인 보호보다는 훨씬 좁은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제시

한 이론은 이미 전쟁의 여건이 정당화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표현에 대한 제한 중 일부를 포

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밀의 원칙은, 보통의 시기에도, 일정한 정보의 출간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해악을 끼칠 능력을 줌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 표

현의 제한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한다. 평화 시기에는 이를테면 일정한 과학적 문제들에 대

한 완전한 논의가 전쟁시기에는 수인가능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기 위하여, 

평화 시기에 고려할 가치가 있는 종류의 위험은 이런 종류의 위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근거로 들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비상 상황은 흔히 이러한 사안을 넘어서

고, (225) 그리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위협을 가하는 것과 같은 논쟁이나 그렇지 아니하여도 

현재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훼손하는 정치적 논쟁을 축소시킬 권한을 포함한다. 그러한 

권한에 대한 분명한 정당화는, 밀의 원칙에 의해 명확히 불허된다. 그리고 내게 제시한 이

론은 이런 종류의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로선, 정부가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 

나는 그러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기꺼이 인정하지만, 그러한 사안이 존재한다 하더

라도, 그것들이 밀의 원칙 내에서 “예외들”로 여겨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원칙은, 시민들의 권리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does not rest on a right of 

citizens), 정부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권위에 대한 제한을 표현하는 것이다. (rather 

expresses a limitation on the authority governments can be supposed to have) 여기

서 문제되는 권위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출발점을 두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정치 이론에 

의해 제시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스스로를 여전히 동등하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주체로 

여기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명령할 정부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 그 이론은 통상, 그 권

리가 일정한 방식으로 제한될 경우에만 오직 그 경우에만,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시민의 통제

를 보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일정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에 오직 그 경우에만 가능하

다는 답을 산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그 필수적인 제한 중 하나가 밀의 원칙에 의해 

표현된다고 논했다. 내가 맞다면, 이 특별한 종류의 권위에 의거하여 통치한다는 정부의 주

장의 타당성은, 만일 정부가 그 시민들을 밀의 원칙이 배제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훼손된다고 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민주 정치 이론에 의해 정당성 있는 것으로 생각해왔

던 종류의 권위를 통상 행사하는 일정한 사람들이, 이 권위가 정당화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치들은 어떤 다른 근

거에서 정당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적). 그리고 그 주체들이 복종해야 

하는 요구는 통상적인 (민주주의적인) 의미에서 정당성 있는 정부의 요구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러한 환경에서는, 복종해야 할 좋은 이유가 있을

지도 모른다. 

  강제적 권위의 행사에 대한 여러가지 상이한 정당화가 있다. 집단의 멸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다른 사람에 대한 일정한 종류의 통제를 행사하여 재앙을 바꿀 수 있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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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집단은, 그러한 강제력을 활용하는 것이 정당화될지도 모르며, 그리하여 그들의 명

령이 복종되어야 하는 좋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권위는, 민주주의 

정치 이론이 맞다면, 그 정당화에 있어서나 범위에 있어서나, 정당성 있는 민주주의 정부가 

갖는 권위와는 종류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의 일

반적인 정지가 정당화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그리고 반복하건대,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것인

가는 나에게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한 종류의 권위에서 다른 종류의 권위로의 이

동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these situations constitute a shift from one kind of authority 

to another) 관련된 사람들은 아마도 동일한 모자를 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이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통치하고 있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내가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에 의해 그것이 요구될 때마다 헌법적 규칙의 

가죽 끈(traces)를 걷어차 버릴 수 있는 정부의 면허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기술한 종류의 이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거의 파국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야 

하며, 정부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임을 안다면, 이런 종류의 이동을 근거로 삼기 위

해서는 그러한 상황을 요건으로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동에는, 정부의 명령은 

복종과 불복종의 상대적인 이득을 넘어서 복종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여하한 

관념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것이 포기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심각하고 (when the situation is grave), 무질서의 대가가 엄청난 경우에, 그러한 

공리주의적 고려사항은 정부의 명령에 매우 실질적인 구속력을 부여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기초에서 발하여지는 규칙은, 항구적인 위기나, 그들이 서로를 오직 복종적인 예속자나 위

협하는 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규칙에 의해서는 통치될 수 없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하여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