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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신에 대한 위해 (처음~p.142 즉, 17장~20장)
출처: Harm to Self, Joel Feinberg,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요약자: 이한

※ 본 요약은 매우 많은 생략을 하였으며 요약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을 어디
에서 살펴봐야 하는가를 참조하기 위한 색인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된 부분은 
요약자가 흥미롭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을 표시한 것이며, 괄호()안은 요약자의 논
급입니다.

17장 법 후견주의

(3)
위해 원칙과 불쾌 원칙을 이외의 다른 자유 제한 제안은 도덕적 적합성을 가질 수 없다는 자
유주의의 소극적 논제.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떤 개입이 그 당사자를, 다른 이들의 견해에 비추
어, 현명한 일을 하게 하여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옳
지 않다고 했다. 즉, 그와 함께 추론하고 설득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4) 밀에 의해 그토록 강조된 비자유주의적 원리는 다음과 같이 더 정확하게 진술될 수 있다. 
행위자 자신에게 발생할 위해(신체적, 심리적, 경제적)를 막을 것이라는 점은, 형사적 금지를 
지지하는 항상 좋고 유관한 (비록 꼭 결정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이유다. 
(5)
“후견주의”라는 단어의 의미의 두 집합 사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I. 추정적으로 비난할 만한 후견주의: 성인을 마치 그들이 어린이인 것처럼 다루거나, 더 나이
든 어린이를 더 어린 어린이로 다루는 것.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도록 강제
함으로써 
 a. (자비로운 후견주의)benevolent paternalism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하여”. 행위자들의 소
망이 그 문제에 관하여 무엇이건 간에. (이것은 최종적인 분석을 하고 나서 보면 비난할 만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이것은 살펴봐야 할 쟁점이다). 또는
 b. (자비롭지 않은 후견주의) 다른 당사자의 선을 위하여 (예를 들어 교사나 공장 경영자를 
위하여) 그 행위자들의 그 문제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건 간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난할 만
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추정적으로 비난할 만하지 않은 후견주의
 - 이 후견주의는 외부적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무력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방어하는 일
로 구성된다. 외부적 위험에는 보호되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위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해지는 위해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를 하는 것은, 한 측면에서
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과 그 동기와 조심함vigilance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것이다. 
(6)
위에서 2는 사실 후견주의가 아니다. 이것을 1과 혼동하면 안된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Ia만 
살펴보겠다. 



(7) 우리의 현 논의는 후견주의 이론을 평가하는 것이다. 
(8) 
2. 후견주의적인 강압적 법률의 유형 Types of paternalistic coercive laws.
  구분1
일부 후견주의적 강압적 법률을 일정한 행위를 명하고, 다른 종류의 법률들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다. 
  작위를 요구하는 법률은 능동적 범주에 속한다. 안전벨트를 메게 하거나 헬멧을 쓰게 하는 
것.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은 수동적 범주이다. 위험한 호수에서 수영 금지시키는 것. 
구분2 혼합 vs 비혼합
혼합적인 후견주의적 법률은 행위자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타인을 보호하는 목적 두 개가 섞
여 있는 것이고, 비혼합은 행위자 자신의 선을 위해서만 입법된 것이다. 

구분3 자기초래 해악을 막기 위한 후견주의 법 vs 규제대상자의 이익 ‘증진’을 위한 법

9
구번4 단일 당사자 사례 (자기 신체 훼손) vs 2당사자 사례 (조력 자살)
후자의 사안에서는 조력을 받아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하는 B도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고, 
그것을 조력하는 또는 B의 동의를 얻어 B에게 위해를 가하는 A의 법적 지위도 문제된다. 이
를테면 포주처벌법이 이러한 사안에 들어갈 수 있다. 

구분5 직접 vs 간접 구분. 
직접 후견주의에서는 형사처벌의 위협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는 사람들은, 그러한 규제가 그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합과 같다. 예를 들어 자살을 범죄로 만드는 법. 순수하
지 않은 [간접적] 후견주의에서는, 그 규제로 이익이 증진되는 이들이 아닌 다른 이들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식으로만 어떤 사람들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10
법 후견주의는 “헤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개의 상이한 이념이 된다. 
i) 해석1 이 절에서 논의한 대부분의 사례는, 동의 여부에 관계 없는 객관적인 실질적 위험을 
말한다. 
ii) 해석2 부당하게 가해진 해악으롭터의 보호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될 경우에는 “동의”
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동의가 진정하지 않은 경
우는 간접적 후견주의보다는 타인에 대한 해악 금지로 상대방인 A에게 적용되는 것만이 남는
다. 그러면 독자적인 후견주의를 지칭할 수 없게 된다. 
11
그래서 용어 정의를 위해 원리에서는 “그릇된(부당한) 가해”의 의미에서 “위해”를 사용하고, 
후견주의 논의에서는 그것이 “그릇된 것”이건 아니건 이익에 대한 장애라는 단순한 의미에서 
“위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위해 원리에서는 Volenti 격률의 적용에 의해 중개되지
만, 법 ㅎ견주의에서는 그렇지 않게 된다. A의 행위에 대한 B의 행위는, 그 행위가 B의 이익
에 해롭거나 위험할지라도, A를 위해 원리 하에서는 그 형사 책임을 면제시킨다. 그러나 간접
적 법 후견주의에서는 그렇지 않게 된다. 
  그러한 구분이 실제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라. A와 B가 동의하여, 선물로서 또는 



대가를 받고서, A가 B의 이익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보이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고 해보
자. B에 가해지는 해악의 위험은, 위해 원리만에 의해 도출되는 규칙과, 법 후견주의에 의해 
도출되는 규칙에서 상당히 다르게 다루어진다. 즉, 위해 원리에서는 Volenti 격률에 의해서 
그 해악은 해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간접적 법 후견주의에서는 B의 동의가 면제효과
exonerating effect를 갖지 않는다. 

3. 경성 후견주의와 연성 후견주의

경성 후견주의는, 성인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설사 그들의 온전히 자발적인 선택과 수행
에 의한 것조차도 그 해로운 결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그 행위를 형사적으
로 규제하는 것의 한 이유로 받아들인다. 
연성 후견주의는, 자기관여적인 해로운 행위를 금지할 권한을 국가가 갖는 것은, 오로지 다음
과 같은 때 뿐이다.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자발적이지 않거나, 일시적인 국가 개입이 그 행위
가 자발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여 필요할 때. 두 당사자 사안에서 연성 후견주의는 B
의 동의가 자발적이고 오직 그 때에만 B의 이익에 위험하거나 해로운 A와의 합의를 하는 것
을 허용할 것이다. B의 행위가 온전히 자발적이지 않은 정도만큼, 법이 ‘B를 위하여’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를 위하여for his sake’는 후견주의적으로 들리지만, 연성 후견주의는, 법
의 관심사는 B 행위의 지혜, 신중함, 또는 위험함이 아니라, 그 선택이 진정으로 그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음을 지적한다. 
13
연성 후견주의는 위해 금지 원리의 한 적용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Tom L. Beauchamp) 
 그러나 1인 사안에서는 해악을 가하는 타인이 없어서 이러한 환원은 일어나지 않는다. 
14
 2당사자 사안에서는 환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1당사자 사안에서도 후견주의의 일종으로 보는 
것은 심하게 오도하는 것이다. 밀도 연성후견주의를 추가적 자유제한 원리로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15 다시 말해 연성 후견주의는 자유제한 원칙이 아니라, 그러한 비자발적 사례 이외에는 형법
으로 개입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권위 한계에 관한 원리이다. 그래서, 실제 
용어를 오도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경성 후견주의를 그냥 후견주의라고 부르고, 연성 후견주의
는 연성 반후견주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종래의 용어대로 사용하기로 하겠다. 
16
4. 무엇이 제한을 후견주의적으로 만드는가?
후견주의로 파악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 가려내기 어려운 이유
i) 거의 혼합 ii) 입법 이유로 내세우는 것과 사후 정당화 이유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17 예를 들어 동성애나 마리화나 금지가 그 행위자의 선을 위해서라고 하거나, 동성애를 사형
으로 만들었던 미국 주법과, 마리화나 피면 30년형에 처하는 것이 후견주의라고 하는 것은 맞
지가 않다. 실상 주된 목적은 역겨워서, 
18 보기 싫어서 또는 재앙적이라고 여기는 공중에의 영향을 막기 위한 그런 법도덕주의 이유
인 것이다. 
  제럴드 드워킨이 두 번째 의문스러운 사례로 본 것은 강제 납입케 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
금이다. 이것은 거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을 강제력으로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것인 



집합행동 문제 해결에 가깝다. 
 제럴드 드워킨이 든 마지막 사례인 결투 사례는 더 어렵다. 그러나 결투 금지에 의하여도 우
리 모두 이득을 보았다. 즉 명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예전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협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 따라서 결투 금지는 후견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Richard Arne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이들이 결투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것을 선
호하고, 결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투에 응하지 않고서도 명예를 보존하기를 선호한다고 가
정해보자. 그리고 결투에 대한 법적 금지가 그러한 (결투에 응하지 아니하면 명예가 쓰레기가 
되버리는)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해보자. 이 경우 어느 누구의 자유도 그의 의사에 반
하여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결투 금지 입법은 비후견주의다. 물론 실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
이 이러한 욕구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욕구 패턴이 결투를 금지하는 이유를 
낳는다면, 결투금지법은 후견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Richard J. Arneson, “Mill versus 
Paternalism,” Ethics, vol. 90, no. 4 (July, 1980), pp.471-72. (***********)

이 암묵적인 이론적 이유는 타인에 대한 위해 금지 원리를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다. 
아네슨의 일반적 전략은 두 가지 상호 연관된 요소를 담고 있다. 첫째, 그의 “후견주의” 정의
는, 그 제한을 받는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되는 규칙이라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둘
째, 해당 법이 후견주의냐 하는 점을 결정함에 있어, 그는 그것을 입법하고 해석하며 시행하
는 이들의 실제 동기와 목적을 봐야 한다고 하고 있다. 
  후견주의 규칙이나 정책에 대한 그의 정의는 명료하고 정확하다. (lucid and precise) 후견
주의 정책은, 그 행위당사자 자신의 선이나 복지에 대한 고려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정당화
되는 제한이며, 또한 그의 현재의 의사에 반하거나 그의 예전 약속commitment에 반하여 수
행되는 제한이다. 
20 아네슨의 함의에는 다음 문제가 있다. 위 정의 요건 자체로 보면, 집합행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은, 그 해결책에 동의하지 않는, 그래서 의사가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1ㅓ센트에게 
적용될 경우에는 후견주의적인 것이 된다. 이것은 나에게는 “후견주의”라는 개념을 불필요하
게 상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것이 일반적인 강제 규칙과 정책에 적용될 때는 말이
다. 그러나 일정한 분명하게 합당한 법률을 “후견주의”라고 분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발한 
논변은, 그의 접근의 두 번째 요소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 그 두번째 요소는 실제의 동기
에 대한 호소 또는 “암묵적인 이론적 이유”의 실제라고 내가 이해하는 것을 선호하는 요소에 
의해서 말이다.
  아네슨은 자신의 정의가, 다쳐서 의식불명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는 일, 그리고 고속도로 
트럭이 지나가는 길에 자기도 모른채 서 있는 사람을 밀어서 비껴나게 하는 일과 같은 것이 
후견주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 즉,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비록 우리가 확실히 그 점을 확인할 기회
를 사전에 갖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병원에 사람을 데려가고 고속도로 차량 길에서 비껴나게 미는 것을 명하는 규칙을 
살펴보자. 이 일반성 때문에 이 규칙들은 99퍼센트의 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
리고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개입이 없었을 때 처하게 될 운명을 선호하게 될 것이
다. 그 규칙이 다수에게는 비후견주의적이지만 소수에게는 후견주의적이라고, 아네슨의 정의



가 함의하는 듯이 말하지 말고. 그 대신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그 규칙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비후견주의라고. tout court. 왜냐하면 그 이론적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자살하려는 이에 대하여 안전을 강
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1 이 수정된 아네슨 접근은 또한, 왜 소비자 보호법이 후견주의적인 것이 아닌지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산재도 마찬가지) 확실히, “광고진실” 법은 예를 들어, 그 요소, 양, 
그리고 매 조건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충분히 요구를 
많이 했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을 부주의한 소비자들을 보호한다. 그것은 명확히 자비
로운 후견주의의 한 예이다. 식품안전법은 형벌 제재를 가지고 국가 기관이 식품제공자들에게 
일정한 위생과 음식의 순도 기준을 유지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구할 권한을 준다. 이 법들은 
일반적이고 강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가 논하는 의미에서 후견주의적인가?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한다. 그 강제는 한 집합의 사람들, 즉 식품 가공자들에게 향해 있다. 그리고 그 강제
는 다른 집합의 사람들, 식품 소비자 절대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위해 금지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암을 유발하
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싶어하는 소수는 어떠한가? 식품안전법의 목적이 다수에게 원하는 
위생적이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지 소수가 그것을 못먹게 강제하려고 하는데 있지 않
다면, 그 소수에게도 후견주의적이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소수에 대한 그러한 효과는 의도하
지 않고 반기지 않은 부작용일 뿐이다. 만일, 이 두 집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안적인 질서
가 감수할 만한 비용에서 명확히 활용가능하다면, “암묵적인 이론적 이유”를 후견주의로 보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 그러나 그러한 질서는 감수할 만한 비용으로 실시될 수 없고, 더럽고 위험한 음식은 본
인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 대안적 선택지가 있어 소수의 자유에 대한 제
한은 크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은 기이하거나 별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취향을 만
족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취향만큼이나 똑같이 편리하도록 질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냥 혼자 더러운 걸 먹어야 한다. 실상 이것은 자유의 경계 배분의 문제로, 그러한 기
이한 소수가 아무런 식품기준 만족시키지 않은 식품유통에 대하여 가지는 선호가 만족되면 될
수록, 다수의 안전한 식품유통에 대한 선호는 만족이 어려워지고 오염되는 반비례 관계를 갖
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택지가 완전히 금지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쪽에 부합하는 경계를 
그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이론적인 논의사항으로 실제에서는 수복불가능과 근시안, 합
당한 규칙의 문제로 해결되는 사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

5. 법 후견주의, 위해 원칙, 그리고 “수비군 문턱garrison thresholds”
22
담배 펴서 병들면 노동도 제대로 못하니 세금도 제대로 못내고 병원비 더 지출되니까 자기 해
하는 것에 더해서 공공해악 아니냐?
그러나 현재의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이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손상을 가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높은 위험을 감수할 때마다 위해 원칙을 실행할 정도로 충분
한 정도로 공공 해악이 야기되는 필연성은 없다는 점이. 적어도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그 전
제는 충분히 확고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자살해서 죽으면 일 못하지만, 그렇다고 자살자를 처
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치면 제때 공부 안해서 실직해서 스스로도 어렵게 되고 돈도 못벌어서 
세금 못내는 이도 처벌해야 한다. (현명하지 않은 사업에 착수해서 돈 날린 자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위해 원칙을 작동시키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한 근거다. (요약자- 사실 그런 
것은 위해라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노동력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공공 위해라는 근
거에 서 있다. 예를 들어 10시간 일할 수 있는 자가 8시간 일하고 칼퇴근 하면 2시간 만큼 
위해를 가한 것이라는 소리가 된다. 2시간치 세금 안내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병원비가 들어
가는 것은 공적 보험의 귀결이지 아프게 될 지 모르는 행위를 한 귀결은 아니다. 사람들은 공
적 보험을 통해 의료를 보장받는 것이 자유의 여건을 더 확고히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합의한 
것이다. 부주의하게 걷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람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
동적으로 해악을 미친다는 이해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즉, 모든 공공비용(cost)이 해악(harm)
은 아니다. 장애인 아동의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아동보다 더 많은 공적 비
용이 필요할지 모르고, 그런 지원을 실제로 하는 사회가 있다고 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는 
거꾸로 장애인 아동이 스스로 계속 생존함으로써 공공해악을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인가. 아니
면 일정한 장애가 있음을 알고도 출산한 부모가 공공해악을 가한 원흉이라고 할 것인가. 그래
서 처벌할 것인가. 비용cost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언가를 형사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다르다. 흡연자가 공공비용을 더 많이 지출케 한다는 것은 게다가 사실이 아니다. 
흡연자는 빨리 죽기 때문이다. 적어도 건강보험 예산회계상으로 흡연은 흑자의 원인이다. 비
흡연자는 노령화 상태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을 준다. 이런 
재정비용의 회계상 개념으로 공공해악을 생각하면 실상 흡연자가 아니라 비흡연이 처벌받을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사소한 해악이라기보다는 해악의 차원에 속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후견주의라는 독립적 범주는 사라진다. 공공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
키는 모든 행위는 타인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되어, 위해금지 원칙의 직접 적용으로 
처리되기 떄문이다.
23 
실제로 위해를 주는 사안이 있기는 하다. 1인의 철회가 다른 이의 전체 협동을 무화시키는 사
안. 4명이 꼭 들어야 하는 가구를 옮기다가 1명이 갑자기 빠져나오는 것. 그러나 담배는 이런 
사안이 아니다.
누적적 효과로 문턱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해 원칙이 적용가능할지 모른다. 50퍼센트가 
그런 방식으로 산다면 나머지 공동체가 전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할 때. (요역자-***
그러나 이것도 위해 원칙 적용할 이유가 아니라, 조정기제를 올바로 세울 문제다. 이를테면 
50퍼센트가 다 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사회의 생산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 지망자가 50퍼센트가 넘어면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다들 교사를 지망하
고 또 교사가 안되어도 다른 직장을 찾지 않게 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고쳐야 
한다. 직업의 자유와 같은 자유의 권리는, 자기 삶의 기회비용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게 하
는 조정기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서울 강남구에 살면 강남
구가 터져서 지옥이 되겠지만, 강남 땅값과 임대료가 올라가서 어차피 그렇게 못한다. 강남구
가 실제로 터질 것 같다면 자유의 전제가 되는 조정기제가 어디가 고장난 것이니-아마 국가 
자신이나 사적행위자의 권력 행사로 어떤 강압이 있었을 것이다-그걸 고칠 책임을 국가가 지
는 것이지 형벌수단을 동원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6. 법 후겨주의를 반대하는 추정적 논거 



왜 법 후견주의는 모멸적인가? 주권적 지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4 
어린이처럼 대우받으면 어린이처럼 된다. 
그러나 후견주의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그 사람 자신의 선을 위한다는 논거가 결코 그를 강제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상식과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관습과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도 상해나 살인은 동의를 받아도 위법성이 조각
되지 않는다. 계약법에서도 노예계약은 무효가 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의해도 마약 구입
은 금지된다. 
그런 것이 동의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나쁘다는 것 외에 뭐가 정당화가 있는가?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나쁘니까 금지되지 하는 논리를 죽 밀고 나가면, 위스키, 담배, 패스트
푸드 금지 (그리고 원나잇 스탠드도) 결국 건강-위생 스파르타 국가가 된다. 게다가 의약품 지
식의 발전 위해 약품사용실험에 자원하는 환자들도 모두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니까 금지된
다.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25 그렇다면 법 후견주의를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찬성하는 논거는, 현재 실효적인 많은 법들이 경성 후견주의를 그 암묵적 시행 이유의 
본질적 부분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들 중 적어도 일부는, 우리 대부분에게 분별있
고 정당성 있는 규제로 보인다. 또한, 방지가능한 개인적인 위해(이익에 대한 장애)는 큰 악으
로 보편적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위해는 다른 사람들이 야기했건 본인이 야기했건 똑같이 해
롭다. 사회가 모든 원천으로부터 야기되는 이익에 대한 해악의 순 량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사회적 이득이 될 것이다. 만일 그 전망이 위해 원리에 깔려 있는 도덕
적 기반이라면, 왜 그것이 자기가 야기한 위해에도 적용되어 법 후견주의 원리를 똑같이 지지
하게 하지 않을텐가?
 다른 한편으로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다. 법 후견주의의 일관된 적용은, 상식에 비추어 끔찍
하고odious 불쾌한,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을 만들어낼 것이며, 위험 감수자를 일반적으로 
처벌하고, 신중함과 이해타산을 강제하고, 성자와 영웅들이 성자짓과 영웅짓 못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경성 후견주의 정당화는 특별히 불쾌한데, 왜냐하면 경성 
후견주의 정당화는 각자의 의사결정능력 있고 책임 있는 성인 인간이 주권적으로 통치해야 할 
개인적 자율의 영역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떻게 접근하건 간에, 후견주의의 문제는 외견상 상충하는 고려사항을 어떻게 조화시
키느냐 하는 문제이다.(위 두 찬성과 반대 논거)
 두 가지의 폭넓은 전략이 있다. 그 중 첫째는 법 후견주의는, 정치적 자유의 필요충분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좋고 유관한 이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사람
들을 보호할 필요는 강제적인 입법의 하나의 “유관하고 좋은 이유”이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
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서건, 규제를 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고려사항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래서 법 후견주의를 옹호하면서도 특정 사안에서는 후견주의적 
입법을 반대하여 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반후견주의자는 수행해야 할 논증부담이 훨씬 더 무겁다. 그는 외관상 후견주의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들을 반대하여 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견주의적 이유가 어떤 척도
에서도 전혀 무게를 갖지 않는다고 논해야 한다. 반후견주의자의 눈에는 그것들은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없거나 그 본성상 무효의 이유들이다. 왜냐햐면 그것들은 개인적 자율성이라는 옹호



할 만한 관념에 정면으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반후견주의자의 가장 유망한 전략은, 그 개념이 도덕적 으뜸패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설
명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율성에 관한 납득이 가는 관념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그냥 형량되어
야 할 요소가 아니라, 다른 고려사항에 항상 도덕적 우선성을 갖는 고려사항이 되는가를. 그
러면서 일견 후견주의로 보이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제는 실은 합당하지 않거나 합당한 경우
에도 그 실질은 연성 후견주의라고 논하는 것이다. 

18장 자율성 
27
1. 개인적 자율성이라는 관념
후견주의에 의해 제약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분개가 단순히 좌절이나 반감antipathy가 아니라 
도덕적 비하와 격노의 색채를 갖고 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들의 불평은 단순히 그들이 불필
요하게 불편함을 겪게 되었다거나 짜증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침해되고 
침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여기 책임을 진다”, “내 자신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도 명령할 수 없다”, “내 인생 갖고 내가 뭘 하는 것은 다른 어느 누구의 일도 안
니다”와 같은 말을 가지고 항의하려 하나. 
  즉, 침해된 것은 바로 개인적 자율성이다. 이 개인적 자율성이란 일정 영역에 있어서의 자
치, 자기결정, 자기통치, 독립 같은 것이다. 
28 개인에게 적용되었을 때 “자율성”은 네 개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의미를 갖는다. i) 스
스로 통치할govern 능력capacity. ii) 자기 통치 및 그것과 관련된 덕목의 실제 여건actual 
condition. iiii) 그 관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성격의 이상ideal of character. iv) 또는 정치국
가와의 유비에서, 스스로를 통치할 주권적 권위sovereign authority 이 권위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경계 내에서 또는 영토, 영역, 왕국, 지배영역에서 절대적이다. ‘독립’이라는 말에도 이
와 유사한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족의 사실상의 여건. 자족이
라는 이상. 그리고 정치국가에 주로 적용되는 의미로서 법률적인 주권성과 자기 결정의 권리. 

2. 능력으로서의 자율성
29 입법자의 권능은 전부 아니면 전부이며, 맥락에 따라 있고 없고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입
법자는 사람들의 결혼상 지위를 변경할 권능은 없다. 
법적 개념으로서 권능이 자연적 능력으로서의 능력과는 다르다. 후자는 정도의 문제다. 예를 
들어 지능과 같은 것. 
법률적인 권능은 통상적 능력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문턱 수준을 넘으면 똑같이 보유하는 것
으로. 
30 개인의 자치의 주권적 권리. 필요 충분 조건 규정에서 활용되는 것은 바로 이 자연적 능력
의 문턱 관념이다. 그런데 문턱 간시히 넘는 이는 아주 형편없이 자치할지 모른다 자치에 관
련된 능력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능력에 의거하여 정의된 자율성이란 
“더”, 또는 “덜” 인정할 수 있는 속성이 된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더 잘 자치되고 덜 자
치되고 할 nt 있다. 그러나 법률상의 독립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다. 

31
3. 여건으로서 자율성(Autonomy as a condition)



자기 통치의 실제 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갖기에 좋은 것이고 찬탄할 만한 것임에 틀림없
다. 이렇게 인식된 자율성은 단순한 “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상으로서 
가지기를 열망하는 무엇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러나, 사실상의 자기통치가 운을 전제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하겠다. 
개인의 운이 없으면 자치 기회가 없을 수 있다. 통상적인 환경에서, 기회는 대부분의 사람들
에게 대체로 활용가능하다. 자율적인 사람은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다. 

32 자율성과 관련된 덕(가치)들은 다음과 같다. 

자기 소유: 그/그녀는 다른 이에게 ‘속하지’ 않는다. 소유물로서나 점유물로서나. 

다른 이와 구별되는 자아 정체성(개별성): 자율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없는, 다른 사람의 다순한 반영이 아니다. 그는 어떠한 특정한 다른 이들과의 관계만에 의해 
정의되어 소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는 신문이 묘사하는 것처럼 어떤 영화배우의 전남편
으로 단순히 알려지고 기술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항의할 수 있다. 

진정성, 자기선택: 어떤 사람이 자율적인 정도만큼, 그는 다른 사람이나 힘의 대변자
(mouthpiece)에 불과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렇기보다는, 그의 취향, 견해, 이상, 목표, 가치, 
그리고 선호는 모두 진정성 있게 그의 것이다. 그렇게 이해되었을 때 진정성 없게 사는 한 가
지 방식은, 그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 어떤 집단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내는, 습
관적이고 무비판적인 순응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또는 광고 기구나 공공 회사들로부터 신호를 
받아내어 따르는 이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진정성 없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조작되는 소비자이
다. 그는 그의 신념에 대하여, 그 신념들이 그가 반응하는 이들에 의해 견지되는 신념이라는 
점 말고는 아무런 이유도 근거로 제시할 수 없게 되며, 그들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
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된다. (***) 

33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정성이 없는 것은 무조건적인 자기 지향성이다.(inner 
directedness) 진정성 없음의 오래된 패턴에 따르는 삶에서는, “일반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숙명지워진 일련의 목표”와 그의 부모에 의해 어린 시절 심어진 
규준들이다. 그들의 권위주의적인 원천은 내면화되어 영원히 그의 내면 자체가 된다. 그는 이 
지도하는 이상들을 더 이상 합당한 비판에 비추어 검토하지 못하며 필요할 때 수정하지도 못
한다. 
  자기 의견이나 취향을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자기창조 (자기결정) : 자율적인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된다. 물론 
그는 문자 그대로 전적으로 아무런 갈등 없이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일 수는 없다. 진정성 있
는 자율적인 사람의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이미 받아들여지는 일부 원리를, 
합당한 절차의 규칙에 따라 적용하여, 잠정적인 원리나 원리, 판단, 결정의 후보들을 심사하는 
경향을 갖고 있고, 그 경향이 습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습관화된 경향을 통해 이전
에 형성된 자아에 대한 비판적 자기 검토를 충분히 했을 때, 진정성 있게 자율적이라고 할 것
이다. (35) 진정성 있는 사람의 자기 창조는, 실상 자기-재-창조의 과정이다 .즉 새로운 경험



과 오래된 정책들을 통합하여 더 큰 정합성과 유연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기 창조는 가능
하지만 무에서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입법(Self-legislation)  도덕법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행사하지만 그 힘의 행사가 이루
어지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합리적 의지가 바로 우리가 복종하는 그 법의 저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법의 제정자이자 복종자가 동시에 되는 상태로 칸트가 “자율성”이라고 불렀던 것
이다. 칸트는 도덕법에 대한 권위 있는 주체, 그 구속력 있는 책무의 원천이 우리 자신의 합
리적 의지임을 충분할 정도로 명료하게 밝혔다. 칸트의 판본은 이 이성은 자연의 이성에 의해 
제약되나, 완화된 판본인 로버트 울프(Rober Paul Wolf)의 판본에 따르면 (36) 자율적인 인간
은 다른 이의 의지에 복속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그 법이 오직 그것이 자기 스스로 
부과된 것일 때에만 구속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의지의 권위에 복속되지 않는 것이다. 
  롤즈는 이 완화된 판본을 받아들인 듯. 다만 “의지”를 합리적 의지로 바꿈. 즉, 우리가 자유
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로서 동의할 원리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라고 보았다. 자율적인 인간은, 자율적인 국민국가와는 달리, 명백히, 동시에 사악하거나 불
명예스럽거나 이기적일 수 없다. 사악한 사람이 스스로를 통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는 우리는 그 사람이 실제로 견지하는 가치나 헌신이 아니라 비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의 
“진정한 자아”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칸트적 자율성의 한 조류(“입법”을 강조)는 그래서 정치에서 아나키즘을 지지하며 성격 트
질로서 매력적이지 않은 도덕적 고립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내가 나의 법을 만든다”.) 반면
에 다른 조류(도덕적 객관성을 강조)는 진정한 독립을 희생하여 도덕적 강직을 지지한다. 이 
두 극단을 피하는 도덕적 자율성 관념이 선호될 것이다. 

도덕적 진정성(Moral authenticity) :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사람은 그의 취향과 의견이 진정
성 있게 그의 것인 사람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도덕적 확신과 원리가 진정으로 자기 것
인, 그 자신의 성격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그저 그 확신과 원리를 물려받은 것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7 (다른 측면에서는) 자율적인 사람이 아무런 도덕적 확신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은 원칙적으
로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도덕적 신념에 의해 자율적인 사람의 삶이 형성되는 한에서는, 그 
도덕적 신념들은 생각없는 순응주의나 권위에 대한 사고 없는 복종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 아
니라, 그가 물려받은 가치 체계를 계속적으로 재구성하는 헌신된 과정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
다. 
  칸트는, 도덕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압도적인 개인적 존엄을 귀속시켰다는 점에서 확
실히 옳았다. 그 도덕적 신념이 그 자신의 이유의 체계에 뿌리박오 있지 않은 사람은 깡패와 
데마고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경멸적인 존재가 된다. 그의 “확신”은 너무나 얄팍해서 유혹이나 
교조화, 제안으로 쉽게 그 사람의 두뇌에서 “씻겨져”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도덕적 확신의 모델로 법 규정을 이야기할 때 오도한 것이다. 도덕적으로 진
정성 있는 인간은 단순히 그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반성하고 형량하고 타협한
다. 
  도덕적 진정성을 철저하게 다루려면 상대적으로 단일한 도덕 판단과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도덕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 
39 요약하자면 도덕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람은 도덕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그 자



신의’ 원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의지가 그 원리들의 원천이나 토대라는 점을 함
의하거나 그의 의지가 그것들의 객관적인 유효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함의하지는 않
는다. 

도덕적 독립(Moral Independence) 우리는 바란다면, 결혼하지 않은 채 인생을 보낼 수 있고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할 수도, 이웃과 가까이 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자
율성을 “사실상”의 자율성으로 간단히 생각한다면 아무것에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자율성 
비축자로서, 우리의 자율성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자율성을, 
그 자체로 바랄 만한 여건의 이름으로 본다면, 일종의 이상적 여건으로 본다면, 아무것에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는 아무런 귀감도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사실상의 자율성이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 감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 
적어도 합당한 문턱 아래 수준에서는 말이다. 도덕적으로 책무를 지는 수천의 약속에 묶여 있
는 사람은 존경스러운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그 자신의 생활을 통제할 권한을 너무 많이 날려 
버린 것이다. 이것은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40) 그러나 그런 문턱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에
서는 이상으로 인식된 도덕적 자율성과, 도덕적 헌신 사이에는 아무런 충돌도 없다. 이와 유
비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미국은 서유럽을 방위하기로 하는 조약
에 헌신하고 있으며, 여러 무역조약도 맺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조약들로 인해 미국
의 독립적인 자치의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통합성 (자기 충실성) Integrity (self-fidelity) 통합성을 갖춘 사람(A person of integrity0는 
그 자신의 원리에 충실하다. 그러므로 통합성은 도덕적 진정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도덕적 진
정성이 통합성ㅇ르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 원리에 충실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도덕 원
리를 가져야 하지만, 도덕 원리를 가지고 있어도 유혹이나 위협이 있어 “도덕적으로 약한” 상
황에서는 그것에 따라 행위하는 데 실패할지도 모른다. 즉 진정성은 있으나 통합성은 없는 것
이다. 진정으로 통합성을 갖춘 사람(“바위같은 통합성”)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진정한 통합
성은 친절한 감성으로도 교체될 수 없다. 

41 자기 통제(자기 규율) Self control (self discipline) 
그 욕구가 아무런 내적 규제자에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진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정지를 명
하는 교통경찰에 의해 지도되는 차량과 같이 찢겨 나가서 절망적으로 조각조각 날 것이다. 그
러한 사람은 외부의 정부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을 스스로 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율적
으로 되지 못한다. 

42 자립 (Self-reliance) 한 측면에서 이 전통적인 덕목은 도덕적 독립의 다른 면이다. 도덕적
으로 독립적이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속박시키지 
않는다. 자립적인 사람(self-reliant person)은 다른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헌신에 의존하지 
않는다. 내적 자원, 즉 강함, 용기, 독창성, 터프함, 회복능력(resiliance)를 갖는 것은 단순히 
자기 관여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 진실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Ralph Waldo Emerson은 자립에 관한 그의 유명한 에세이에서, 진정성의 이름 하에서 도
덕적 독립, 통합성 그리고 복합적인 자율성의 다른 구성요소들을 찬사한다. 그런데 그가 자립



이라는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이르면 그는 다른 요소들과는 상이한, 그리고 더 나은 논
거를 제시한다. 삶의 일정한 영역-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자립은 단순히 자신이 신뢰할 수 있
는 자아를 가지는 것에 있지 않다. 자립은 자신의 신뢰함이 틀림없는one must rely on 자아
를 가지는 데 있다. 개인의 삶에서 최고의 선은 자아실현self-fulfillment이며, 그것은 그 본성
상 다른 사람에 의해 그 자아를 위해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필요한 수단들을 
제공하여 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자신의 자아실현의 재능을 만들어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개인적 탁월성의 선물을 줄 수는 없다. 이 선들이 우리를 위해 다른 사
람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한, 그것들은 성형된 가짜의 선들이다. “어떠한 것도 당신에게 평화
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 고 에머슨은 슨다.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 원리들의 승리를 제외
하고는 어떠한 것도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주석 32) 그리고 이것들조차도 만
일 운이 억수로 나쁘다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누군가는 덧붙일 수도 있다. 

자기주도 (자발) Initiative (self-generation) 자율적인 사람의 기획이나 과업, 고안이나 전략
도 자기 것이다. (43) 자기가 생각하여 추진한 것이 없고 시킨 것만 하는 삶은 자율성에서 결
함이 있다. 

자신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for self) 리처드 아네슨Richard Arne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율성의 뿌리는, 그 자발적인 선택으로부터 초래될 그 자신에게 일어날 예견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자발적인 선택이다.”(주석 34) 만일 어떤 이가 자율
적으로 행위한다면, 그는 그가 행한 것에 대한 소급적인 책임 판단의 많은 측면에 대하여 요
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자율적이지 않은 한, 소급적인 채
임 판단은 수정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가 행위하였을 당시 통제력을 잃었다면, 
그가 행위하였다는 것조차 참이 아니게 된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의 자율성은 대부분의 책임 
판단에 개념적으로 전제된 요건으로 보인다. 

44 그런데 자율성과 책임 사이의 그 연결관계는 다른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책임은 자율성의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어릴 때 자기 소유, 구별되는 정체성, 진정성, 자기 규율, 자립, 그
리고 자율적 이상의 다른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길러 나갔는가? 요구되는 테크닉의 일부는 확
실히,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었다. 책임이란 자기 주도, 판단, 끈기를 요하는 과업이고, 그러한 
책임 부여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
다. 
  “책임”은 그 자체가 일련의 특수한 덕목이다. 우리는 행위나 결과,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진
다는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 책임있다 없다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책임 있는 사람
은 책임을 부여받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책임 있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irresponsible)이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nonresponsible)(무능력한 사람)과 대조된다. 무책임한 사람과 달리, 
책임있는 사람은 믿을 만하고 의지할 수 있다. 그는 훌륭한 판단, 자기 주도, 자립의 덕목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 해결의 재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는 그 스스로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이 덕목들의 목록이 자율성을 정의하는 덕목들과 겹치는 정도만큼, 책임의 추정 그
리고 그 추정에서 이탈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부여받고 나서 기꺼이 답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사실상의 자유를 발달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두 목록은 부분적으로만 중첩된
다.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 독립적인 판단, 자립, 그리고 자기 주도는 두 목록 모두에 올라 



있지만, 믿을 만함, 의지할 수 있음, 끈기 있음은 자율성 목록보다는 책임 목록에서 더 두드러
진다. 또한 도덕적 독립과 자기 입법은 자율성 목록에 가 있지만, 책임 목록에는 없다. 

4. 이상으로서 자율성
45 애초부터 정련된 자율성 관념조차도 기껏해야 부분적인 이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온전한 도덕적 탁월성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어떤 중요한 
결함들과도 양립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율적인 사람이 냉정하거나 비열하거나 잔인
하고 무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는 분석을 한 바는 없다. 
 우리는 다른 사정들이 동일하다면 자율적인 것이 더 낫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좋은, 이상적 
자율성 관념을 정련하기를 바랄 뿐이다.
  자율성은 개인의 윤리적 이상으로는 부족하나,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정의의 이상으
로는 중심적이고 포괄적이다. 
  칸트의 자기 입법 개념은 그 자신이 만들어낸 것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헌신하지 않는 자부
심에 넘치는 아나키스트의 그림을 제시할 수도 있다. 칸트적 자기 입법을 롤즈 식으로 객관주
의적으로 변용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하게끔 강요되면서도 실제의 자신보다 
더 합리적인 가상적 자아에 의해 선택되었을 행위를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행위하고 있다는 관
념에 이를지도 모른다. 
  도덕적 독립은 덜 혼동되는 개념이지만 이상으로서 더 이상적인 것도 아니다. 도덕적 독립
은 다른 일들이나 사람과 연루되는 것을 고의적으로 최소화하도록 인생을 계획하여 헌신 그 
자체가 자율성을 감소시킨다는 근거에서, 헌신을 감소하는 사람에 이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통합성도 도덕적 광신주의라는 위험에 극단적으로 이를 수 있다. 
46 자립은 극단적으로 자기규율적이 되었을 때, 집단 기획에 협동적인 참여를 불가능하게 만
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과 자비와도 상충할지도 모른다. 
  자기 통제는, 자아에 대한 전제적 억압이 될 수 있다. 
  자립, 독립, 그리고 자기 통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덕목이 아니라, 딱 알맞은 정도로 있
을 때에만 덕목이 되는 것이다. 

47 5. 권리로서의 자율성
“자율성”의 마지막 의미, 그리고 우리가 19장 전체를 할애할 의미는, 자율저인 국민국가가 자
기 결정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국제법의 언어에 시사되어 있다. 
  주권성과 정치적 자율성의 차이는 i) 자율성은 부분적이고 제한되어 있지만, 주권성은 전체
적이고 나뉘어져 있지 않다. 48 ii) 주권적 국가의 권위는 권리이지만 자율적인 영역에 대한 
권위는 회수가능한 특권이다. 주권은 이런 의미에서 권위의 원천이다. 
  만일 “개인적 주권”이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모든 의사능력 있는 성인에게는 속하지만 
새로이 태어난 유아에겐 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주권성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지
점 이전 기간의 어린이들은 “국지적 자율성”(local autonomu)의 다양한 정도를 보유하는 것
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거의 성인이 다 된, 10대 청소년의 모든 자율성이 부모의 위임에 의
해서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일정한 최소한은, 십대 자연권으로서 보
유한다고 봐야 한다 설사 그가 가족의 차량을 쓰고 자정이 지나서까지 집밖에 있을 수 있다는 
등등의 특권들은 위임된 것이고 회수가능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말이다. 정치적 담론에서 “자
율성”이라는 단어에 할당된 그 특수한 의미 때문에, 나는 “도덕적 자율성”의 네 번재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주권”이라는 용어를 빌려 쓰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내가 이하에서 “자율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나는 “개인적 주권”을 단순히 의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지, 어떤 “국지적 자율성”이라는 더 약한 종류에 유비적인 무엇인가를 의미하기 위해 쓰는 것
은 아니다. 
  49 주권 국가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관할 하에 있는 영토이다. 
Q) 정치적 독립의 주권적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신의 결정? 계약? 정복? 이 질문에 대
하여 일반적으로 분명히 맞는 단일한 답은 없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철학적 회의주의는 
논외로 하면, 어느 누구도 실제에서는 예를 들어 페루가 주권 국가라는 점을 의문시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은 그냥 국가가 그런 것이다. 
Q) 개인적 주권의 유사한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50) 국가가 주권
을 귀속시킬 실체이듯이, “개인”은 “권리” 및 “의무”라는 도덕적 술어의 적절한 주체가 된다. 
사실,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국가 내 집단들을 묶는 사회적 통합성보다 훨씬 더 강한 개
인적 통합성의 정도를 달성하였다.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자연적인” 개인적 주권을 지지
하는 논거는 정치적인 주권을 지지하는 자연적 논거보다 더 강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개인의 다른 의미는 본질적으로 법률적(juridical)이다. 그것은 국가가 그 영토에 대하여 자
연적으로 주권을 갖듯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주권적인” 존재로서, 도덕적 주체와 
권리의 보유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결정적인 차이점들도 분명하다. 개인의 “부분”들은 그 자체로는 개인이 
아니다. 욕구, 가치, 목적, 기관, 팔다리 등등. 그러나 국가의 “부분”들은 그 자체로서 각 자신
의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가는 이웃 국가의 국내 사안에, 절멸될 위기
에 놓인 주권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욕구, 기관 등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적 인간의 “내적 사안”에 개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 모델로 기능하는 (51) 국가 주권의 개념이 약화되는 곳에서조차 개인 
주권의 개념이 강화되는 차이점을 드러낸다.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들은 좋
거 나쁘건for better or worse 우리가 과거에 국가에 대하여 생각해 온 바에 의거하여 생각
된다는 것이다. 설사 우리가 미래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멈춘다고 해도 말
이다. 
  

19장 개인적 주권과 그 경계

1. 영역 경계 Domain Boundaries 

52  개인적 영역의 “경계”는 전적으로 희미하고 논란이 많다. 
53 가장 쉬운 답은, 영토적 은유를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대답이다. 주권 국가의 영토는 
지리학적 실체다. 아마도 개인의 영역도 그 공간적 영역으로 정의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
도 그것은 간단히 개인의 신체로 구성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확실히도 우리의 전체 자율
성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신체적 “영토”를 넘어서는 것도 포함하며, 심지어 그 신체와 관련된 
것에서조차도 초청하지 않은 저보이나 침입으로부터의 단순한 면제 이상을 포함한다. 나의 의
지에 반하여 실시되는 수술에 의해 나의 신체 자율성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내가 요구한 신
체적 대우의 철회에 의해서도 어떤 여건에서는 신체적 자율성이 침해된다. 내가 나의 신체적 



영토에 대하여 주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거기서 무슨 일이 진행되느냐를 결정한
다는 것이다. 나의 권위는 재량적 권능(competence)이며, 선택하고 결정할 권위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기로 선택하였을 경우에, 국가가 그 수술을 사악하거나 신중하
지 못하다는 근거와 같은 것에서 금지한다면 그 사람의 “신체적 자율성”은 침범된 것이다. 어
떤 이의 신체가 그 자신의 주권적 영역에서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자신의 동의 없
이는 일정한 방식으로 대우받을 수는 없다는 것 이상을 말하는 거시다. 그것은 자신의 동의가 
그런 방식으로 대우받음에 있어 필요 조건임과 동시에 충분 조건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영토적 모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우리의 
신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및 (54) 신체 주위를 둘러싼 
“일정한 공간”(breathing space)에서 어 일이 벌어지는지를 결정할 권리도 포함한다고 확
장할 수 있다. 나의 개인적 공간은 그러나, 내가 공공 세계에 들어섬에 따라 일정지점까지는 
소멸된다. 그러므로 나는 혼잡한 공공 거리의 소음이나 혼잡 등에 의해서 나의 권리가 침해되
었다고 불평할 수 없다. 나는 떠들석한 군중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 어쨌거나 국가의 영토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어떤 사
람의 주권적 영역은 맥락에 따라 확장되거나 수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신체, 사생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재량적 통제를 함께 고려한다고 해도,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관념 전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자율성이라는 이념의 핵심은 선택과 결
정을 할 권리이다. 
  개인의 주권적 영역(sovereign personal domain)이라는 관념의 첫번째 난점은, “주권” 개
념을 부과하는 것이 덜 중요한 수많은 선택지에도 적용되는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안전벨
트를 매지 않을지와 같은 선택, 또는 사냥을 할 때 빨간 색 셔츠를 입을지 녹색 셔츠를 입을
지와 같은 선택에도 적용되는지다. 우리가 국가 주권 모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후견주의와 일정한 종류의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55)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자기 관여적 선택은 오직  “소소한 박탈”(minor forfeitures)만 포함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
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권은 전부 아니면 전부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의 개인적 영역은 나의 신체, 사생활, 부동산과 동산(laded and chattel 
property), 그리고 적어도 필수적인(vital) 삶의 결정들을 비롯한 것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 관하여 정확히 어디에 “영토적 경계”가 그려지는가? 
  일부 답들은 너무나 좁게 타이트하게 영역을 그려서 사실상 “자치”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
는다는 그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 예를 들어 도덕주의와 후견주의를 결합한 견해에서는 타산
저긍로 도덕적으로 무차별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는데, 이 무차
별한 영역도 사실 거의 없다. 
56 보충되지 않는 해악과 불쾌 원리가 영역의 경계를 그리는 시도의 자연스러운 출발점을 시
사한다. 그 원리들에 따르면 우리는 “자기 관여적”인 모든 결정들을 개인적 영역 내에 위치시
킬 수 있게 된다. 즉, 의사결정자의 이해관심에만 주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 그 개인적 영역 밖에서는 모든 결정들이 타인 관여적이다.. 즉, 직접적으로 그리고 일
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해관심과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타인 관여적인 선택의 명
확한 사례는 NATO의 방어 정책을 결정하는 일, 또는 공공 세율을 결정하는 일, 또는 돈을 
훔칠까 말까를 선택하는 일이 있다. 전적으로 자기 관여적인 결정의 명확한 사례는 “어떤 사
람도 고립된 섬이 아니다”라는 격언이 보여주는 바 때문에 덜 쉽게 골라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결정들은 어쨌거나, 다른 사람의 이해관심에 “물결 효과”를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존 스튜어트 밀이 지적하였듯이, 적어도 대체적이고 기능할 수 있는 구분이, 명백히 타인관여
적인 행위와 ‘직접적’, ‘주되게’ ‘주로’ 자기관여적인 행위 사이에 그어질 수 있다. 
  앞서의 저서에서 나는, 어느 누구도 단순히 취했다는 사실 때문에 처벌받아서는 아니지만 
근무중의 경찰관은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밀의 주장을 호의적으로 논평하였다. 
밀이 예로 든 경찰관과는 대조적으로, 고되게 일하는 독신자로서 습관적으로 자신의 저녁 시
간을 호낮 술 마시면서 보내는 일을 상상하였다. 그는 가족이 없어 스가 그렇게 술마셔서 직
접 영향 주는 사람은 없다. 다른 영향들은 간접적이고 멀리 돌아가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쓰지 못함으로 인해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만큼 경제를 자극시키지는 
못한다. 둘째로, 그의 재능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저녁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그는 그를 좋아해서 그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동료들을 슬프게 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습관을 아는 이들에게 그는 “나쁜 사례”다.
  이 모든 간접적인 영향들을 함께 묶어도, 이 혼자 홀짝이는 독신자의 행위를 그의 주권적 
영역 바깥의 것으로 위치지우도록 보증하지 못한다. (세계 경제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는 그 문화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57) 생각해주는 다른 국가를 슬프게 한다
는 이유로, 신흥국들에게 나쁜 범례를 보인다는 이유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내 사안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를 생각해보라.) 
  자기관여적-타인관여적 구분을 사용하는 것의 설득력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아마도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우리는 법 후견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아무런 관념을 가지
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즉, 법후견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라이벌 관념
이 아니다! 그 경우 우리가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어떤’ 직관적 관념에 헌신하고 있는 만큼, 
법후견주의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또는 적어도 그것을 심대한 의심의 눈초리 아래에 두어야 
할 것이다. (“추정적으로 그른 것”presumptively false으로). 만일 다른 한편으로, 법 후견주
의가 그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고유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영역 경계는 주되
게 자기관여적인 선택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진정한 이해관심이나 진정
한 선에 의해서 그어져야 할 것이다. 

2. 권리 대 선

아마도 법 후견주의에 반대하는 추정적 논거를 가장 공정하게 위치지우는 방법은, 다른 원리
들과 합하여 고려한다고 해도, 법 후견주의는 기껏해야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매우 제한된 관
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리라. 비록 법 후견주의가 자기 결정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
하는 것과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법 후견주의는 그 ‘권리’를 개인 자신의 ‘선’에 종속시킨다. 
(법 후견주의에서는 선이 권리에 우선한다.) 
  개인의 “자신의 선”이라는 개념은 분석적으로 그의 개인적 이해관심(personal interest)라
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해관심은 사람들마다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이에
게 적용되는 하나의 개인적 선에 대한 관념은 없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가 물려받은 구성조건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이해관심”이라는 이념
에 동정적이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 밀 등의 저작과 연결된 다수의 견해는, 
개인의 선을 궁극적으로 그의 자아실현으로 파악한다. 이 개념은 확실히 자율성이나 자기 결
정의 권리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자아실현은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그 사람의 적성aptitudes
를 삶에서 진정한 재능으로 발달시켜 종에 공통되면서 개인에게는 특유한 모든 기본적 성향과 



경향을 만개시키는 능력, 계획하고 고안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보편적인 인간의 능력을 능동
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아실현은 이렇게 이해되었을 때 성취와 동일
한 것이 아니며 쾌락이나 만족과도 혼동될 수 없다. 비록 성취는 흔히 고도로 자아실현적이
고, 실현은 통상 매우 만족스럽긴 하지만 말이다. 개인 자신의 선에 대한 다른 관념은 그것을 
성취나, 만족, 행복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58) 이 모든 설명에서 개인의 선에 대한 설명은 자
치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무엇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심이저 확신에 가득 찬 법 후견주의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선과 그의 
자율적인 권리의 행사가 밀접하게, 적어도 도구적으로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부
인하지는 않는다. 선이 자아실현이라고 밀처럼 주장한다면 그리고 선택과 합리적인 결정이라
는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의 발달은 자아 실현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한다면, 방해받지 않고 선
택을 행사할 권리는 그 자신의 선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 밖에 없
다. 더군다나, 또한 밀처럼, 대다수 사안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보다 그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더 잘 안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개인들이 가능할 때에는 언제나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
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설사 그것이 위험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개인
적 자아실현을 증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비록 일부 경우에서 개
인들은 현명하지 않게 그들의 자율적 선택을 행사할 것이 예측될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개인적 자율성과 개인적 선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표준적인 방식은 네 가지 뿐이다. 첫번재 
방법은 특히 후견주의자에게 매력적이다. 그것은 바로 자기 결정의 권리를 개인의 선에 대한 
공헌에서 전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다루는 것이다. (개인의 선은 여기서 통상 자아실현으로 
인식된다.) 그 권리는 그럴 경우 주권적 권리, 궁극적 권리, 기본적 권리, “자연적” 권리가 아
니게 되고 전적으로 파생적이고 도구적인  것이 된다. 이 견해에서 우리는 오로지, 그렇게 하
는 것이 우리의 선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선을 증진시키는 만큼 자기 결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이쎄 된다. 그럼에도 부룩하고, 자치의 권리에 대한 도구적인 관념은, 만일 
충분히 강하다면, 드문 경우에만 차이가 날 것이다.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되었을 때. 존 스튜
어트 밀의 자유론은 이 지점에서 교훈적인 사례다. 밀은 자기 결정의 도구적 효용을 찬성하는 
매우 강력한 논거를 개진하여, 그는 그 자신과 그의 비판자 모두 그가 법 후견주의에 끊임없
이 대적하는 맞수라고 속일 수 있었다. 밀은 통상적인 성인은 그 자신의 이해관심, 재능 그리
고 자연적 성향을 다른 어느 누구도보다도 잘 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의 사
안을 그 자신의 선을 위해 계획할 능력이 정부나 입법자보다 더 있다고 보았다. 이 측면과 관
련하여 각 개인의 우위는 너무나 커 보여서 대부분의 실제적인 목적에 관하여 우리는 자기 결
정의 권리의 인정과 관철은, 개인 자신의 선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밀은 자유론에서 진정으로 자비로운 국가의 시도조차도 성인에게 그 자
신의 선에 대한 외부적 관념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거의 확실히 자멸적이며, 그 성인 자신의 
선은 “그가 그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수단을 취하도록 허용할 때 가장 잘 제공된다”고 하였다. 

59 밀에게 있어서는, 자기 결정과 자아 실현이라는 선 간의 관계가 강한 수단-목적 관계가 아
니라 필연적인 조응 관계에 있다고 주장할 논리적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 두 번째 견해에 따
르면, 개인이 어리석게 자유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그 자신의 선에 대해 가하는 해악이 무엇
이건, 외부의 간섭과 지시로 인하여 가해지는 더 큰 해악에 의해 필연적으로 모든 사안에서 
압도된다고 보인다. 이것은 밀이 해악의 감소에 대한 그의 공리주의적 헌신을 유지하면서도 
후견주의에 대한 그의 예외 없는 반대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입장이다. 더군



다나, 그는 인상적이게, 외부의 판단이 그 자신의 선택을 강제로 대체할 때마다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비용이 있다는 점을 보였다. 그리고 개입이 우세하게 압도적으로 되는 것은 자멸
적이라는 점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안에서, 필연적으로 그 사안에서의 개입의 비용이 
그 사안에서 자유 선택으로 생기는 해아고다 더 커서 개입이 그 목적에 비추어 자멸적이 되리
라는 점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밀은, 스스로에 의한 방향 결정
(self-direction)과 자아 실현 사이의 조응은 우연적이며 가끔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드문 경우에서는 우리는 개인의 자율성이 
그 자신의 이익에 반하게 되리라는 점을 ‘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자유롭게 교환하여 다른 어
떤 재화와 대가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치우려고 할 때.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극단적인 해악으로
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밀은 잉ㄴ정하였다. 그 
지점에서 밀은 마침내 후견주의적 이유를 그의 (그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서는) 자유주의적 
정당화 체계로 넣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번째 표준적인 해석은 자기 결정의 권리를 전적으로 비파생적인 것으로, 자아 실현 그 자
체만큼이나 도덕적으로 기본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개인의 자율성의 자
유로운 행사가 그 자신의 선을 증진시키리라는 아무 필연성도 없다. 그리고 자기 결정이 그 
자신의 해악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도, 다른 이들은 “행위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강압
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 대체로, 개인은 그의 선을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서 더 잘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반대가 참일 경우에도, 다른 사람은 개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율
성은 개인의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자신의 경솔rashness로 인해 
자신의 삶을 위협한다 하여도, 어쨌거나 그것은 그의 삶이다. 그것은 그에게 속하며 다른 어
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바로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심이 직접적으로 관
계되지 않은 사적인 영역에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를-좋건 나쁘건- 결정해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주권적 자율성이라는 순수 관념으로부터 도출되는 해
석이며, 그러한 관념을 견지하는 이는 누구이건,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나, 법 후견주의에 
어떠한 호소도 할 수 없다. 정말로 법 후견주의에 대한 호소는 논리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성인의 자율성에 대한 권리를 해석하는 네 번째 방법은 타협을 제안한다. 그것은 자율성을 
그 보유자 자신의 선(자아 실현)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도 보지 않고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그렇기 보다는 그것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 (but rather as 
coordinate with it) 그 견해의 더 설득력 있는 판본에서는, 절대 다수의 경우에 개인 자신의 
선은, (60) 만일 그가 자기 관여적인 사안에서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 허용될 때 가장 신뢰
성 있게 증진될 것이다. 그러나 사리(self-interest)와 자기 결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성과 개인적 복지를 형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야만 하고, 그것들 사이에서 직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중 어느 것도 다른 것에 자동적으로 우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
론 이 타협은 개인적 주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지지자들을 만족시키지 않읅 서이다. 왜냐하면 
그 견해는 개인의 권위를, 전적으로 자기 관여적인 영역에서조차 어느 정도 제한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의한 바대로의 법 후견주의의 한 종류와는 일관된다. 왜냐하면 
법 후견주의의 지지자들은 법후견주의의 고려사항이 적용되는 곳에서 항상 일정한 비중을 가
지는 이유로서 유관하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것들이 다른 종류의 이유
들과 상충하여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경우에서도 말이다. 이것은 개인적 자율성의 여
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영토적 주권의 모형 위에서 자율성을 인식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리를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1. 자율성과 개인적 선은 항상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순전히 자기 관여적 사안에서 자신의 
“도덕적 근육”의 방해받지 않은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자신의 선을 증진하는 최선
의 방식이 된다. 

2. 그것들은 통상적으로는 일치하지만(correspond), 드문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는다. 그 경우
에는 개인의 선이 자기 결정의 권리에 대하여 우선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 권리는 ‘주권
적’이지도 않고 예외적이지도 않다. 

3. 그것들은 통상적으로 일치하지만(correspond), 일치하지 않는 드문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결정의 권리가, 주권적인 것으로, 우선한다. 

4. 그것들은 통상적으로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드문 경우에, 우리는 개인의 권리를 그의 
선과 형량하여 직관적으로 비중을 정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입장 중에서 (1) 수단 목적 (거의) 항상 성립 과 (3) 자율성 우선은 (경성) 법 후견
주의에 반대된다. 반면에 (2) 불일치 경우 선이 우선함 (4) 불일치 경우 형량은 법 후견주의를 
지지한다. 저는 (4)보다 더 강하게 (2)가 법 후견주의를 지지한다. (1)과 (3)의 반후견주의 입장
을 살펴보자면, 3)만이 자기결정에 대한 비파생적인 주권적 권리와 일관된다. 더군다나 그 가
장 강한 판본에서는 (필연적 일치 논제) (1)은 경험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그보다 약한 
판본에서는, 일치의 추정이 실용적 근거에서 정당화된다고 하는데 그 추정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정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는 (3) 입장에 대한 나 자신의 선호를 감출 수
가 없다. 개인적 주권의 관념과 일관된 유일한 견해로서 입장 (3)은 (62) 대부분의 사람들의 
도덕적 태도에 깊이 배태되어 있고 우리의 도덕적 관용구(moral idioms)의 많은 수에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자아관과 유일하게(uniequely) 일치한다. 
  (3)의 입장은, 개인의 주권이 그 자신에게 진실로 좋은 선과 일치하는 드문 경우에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선택을 옹호한다. 이것은 부조리한(absurd) 결론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렇게 보
인다면 독자들은 간섭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자신을 놓아두어봐야 한다. 아마도, 만일 그가 정
말로 사실상 그에게 나쁜 선택지를 진정으로 고른다면, 그는 그것이 그에게 나쁘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른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비리적이어서 그의 선택의 자발성에 대하여 의
문을 품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바와 같이 연성 후견주의 전략은 그럴 경우에 자유주
의적 근거에서 간섭을 정당화할지 모른다. 만일 그가 선택지를 그것이 그 자신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한다면, 그와 그를 대신하려고 하는 제한 부과자들 사이의 차이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그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는 올바른 사실을 알도록 고지받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둘째, 그의 사리의 본질에 관한 차이, 
또는 그의 가치에 비추어본 합당성, 그리고 그가 감수하기를 바라는 위험의 정도에 관한 차이
일 수 있다. 그 경우에, 그 불일치는 더욱더 다루기 힘든 것이 되며,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판
단이 기각되어, 다른 이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더 나은 가치”로 대체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또다른 가능성, 셋째 가능성도 있다. 그 사람은 그가 그 결과가 그 자신의 사리에 나쁘리라
는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기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 아마도 그는 그 자
신의 선이나 그 선의 일부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는 어떤 소중히 여기는 신조를 위해서 희
생하기를 바랬을지 모른다. 또는 그가 숙고하여 단기적 선을 그의 미래의 장기적 선에 비해 
가치있게 여기기로 했을지 모른다. 그 사람을 이 경우들 중 어느 경우라고 파악하고 나면, 독



자들은 진정으로 “그 자신의 선을 위한 억압”을 자기 자신의 온전히 숙지된 선택에 비해 선호
하게 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찌하여 다른 선호를 가질 
수 있는가. 사람들이 그 후에 그의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에도,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강제력으로 막히지 않았다는 점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수를 범할 권리, 오류를 범할 
권리, 어리석게 결정할 권리, 큰 위험을 감수할 권리가 있음에 틀림 없다. 만일 의미있는 자치
라는 것이 있으려면 말이다. 그것이 없이는 ‘법률적인’(de jure) 자율성이라는 전체 이념은 흐
트러지기 시작한다. 

3. 자유와 대조되는 자율성과 사실상의 자유 de facto freedom 
63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맥락 밖에서는, 그러나 “자유”(liberty)와 “실존적 가능태”(freedom)
은 서로 교환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실존적 가능태는 실제의 또는 가능한 선택에 대한 효과
적인 제약이 사실상 부재함을 가리키는 반면에, “자유”는 더 전형적으로 규칙d로 부과된(또는 
권위가 부과한) 의무가 부재하다는 것만 가리키기 때문이다.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이 효과적
으로 집행되지 않을 때에는, 예를 들어, 개인은 금지된 방식으로 행위할 사실상의 자유는 향
유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법률적인 자유는 누리지 못한다. 반대로, 우리가 법률상의 자유는 
있지만 사실상의 자유는 없을 수도 있다. 집행된 규칙이 법적으로 허용된 바를 하는 것을 막
느 경우가 아니라, A와 B는 모두 거리에서 보는 대로 10달러 지폐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할 
자유는 있으나, B가 더 상황이 좋고 발이 빨라서 그것을 처음 집어서 A가 10달러 지폐에 대
한 소유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때 말이다. (*******************) 그러므로 자신이 하
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하도록 허용은 되어 있으나 할 수 없
는 경우가 있다. (Thus there are circumstances both in which one can do what one 
may not do, and in which one may do what one cannot do)
  행위할 수 있는 능력부재(inability)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천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나 정책
일 때, 즉 질병 무지, 시네적 강함의 결여, 자연 법칙, 신의 행위 등등과 같은 비개인적인 요
인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원천일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실존적 가능태의 결여를 이
야기한다. 사실상의 실존적 가능태(de facto freedom) 결여의 특수한 경우는, 법이 무엇을 할 
자유를 주지 않는데(law leaves one not at liberty to do something), 그 금지된 것을 하
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다른 사람들”(역자-즉, 행위할 수 있는 무능력의 직간접 원천이 되
는 다른 사람들)이 입법자, 경찰, 그리고 공직자일 경우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법 질서에 의
해 제한되는 자유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실상의 자유”(de facto liberty)를 쓸 수 있다. 이것
은 다른 원천에 의해 무능력화되어 할 수 없는 사실상 실존적 가능태의 결여와 대비된다. 그
럴 경우 우리는 “사실상의 자유”를 사실상의 실존적 가능태의 한 종류로 취급할 수 있다. 즉, 
이사야 벌린이 “정치적 자유”라고 부른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실존적 가능태로서의 자
유(freedom)의 언어가 (64) “사실상의 자유” 언어보다 더 포괄적이므로, 후자가 전자의 특수
한 경우라는 의미에서 전자가 더 포괄적이므로, 실존적 가능태에 대한 적정한 분석은, 사실상
의 자유에 대하여도 적합한 수정을 거치면 적용될 것이다. 
  우리의 행위 실존적 가능태의 정도는, 우리 자신의 성격이나 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보다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처하게 되는 여건의 함수이다. (Rather it is 
entirely a function of the circumstances we find ourselves in.) 그 여건들이 공개된 선
택지를 담고 있는 한에서 (우리의 철로 은유에서 잠겨지지 않은 갈림길), 바로 그 정도만큼 우
리는 행위의 실존적 가능태를 가진다.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떤 가능한 행위 X와 관련



사실상 자율성 De facto autonomy – 자치의 실제 여건
법률적 자율성 De jure autonomy – 자치의 주권적 권리
법률적 자유 De jure liberty – 어떤 규칙이나 권위에 의해 허용된 특권에 관한 법률적 
개념. 규칙이 부과한 의무 (또는 권위가 부과한 의무)의 부재.
사실상 행위의 자유 – 행위에 대한 실제의 또는 가능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외부적인 개
인적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실효적인 제약의 부재. (열려 있는 행위선택지의 존재)
사실상 선택의 자유 – 행위하기로 선택하고자 하는 실제의 또는 가능한 욕구에 관한 여하
한 내적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실효적인 제약의 부재
사실상 정치적 자유 – 사실상 행위의 자유의 하위범주. 즉, 법 규칙 또는 명령을 강제하는 
정치적 권위로부터 나오는 실효적인 제약의 부재. 

하여 “열린 선택지”(open option)을 갖는다. 즉, 그의 객관적인 여건 중 어느 것도 그가 X를 
하기로 선택한다면 X를 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그가 X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의 객관
적인 여건 중 어느 것도 X를 하라고 명하지 않을때. 여건이나 선택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은, 
실제로 그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와는 모두 무관하다. 이것은 마치 그가 실제로 어떤 
기온에 처해 있는가가, 추위를 얼마나 느끼냐와 무관한것과 마찬가지다. 그에게 열려 있는 선
택지는 전적으로, 외부적 장벽과 장애의 존재 및 위치의 함수이다. (***) (그리고 만일 특히 
정치적 자유에 고나하여 이야기한다면, 정치적 장벽과 법적 장벽의 존재와 위치의 문제인 것
이다.) 
  쇼펜하우어의 의문 – 만일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의지할 수는 없다면 어떠한가? 이를테면 금주하고 싶지만 금주하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 금
주한다는 행위 선택지는 열려 있지만 금주를 선택할 선택지(option to choose)는 심리적인 
이유로 닫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의 자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코 행사하기를 바라지 
않을 선택지까지 포함하여 열려 있는 그러한 선택지의 수와 풍부함의 함수이다. 

65 박스.

그렇게 이해하였을 때, 자유freedom는 인간 삶에서 중요한 선이다. 그러나 그 자유freedom
는 오직 여러 선들 가운데 한 종류의 선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사람이 그의 자치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여 그의 사실상 행위의 자유
를 감소시키는 것에는 아무런 역설도 없다. 그의 동의가 자유롭고 숙지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는 선택할 선택지 중 일부를 닫는 조작적인 대우를 요청할 수도 있다. (66) “행동 통
제”(behavior control)로 불리는 그러한 대우가 어떤 때에는 법률상 자율성과 일관되고 어떤 
때는 일관되지 않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교훈적일 것이다. 이 조작적인 테크닉은, 동의받고
서 또는 동의받지 않고서, 개인의 선택할 선택지를 닫거나 열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이 네 
가지 조합은 자유 및 법률상 자율성에 관하여 그 각각의 고유한 효과와 영향을 미친다. 
  
67 가장 끔찍한 종류의 사안(odious case)는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가 미래에 원하는 대
로 선택할 그의 선택지 중 많은 것을 닫아버리는 조작이다. 환자나 죄수(이 둘은 전체주의 국
가에서는 쉽게 혼동된다)는 투약되고, 마취상태에 놓인 다음, 뇌엽절리술(lobotomy)이나 다른 
종류의 뇌의 조작이나 절제 수술을 받게 된다. 적은 양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psychotropic) 
의약품이나 뇌에 전기 자극을 짧은 기간동안만 주는 것은 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회복가능



하기는 하나, 그의 동의 없이 부과되었을 때 또는 더 심하게는 그가 알지도 못하게 부과되었
을 때에는 폭행이나 구타와 도덕적 근거에서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그 상황의 도덕적 지위는 
통제자의 동기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그 통제자가 자비롭건 악의적이건 냉소적이건, 그의 
행위의 효과는 선택할 자유freedom를 극적으로 감축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개인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죄수와 환자를 구별하지 않는 구타와 
같은 전체주의적 행위) 
  동의를 받지 않고 조작되어 더 자유롭게 된다는 소리가 가능한가. 자유는 늘었지만 자율성
은 침해된 것이다. 

68 4. 자유의 자율적 박탈autonomous forfeitures of libery와 자율성 그 자체

사실상의 자유와 법률상의 자유 사이의 대조에 비추어, 자유freedom라는 선이나 자치의 권리 
그 자체를 자율적으로 포기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합적이지 않다. (69) 합리
적인 성인은 그의 모든 세속적인 재화를 다른 이에게 줘버릴 매우 좋은 이율ㄹ 가질 수도 있
다. 심지어 그의 삶을 끝내거나, 또는 매우 극단적인 가상적 사안에서는 그 자신을 다른 사람
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서 그의 풍부한 선택지를 회복불가능하게 닫아버릴 좋은 이유를 갖는 것
도 가능하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에게는 비합당한(unreasonable)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또는 
우리가 결코 하지 않을 선택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꼭 미친 선택이거나 무책임한 선택이라고만 
할수는 없는 것이다. 일부 경우에서는 우리는 성인의 행위로(saintly), 영웅적이고, 용기있고, 
모험적이며, 낭만적인 행위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냥 기이하
게 행동하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만일 선택자가 자발적으로 결
정하는 자율적인 성인이라면, 그 선택은 그가 내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책임도 그가 져야만 하는 것이다. 완전히 자율적인 사람은 밀의 어구를 빌리자면 
“삶에서 그의 몫을 자발적으로 처분할 권능”(pwoer of voluntarily disposing of his own 
lit in life)를 가지게 될 것이다. 설사 그러한 처분이 그의 미래의 사실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여도. 
  그 논점은, 우리 자신의 자유를 증가시키기를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된
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열려 있는 선택지의 수와 풍부함에 의거하여 이해된 사실상의 자유
de facto freedom과, 자기 자신의 적절한 영역 내에서 결정할 주권적 권리로 해석된 개인적 
자율성 사이의 구분을 확고하게 견지한다면, 우리는 루소의 악명 높은 구절인 “자유롭도록 강
제된다”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아마도 루소가 의도한 의미로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비
록 그 개념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정합적이기는 해도, 개인적 주권의 어떠한 옹호자도, 그
러한 강제로 사실상의 자유의 증가가 생긴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자율성의 침해를 정당화하려
는 노력에 그렇구나 하고 만족할 수 없다. 강제에 의해 행위할 자유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선택지 중 일부는 강제로 폭력적으로 
닫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선택지나 더 풍부한 선택지가 열리게 될지라도 말이다. (요약자-예
를 들어 공부하기 싫어하는 성인에게 2년간 납치해서 감금해놓고 엄청나게 공부를 시킴) 

70 우리의 동기는 자비로울지 몰라도 그의 의지에 반하여 한 사람을 그가 선택하지 않은 여
건에 몰아넣는 강제를 행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신의 삶을 정당하게 자기 몫으로 통제하는 
인간으로서 그의 지위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점이 나의 주된 논제였다.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신의 선을 위하여 더 큰 행위 자유freedom에 이르게 된다고 논함에 
있어 옳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선에 대한 ‘우리’의 더 나은 관념을 그
에게 강제할 때 그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법률적 자율성 그 자체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때, 그 사람은 그의 개인적 주권의 적절한 경
계 내에서 행위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정치 국가가 그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개념적인 도덕적 어려움도 따르지 않는다. 
  캐나다가 미국 50번째 주로 편입되기로 결정했는데 프랑스나 스웨덴이 이것을 막는다면 정
치적 주권성 침해다. 즉 주권 포기는 국가 차원에서는 주권의 개념과 일관된다.

71 5. 전체적이고 회복불가능한 포기: 자발적 노예의 수수께끼 

전체적이고 회복불가능한, 자유freedom나 자율autonomy의 포기란 어떤 모습인가? 철학자들
의 마음에 가장 빈번하게 떠오르는 사회는 노예를 재산시하는 제도라는 극단적 형태다. 이 제
도 하에서 노예는 주인이 그 자신의 탁자나 의자, 소나 말을 소유하듯이 소유한다. 노예주는 
노예들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재산권을 가지며,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에 대항하여 집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지 않는다. 그 제도의 목적은 주인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
공하는 것이다. (역자-간통죄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노예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밀은 이러
한 계약이 문명 사회에서는 무효이며 법에 의해서도 공중의 의견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을 것
이라고 논한다. 이 기이한bizzare 사례가 제기하는 질문은 이 보편적인 무효화가 근거하고 있
는 토대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물론, 그 사례에는 이상할 정도로 인위적인 점이 있다. 우선, 그것은 직접적인 형사적 금지
가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다. 노예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문명 국가에서 범죄로 되는 것
은 아니다. 국가는 단지, 그러한 계약이 발생시킨 책무를 집행하기를 거절할 뿐이다. 이는 중
혼이 범죄는 아니며 결혼의 지위를 줘서 법적 집행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경우 중혼자는 그들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항변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자유 
침해라는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법이 법적 지위는 주지 않지만 남편
과 부인이라고 서로 부르면서 살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72 이러한 이유로 Hodson은 이와 같은 무효화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고자 하는 이의 자유
에는 아무런 간섭이 되지 않는다고 논하였다. 그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왜냐하면 자
신이 노예로 남아 있고자 하는 한, 계속해서 노예로 남아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노예가 된 
사람이 노예가 아니고자 한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으니 자유의 측면에서 더 좋다. 다른 한편
으로 주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예된 사람이 계속해서 노예로 남아 있는 한은, 무효화로 아
무 자유 손해가 없다. 노예된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데 이를 처벌을 통하여 잡아두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 처벌권한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게 원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노예주가 
된 사람에게 주어져 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래 없던 것을 계속 가지지 못하는 것일 뿐
이므로 노예주 쪽에도 자유의 침해는 없다. 제한되는 것은 계약에 의해 새로이 어떤 구속적인 
책무를 노예 쪽에 창출할 그러한 선택지다. 즉, 노예가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예주에 의
해 쳐맞고 계속 감금당하는 그러한 옵션만이 제거된다. 

73 애초에 왜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 한번 마음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가능한 동기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i) 노예는 노예로서의 전망이 내재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새악할 수 있다. 
 ii)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계약의 ‘약인’으로 주어지는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희
생코자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 
 i)의 경우에 자신이 큰 죄를 저질러서 속죄하는 길이 그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중
심성을 전적으로 잃어야 하는 강력한 철학적 충동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자발적인 
자기 노예화는 몇몇 이유에 의거한 경우에는, 사막 속에서 혼자 쳐박혀서 사는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만일 노예의 동기가 첫번째 범주에 들어간다면, 노예가 법적으로 효력 있는 계약을 원할 이
유는 사실상 매우 생각하기 어렵다. 그는 사실상의 노예상태를 원하며 그렇게 되는 데에는 아
무런 법적 장벽도 없다. 만일 그가 회복불가능성을 소원한다면 그는 그렇게 약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노예가 되고 싶은 자의 관점에서 그러한 계약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할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 필요도 없다. 만일 이후에 혹시라도 그가 마음을 바꾸어 노예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는 떠날 수 있고 그것은 그의 이익이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노예짓을 할 수 있으니 그 또한 이득이다. (74) 그리고 이 범주의 경우 노예주는 아무것도 대
가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국가가 집행해줘야 할 실체도 없다. 
  더 현실성 있는 범주는 두 번재 범주다. 대가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대가는 사전에게 확
고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제3자 등등에게. (75) 이렇게 대가가 주어졌을 경우에, 노예주는 이
론상으로는 법적 계약으로 보호받겠다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법적 계약을 보호받는
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망치게 한 제3자인 조력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 물리고, 또 공무원보
고 노예 잡아오게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공공의 환경을 급격히 탈도덕화시키는 것이라서, 
그러한 이익을 갖고자 하는 어떠한 이익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목숨 걸고 도
박한 사람이 도망가니까, 이긴 사람이 법원에다가 저 색히 잡아서 죽이게 해주세요, 하니까 
법원이 잡으러 가고 이런 것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밀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국가가 계약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자유인데, 그 자
유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 범위에는 없다.는 것이다. 밀의 이러한 
논변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해석1. 그러한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리주의적인 선에 좋다. (76) 그런데 이
것은 밀이 경성 법후견주의에 대해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자유 자체를 처분할 자유에는 공리
를 이유로 예외를 두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해석2. “자유 최대화freedom maximization” 전략에 따라서 금지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유가 일종의 최대화되어야 하는 선, 일종의 복지에 수단적인 선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경
성 후견주의에 대한 더 강력한 장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77) 해석2는 해석1에 비해 
법률상 자율성에 더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일 경성 후견주의가 개인적 자유 겸 정치적 자유를 최대화하는 수단으로서만 정당화된다
면, 노예제와 같은 하나의 극단적인 사안에서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
freedom은 죽음에 의해서도 종결되므로 자살과 안락사도 금지되어야 하고, 담배도 수명 줄여
서 자유 최대화에 반대되니까 금지되고, 이 미끄러운 경사면을 계속 내려가게 되면 건강, 위
생을 이유로 한 스파르타 전제정치가 된다. 더군다나 대가를 받고 자유 선택지를 좁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테면 대가를 받고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배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



케 하는 계약) 원리상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없게 된다면 법률상 자율권은 없게 되는 것이
다. 
  해석3 개인, 사회 공리 최대화 = 선호 만족 최대화를 위해,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의 효력
이 금지된다. 리처드 아네슨Arneson은 자유 최대화가 선호 만족 기준으로 다시 전환되는 것
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었다. 밀의 주장을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는 것까지 금지하는 주장
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을 언급한 다음 아네슨은 다음과 같이 썼다. “아
마도 이 억압적인 결론을, 다양한 자유들이 행위자에게 갖는 중요성에 의해 형량되어야만 한
다고 가정함으로써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즉, 기름에 튀긴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긴 지방이 없는 생명유지에 의해 얻는 것보다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자유를 부인당함으로써 
더 맣은 것을 잃는다고 말함으로써. 그러나 이러한 수법은 자유 최대화를 공리 최대화로 붕괴
시킨다.” 그 기준은 “열려 있는 선택지”를 “선호되는 선택지”로, 다시금 “개인의 선호 그 자
체”로 교묘하게 바꾼다. 그렇게 될 경우 어느 특정 시점에 행위자가 선호하는 것은, 이후 그
의 삶에서 그 행위로 인해 좌절될 선호의 더 큰 순 이익을 위해서 금지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이 해석은 그 논변에서 사실상의 자유가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밀은 이 논변에 무슨 이점이 있다고 해도 취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선이 주권
적 권리에 우선한다는 논변이며 결국 후견주의에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 
  해석4 인용된 문구에 대한 마지막 해석은, 그 문구가 밀의 <자유론>에서의 주된 흐름에서부
터 그냥 이탈한 변칙 주장이라고 처리해버리는 것이다. 밀이 몰몬의 일부다처를 옹호한 것을 
보면, 밀은 법률상 자율권에 대해서 심대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주권, 영역, 최고의 통
치 등을 사용한 밀의 일반적인 입장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네슨의 입장에 다툼이 있
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한 삶과 동의어가 아니며, 자율적으로 
살지는 않더라도 그 삶은 자율적으로 선택한 삶일 수 있다. (꽉 짜여진 일상 속에 사는 수도
승의 삶) 그리고 그 선택에 간섭하는 것은 그를 자율적 행위자로 존중하는 것에 의해 배제되
는 방식으로 그를 대우하는 것이다.)
  자율성이 양도가능하다면, 양도안될 의무나 권리는 없나? 있다. 바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궁극적 책임성accountability다. 노예주A와 노예B가 노예계약을 맺고 노예주-노예로 살고 있
다. 그런데 A가 B보고, 제3자 C를 죽이라고 한다. 노예는 노예주 명령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서 B가 C를 죽이고는, 자기는 노예라 어쩔 수 없었다 한다. 그래도 처벌받는다. 왜냐하면 제3
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할 권능이 
없으며 (이를테면 카세트 소유자가 아닌 사람A가 B에게 카세트 팔아치우고 B가 내가 샀으니 
카세트 소유자 C한테 내 카세트 내놓아라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의 단순한 도구로 만들 수 없다. 자율적인 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궁극적인 책임성은 양
도할 수 없는 것이다. 

79 6. 노예제 합의를 집행하지 않는 다른 이론적 이유들

노예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추가적인 근거들을 개략적으로 그리는 일만 남았
다. 이 추가적 이유들 중 일부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논변들이다. 한 종류의 논변은, 다른 이의 
노예가 되기로 하는 약정이 요구되는 자발성의 높은 기준을 만족시킬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희
박하다는 데 기초하는 것이다. 그러한 계약에서 권리의 포기는 전체적일 뿐만 아니라 회복불
가능해서, 심사에 활용되는 자발성 기준은 엄격하게 높아야 한다. 다른 종류의 약정에서보다.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은 최소로 줄여져야 한다. 그것은 해당 노예 약정이 자발적일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은 결코 의미하지 않지만, 그 자발성을 의심할 근거가 너무도 강력하여, 그 심
사는 아주 철저하고, 시간을 요하며, 비쌀 것이다. 그러한 자발성을 테스트 하는 법적 기제는 
너무나 성가시고 비싸서 비실용적일 것이다. 그러한 절차는 어쨌거나 세금으로 지불되어야 하
며, 그 세금은 다른 납세자들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재정적 비용을, 노예제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실용적 이유로 큰 중요성을 결부하지는 않아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계약의 전
체 수는 매우 적어서, 설사 계약 하나당 심사 비용은 높을지 몰라도 전체 순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더군다나 노예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런 비용문제는 없다. (재정을 이유로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건전한 논
변이라 보기는 어렵다) 더 중요한 논점은 그렇게 비싼 법적 기제도 너무나 오류가능하여, 자
발성을 확실히 결정할 방법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노예화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증거의 불확실한 질에 비추어, 비자발성의 강한 일반적인 추정이 또 있고 하니, 
국가는 그냥 가장 적은 위험을 지는 방안으로, 모든 경우에 비자발성을 결정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 정책 하에서 몇몇 합리적인 거래자들은 제약을 받을지 모르나, 그 대
안 정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즉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부정의하게, 잘못하여 노예화되는 
비용을 생각할 때, 이런 정책은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변에 포함된 원리는 다음 두 
가지다. (1) 한 사람이 잘못 노예화되는 것보다 노예화를 100건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이 낫
다. (2) “노예제”를 일단 인정하면, 얼마나 자발성 심사를 잘하건 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노예가 될 것이다. 
80 Arneson의 논리. 교섭 지위 불평등이 자발성을 감소시킨다. 즉 최초 이점이 다른 이들보
다 지나치게 강하다면 “강압적 효과”가 약한 당사자의 약정에 존재하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자발적인 것보다 덜한 것으로 만든다. B가 거의 굶어죽을 지경인데, A가 기꺼이 빵 한 조각을 
B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려고 할 때, B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선택지를 갖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네슨은 이를 실제 의지를 부정하고 가상적 
의지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도 피하고 전재산도 보전하려는 실제 의사를 존중하여 우
월적 힘 때문에 그러한 실제 의사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것은 비후
견주의적 이유이며 모든 노예금지법에도 적용가능하다. 즉 노예금지법은 고리대금금지나 강탈
금지의 한정된 사례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현실적으로 가장 그럴법하다고 생각한 사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3자를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고, 또 단순히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수백만 달러를 제3자에
게 확고히 주는 대가로 노예가 되는 자비롭거나 이상주의적인 사람의 경우였다. 그리고 역사
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된 것은, 로마 제국 붕괴 이후 총체적 무정부주의 상태
에서 스스로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고자 강력한 군주 밑에서 예속화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
것이 봉건주의가 탄생한 배경이다. 그러므로, 아네슨이 노예계약을 불인정하는 비후견주의적 
이론적 이유를 재구성한 것은 이러한 시대의 이 나라들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노예금지법에는 두 가지 가능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어떤 특수한 사소
한 전제를 가진 (공공) 위해 방지 원리를 들며, 다른 하나의 이유는 법 후견주의의 상대적으로 
구미에 맞는palatable 한 판본을 들먹인다. 
  전자는 밀의 추종자에게 활용가능하지만 물론 후자는 그렇지 않다. 밀이 아마도 받아들였을
지도 모르는 추론은 딸린 식구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조차도 극빈(penury) 질병, 그리고 기
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19세기에 흔히 활용된 사회의 성가신 존



재(public charge) 논변의 한 변종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을 가지고 무모하게 도
박하는 것을 내버려두고서는 그 도박의 패자를 향해 경직적으로 동정심 없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들이 잠자리를 폈으니” “거기서 잠들게 하라”. 그러나 이것은 전체 국가의 성격을 
냉혹하고 딱딱한 것으로 변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무감함을 일반적으로 부추길 것이며 자
비라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덕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
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말라 죽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도우려고 개입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논변은 노예제의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노예가 그의 마음을 변경한 경우에. 이것은 다른 원리에 대하여 위해 방지의 원리를 간접적으
로 적용한 사례인 것이다. 
  두번째의 이유인 도덕주의적 논거는, 엄밀한 검토를 결국 견뎌낼 수는 없을지 모르나(28장
-30장을 보라) 여기서 언급할 가치는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어도 비후견주의적이라는 장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혹하고 비양심적인 계약에서 혐오스러운 점은, 설사 그 계약이 
양측 모두에 의해 자발적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자유롭게 위험을 감수한 고통을 겪
는다는 점이 아니라, 한 쪽 당사가 그 위험을 감수한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의지박약,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착취하고 남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형태를 
띤다. 한 쪽이 어리석은 것은 괜찮으나 그렇다고 어리석은 것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것은 안된
다는 것이다. 노예주가 된다는 것은 노예와의,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자기 자신의 미래 자아를 위해 결정하기: 약속과 회복가능성
82
i) 경업금지 약정 ii) 미래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자신의 지금 의사를 미래 자아에게 관철
시켜달라는 약정

이것이 자율성 이론에 대한 중요한 심사가 되는 기유는 개인적 주권은 i) 개인의 영역의 “공
간적” 그리고 주제상(topic) 경계를 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시간적 경계”도 그어야 
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관련 질문들은 현재 나의 주권이 나의 미래 자아에 대해서도 통치권
을 행사하는가? 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미래 자아의 권리를 없애버릴 수가 있는가? 아니
면 밀이 주장한 것처럼, 내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는 한 가지 것이 바로 그 미래의 자유인
가?

미래 자아의 선택이 현재보다 상당히 덜 자발적인 선택일 때에는 쉬운 케이스가 된다. 또 이
후에 이루어진 결정이 사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이후의 자아의 이익에 반할 때에도 과거 자
아의 결정을 지지하는 개입을 하는 것이 쉽다. (83) 사이렌 소리 들으면서 묶여 있었던 오디
세우스 케이스가 그러하다. 
  더 어려운 케이스는 예전 시점과 이후 시점의 자아 둘 다 동등한 정도의 자발성을 보일 때
다. 
(84) 한가지 논변은 이전의 자아와 이후의 자아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논변은 우선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꽤나 서로 다른 관념을 활용한다. 나중 자아가 자신에게 이익이 안된다
고 경업금지 약정 마음 바꾸는 것은 다른 자아가 아니다. (이전 자아가 그 약정 하면서 누린 



이익이 귀속되었으니) 사형수가 교육받고 성품을 극적으로 다시 형성한다면 다른 자아가 되었
다고 본다. 회복불가능한 행위에 반대하는 논거의 두 번째 부분은 두 서로 구별되는 고유한 
주권적 자아 해석이 그럴법해보이는 납득이 가는 사례를 발견하거나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85) 오토바이 운전자가 원래 헬멧 쓰는 것을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 안했는데 어느날 
우연히 헬멧을 그냥 쓰고 운전하다 큰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헬멧 때문에 안다치고 바보가 
안된 사례. 이 경우 운전자는 완전히 헬멧 쓰기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된다. 이 경우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후에는 완전히 후회하거나 달리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면 이 미래 자아는 이전 자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는 
벼로 설득력이 없고 단순히 더 신중하게 되었다는 속성이 바꾼 것을 짧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
다. 
  사형수도 자기를 기초로 스스로 바꾼 거지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사형수의 후
회와 죄책감은 이전행위에 의도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상태이므로 자신 행위가 동일하게 지금 
자아에도 귀속된다는 자아 동일성을 전제로 한 변화인 것이다. 
86 데릭 파핏의 사고실험 사례 “Later Selves and Moral Principles” 논문에 나온 것. 
 19세기 러시아에 보리스라는 한 이상적 사회주의자가 있다. 그는 그가 상속받게 되는 모든 
토지를 농노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한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 그의 이상이 희미해질 것을 안다. 
이 가능성으로부터 방비책을 세우기 위하여 그는 두 가지를 한다. 그는 첫재로, 법적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한다. 이것은 상속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토지를 농노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
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문서는 오직 그의 아내의 동의에 의해서만 철회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아내에게 말한다. “내가 마음을 바꾸어 당신보고 그 문서를 철회해달라고 부
탁을 하면 말이오, 동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이제 보리스가 늙어 보수주의자가 되었다. 그리고는 와이프 보고 철회해달라고 애걸복걸 조
른다. 예전 보리스와 지금 보리스가 상충한다. 늙은 보리스는 자기 정치관으로 자율적으로 움
직이는 자인데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젊은 보리스에 의해 통치될 이유가 있는가? 아아, 불
쌍한 보리스 여사는 난처한 지경에 처했다. 보리스 여사는 이렇게 늙은 보리스가 징징댈 리스
크를 알고 약속을 했으니 뭐 또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보리스가 그의 권리를 포기했고, 그녀
는 그때 그와 약속을 했으므로 보리스가 죽건 마음을 바꾸건, 그녀가 보리스와 했던 그 약속
은 여전히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남아 있다 
87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애에서 보리스 여사는 의무를 불이행할 수도 있다. 즉, 다
른 고려사항 때문에 약속을 어겨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충직보다 다
른 것이 더 비중이 커다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이 경우에서조차, 처음의 그 책무가 책
무가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나중 자아와 현재 자아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아동이성 이론은, 어느 시점에건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침식한다. 여기서 결정
의 어려움은 자아의 상이함 그리고 두 책무의 충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의 
책무가 다른 유형의 도덕적 이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즉, 늙은 보리스 징징대
고 나 죽어버리겠어 하는 것이 불쌍하다는 그런 고려사항과 충돌하기 때문이지, 젊은 보리스
와에 대한 의무냐 늙은 보리스에 대한 의무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8. 헌법의 “사생활”과 비교한 개인적 주권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기 결정이라는 우리의 주권적인 개인적 권리를 시사하는 헌법상 기본권



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생활의 권리’로 좀 잘못 붙였다. Griswold v. 
Connecticut 사건 등에서 보인다. 
88 (*****) 이 사건에서 더글러스 대법관은 열거되지 않은 권리가 명시적 권리에 의해 함의
되는 (implied) 방식을 설명하였다. i) 암묵적 권리가 명시적 권리를 전제하거나 ii) 명시적 권
리에 제공될 수 있는 유일한 정합적인 이론적 이유에 의해 전제될 때. 
  논변1- 이러한 이론에 의해 확정된 프라이버시 구역은 개인적 재량의 구역이다.(individual 
discretion) ex) 결사의 자유 (누구와 친교하고 지내려고 할지) ex2) 비합리적인 압수수색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집에서 원하는 대로 살 배타적 자유). 부부가 자신들의 성생활과 출산 결
정에 대해 갖는 권리는 여러 개의 근본적인 헌법 보장에 의해 창설된 사생활의 구역 내에 있
다. 
89 논변2- 주의 규제 목적(결혼에서의 충실 보장)에는 일정한 합당성이 있으나 불필요하게 폭
넓어 보호된 자유 영역을 침해하는 수단으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더글러스의 
이 논변(결혼 침식을 수색하게 할 수는 없다)은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름이 잘못 붙어서 오도
하는 논의를 낳는다는 점을 보인다. 이것은 좋은 논변이 아니다. 생산, 판매만 금지하면 합헌
이라는 소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매된 사후피임약을 사는 것도 재량구역에 속하
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 능력을 감소시키고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 주권의 구역은 일상적 의미에서의 ‘사생활’과는 관계없다. 그러나 이 일상적 의
미에서는 사생활과 관계없는 주권이 더글러스 논변의 핵심을 이룬다. 
  Goldberg 대법관은 이 중에서 논변2만 택하였다. 사생활 자유권을 고립된 장소에 대한 권
리로만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집에서 일어나는 강간이나 폭행을 다룰 수 없게 된
다. 프라이버시권은 행위의 유형과 이유에 따라 보호되는 것에 대한 것이지, 어떤 성채와 같
은 공간에 관한 것으로 설득력 있게 볼 수가 없다.)  더 심층적인 재량적통제에 대한 권리는 
어디 가고 없게 되었다. 그러니 애초에 “사생활”이라는 헷갈리는 용어 대신 “자율성”이라는 
용어를 논변1에서 썼어야 했다. 
90 이러한 논변1의 법리는 확장되어 Eisenstadt v. Baird 판례에서는 미혼 커플에도 적용되
고, 인종간 결혼금지가 위헌이라는 Loving v. Virginia 판례도 낳았고, 또 집에서 포르노를 
버는 것이 사생활의 권리에 속한다고 본 Stanley v. Georgia 사건까지 연결되었다. Moore 
v. East Cleveland 사건에서는 대가족이 한 집에 사는 것에 부과되는 구역 규제가 위헌이라
고 보았고, 마지막으로 Roe v. Wade에서는 이 권리를 활용하여 낙태의 일률적 금지가 위헌
이라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은 지그재그의 경로를 취하기는 하였지만 패턴을 보여주기는 한다. i)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ii) 가족계획, 아이양육에 관한 결정 iii) 가족 삶의 양식 iv) 임신의 종
결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권리들의 한 특징, 공통된 특징은 이러한 사안
들이 본질적으로 밀의 의미에서 자기관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생활 권리에 대한 
이러한 법리들에서 도출되는 일반적인 원칙은 거부하는 듯한 판결을 내기도 하였다. 즉, 이러
한 자기관여적 사안에서의 자기결정의 원리에 위배되는 비자유주의적인 판결도 내었다. 자유
주의자들은 법원이 영역의 경계를 그림에 있어 자의적이고 오류에 찼다고 비판하였다. 
91 그러나 처음 사생활의 권리를 도출한 논변들을 보면, 밀의 원리에는 적어도 두 방식으로 
못 미친다. 하나는 주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버렸다는 점에서, 다른 하나는 영역 경계 규
정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권리와 제한적 입법 사이를 형량하는 공식을 오랫동안 유
지해왔고 그리스월드 때도 그 공식을 썼다. 관련된 개인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거



나 “근본적이거나” 둘 중 하나다. 표현의 자유나 종교활동의 자유와 같은 의문시되지 않는 헌
법적 보장들은 명백히 근본적이다. 만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주의 침범이 상대적으로 중요하
지 않은 것이라면, 또는 그렇게 침범되는 자유 그 자체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를 건드
리는 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헌법적 점검(constitutional muster)을 통과할 수 있다. 
(1) 그것이 어떤 정당성 있는 주의 목적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의도된 것일 것 (2) 그리고 그러
한 주의 조치가 그 목적의 달성에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 말하자면 어떤 최소한의 그
럴법한, 설사 입증되지 않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하여도, 그 목적과의 도구적인 연결관계
가 있을 것. 
반면에, 제한되는 자유가 근본적인 것일 경우에는 (사생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추정되듯이) 
그 심사는 훨씬 더 엄격해진다. 주의 이익은 “적절한 것”이상이어야 한다. 그것은 필수불가결
(compelling)해야 한다. 그리고 주법이 그 목적에 대하여 갖는 관련성은 “합리적인 것” 이상
이어야 한다. 그것은 필수적(necessary)이어야 한다. 코네티컷 주의 사후피임약 금지법은 공
언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분명히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간통을 억제시킨다는 
그러한 목적은 정당성 있는 주의 정책이 된다고 더글러스 대법관과 골드버그 대법관은 썼다. 
(그리고 이 의견에는 대법원장 워렌과 브레넌 대법관이 가담하였다.) 골드버그는 결혼상의 충
직에 관해 갖는 주의 이익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암
시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통과 사통을 금지하는 주의 형법의 합헌성이 “의
문의 여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출산 통제 사안으로서 코네티컷 주의 더 이전 사건인 Poe v. Ullman에서 할란 대법관은, 
밀이 아니라 데블린 경을 춤추게 할 만한 방식으로, 반대 의견에서 “시민들의 도덕적 복지
moral welfare of its citizenry”에 대한 주의 이익이 정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피임약을 구할 수 있는 사태를 금지하는 것이 사회에 해체적인 간통 행위의 위험을 최소화함
으로써 시민을 보호한다고 말하였다. (92) 즉, 간통과 동성애는 형법의 금지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할란은 혼외 정사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결혼에 내재하는 친밀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친밀성의 세부사항을 형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규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았다. (후
자는 된다는 소리다) 즉 할란은 “점잖음의 요구 강제”라는 enforcing the requirements of 
decency라는 극히 반밀주의적 이익을 헌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프라이버시 경
계에 의해 치워버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법원 판결들은 단지 자기관여적이라는 이
유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랬으며 헬멧,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것도 비슷하게 보호되었
어야. 법원은 자기관여적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한정하여 보호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타인 관여적 기준은 자기관여적 행위 범위를 좁혀서 이해해버리면, 후견주의와
의 투닥거림을 자유주의자가 속편하게 넘겨버리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구명조끼를 갖고 배
를 타라는 규제와 같은 사안에서는 사소한 자유만 문제되고, 이렇게 사소한 자유만 문제될 때
에는 자기결정권은 아예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는 형량의 결과가 아
니라 아예 개인적 주권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후견주의적 침해가 아니게 된다. (93) 오직 
결정적인 인생 선택에 관한 것만 그렇다고 해결해버릴 수도 있다. (실제로 ‘정의’나 ‘경계’를 
좁혀 그림으로써 골치 아픈 논증을 생략해버리려는 게으른 학자들이 많다-역자) 
  이것은 안전벨트 따위를 두고 싸우길 귀찮아 하는 지친 자유주의자가 택할 법한 전략이긴 
하다. 그러나 이것은 고유한 위험과 난점으로 가득 차 있다. 일단 자기관여적-타인관여적 구
분 테스트가 정확하고 작동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인데, 아이고, 이런 식



이라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요, 약과이다. 즉, 자기 결정의 “중심적”, “중추적” “풍
부한” 이익이라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엄청난 난점들이 생긴다. 아니면 “정연한 자유의 개
념과 떼어놓을 수 없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본질적이고 중요한 방식으로” 개인을 표현
하는 행위라든지. 연방대법원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의 
주권에 관한 제한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적 차이가 좁은 경계에는 큰 문제를 가져온다. 헬멧 쓰는 것은 대부분의 바이커들은 좀 
편하다는 문제이고 간섭은 사소하다고 생각하기는 한다. 그러나 여전히도, 헬멧 안 쓰는 것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의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헬멧 벗고 달리는 것은 
정신의 고양이자 해방이라고 보는 것이다. (94) 
  철학자가 사실상의 자유가 아니라 법률상의 자율성을 갖고 작업하고 있다면 안전에서의 큰 
증진 대 사소한 간섭이라는 제럴드 드워킨식 형량으로 타협할 수는 없다. 개인적 주권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 형량되는, 단지 하나의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존중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다. 
  

9. 생경한 존엄성: 칸트주의에 대한 몇몇 비평.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나의 타협하지 않는 호소는 칸트주의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률
상 자율성에 대한 내 해석은 칸트의 것과는 심대하게 다르며 칸트가 거부했으리만치 칸트의 
것보다 급진적이다. 칸트의 개인 존중의 내 자율성관보다 더 추상적이고 (기이하게) 비개인적
이다. 개인의 숙고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성을, 결정의 자발성 그 자체가 아니라 합당성을, 구
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어떤 추상을, 인간 존엄이 아니라 어떤 개인 외적 원천에서 오는 
존엄을 존중할 것을 말한다. 칸트의 주장은, 개인의 선택을 그것이 그의 선택이기 때문이 아
니라 내부의 바티칸시티와 같은 그 내부의 무엇때문에 존중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95 자살을 반대하는 칸트의 논변 1 자살은 자유의지 사용의 한계를 넘는다. 왜냐하면 그 사용
은 주체의 존속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칸트의 논변2 – 자연은 그 자신의 보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동물과는 달리 
자연 위로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연적 본질 중 하나라고 말해버리면 어
쩔텐가) 
칸트의 논변3- 자기 존속을 그렇게 지배하려 드는자 희생코자 하는 자는, 다른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
백히 개인 주권 관념을 거부하는 소리다. 
칸트의 논변 4 – 가장 강한 논변이라고 생각된다. 개인 안에는 진정한 존중의 대상인 인간성
(humanity)이 있어서, 인간은 사물을 처분할 수는 있으나 사람은 처분할 수 없다. 나와는 별
개의 내 안의 알을 존중하는 식으로 칸트는 말한다. 즉 스스로를 처분대상으로 보는 자는 다
른 이들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인간성을 존중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96 이 문구는 칸트의 개인존중이 얼마나 비개인적인지를 보여준다. (This passage shows 
how impersonal Kant’s respect for persons is.) 그가 개인을 존중할 때 그는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신의 삶에 대한 정당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esteem)의 진정한 대상인 추상적인 성질이 놓여 있는 곳이나 저장소로서 존중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 알은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서라도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메추리 



알 존경-이사야 벌린은 특히 칸트의 이 측면을 비판했다-요약자)
  칸트의 마지막 논변은 종교적인 것이다. 종교적인 논변의 약점은 인간을 신의 가축과 같이 
보는데 가축이 무슨 존엄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웃기다. 
  

  칸트의 관념은 두 가지 이유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i) 인간의 존엄은 그에게 특유한 것이 
아니라 알 같은 추상적인 특성에 위치지운다. (97) ii) 모든 인간, 그리고 인간만이 그 고유한 
최소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인간이 그래서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당위의 결론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칸트가 위임관계, 군대의 위계, 가촉 소유자에 비유하는 것은 게다
가, ‘존엄’의 설득력 있는 모델이 아니다. 

20. 자발성과 위험의 감수 Voluntariness and Assumptions of Risk.

1. 연성 후견주의 전략 
법 후견주의가 i) 개인적 자율성의 영역 경계를 매우 협소하게 긋는 한, ii) 자발적으로 lfo의 
자유나 미래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한, 또는 자유롭게 되도록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한, iii) 그것이 개인적 자율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럴법한 설명과 
충돌하는 한, 개인적 자율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원칙을 수용하려는 성향의 독자들은 법후견
주의를 의심스러운 교설로 놓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자유주의자의 과제는 무엇인가.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후견주의의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i) 일견 합당하게 보이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ii) 일견 후견
주의로 보이는 것이 실은 후견주의가 아니라고 하거나. 어쨌든 이 사안들이 이 둘 중 하나에 
속한다는 점을 논증해야 한다. 

99 합당성을 설명하는 한 방안은 연성후견주의다. 결국 법률상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결정
적으로 중요한 보호적 간섭의 이론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다. 즉, 진정으로 자
기 것이 아닌 위험한 선택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는 제한이 (비후견주의적인 이유로) 합당
하다는 것이다. 

2. 예비적 구분 
자신의 행위 (자살) vs 타인 행위 (자살 조력) 
강한 동의 (아프니 죽여 달라) vs 약한 동의 (아픈데 다른이가 와서 죽여줄까? OK) 
  이 두 유형의 동의에 공통된 표지는 i) 진정한 합의와 ii) 숙고적 의도적 선택이다. 
deliberate choice. (100) 상거래는 보통 두 가지 표지를 다 갖는다. 
  직접 자기에게 작용하는 행위나 타인의 자기에게 작용하는 행위에 동의한 자는, 어느 경우
건 동의했으면 피해없다Volenti non fit injuria 격률maxim의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이 동
의 격률은 이 해악을 이익 저해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잘못이나 부정의의 의미에서 해악이라
고 해석될 때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 격률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을 끊는 것에 의해 
스스로에게 그른 일을 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요청에 의해 나를 죽이는 사람에 의해서도 그
른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려준다. 일관성 있는 후견주의자도 이 둘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1당사자 사안
B가 스스로 행위

2당사자 사안
B가 동의하거나, A의 행위를 
요청

직접적으로 야기된
(확정적) 해악 자살. 자기신체 상해 자발적 안락사. “수술에 의

한 신체 상해”에 동의.

감수된 해악 위험 등반, 오토바이 경기, 담배피
기, 마약 먹기, 과속 운전

위험한 치료적 수술. 도박(다
른 사람과 하는). 고리대 빌
리기 

101 그러나 후견주의의 문제를 다룰 때는 부당하게 그릇된 일의 의미에서의 해악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익의 저해라는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다. 
직접적 확정적 해악(기도한 목적이 해악 자체-자살) vs 해악의 위험(다른 것을 목적으로 했는
데 해악 위험이 창출-담배피기, 과속)  
다른 행위의 동의에도 직접적 해악 기도 vs 다른 목적 기도에 위험 수반 구분은 그대로 적용
된다. (내 멀쩡한 손을 자를지 말지 결정 vs 위험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 ) 

합당한 위험 vs 비합당한 위험(unreasonable risks)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는 없다. 그래서 위험은 두 가지로 나뉜다. 
위급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인을 태우고 병원으로 과속 vs 파티장 가서 빨리 즐기려고 과
속

102의 박스 표

그림 20-1 

합당한이냐 비합당한이냐 구분할 때 고려사항(*****)
(1) 해악발생 확률 
(2) 해악의 심각성
(3) 목표가 그 행위로 성취될 확률
(4)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의 중요성
(5) 욕구되는 목표에 대한 대안적 수단의 존재나 결여, 즉 위험 감수의 필요성 

103
위험 감수의 합당성, 비합당성에 관한 일부 판단은 꽤나 논쟁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1) 
자신에 미치는 해악의 확률이 높을수록 (2) 그리고 감수되는 해악의 크기가 클수록,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덜 합당하다. 그리고 (3) 목표가 그 행위로 성취될 확률이 클수록 (4) 그 목표
를 달성하는 일이 중요할수록 (5) 그리고 바로 그 행위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 위험감수는 더 
합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설사 확률에는 논란이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 달라서 이 구분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오르기라든지, 직장을 때려치고 소설을 쓰기라든가. (그
러나 이것은 수복가능, 불가능성에 의거하여 가상적 사고실험을 하면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즉, 어떤 위험이 현실화된 사람에게 당시 행위시에 어떤 규제를 받아들이는 일반 원리를 



대체로 
온전히 자율적인, 자기자신
에 대한 위험 감수

자신에 대한 온전히 자발적
인 위험 감수에 못미침

자신에 대한 합당한 위해 위
험

(1) 차를 운전하거나 거리를 
건너는 것과 같이 통상적인 
위험한 행위 대부분

피로에 쩔거나, 주의가 산만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위
험하지 않은 손 떨기. 샌드
위치 주문하기. 집에 걸어가
기 같은 행위

자신에 대한 비합당한 위해 
위험

(3) 담배 피기? (이것은 논란
이 많은 범주다. 이 종류에 
속하는 선택이 진짜 존재하

(4) 술 취한 상태에서 텅 빈 
사유 도로를 과속으로 자동
차 모는 것.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데 직장 때려치고 소설을 쓰
는 경우에는 다시 직장을 또 잡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수복불가능하지 않은 행위까지 규제
하는 일반 원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에 등반시에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것이다. 반면에 등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
의 규제를 받아들여 위험을 줄이는 자아실현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심지어 
위험이 현실화된 사람에게까지도 일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된다.) 
  연성 후견주의 전략은, 국가가 해악 위험 감수를 저지할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
가 (많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극단적이며,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한 구성요소에 
비해 합당성(rationality-합리성)이 손상되었음을 시사하는 정도로 명백히 비합당하다는 근거
가 있어야 한다. 행위의 가치 있음 요소의 명백한 비합당성만으로는 개입 근거가 충분한지는 
살펴볼 문제지만 확률과 심각성은, (104) 객관적인 기준을 훨씬 더 잘 적용할 수 있고, 더 자
자주 이 기준에 의거한 “명백히 비합당한”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ex) 감염된 손가락을 치료
하려고 전기톱으로 팔자르기. 

자발적 vs 비자발적 위험 감수
이것은 온전히 자발적 vs 온전히 자발적이 아니다. 완전한 자발성이란 무엇인가. 
1) 성인이고 2) 숙고적 능력에 대한 온전한 통제 i) 관련된 사실과 우연적 상황 모두 숙지 ii) 
강압적 압력의 부재 + 이상적으로는 iii) 차분함과 숙고성을 갖출 것. 불안정한 정서나 오해, 
신경학적 충동이 없음. 
  물론 이상적인 선택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적으로 스펙트럼의 끝쪽은 분류
할 수 있다. 반대편 끝쪽에는 비합당한 행위가 있다. 대부분의 해로운 선택은 이 양극단에 속
한다. 
i) 근육 통제도 없이 떠밀리듯 아무 선택도 없을 때 ii) 무엇을 선택하는지의 의도와 맞지 안
흔 짓을 할 대 ex) 비소 가루 arsenic powder를 소금이라고 달걀 후라이에 찰찰 뿌림. 

105 이 스펙트럼 어디서 끊을까는 이론적 선택지다. “충분한 자발성” 문제는 4절과 5절에서 
다시 살핀다.

그림20-3 



는가?)

개인의 일반적 속성
비합리적
(1) 심각한 인지적 손상으로
부터 초래된 의사무능력

비합당한
(2) 의사결정능력 있는 사람
의 책임 있느 ㄴ결함. 예를 
들어 나쁜 판단. 변태적임. 
이기적임. 무모함. 충동적임 
등등.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비합당하게 선택하고 행동하
게끔 하는 결함. 

특정한 행위나 선택 (3)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특
징적인 행위 종류. 합리적인 

(4) 아주 나쁘게 기획된 행위
자의 목표를 촉진하거나, 행

  그림 20-3에서 어느 누구도 (1) 자발적으로 감수한 합당한 위험에 대한 법적 간섭을 정당화
하지 않을 것이다. 텅빈 도로 음주운전과 같은 비합당한 위험한 행위 간섭(4)에는 이견이 없
다. 그러나 다만 (4)에 대한 간섭의 방법으로 경성 후견주의자는 형벌을, 연성 후견주의자는 
일시적 구금과 보호적 개입을 할 것이다. 
 (2) 합당하지만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위험도 간섭하지 않는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비합당한 
것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한 이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3), 이놈이 문제다. 비합당한 해악 위험의 감수인데, 자발적인 것(흡연 같은것)이다. 이 범주
가 있느냐 자체가 논쟁거리다. 
 106 어쨌든 있다고 치면, 경성 후견주의는 (3), (4)를, 연성 후견주의는 (4)만 금지하려 한다. 

3. 자발성, 합당성(reasonableness) 그리고 합리성(rationality)

비합당한인 위험을 실제로 자발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가? 혼동의 원인은 합당한이지 않은 선
택과 비합리적인 선택(unreasonable choices and irrational ones)을 구분하지 않아서 생긴
다. 저능아거나 광인이라면 그의 선택은 대체로 비합리적이다. (그 자신의 목적에 분명히 부적
합한 수단을 택한다.) 이런 무능력 때문에 미친 사람(deranged)이나 저능아의 비합리적인 선
택은 진정으로 그의 선택이 아니다.

일군의 완벽하게 합리적인 사람들의 선호가 다른 일군의 완벽하게 합리적인 이들에 의해 ‘비
합당’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의 비합당성은 비합리성의 증거가 아니다. 이성무
능력의 사례와는 달리, 의사능력이 온전히 있는 사람의 선택은 그 합리적 능력을 온전히 보유
하고 내려지는 것이다. i) 이것을 ‘비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자의 입장이라면 하
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대되는 할 만한 가치 있음 판단을 반영 ii) 선택자의 현명하지 못한 선
택에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의도. (미친 사람의 행위는 “현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리석
을” 수도 없다. 오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다.) 
  합리적 능력을 갖춘 인간도 일시적인 인지적 부주의(lapse)로 이따금씩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림 20-4.



사람은 “일시적으로 정신 나
갔을 때”나 극단적으로 결함
있는 성품이나 기질 때문에
나 하는 일. 

위자의 목표 네트워크를 통
합하지 않는 목표를 촉진하
는 행위나 선택. 사실 오류
나 추론 오류 때문에 생긴, 
확률이나 선택지가 되는 수
단에 대한 잘못된 평가, 특
정한 목표에 대한 과대평가, 
지혜롭지 못한injudicious 
“형량” 결정 등등.

숙취에 고생할 것을 과소평가하고 술 쳐마시고 숙취에 고생하는 것은 범주(4)에 속한다. 이 범
주 4에 속하는 것은 여러 부류가 있다. 

부류1 -일반적으로 비합당한 사람은 계산 실수 뿐만 아니라 의지박약이나 자기탐닉 같은 것
을 이유로 경제적 합리성 모델에서 이탈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인간들은 그걸 인정도 안하고 
자기 한 선택이나 행위에 대해 후회도 안한다. 

109 그러한 사람들은 자발적이고 and 비합당하게 행동한다. (역자-예를 들어 학문연구를 하
기 위해 사주팔자가 옳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공부하려 수천만원을 쓰며 대학원을 다닌다.) 
부류2 – 이따금씩의 합리성 결여. “안펴야 되는데” 하면서 담배 더 물기=의지 박약. 이 경우 
합당한 행동으로 강제하면 자율성 침해이나, 오디세우스처럼 미리 다른 이에게 자신의 결심을 
강제토록 하면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 자율성 행사다. 

부류3-의도적으로 합당성에서 이탈. 돈 잃고도 후회하지 않는 도박자. 짧더라고 충동과 흥분
이 이끄는데 인생을 살고자 한다. 비용과 대가를 치러도 후횡 없다. 이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
다 물론 차분하게 숙고적인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숙고적 선택의 중요성이 없는 
삶을 애초에 숙고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변명하지도 않는 낭만적 모험가나 도박자를 
그들의 선택이 자발적이지 않다는 근거로 강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합당하다. (그의 목표는 그가 취하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이유로 그
의 행위나 선택을 금지하면 그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술적 식견
이 일천한 자가 자기 딴에는 대단한 소설을 쓴답시고 하찮은 소설을 쓰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
을 포기하는 것을 형벌로 금지한다면?

110 리처드 아네슨은 경성 후견주의는 최대의 합리성(maximal rationality)에서 이탈하거나 
합리적 선택의 미래 전망을 저해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금지시키게 된다면서 비판한다. 아네
슨은 최대 합리성 이탈이 우리 인간 삶의 풍경에 더하는 예를 제시. 이러한 풍경을 부인한다
면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히드클리프가 강제 정신 치료를 받게 될 터이다. 한 마디로, 경제
적인 이해타산성의 의미에서 합리적인 것의 가치는, 후견주의가 부과하고자 하는 다른 가치만
큼이나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이 아네슨의 인용문은 “합리성”이라는 용어가 불만족스럽지만, 자유 간섭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발성 결여이지 “합리성”의 결여가 아니라는 것이다. 



 
111 특히 자발성 감소 요인이 없을 때는 ‘비합당성’ 판단은, 상대적으로 “할 만한 가치 있
음”(worthwhileness)에 대한 우리의 판단으로 그의 것을 대체하려는 성향이 있다. 
112 그림20-4의 합리성은 “비합리성”이나 “무능”을 배제할 뿐이다. 반면에 경제적 합리성은 
욕구 충족 최대화를 규정하는 개념으로서 합리성의 의미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말은, 그 행위가 
필연적으로 가치 없음, 그리고 어떤 근거도 없음을 시사하는 한 위험한 용법이 된다. 
  비자발성은 용법1의 비합리성에 의해 함의된다 왜냐하면 용법1에서 비합리적이라 부르는 
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능력이 없기 때문. 반면 완전히 의사결정능력 있
는 사람도 그들 자신의 기준에서 계산 오류나 잘못된 판단의 산물로서 행동할 때에는 온전히 
자발적이지 않다. 의지박약은 온전히 자발적이면서 비합당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리고 ‘변태
적’이거나 ‘자기탐닉적인’ 행위를 비자발적이라 할 수 없다. 이 경우 그의 행위를 합리적이라 
묘사하건 안하건 그의 행위는 자발적이다. 
113
4. “완전히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달성하기 힘든 모델The elusive model of a “perfectly 
voluntary choice”
연성후견주의 전략에서 자발적이려면 얼마나 충분히 자발적이어야 하나?
자발적 행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1) 나쁘거나 위험하거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싶어하는 충동(compulsion)하에 있지 않고 not 
under compulsion (2) 여건에 대한 무지로 추론하지 않는다. not by reason of ignorance 
of the circumstances.
그의 이 두 요건은 엄격해서, 오로지 근육상의 통제력을 잃거나 결정적인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사례만을 자발성 범주에서 그가 배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완전히 자발적
이지 않다고 분류한 것도 모두 자발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강압 하under 
coercion조차도 자발적이라고 한다. 또한 유아, 동물도 여건에 고나한 결정적인 사실을 알고 
외부의 물리력에 압도되지 않았으면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
스의 관심은 우리의 것과는 다른 것으로, 상찬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행위의 경계를 긋는 것
이었다. 
114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현대의 “상식”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i) 행위자의 능력을 구분하지 않는다. 
ii) 일시적으로 온전한 이성의 활용을 박탈하는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자발적이라고 포
함한다. (약이 일으킨 착각, 술취한 상태, 희미한 자각, 극도의 피로, 강력한 감저상태, 강렬한 
정서상태)
iii) 사실적 여건에 고나한 무지가 아니라, 만일 그것이 자신의 동의 행위의 법적 결과에 관한 
일반적인 무지에서 행한 것이라면 자발적이라고 포함시킨다. 
iv) 협박받아 한 행위도 자발적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숙고적 선택deliberate choice 개념은 거의 극소수 행위만
이 충족할 수 있는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다. 이러한 숙고적 선택이 ‘자발적’이라는 기준으로 
연성 후견주의를 적용하게 되면 위험한 행동 개입이 거의 다 정당화되어 실제에서 경성 후견
주의와 구별이 없게 된다. 그런데 연성후견주의자들은 숙고에 의하지 않고, 시간 부족, 흥분, 
우울 등 ‘자발성’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한 위험한 자기관여적 행동에 대한 간섭을 비난할 것



A. 선택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동물이 아니고
유아가 아니고
미치지(속거나 착각하지deluded, 혼란에 빠지지disoriented, 비합리적이지irrational) 않고
심한 정신지체(저능)retarded가 없고
혼수상태가 아니고not comatose

B 강압이나 강박coercion or duress 하에서 선택하지 않는다. 즉,
협박으로 제기되는 악보다 덜 한 악을 강제로 선택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자연적인 원천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덜 한 악을 강제로 선택한 것이 아니어야
“강압적 제안”에 의해 강제된 선택이 아니어야 하고
“강압적 압력”, 예를 들어 불평등한 교섭 위치에 기인한 압력에 의해 나온 선택이 아니어야 

C. 더 교묘한 조작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잠재의식적 제안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어야
최면 암시 때문에 post-hypnotic suggestion 선택한 것이 아니어야
수면교수법 sleep teaching 등등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어야 

D. 무지나 잘못된 신념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즉
사실 여건factual circumstances에 대한 무지(오류)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어야
그에게 열려 있는 여러 선택지의 가능성 있는 결과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어야

E. 일시적으로 왜곡하는 상황에서 선택 하지 않아야 
충동적으로 성급하게impetuously(not on impulse) 선택한 것이 아니어야
피로할 때가 아니어야 
과도하게 초조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어야,
강력한 감정, (예를 들어 분노, 증오, 강한 성욕)이나 마음을 사로잡는 기분(우울이나 조병
mania) 하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어야
정신을 멍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mind umbing 약의 영향 하에서가 아니어야(알코올)

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숙고적 선택이라는 기준은, 연성후견주의자의 자발성 기준
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115 아리스토텔레스의 “숙고적 선택”보다 더 극단적인 것은, “완벽히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달성하기 힘든 개념이다. 이것은 어떠한 맥락에서도, 어떠한 도덕적 법적 목적을 위해서도, 한
번도 여하한 방식으로도 결핍될 것이 뻔한 요건이다. 이 여러 요소의 혼합적 이상의 일부 구
성요소는 이런 저런 법적 결정에 얼마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저네적으로 보
았을 때에는, 미심쩍은dubious 정합성을 가진 다루기 불편한unwieldy 규준이다. 그림 20-5
는 이 달성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규준의 주요 요소들을 열거해 놓았다. 

그림 20-5



두통 같은 고통 하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어야
신경증적으로 강박적이거나 충동적인 선택이 아닐 것
지나치게 심한 시간 압박 하에서 선택한 것이 아닐 것. 

그림 20-5. 완벽하게 자발적인 선택의 모델. (*******)(115) 

116 독자들은 이 구성요소들을 하나씩 떼어서 보았을 때는 그 중 일부가 이런 저런 방식으로 
실제적 목적에 관련이 있는 것은 알아보겠지만, 이 모든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선택을 내린 
적은 인생에서 많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발적 행위가 이 모든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킬 
것을 요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이상적 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거의 충족될 수 없다. 더군다나, 거의 각 요소는, 특수한 여건에서, 그 고유한 예외나 요건이 
적용되게 되어서, 설사 그러한 특수 여건에서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도 그러한 요건
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여겨질 것이다. 
  행복하지 않은 선택지만 있는 상황에서 골라야 할 때에도 있고, 차악을 선택해야 할 때에도 
있다. 이런 경우 선택지는 제한적이나 숙고적,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협상력도 
정확히 평등한 경우가 드물지만 이런 불균등의 배경에서조차 자발적 합의는 자주 출현한다. 
(요약자- 협상력 불평등에서 바로 자발성 무효화 기준을 도출하는 것보다, 자유롭고 동등한 
존재들이 합의할 질서인 자유의 체계에서 수용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결혼퇴직제는 수용할 만하지 않지만, 희귀 우표 한 장을 소유하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우표를 구하려는 후보자들을 경쟁시켜 높은 값을 마음껏 받는 것은 수용할 
만하다. 전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자유의 불평등을 낳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발성의 분석은 그 자체의 개념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 여건이 되는 배경 기준
의 정의로움과 그러한 구조적 결과의 합당한 거부가능성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즉 불평
등한 여건에서의 합의와 불평등한 여건 때문에 생긴 합의를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행위 결과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자발성에 대한 반대로 고려하려면 도박 참여자는 
이겼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아무도 도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린다. 
(복권 참여자도 마찬가지다.) 
117 불안과 초초(nervousness), 신경이 곤두서는 것은, 이러한 시리가 전혀 없는 상태도 과
도한 것만큼 이나 나쁠 수 있다. 
  열정이 없어야 하다는 조건은 더 문제다. 섹스하고 싶은 강력한 욕정 속에서 한 섹스 합의
는 그 사실 때문에ipso facto 비자발적이어서 무효화되는가? (그러면 불감증자들의 섹스를 제
외하고는 모든 섹스가 비자발적이 된다..) 두통을 겪는 사람은 통증을 완화하여 달라는 치료를 
요구하메 있어 비자발적인가? 통증의 정도만큼?
  즉, 이 각 기준은 일부 맥락에서는 적절하게 사용되지만, 그들 주어느 것도 모든 목적응ㄹ 
위해 모든 맥락에서 쓰이는 것은 없다. 이 구성요소들을 다 묶으면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적용이 없는 이상을 규정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5. 자발성의 가변적 규준 Variable standards for voluntariness: 몇몇 경험법칙들 some 
rules of thumb

4절(바로 앞절)의 논의는 자발성을 “가변적 개념”(variable concept)으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
한다. 



그림20-6에서 표시하였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발성 개념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것이고 무
맥락적이다 그런데 가변적 규준은, 완전히 비자발적인 왼쪽 극단과 완벽히 자발적인 오른쪽 
극단 사이의 조금씩 달라지는 자발성의 정도를 가정하며, 그 어느 지점에, 맥락에 따라 이동
하는 표지(Sliding marker)가 존재하고, 그 표지 왼쪽에는 ‘충분히 자발적이지 못한 것’들이 
속하고, 그 표지 오른쪽에는 ‘충분히 자발적인’ 행위들이 속하게 된다. 

이 가변적인 표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맥락에 관련된 경험법칙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행위의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 행위가 허용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발성의 정도는 더 높
아야 한다. The more risky the conduct the greater the degree of voluntariness 
required if the conduct is to be permitted. 
  비자발적 행위 그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것은, 연성 후견주의의 목표가 아니다. 연성 후견주
의와 관련되는 한,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인해 아무런 위해가 야기되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만큼 빈번하게 비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B가 그의 토스트 빵에 체리잼
을 넣는 것을 A가 본다. 그런데 B는 그걸 스토로베리 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A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권리도 의무도 없다. 적절하게 경고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119 또 스스로를 해하는 것 막는 것 자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겪기를 선택하지 않은 고통을 
겪는 것을 막는 것이 연성후견주의의 목표다. 따라서 해악 정도에 따라 개입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그 목표를 훼손하거나 다른 목표와 타협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발성 기준의 엄격함은 ‘해악의 심각성’과 ‘발생확률’에 비례한다. 다른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그 행위 목표 가치 없음? 이것을 요소로 치면 경성 후견주의에 길을 내어주게 된다. 즉, 
자발성 판단을 할 가치 있음(worthhwieness) 판단으로 대체한다. 
 (b) 동등하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대안적 수단을 행위자가 모르는지 여부 - 이건 OK! 모른다
면 겉보기와는 달리 결코 그만큼 자발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므로. 그러나 수단적 효과성 이외
의 이유로 인해, 대안을 알고 나서도 행위자가 원래의 행위수단을 여전히 취한다면 연성 후견
주의는 개입하지 않는다. 

120 2. 위험이 감수된 해악이 회복불가능할수록, 그 행위가 허용되려면 여구되는 자발성의 정
도는 더 높다. The more irrevocable the risked harm, the greater the degree of 
voluntariness required if it is to be permitted. (수복불가능성 논의) 이 격률에 깔려 있는 
추론은 충분히 익숙하다. 많은 해로운 결정들은 변할 수 있고, 취소되거나 보상될 수 있다. 많
은 해악들은 복구될 수 있다. 병은 치료될 수 있고, 손해는 보충될 수 있고, 함정은 빠져나올 
수 이싿 그러나 회복불가능한 해악은 일단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다. 
  모든 죽음이 죽는 이에게 동등하게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모든 죽음은 동등한 정도로 수복
불가능하다.irrevocable. 경험법칙 1과 2는 일부 경우에는 서로 상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불치병으로 인해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는 환자의 자살은 1기준에 의해서는 개입의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2기준에 의해서는 개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다른 수복불가능의 예는 중독이 
되는 약물을 섭취하기 시작하는 예이다. 예를 들어 중독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거나 헤로인같
이 계속해서 역치가 높아지는 마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안정적으로 중독되어 계속 일정량만 섭



취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중독되기 시작하는 행위를 하는 것(니코틴이나 케피인처럼)
121 이 경우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신체에 치명적이 되는 수준으로까지 더 많은 양을 갈구
하게 되는 것을 모르고 했다면 비자발적인 것이라고 이 경험법칙은 판단한다. 
  설사 이 모든 사실을 안다고 해도, 이것이 정서적인 깨달음이 없는 희미한 인지적인 앎이라
면 자발성에 못미친다. 즉, 알기는 하지만 온전히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지 못한 것이다. (교통
사고 안전벨트의 경우도) 

3. 다른 방식으로도, 자발성의 규준은 다양한 특수한 여건에 맞게 재단되어야 한다 In still 
other ways the standard of voluntariness must be tailored to various special 
circumstances. 
ex) 자백을 비자발적으로 만드는 여건이라도 유언은 자발적일 수 있다. 

122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미 9년을 감옥에서 보낸 수감자가 있다. 이 수감자에게 남은 
형기를 1년으로 줄여준다고 한다. 만일 그가 위험한 의료 실험에 12달 동안 참여하기로 동의
한다면. 수감자는 좀 두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with some trepidation 동의한다. 그의 동의
는 자발적이었는가? 비제약적이고 통상적인 배경에 적합한 자발성 규준을 적용한다면, 그 수
감자는 위험한 실험의 피실험자가 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
에 없다. 그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다. 도대체 그 열악한 감옥에서 6년이나 더 보내는 것이 
선택지로 가당키나 한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감옥의 상황을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놓고 우리의 규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얻
게 된다. 이제 우리의 규준은 바로 그러한 감옥의 여건을 디폴트로 놓고 정확히 그가 처한 상
황(the person talis qualis - such as it is)에서 그 사람이 추가적인 압박을 받고 선택했느
냐를 따져야지, 그의 여건이 통상적이고 비제약적이었는가를 따져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 이 경우 실제 자발성의 적용기준은, 실험에 관한 모든 정보가 충분히 알려졌고 숙고의 
기간이 주어졌다고 할 때, 후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발성 판단의 배경기준은, 언제나 그
러한 배경기준이 규범적으로 수용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그 자체 즉각 교정의 노력이 규범공동
체에 의해 투여되어 곧바로 제거되어야 하는 상황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범죄를 저지
른 사람이 선고받은 형기만큼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즉각 공동체가 노력을 투여하여 
교정하여 제거해야 할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지금 수감자들을 즉시 다 풀어줘야 한
다는 결론으로 수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발성을 적용하는 배경은 당연히 ‘규범적’ 관점에서 
고정된다. 이 점에서 파인버그는 괜히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는 자발성의 ‘관념’을 찾
는 대신 적절한 ‘개념’을 찾는 시늉을 하면서, 규범적 분석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떼어낸다. 
그 결과 ‘통계적 통상성’이라는 기준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규범적 분석의 맥락에서 
교정되어야 하므로, ‘자발성’ 판단 1단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괜히 꼬아서 복잡하게 
몇 단계로 나누는 수고만 거치게 한다.) 

123 시각한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 두통이 아니었다면 아스피린을 섭취하지 않았을테지
만, 바로 그 두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섭취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사람이 통상적인 여건에서 취했을 관점에서 보자면 비자발적이지만, 그가 처한 상황 자체로 
놓고 보면 자발적이다. (****이 경우도, 두통에 시달리는 것이 공동체가 교정해야 하는 어떤 
규범적 사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두통은 배경 기준이 된다. 이것은 



태풍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구분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은 “행위의 기술에 대한 상대성”(relativity to the 
description of the act)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총을 들이대는 사람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헐
값에 처분하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람은 어떤가. “법적 문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기술
될 때, 그 행위는 비자발적이다. 반면에 “그 범죄자가 총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제약
된 선택지 중에 하나를 의도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으로 기술할 때 그 행위는 자발적이다. (이 
경우 총을 들이대는 상황은 공동체가 즉각 교정해야 할 규범적 사태다. 그러한 행위는 즉각 
허용불가능한 행위다.) 
124 그 사람이 서명 날인한 문서는, 마치 그가 그 문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것처럼 무효인 
문서가 된다 

4. 비자발성의 추정

자발적으로 선택되는 때가 거의 매우 드문 그러한 유형의 행위가 있다. 여기서 통계쩍 정보는 
비자발성 추정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무너져 가는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비자발적으로 행
위하고 있으므로, 그를 설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곧바로 그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돌아오게끔 간섭하는 것이 허용된다. (밀의 사례)
125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통계적 추정. 
능력이 부족한 여건(어린아이, 의식인 혼미한 상태delirious, 숙고적 능력의 온전한 활용과는 
양립불가능한 흥분이나 몰두 상태)에서 한 행위는 상당히 덜 자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취한 사람이나 정서적으로 정신을 못차리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자기손상적인 행동
을 한다면, 설사 그 사람이 정신이 멀쩡할 때 혹시 동일한 행위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개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126 국가는 자기관여적인 해로운 행동을 막을 권리가 있다는 후견주의와, 이러한 개입의 자유
주의적 원칙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자유주의 원칙은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행위이거나, 일시
적인 개입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행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만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논지에는 요건이 첨가되어야 한다. 통계가 어느 쪽으로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유
형은 별로 없다. 자신의 자지를 자르거나 자기 눈을 멀게 하는 행위는 정신이상을 의심케 하
는 행동으로 거의 확실하다. (127) 달걀 후라이에 비소를 촥촥 뿌리는 겉보기에는 일상적인 
행위도 또한 그러하다. 그 사람이 진짜 비소 먹고 자살하려고 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걸로 명확한 범주는 끝이다. 숙고적 자살은 다양한 동기에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 
범주는 불명확하다. (우울증 때문에? 아니면 진짜?)
이 경우 개입은 비자발성 추정이 아니라 위험의 크기와 수복불가능성 정도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다. 만약 능력이 있다면 허용가능성의 질문은 사라진다. 그 경우에는 형사금지로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 조력자살과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는 자가 다른 이의 조력으로 수복
불가능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성이 핵심 질문이 된다. 

7. 사례들: 위험한 약. 



(1) 사실판단의 오류 ≠ (2) 가장 중요한 가치 파악 오류. 
이 둘은 구분해야 한다. 만일 누군가 강압, 무능력, 사실에 관한 잘못된 정보, 주의 분산이 아
니라. 마음이 결정하기 어려워서 중요한 가치 파악에서 오류를 범할 경우에도, (129) 이 선택
은 여전히 그의 선택이다. 
130 반면에 소금인 줄 알고 달걀 후라이에 비소를 뿌리는 아네슨Arnerson의 예는, 비합당할 
뿐마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131 사실 오류라고 다 비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완전히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연구결과들에 기초해서 당시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자발적 선택
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에서는 사실에 관해 잘못을 저지를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그 경우에도 다른 이가 보기에 행위자가 감수하지 아니할 객관적 해악이 초래되고 있다
면,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막아서는 개입을 할 수 있다. 
132 무지한 상태의 추론이 아니라 무지한 추론의 결과로 자신에게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할 경
우 - 이 경우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두꺼운’ 상황 기술에 의하면 자발적이지 않다. (기초 사실 
데이터는 올발나 과학적인 결과 추론의 잘못) 

요약하자면, 아네슨은 사실에 관한 오류가 자발성을 취소시키는 경우는, 그 사람이 그 오류를 
피할 충분한 기회fair opportunity가 없었던 경우 뿐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기준을 수정하
여, 사실에 관한 오류가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집될 경우에도 자발성을 취
소시킨다고 보았다. 물론 확실한 지식이 없는 의견만이 있는 사안 및 주창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보이려고 하는 사안 등 경계선 사안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서 말이다. 

133

Dr. Doe: 나는 X약을 당신에게 처방할 수 없소. 왜냐하면 이 약은 당신의 신체에 해악을 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오. 
Mr. Roe : 저는 그게 저에게 신체적 해악을 야기하는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저는 ㅇ리단 엄
청난 쾌락을 얻고 싶고, 그러한 신체적 해악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
일 저의 쾌락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저는 기꺼이 치르고자 합니다. 

이것을 “쉬운” 사안이라고 본다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 사실 오유를 
범하는 사안이나 (2) 직접 해악을 기도하는 사안에 비해서는 쉽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사실 
이것은 후견주의자와 자유주의자를 구분하는 리트머스 테스트이다. 그는 철학적 쾌락주의를 
그의 가장 심층적인 확신 중 하나로 철저히 생각해보았을 수 있다. 그는 그의 삶을 강렬하게 
쾌락적인 것에 헌신하기로 하는 근본적 결정 원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수비군 문
턱 수준을 넘지 않았다면 국가는 그의 철학적 확신이 건전하지 않다거나 병들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거의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가 그러한 철학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막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134 장기적으로 심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가 있다. 애연가들이 바로 이짓을 한다. 과세로 인센
티브 규제, 규제, 설득력의 활용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예 금지는 할 수 없다. 이것은 할만



한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숙지된 판단이 국가의 것보다 덜 합당하다고 하는 것으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발성 기준에 의해 중개되지 아니한, 경성 후견주의다. 이것은 정부 전제정의 
심각한 위험을 만들어낸다. 

8. 사례들: 안전헬멧.

부모가 끔직한 사태를 경고했음에도 불구 오토바이를 산 18세 Victor Vroom. 그는 어느날 
50달러 벌금이 싫어서 헬멧을 삿는데 (135) 마침 사고를 당했는데 헬멧때문에 살아났다. 헬멧 
안 썼으면 죽거나 아니면 뇌를 크게 다쳐서 바보되었다. 그 이후론 헬멧을 성실히 쓴다. 벌금 
때문이 아니라 살려고. 그러나 사고 이전에는 벌금이 없었다면 안썼을 것. 실제 연구결과를 
보면 헬멧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89.2%가 헬멧 안써서 경한 부상에 그칠 것을 치명적 
부상을 입게 되었다. 헬멧 무착용을 규제하는 입법은 그럴법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자유
주의자에게 도전을 제시한다. 제럴드 드워킨은 자유주의자가 세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
다. 
(1) 헬멧 없는 오토바이 타기는 전형적인 비자발적인 행위다. 
(2) 헬멧을 쓰지 않는 것은 자발적이지만, 제3자의 이익을 이유로 제한한다. 
(3) 개인적 주권 침해이므로 정당화되지 않고, 안전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강압적 수단을 써야 
한다. 
여기에 하나의 주장을 보태자면 (4) 더 근본적인 이익이나 중요한 기획에 개인적 주권을 한정
시켜, 헬멧 쓰는 것은 자율성 문제 아니라고 제외해버림 --> 이것은 이미 기각한 바 있다. 
(5) 경성 후견주의에 항복한다. 

(1)안은 전망이 없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심각한 사실 판단 착오에 빠져 있지 않다. 다만 실
제 위험에 대한 이해에 결함이 있기는 하다.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 확률에 대해서 낙관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가에 대한 정서적 음미가 불충분
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면허 요건으로 이런 것을 알도록 교육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여 해
결할 수 있다. 

137 교육을 생생하게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헬멧 없이 다니는 이들이 있을 수 있
다. 
i) 낭만적 이데올로그
ii) 부주의한 자들 - 불편이 압도한다고 형량 (자발적으로 비합당한 것을 택하는 자들)
                 - 의지박약자들 (우리 인생에서 의지박약인 행동도 많지만 그것도 어쨌던 
자발적인 것이다.) 

C. Edwin Harris, Jr.는 연성 후견주의 토대를 존중하는 자율성에 기반하여 논한다. 경성 후
견주의자는, 자기관여적인 무책임, 어리석음, 그리고 사전에 생각을 하지 않음과 자기 규율의 
결여가 사람들이 비난받는 성격 결함에 비해 덜 자발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인지적
인 손상이나 정서적인 손상에 관한 보강 증거(corroborating evidence)가 없는 이상, 비합당
하지만 진정한 선호에 기반하여 행위할 수 있다고 한다 .



138 그러므로 연성 후견주의자가 헬멧의무착용법을 승인하려면 제럴드 드워킨이 구분한 논변 
중 두 번째를 선택해야 할 뿐이다. (그러나 첫번째 논법도 어느 정도 그럴법하다. 왜냐하면 실
제로 정서적이고 확률적인 착오를 충분히 제거하는 면허교육은 면허교육의 실태에 비추어볼 
때 아주 어려우며, 또한 그렇게 해도 결국 기억이 희미하게 되어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여
기에는 수복불가능성의 문제가 개입한다. 즉, 실제로 헬멧 없이 사고를 당하여 크게 다친 사
람 중에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헬멧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원칙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이다. 이 경우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답이 나온다면 이 
원칙을 실시할 근거가 있다. 이것이 사실 착오가 아니라 형량의 기이함에 의해서도 마찬가지
다. 이것은 자발성이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훼손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헬멧미
착용이 벌금 사안이 아니라 과태료 사안이 된다면, 그리고 벌점과는 무관하게 된다면, 헬멧미
착용은 일종의 과세 인센티브로 볼 수 있고, 낭만주의 이데올로그들은 과태료를 물면서 헬멧
을 쓰지 않고 상당 시간 기꺼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 제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러한 논거는 교통 사고의 확대 및 처리 지연에 관한 논거에 의해 더 정당화된다. 즉, 공공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기 바퀴에 날라온 돌에 머리 맞고 통제력 잃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
게 위험하다 (비슷한 논법으로 헌법재판소가 안전벨트 매지 않은 사람 사고당하면 튕겨나가서 
교통 사고를 더 확대시킬 수 있고 교통사고의 처리도 훨씬 느리게 만들어서 혼잡을 야기한다
는 것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 논법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그렇게 상상된 
사고가 통계쩍으로 의미있는 충분한 빈도로 발생하는지는 의문이다 판사 A. C. Miller는 ‘날
아오는 돌’이 진짜 문제라면 덜 제약적인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 즉 그 돌에 맞지 않도록 오
토바이 앞에 바람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막이 이외에 추가적인 
교통 혼잡의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 어쨌거나 벌금이라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의 문제로 해
결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반대는 근본적일 수 없다.)

공공비용, 경찰, 병원의 일반 세금의 문제
139 제럴드 드워킨은 추가적인 의료 보험을 구매하라고 조건을 걸고, 그러한 의료보험을 구매
한 사람만 헬멧 없이 다닐 수 있게 하자고 한다. 이 대안은 자유주의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준다. 그러나 숲에서 아직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헬멧 의무화의, 명백하게 후견주의적
이지는 않은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있다. 그건 바로 ‘정신적 비용’(psychic costs)다.
140  즉, 추가 보험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헬멧 없이 사고난 사람 치료 거부하는 사회에
서 겪을 정신적 비용. 사실 다 치료해줄 수 밖에 없다. 이걸 거부하면 사회보험이라는 이념 
자체가 위험에 처한다. (가난도 선택아니냐는 식) 또 i) 곧바로 형사 제재를 하는 안과 ii) 헬멧 
없이 사고난 사람 치료하고 나서 특별의료보험 구매하지 않았다고 기소하는 안을 비교해보면 
i)안에 비해 ii)안은 불필요하게 잉여적인 조치로 보인다.
141 제럴드 드워킨은 정신적 비용이 바이커의 이익보다 무겁다는 주장을 의심하면서도 후견
주의로 형벌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파인버그는 정신적 비용이 충분히 크다는 주
장이 완전히 확신이 가지 않는다면서, 교육과 과세, 면허 요건 부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로서 요약자의 입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면허시 교육과 함께 과세
와 유사한 과태료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특별보험 구매의 경우에는 오히려 헬멧 무착
용을 부추길 수 있다. 일단 특별보험을 구매한 사람은 헬멧이 필요하지 않을가 생각하면서도 



왠지 돈 낸 것이 아까워서 헬멧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에야 낭만주의 이데올로그들
은 돈을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봄으로써 걸러지고 남은 이들이 과
태료를 물면서 때때로 타도록 하고(이 경우에도 제3자의 이익이 걸려 있으므로 그들에게 불공
정한 것이 아니다), 거의 절대 다수의 바이커들의 경우에는 수복불가능한 사태에서 제한 원리
를 평가하는 원칙에 의해 ‘비자발적 행위’이거나 아니면 ‘제3자의 이익’을 이유로 제한되는 것
은 합당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