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법학박사학위논문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철학전공

송  윤  진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은  정

이 논문을 법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철학전공

송  윤  진

송윤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7월

        위 원 장     김  도  균     (인)

        부위원장     오  세  혁     (인)

        위    원     김  현  철     (인)

        위    원     이  동  진     (인)

        위    원     박  은  정     (인)



i

국문초록

최근 들어 국민 생활수준 및 의식 수준의 향상, 정보의 다양화 등으로 병

원을 찾는 환자는 아픈 몸의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동적

인 대상이 아니라 의료적 의사결정의 주도적인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중요하게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

이다. 그러나 의료영역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환자의 자율성 원칙은 그 개

념 및 근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결정이나 

선택 그 자체의 문제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원

인을 자율성의 개념 및 근거에 대한 종래의 논의 방식에서 찾고 있는데, 이러

한 종래의 자율성 논의 방식을 ‘자율성 능력 모델’이라고 지칭한다. 이에 

따르면 자율성 개념은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자신에 관한 일을 숙고하

여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이며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을 겸비한 주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이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그대로 대입될 

경우 의료상황에 놓인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 및 상호의존성은 제대로 고려되

기 어렵다. 더욱이 자율성 능력 모델이 취하는 이원화 방식은 다양하고 복합

적인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 틀로 기능하는데 한

계를 지니며 더 중요하게는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

는 환자의 요청을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보다 적합한 환자의 자율성 담론은 충분한 의사

결정능력을 보유한 권리주체의 자기결정성을 핵심으로 다루기보다는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

율성을 발휘하여 보다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본 연구는 의료상황에 보다 적절한 기술적 이해로

부터 규범적 차원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자율성 역량’이라는 도구적 개념

을 생성하여 환자의 자율성 논의의 외연을 확장한다. 자율성 역량 개념을 활

용한 자율성 역량 모델은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이 고려하는 의사결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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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수들을 함께 포괄

하여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 적실성을 가지며, 자율성 능력 모

델과 달리 각인의 자율성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체의 지원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은 환자의 자율성 능력이 질병

의 진행이나 치료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환자의 

다양한 자율성 층위에 따라 다층적인 접근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의료적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 환자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제도적·비제도적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 

윤리 및 법정책의 방향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들을 제거하

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도움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공적 지원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자율성 역량 모델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리가 추상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자율성 역

량 모델은 자율성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 및 이론적 논의 틀로서 제안됨과 동

시에 실제 사안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접근법들을 함께 제시한다. 이러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실천적 함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우리 사회에 큰 이

슈를 불러일으킨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사안에 대한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

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법적·입법

적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자율성 역량 모델을 통해 추상적인 자기결

정권 담론의 한계들이 극복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삶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

정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를 확인하도록 한다.

주요어: 환자의 자율성, 환자의 자기결정권, 후견주의, 자율성 역량 모델, 

자율성 능력 모델, 의료적 의사결정과정, 연명의료 결정

학  번: 2004-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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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주제

전통적으로 의료는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적 판단에 기초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적 결정을 내리고 치료 및 처치 등을 수행하는 일종의 전문분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 생활수준 및 의식 수준의 향상, 정보의 다

양화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아픈 몸의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동적 주체에서 탈피해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 치료과정을 주도하는 주

체로 변화하고 있다.1) 의료행위에서 환자가 점차 주도적인 결정의 주체가 된

다는 것은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 개념이 확립되고 점차 강조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료에 대한 계약론적 관점의 확대, 환자

의 권리의식 증진, 의료법 분야의 발전에 따른 의사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진

료 동의권 등의 법적 개념들이 의료영역으로 유입된 점 등을 들 수 있다.2)

환자의 자율성 개념은 의료적 의사결정에서의 환자의 동의권 외에도 환자

의 사생활 보호, 의사의 비밀유지 의무, 환자의 치료거부권 등에서도 나타난

다. 이제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처음 의료영역에 등장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던 당시의 윤리적 요청이기보다는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있

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일종의 직업윤리 내지 의무와도 같이 간주된

다.3) 이를 뒷받침하듯이 환자의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률, 지

1) 황성우·이영미·김상희·장미영·변영순, “환자 자율성 개념분석”, 「간호과학」제25권 
제1호, 2013, 1면. 

2) 오늘날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를 의미하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을 둘러싸고 생기는 법과 의료 현실의 갭을 
메우기 위한 개념으로 주로 서구에서 발전되어 온 법리 용어에서 유래한다. 박은정, 「생
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485면. 

3)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6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박찬구·최경석·김수정·인선호·조선우·추정완 옮김, 「생명의
료윤리의 원칙들(제6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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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윤리강령, 병원내규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방안이 마련·정비되고 있다.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경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계약 관계 이

전에 상호 간 형성된 신뢰 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며,4)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보호와 건강회복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환자가 이에 상반되는 결

정을 내리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자율성 존중을 이유로 이러한 자의적 결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은 중요하지만 결

코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

은 계속 강조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의료 분야의 거듭된 발전에

는 과학기술 발전이 불가분 연관되며 급변하는 의·과학기술의 발전은 더 이

상 의료행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위라는 인식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

기 때문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같이 첨단기술과 연합된 미래 의료 환

경은 의료의 기술 의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화를 촉진할 것이다.6) 또한 개

인 유전정보의 획득이 보다 용이해지면 의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의존한 치

료보다 질병 예방을 위한 개인의 건강관리에 더 힘쓰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들은 의료영역에서 개인의 선택과 통제 영역을 확대할 것이며 이는 오늘

날 일반화된 개인적 자율성 개념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 환자의 자율성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오늘날 의료윤리

에서 사용되는 자율성 개념은 개인적 자율성(individual autonomy)으로7) 개인이 

4) 특히 생명의료윤리 분야에서 자율성 존중 원칙의 확대 경향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대표
적인 연구로는 Neil Manson & Onora O’Neil, Rethinking Informed Consent in Bio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특히 오닐은 자율성 존중 요청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강
화되는 오늘날 경향에 비판적이며 의료행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요 문헌은 
Onora O’Neil, Autonomy and Trust in Bio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5) 대표적으로 생명의료윤리의 주요 네 원리를 제시한 비첨(Tom L. Beauchamp)과 췰드리스
(James F. Childress)도 자율성 원리가 최우선의 원리가 아님을 밝히고 있지만, 필자가 보
기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정치철학 맥락에서 생명의료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처음 의도와 달리 자율성 원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적 정치철학 맥락에서 좀 더 명시적으로 자율성 원리의 우선성을 
부정하는 견해들도 제시된다. 특히 캘러한(Daniel Callahan)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율성 원
리와 선행 원리가 충돌하는 경우 언제나 자율성 원리의 우선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명확
히 제시한다. Daniel Callahan, “Autonomy: A Model Good, Not a Moral Obsession”, 
Hastings Center Report 14(5), 1984, 40-42면.

6) 최윤섭,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이미 시작된 미래」, 클라우드나인, 2014, 서문.
7) 자율성이라는 용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오랜 일이 아니며 특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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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개념을 의미한다.8) 환자의 자율성 개념 역시 오늘날 규범

학 일반에서 논의되는 개인적 자율성 개념에 의존하는 편이다. 그러나 환자의 

자율성 논의가 지나치게 철학적, 이론적 연구물에 의존하다보면 의료적 의사

결정과정의 특수성이나 환자의 구체적 상황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추상

적인 담론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 가령 의료윤리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자율성 존중 원리와 후견주의(paternalism)9)가 충돌할 때 어떤 원리를 더 우

선해야 하는가?”의 물음은 순전히 이론적 차원의 논쟁에 해당한다. 실제의 의

료행위는 결코 어느 하나의 원리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그 둘의 복합적 차원을 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환자의 구체적 상황들을 반영

해야 한다는 것이 환자와 관련된 모든 변수들, 가령 환자의 평소 건강상태, 의

학적 차원에서의 질병 진행과 치료가능성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의 기술 및 문

화수준과 같은 환자를 둘러싼 인적·비(非)인적 환경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

하라는 주장은 아니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 논의는 자율성 개념이나 이론이 

아닌 현재 ‘환자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 개념은 철학 및 윤리학뿐만 아니라 정치철학 그 중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 및 법철학 영역에서도 매우 오래된 주제이다. 특히 법이론 영역에서 

료행위와 관련하여 자율성 논의가 시작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의료영역에서 자율성 논의
의 시발점이 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란 용어도 1957년 처음 사용되었으며 1970년
대 들어 비로소 서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Ruth R. Faden, Tom L. 
Beauchamp & Nancy M. P. King, A History and Theory of Informed Cons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8)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은 자율성의 한 양태라는 점에서 자율성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의료영역에서 자율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관철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율성과 자기결정 두 용어
가 혼용되더라도 정확하게는 ‘의사결정(decision-making)에서의 자기결정’을 의미한다.

9) 의료영역에서 공적 차원의 개입과 사인 간의 간섭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paternal-
ism에 대한 번역어는 주로 ‘후견주의’ 내지 ‘온정적 간섭주의’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후견주의’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후견주의란 용어는 어원상 아버지
를 뜻하는 라틴어 pater에서 유래하는데 용어 자체가 엄격한 아버지상으로서 부권 중심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어감을 피하기 위해 모권주의(maternalism) 
혹은 부모주의(parentalism)라는 용어 사용이 제안되기도 한다. John Kleinig, Paternalism,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3, Preface xii-xiii면; 후견주의의 개념과 유래에 대한 자
세한 논의는 오세혁, “법적 후견주의”, 「법철학연구」제12권 제1호, 2009, 158-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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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발현되어, 개인의 자유와 행위를 규율하

는 형법이론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자기운명결정권과 관련한 헌법해

석론에서 자주 등장한다. 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자율성 개념은 주로 ‘자기

결정’과 ‘권리’가 합쳐진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 개념

을 통해 주장된다. 이때 주목할 점은 자율성이 ‘권리’라는 형식을 통해 표

현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율성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차원을 넘어 자율성

의 행사와 연관된 규범적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기결정권

은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요청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실제 

법적 논증의 핵심 기준으로 사용된다.10) 물론 자기결정권의 규범력은 무소불

위의 관철가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을 헌법 

명문 여하에 관계없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

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한다.11) 그러나 자기결정권의 기본권성은 모든 

국민에게 자기결정권의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헌법 제37조 2

항의 내재적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

소 행사 가능한 권리에 해당한다.12) 정리하면 법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가지는 법-규범적 개념이다.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

권이란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한 종류로 간주된다. 

헌법상 자기결정권 논의 이외에도 현행 의료법규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13) 때때로 이러한 조항들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후견주

10) 김현철 교수는 자기결정권 개념은 정당화 주장을 하여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번거로운 과
정을 축약하여 바로 상대방에게 권리의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즉 공권력의 지원이 가
능하도록 하는) 인지적 효율성의 차원을 갖는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과 구별된다고 지적한
다. 김현철,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제19권 
제4호, 2015, 360-362면. 

11) 형법 제241조(간통죄)의 헌법소원심판(헌재 1990.9.10. 선고 89헌마82 결정)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세법 제38조의 7(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등에 대한 위헌심판(헌재 
1996.12.26. 선고 96헌가18 결정)에서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
였다. 특히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에서 명시된 바 있다. 

12) 자기결정권의 보유와 행사는 구분된다. 김현철, “현대 생명윤리 논쟁에 나타난 자기결정 
논거”, 「인간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생명윤리적 함의」,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생명위원
회 제11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5.

13)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자율성 존중 원칙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12
조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연구대상자의 자율성 존중과 자발적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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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근거한 조항들과 충돌을 일으킨다. 의료윤리에서 이론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 주제는 법 적용 상에도 논쟁적인 주제가 된다. 그러나 필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두 원칙의 충돌 도식을 전제한 접근법 자체에 의문을 가

진다. 나아가 법과 의료라는 상이한 두 영역이 만나면서 생겨나는 균열 현상

을 이러한 충돌 도식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의료

영역은 새로운 의료지식 및 기술의 등장과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가지만 여러 

단계의 절차를 통해 생성·변경·소멸되는 법은 이러한 급변하는 속도에 맞추

어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

되어야 하는 개별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들 면면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를 규율하는 실정법의 적용 방식 안에 다 포괄될 수 없다는 법 적용의 근본적

인 한계 또한 유념해야 한다.14)

이상에서와 같이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율성 담론은 법적·윤리적·

의료 현실적 차원이 상호 연관된 하나의 복합적 주제이며 따라서 그 무엇보다

도 법철학적 성찰과 조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앞서 검토하였듯이 의료윤리, 

정치철학 및 법이론 상의 자율성 논의들은 후견주의와의 경쟁을 당연한 듯 전

제하고 어느 원리를 우선할 것인가에 답을 내놓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필자는 적어도 의료영역에서 자율성 원리는 공통의 목적 지향성, 바로 생명의 

존엄, 연민과 배려, 돌봄 윤리 등과 같은 인류 공통의 가치를 함께 바라보아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료영역에서 자율성의 담론을 지나치

게 개인의 선택이나 자기결정 문제로 환원시켜 논의하게 되면 그 논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의료영역에서의 자율성 논의는 자유주의

적 개인주의 담론의 틀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새로운 자

율성의 이해와 구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 주제는 의료상황에 보다 적절한 자율성 개념 및 

그 논의 방식으로 ‘자율성 역량 모델(Autonomy Capability Model)’을 제안하

고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적 환자의 구

체적 상황과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특수성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으며 의료

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가지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4) 정규원, “의료행위에서의 온정적 간섭주의와 자율성 존중”, 「법철학연구」제5권 제1호, 
2002, 232-236면. 



6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가 

내리는 독립적인 자기결정이라는 형식적 도식에서 벗어나 개별 환자가 처한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구체적 상황들을 면밀하게 고려할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종래의 자율성 논의가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처리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자율성 역량 모델은 이러한 방식을 지양하고, 환자의 

다양한 의사결정능력에 비례하여 다층적인 처리 방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새

로운 자율성 역량 모델을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입함으로써 의료상황을 보

다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실제의 환자들이 의료적 의사결정과

정을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자유롭게 각자의 자율성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

록 공적인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자율성 역량 모델은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독립적 자율성 모

델보다는 공적인 지원을 통해 적절한 의료적 의사결정과 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된 자율성 모델을 지향한다. 또한 이때의 공적 지원은 능

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실현을 목표로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 즉 자율성 역량 모델은 사적 자치 원리의 실질화(實質化)를 목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본 논문이 다루는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 개념을 새롭게 구성한다. 이

때의 자율성 개념의 구상은 기술-분석적 탐구보다는 의료 현실의 구체적인 상

황에 밀접한 개념을 구성해보는 것이다. 

둘째, 새롭게 구성된 자율성 개념에 기초하여 의료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실천적 자율성 모델을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입

하여 보았을 때 종래의 접근 방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 밝히

도록 한다. 나아가 자율성 역량 모델을 삶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으로서 연

명의료 결정 사안에 적용함으로써 그 실제적 유용성을 확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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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이정표 삼아 본 논문은 서론장과 결론장을 제외한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자율성 개념에 대한 종래의 규범적 이해 방식을 자율성 능력 

모델이라고 지칭하고 이러한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 특히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이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그대로 대입되면

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율성 이해의 

시도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적합한 자율

성 개념은 종래의 자율성 능력 개념에서 자율성 역량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성

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자율성 역량 모델의 개념적·방법론적 기초가 되는 역량 접근

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필자는 역량 접근법으로부터 ‘역량’ 개념을 도

입하여 자율성 논의에 접목한다. 이를 통해 생성된 ‘자율성 역량’ 개념에 

입각하여 환자의 자율성 역량 증진을 위한 이론 모델을 개발한다. 이러한 자

율성 역량 모델은 개인을 돕기 위한 공동체의 지원 의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

는데 이러한 역량 접근법은 자율성 역량 모델의 이론적 정당화 역할을 한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율성 역량 모델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는가를 설명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율성 역량 모

델을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입하여 종래의 자율성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특히 자율성 역량 모델이 취하는 연속 전략을 어떻게 의

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입할 수 있는지, 환자의 자율성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공적 지원 방안들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삶의 말기의 의료적 의사결정의 한 양태로서 연명의료 결정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사건에

서의 사법적 판단과 이를 계기로 입법된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

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일단

의 법적 논의를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향후 논의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의의를 확인한다.

제6장에서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입해 봄으로써 

환자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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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이 문제되는 사안들은 본질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자율성 논의는 서구

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기결정권 이론에 상당히 의존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15) 그러나 공동체 및 가족 문화가 강하게 존재하는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개인의 자기결정권 논의 방식이 사회적 토대와 개인의 의식 

차원 양자에서 일치하지 않는 지점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다시 

전통적인 가족 중심적 의사결정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결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화 등과 같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 상황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

다. 현재 의료윤리 및 법적 맥락에서 자율성 존중 원칙의 강조와 함께 벌어지

는 논의의 혼선들은 결국 적절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일 것이다. 

필자는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은 개인 윤리의 문제이자 동시에 공적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생명의료윤리의 문제들은 오랜 시간의 설득과 토의

를 거친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주제들이란 점에도 수긍

이 간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의사결정의 문제는 인간의 생명 가치와 

직결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협력을 통한 공통의 가

치 판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제

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이 개인적 자율성 담론을 넘어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풍성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5) 가령 미국의 경우 그간 판례를 통하여 확립되어온 개인의 자기결정권 논증은 종교적 신
념의 보호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가 역할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제시해 왔다. 미국 자유주
의 법철학자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생명의 지배영역(Life’s Dominion)」에서 
낙태 및 안락사와 관련한 헌법 해석 논쟁에서 자율성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채택한 바 있
다. 낙태나 안락사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비록 생명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지라도 
본인 삶의 총체적 관점에서 내린 진지한 결정이라면 법은 이러한 개인의 선택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개인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실정법
상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체 법체계가 보장하는 하나의 법원칙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Ronald Dworkin, Life's Dominion -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m, First Vintage Books Edition, 1992: 박경신·김지미 역, 
「생명의 지배영역 –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
구소, 2008.

16) 박은정 교수는 “생명윤리적 사안이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가운데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며 오늘날 생명 가치란 ‘정의란 무엇인가’의 물음처럼 언제나 불일치가 
따르게 마련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박은정, “생명, 과학과 윤리 
사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주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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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

제1절 논의의 출발

I. 인간 능력으로서의 자율성 개념

자율성(autonomy) 개념은 현대의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에서 정의의 원칙,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정당한 권위의 속성, 자유주의 국가의 본질 등을 규명

하는데 핵심적으로 사용된다. 이때 자율성 개념은 문자 그대로 자기-규율

(self-regulation), 자기-지배(self-government), 자기-주권(self-sovereignty),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등을 의미하며, 더 넓게는 자유, 의지의 자유, 존엄

성, 통합성, 개별성, 독립, 책임, 자기인식, 자기주장의 본성, 비판적 숙고, 의무

로부터의 자유, 외적 원인의 부재, 자기 이익에 대한 인식, 행동, 신념, 행동을 

위한 근거들, 규칙, 타인의 의지, 사상, 원리들과도 연관된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와 연관된 자율성 개념들의 공통점은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며 그것을 가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17)  

바람직한 인간의 속성, 즉 ‘인격성’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은 독일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의 자기입법 사상에 의해 가장 명확히 조명되었다. ‘자기

입법성’은 자신이 따르는 규칙이나 행동을 규율하는 준칙의 저자가 바로 자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고차원적인 인간 능력으로서의 인격성에 대한 존중을 극대화하는 것이다.18) 

이러한 인격성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은 평등 관념과 함께 인간 존엄 및 권리의 

17) Gerald Dwork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Aut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6면.

18) David A. J. Richards, “Rights and Autonomy”, Ethics, 1981 Oct., 5면. 칸트는 인간을 실
천적 행위로 이끄는 ‘소질적 요소’를 크게 셋으로 구분하는데 ① 생명체로서의 ‘동물
성’의 소질, ② 생명체이자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성’의 소질, ③ 이성적이며 동시
에 책임 능력을 지닌 존재자로서의 ‘인격성’의 소질이다. 칸트, 백종현 역, 「실천이성
비판」, 아카넷, 2010,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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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가 된다. 오늘날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인격권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정당

화하는 것은 바로 칸트적 자율성 개념의 법적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19) 

그러나 개념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생성·변화·소멸될 수 있듯이 오늘

날 현대 철학에서 자율성 개념은 칸트의 도덕적 자기입법성과는 다르다. 칸트

의 자율성 개념이 보편적 인간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현대 형이상학적 자율성 

개념은 구체적 개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나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에 이르는 과정이나 방식들에 주목한다. 이러한 자율성 개

념에 대한 인식론적 관심의 변화는 인간 능력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을 보다 이

론적으로 정교화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자율성을 인간에 대한 이론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자율성 개념사

에서 볼 때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20) 자율성의 어원이 고대 그리스어인 au-

tos(self)와 nomos(rule)의 합성어이며, 당시 사용되던 자율성 개념은 개인의 행

동보다는 도시의 정치적 자립성(autarchy)에 가까운 용어였다.21) 애초에 도시 

단위에 적용되던 개념이 점차 인간에게 유추 적용되면서 비로소 인간의 속성

이나 능력과 관련한 자율성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자율성 개념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근대화 흐름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

등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이루어졌으며,22)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영

위하기 위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권리 개념과 한 쌍으로 결합되어 나타

났다.23)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자 조엘 파인버그(Joel Feinberg)는 이러한 

인간 능력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개인에게 자율성이

란 말을 사용할 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the capacity to govern oneself), 자기지배의 실제 상태와 그것

에 연관된 덕목들(the actual condition of self-government and its associated 

virtues), 거기에서 파생된 품성의 이상형(an ideal of character derived from 

19) 윤재왕,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 
윤리학적 성찰”, 「고려법학」제67호, 2010, 122면. 

20) David A. J. Richards, 위의 논문, 7면. 
21) Richard Lindley, Autonomy, Macmillan, 1986, 5면.
22) 모든 인간의 잠재능력으로서 자율성 개념은 중세 후기에 이미 등장한 것으로 보는 견해

도 있다. David A. J. Richards, 위의 논문, 7면.
23) 인간의 권리 개념이란 개인들의 잠재능력을 합리적인 자율성을 이유로 존중하는 태도를 

규범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David A. J. Richards, 위의 논문,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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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onception), 자신을 지배하는 독립적 권한(the sovereign authority to 

govern oneself)이며 오늘날 자유주의 정치철학 및 법철학에서 사용되는 자율

성 개념은 이러한 네 가지의 중층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바 있다.24)

인간 능력으로서 자율성 개념 형성에는 경제적 측면 역시 중요하다. 17세

기 서구 유럽은 자유주의(liberalism) 정착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

는 시기였다. 초기 자유주의 사상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구체제로부터 새

로운 시민사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원천이었다. 이 과정에서 칸트 식의 

규범적 인격성과는 구별되는 제한된 합리성과 개인적 선호를 기초로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경제적 인간(homo oeconomicus) 개념이 형성되기도 하였다.25) 그

러나 이후 경제적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개인주의 사조가 점차 심

화되기 시작한다. 효율성의 가치는 근대적 인격성 개념의 세속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윤만을 앞세우는 이기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적 자율성 개념이 경제적 효율만을 추구하는 인간 능력 개념과 연합할 경

우 이기적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자율성 개념의 인식론적 관심 변화는 규범적 논의 지형 역시 변화

시킨다. 개인적 자율성 논의는 보편적 인격의 ‘자기입법성’보다는 구체적 

개인의 ‘자기결정성’에 주목한다.26) ‘자기결정성’은 도덕적 자율성에서 

요구하는 극대화된 인간의 이성능력의 수준을 대폭 낮추어 최소한의 규범적 

성찰로서 비판적 숙고(critical deliberation)를 통한 ‘개인의 합리적인 성찰능

24) Joel Feinberg, “Autonomy”, John Christman (ed.), The Inner Citadel, Essays on 
Individual Aut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63-76면; Joel Feinberg, Harm to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28면.

25) 임미원, “인격성의 개념사적 고찰”, 「법철학연구」제8권 제2호, 2005, 188면. 이때 
‘제한된 합리성’은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에 가깝다.

26)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목표나 주관적 행위준칙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이끌어간다는 점을 함축하는 용어로서, 이러한 자기결정성을 자율성의 핵
심으로 볼 경우 중요한 점은 의지의 내용이나 규칙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
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합리적
이지 않은 개인의 선호나 욕구, 소망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자율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율성 개념에서 ‘규범성’ 요소를 전면적으로 배제 혹은 최소한으로 
축소된 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학자로는 John R. Lucas, Principles of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101면; Thomas Scanlon,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1, 1972, 215면; 김도균, 「권리의 문법 – 도덕
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박영사, 2008, 87-88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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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문제로 치환한다.27)28) 대표적으로 미국의 철학자 제랄드 드워킨(Gerald 

Dworkin)은 자율성을 주체가 가지는 욕구나 희망에 대해 이를 비판적으로 성

찰하고 그보다 더 상위의 가치나 선호에 비추어 일차적인 욕구와 희망을 수용

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의 행사로 이해한다.29) 

이렇게 자기결정성의 규범성을 ‘합리적 성찰능력’ 내지 ‘자기반성능

력’으로 보는 것은 다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합리적 성찰이라는 인식적 능력만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애초

에 칸트의 ‘자기입법성’은 ‘이성적 판단능력’ 뿐 아니라 ‘자기책임능

력’ 까지를 담보하는 관념에 해당하지만, 오늘날 자율성 논의에서는 상대적

으로 자기책임능력 차원이 등한시되고 있다.30) 

둘째, ‘합리적 성찰능력’에서는 합리성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실질적 

차원보다 합리성 판단은 각자 개인의 몫으로 맡기고 개인이 합리적 성찰을 통

해 결정할 수 있는 형식에 더 관심을 두는 절차적 차원에 집중한다. 즉 자기

결정권을 절차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결정자의 주관적 합리성 여부만을 논의

하며 객관적 합리성의 기준은 배제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나 자기결정은 자

기결정이라는 현상을 표현하는 기술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정당화 차원을 가지

는 규범적 개념이라고 할 때, 자율성의 규범성 논의는 실질적 차원과 절차적 

차원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27) 김도균 교수는 자기입법을 핵심 이상으로 두는 자율성 견해들을 크게 i) 자기결정성을 강
조하는 견해와 ii) 합리적 입법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구분하며 두 구별되는 견해들도 정도
의 차이에 따라 세부적인 유형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설명은 김도균, 위의 책, 90면, 특히 
<표 2-1> 참조. 

28) 한편 코스가드(Christine M. Korsgaard)는 자기반성능력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은 도덕적이
든 비도덕적이든 간에 일반적인 규범성 수준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는 ‘실천적 정체성
(practical identity)’이라고 본다. 칸트의 실천이성 및 규범성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발
전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Christine M. Korsgaard, The Sources of Normativ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강현정·김양현 역, 「규범성의 원천」, 철
학과 현실사, 2011.

29) Gerald Dworkin, 위의 책, 20면. 드워킨은 이러한 성찰능력을 ‘2차적 질서의 능력
(second-order-capacity)’이라고 부른다. 

30) 김현철 교수는 헌법재판소도 자기책임의 원리가 자기결정권의 한계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도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현철, 위의 
논문(주10), 358-359면. 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로서 자기책임의 원리를 명시하는 근거
는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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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 능력 개념과 그 한계

생명의료윤리에서 최초로 자율성이 강조된 시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7년 뉘른베르크 강령은 나치시

대 자행된 비인도적인 인간 대상 실험들의 만행을 반성하면서 인간을 대상으

로 하는 실험이나 연구에서는 반드시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을 것

을 결의하였다. 이 강령은 인간의 자율성 보장이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초석

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계기였다.31) 처음 등장한 이래로 생명의료윤리에

서의 자율성 논의는 일련의 변화를 거쳐 왔다. 첫째, 자율성 존중의 요청은 횡

적으로 확대되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영역에서부터 오늘날 의료영역에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전통적으로 의료영역에서는 의사의 권위와 신뢰

에 바탕을 둔 후견주의 태도가 강하였지만 오늘날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우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자율성 존중의 요청은 질적으로도 강화되었다. 연

구 대상자 및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는 법률 및 각종규정, 지침, 윤리강

령 등의 제정, 연구 대상자나 환자의 자율적 동의를 위한 절차적 정비, 연구 

및 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심의기관 설치 등은 자율성 존중을 

위한 다양한 절차적 강화의 양태들을 볼 수 있다.32)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 개념 및 존중 원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대표

적인 생명윤리학자인 탐 비첨(Tom L. Beauchamp)과 제임스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생명의료윤리의 원리들(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197

9」33)을 통해 마련되었다. 저자들이 제시한 자율성 개념은 특히 개인의 자기

31) 뉘른베르크 강령 이후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등을 통해 자율성 이념의 존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아울러 
뉘른베르크 강령을 통해 생명윤리적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한 이래로 1960년대 말 1970년
대 초 생명윤리학(Bioethics)이라는 학문분야가 탄생하였다. 국내에서도 생명윤리학이 신설
되어, 윤리학, 의학, 법학 등 학제 간 통합과 소통을 꾀하는 연구를 지속하면서, 종교인, 
일반시민들도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열린 담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박은정, 위의 책(주2), 79-85면; 권복규·김현철, 「생명 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4, 9-30면. 

32) Neil C. Manson & Onora O’Neil, 위의 책(주4), 1-25면.
33) 저자들은 생명의료윤리 문제들에 대한 원리 중심 접근법(principle-based approach)을 취

하는데, 이들이 들고 있는 네 원리는 자율성 존중 원리, 악행금지 원리, 선행의 원리, 정의
의 원리이며 이 원리를 실제에 연결하려고 시도한다. 한편 이렇게 원리를 통해 이론과 실
제를 연결하는 방식에는 “원리로부터 연역하여 행위에 적용하기(application), 상충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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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능력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는 규범학 일반에서 사용되는 자율성 개념을 

생명의료윤리 맥락에서 원리 중심 접근법을 통해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

다.34) 비첨과 췰드리스는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 존중의 원리가 전통적

으로 철학 및 윤리학에서 주도해 온 자율성에 대한 관념론적 관심에 기초한 

이상론이 아니라, 통상적인 선택자의 관점에서 자율적인 행위에 주목하는 비

이상론(non-ideal theory)”이라고 차별화한다.35) 

생명의료윤리에서 자율성 개념은 치료나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나 연구대상

자가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자율적 행위로서,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이해하면서(with understanding),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통제적 영향력으로

부터 벗어나서 행위하는(acting without controlling influences) 것”을 의미한

다.36) 이러한 자율적 행위의 세 조건은 자율성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한 필요

조건과도 같다. 그런데 의도적 행위란 궁극적으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능

력’을 의미하며, 이해나 독립의 조건 역시 개인의 자기결정을 담보할 수 있

는 형식적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생명의료윤리에서 자율성 개념도 개인

의 합리적 판단 능력으로서의 의사결정능력을 핵심 요소로 본다는 점에서 오

늘날 개인적 자율성 개념, 특히 능력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에 의존한다.

그러나 의료영역에서 사용되는 자율성 개념은 개인과 환자를 구분하지 않

는 태도에서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환자는 본인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규범적 주체이기도 하지만, 

리들 간의 비중을 재는 균형잡기(balancing),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는 상세화하기
(specification)” 등이 있다. Peter Singer·Helga Kuhse, A Companion to Bioethics, 
Blackwell Publishers Ltd, 1998: 변순용·강미정·홍서영·조현아 옮김, 「생명윤리학 I」, 
인간사랑, 2005, 141-142면.

34) 생명의료윤리 분야에서 윤리학적 접근은 원리 중심 접근법 이외에도 절대적인 규칙에 기
초한 접근법, 공리주의 접근법, 덕 윤리학 접근법, 배려 접근법, 사례 중심 접근법 등 다양
하다. 자세한 소개는, Peter Singer·Helga Kuhse, 위의 책, 135-253면.

35)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위의 책(주3), 180-181면.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저자들이 제시하는 자율성 존중 원리가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 입각하는 한 비이상론
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36)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위의 책, 181면. 저자들은 통상적인 선택자의 관
점에서 자율적 행위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자율적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로 의미하는 바는 자율적 의사결정이 더 정확한 표현일 듯하다. 행위라는 용어는 행위자
의 의사결정을 비롯하여 그에 따른 이행까지도 포함하는 더 넒은 개념이라 할 수 있으므
로 자율적 선택 내지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만 여기서는 저
자들의 용례를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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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상태에서 자기관련 문제를 결정할 때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존적 취약상태에 놓인다. 이러한 환자의 이중적 속성을 고

려하지 않고 합리적 판단 능력으로서의 자율성 개념에만 의지하여 의료윤리에

서의 자율성 담론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적어도 의료 맥락에

서 환자의 자율이라는 의미는 고립된 자율권의 행사자로 보는 규범적 태도보

다는 의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실존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37) 

의료영역에서의 자율성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 논의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의료맥락을 구분하는 것이 이론 차원에서 가능하고 환자의 자율성 확보를 위

한 절차 규범적 차원에서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38), 자율성 개념 논

의는 실질 규범적 차원의 문제라는 필자의 시각에 의하면 궁극적인 해결안이 

되지 못한다. 특히 실질적 가치평가가 수반되는 사안들에 대한 의료 분쟁에서

는 절차 문제보다는 실질적 가치판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의료 윤리적 자율성 개념을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에만 의존할 경우 정작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할 환자의 실존적 상황은 은폐되거나 간과되기 쉬우며 이러

한 자율성 논의는 형식적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의료영역에서 

자율성 논의가 구체적인 상황을 섬세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의

37) 박은정, 위의 책(주2), 486면. 박은정 교수는 환자의 자율이라는 의미의 인간존중이 타인
의 인생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사람의 자율 증진은 의사의 책임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개념은 보호
와 관심이라는 사회적 연대 정서의 표현으로 파악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
닐은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가 개인의 자율성 존중을 통해 정당화된다는 비첨과 췰
드리스의 관점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오히려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는 자율성에 의
해 정당화된다기보다는 환자나 연구대상자가 기만이나 강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의 합당한 
확신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nora O’Neil, “Some Limits of 
Informed Consent”, Journal of Medical Ethics 29, 2003, 5면. 

38) 절차 규범적 논의란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환자의 자기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차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가령 이상돈 교수가 제시하는 절차주의적 
해결방안이 한 예이다. 법이 의사나 환자보호자들이 각자의 윤리적 의무를 스스로 최대한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러한 관점에서 법은 강제적 위력을 행사하는 역할이 아니라, 의료적 의사결정에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에게 소통과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정당화하고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상돈,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 의료와 법의 합리적 소통과 책임 
귀속」,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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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능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자율성 능력 개념을 확장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필자의 관

심은 오늘날 생명의료윤리의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대안적 자율

성 개념을 제시하는 견해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새로운 자율성 이해의 시도들은 오늘날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경도된 자

율성 개념을 문제 삼으면서 공통적으로 개인주의 내지 고립된 자아관념을 비

판한다. 정치철학에서 자유주의 대척점에 있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는 원자론적 개인관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며 이러한 비판은 생명의료윤

리의 자율성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오늘날 생명의료윤리 표

준적인 자율성 담론이 개인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에 기반하고 좋음(the good)에 대한 얇은 이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생명의료윤리의 미래를 위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39) 가령 

의·생명과학의 기술을 평가할 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의존한다면 그 기술

이 명백한 해악을 끼친다는 입증 없이는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거부할 근거가 

딱히 없을 수 있지만, 공동체주의자는 공동선을 근거로 우리 모두를 위해 새

로운 기술의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분명 의·생

명과학기술의 혜택은 단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선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이런 점에서 공동체주의 접근은 의미를 가질 수 있

다.40) 그러나 공동선이란 무엇이며 자율성 보다 왜 우선되어야 하는지 혹은 

공동선의 추구가 개인의 자율성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당화 과정을 거

치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자유주의 법체계 안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공동체주의적 자율성 논의는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로의 귀결 가능성 역시 경계해야 한다.41) 

39) Daniel Callahan,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46(4), 2003, 499면.

40) 유수정·최경석,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 「학제적 생명윤리학에서 자율성 
존중의 이념과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3 심포지엄 자료집, 16-17면.

41) 자율성과 공동선을 상호 대립하는 가치로 보지 않고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 사이
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가 제시한 ‘반응적 공동체
주의(responsive communitarianism)’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 질서
가 한 사회 안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는데,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되더라도 공동선을 언제나 우선시하는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authoritarian 
communitarianism) 입론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유수정·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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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자유주의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자

율성 담론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다. 최근 여성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시도되

는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42) 논의들은 공동체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아에 대한 구성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개인의 자율성 능력

이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하는 점에 보다 주목한다.43) 관계적 자율성의 시도

들은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을 하나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의료영역에서의 자율성 논의를 확장하는데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양가적 속성, 즉 본인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규범적 개인이면서 동시에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신체적 취약성에 노출된 나약한 실존적 존재라는 점을 효과적

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새로운 자율성 논의들은 표준적인 자율성 개념 및 논증 방식에 한

계를 느끼고 새롭게 모색되는 시도들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생명의료윤리에

서의 표준적인 자율성 개념 및 논의에 대한 반성적 흐름에 동참하면서 특히 

여성주의가 시도하는 관계적 자율성 이론들에 관심을 가진다. 이하에서는 제2

절을 통해 표준적인 자율성 담론 방식을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서 조망해 

본다. 제3절에서는 이러한 자율성 능력 모델이 의료적 의사결정에 적용됨으로

써 생기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한계를 밝히고, 제4절에서 

대안적 논의로서 관계적 자율성론을 살펴본다. 관계적 자율성 논의를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고 최종적으로 의료영역

에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위의 발표문, 15-18면;  Amitai Etzioni, “On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 32, 2011.

42)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이란 용어는 니델스키(Jennifer Nedelsky)가 1989년 발
표한 논문, Jennifer Nedelsky, “Reconceiving autonomy: source, thoughts and possi-
bility”,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1(1), 1989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로 주로 여
성주의 진영에 의해 다양한 접근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43) 특히 자율성 능력 개념을 이러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로는 Diana T. Meyers, Being Yourself. Essays on Identity, Action, and 
Social Lif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4, 1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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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율성 능력 모델의 검토

I. 자율성 능력 모델의 이해

필자는 오늘날 규범철학 및 의료윤리 영역에서 지배적인 자율성 개념 및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준으로서의 논의 일체를 ‘자율성 능력 모델(Autonomy 

Competence Model)’이라고 통칭한다. 자율성 능력 모델은 종래의 자율성 담

론에 대한 필자의 명명인데, 이러한 종래의 자율성 담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시도로서 제안하고자 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Autonomy 

Capability Model)’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자율성 능력 모델에

서 드러난 한계를 자율성 역량 모델이 극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자율성 능력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자율성 

능력’ 개념을 설명하고, 이러한 개념에 의존하여 자율성 개념을 정당화하고 

실제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는 방식 일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율성 능력 모델의 철학적 원형이 되는 칸트와 밀의 이론에서부터 현대의 자

율성 이론까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본다. 

1. 자율성 능력 개념과 그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능력이라 하면 인간의 속성(capacity)이나 자연적 능력(natural 

ability)을 일컫지만 주로 자율성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주로 자기결정능력, 

핵심적으로 의사결정능력(competence)을 지칭한다. 이를 따라 필자가 명명하는 

자율성 능력 모델에서 사용하는 ‘자율성 능력(autonomy competence)' 개념은 

‘자율성’과 ‘의사결정능력’을 조합한 것으로서 정확히는 ‘자율적 의사결

정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축약하여 ‘자율성 능력’이라 부른 것이다. 

일상적으로 capacity, ability, competence와 같은 용어들이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기도 하므로 의사결정능력으로서 자율성 능력 개념은 기술적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의사결정능력으로서의 자율성 능력 개념은 

기술적 차원이 아닌 규범적 차원에서 구분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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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능력 개념과 자율성 역량 개념의 구별 실익이 있다.

미국의 보건윤리학자인 다니엘 위클러(Daniel Wikler)는 인간의 능력 개념

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하나는 사람의 자연적 능력으로 개

성에 따라 혹은 재능에 따라 다양한 정도차를 보이는 통상적 의미에서 이해되

는 상대적인 개념(the relativist conception)으로서 이때 능력을 ‘capabilities’

라 지칭한다. 다른 하나는 주로 법적 맥락에서 법률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변

경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자격을 의미하는 문지방 개념(the threshold con-

ception)으로서 ‘competence’라 구별하여 지칭한다.44) 이때 후자인 com-

petence는 주로 법률적 맥락에서 볼 때 자격(qualification)과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사결정능력 기준을 넘어서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법적 맥락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은 사회의 합의에 의

해 의사결정능력의 조작적 정의, 측정이나 평가절차,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판

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되는 법적 지위나 처우가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

다.45) 따라서 사실적 차원의 의사결정능력은 대개 의학적 관점에서 정의된 의

사결정능력(mental capacity)을 뜻하지만 법률적 차원의 의사결정능력(legal 

competence)개념과는 상호 호완이 불가능한 별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46) 

사실적 차원에서 의사결정능력(mental capacity) 개념을 정의하는 연구들은 

다양하다.47) 다양한 연구들을 토대로 의사결정능력 개념을 정의한 루이스 찰

랜드(Louis C. Charland)에 의하면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은 총 다섯 가지 구성요

소 - ①이해(understanding), ②평가(appreciation), ③추론(reasoning), ④선택의 

표현(express choice), ⑤가치(value) - 로 설명할 수 있다.48) 이러한 다섯 구성

44) Daniel Wikler, “Paternalism and the Mildly Retarded”,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8, 
1979.

45) Kathleen C. Glass, “Refining Definitions and Devising Instruments: Two Decades of 
Assessing Mental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0(1), 1997, 
5-33면.

46) 김문근, “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제41권 제3호, 2010, 244면.

47) Benjamin Freedman, “Competence, Marginal and Otherwise: Concepts and Ethic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4, 1981, 53-72면; Kathleen C. Glass, 위의 논문; 
Jennifer Moye·Daniel C. Marson, “Assessment of Decision-making Capacity in Older 
Adults: An Emerging Area of Practice and Research”, Th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in 
Psychiatric 12(1), 2009, 88-97면. 

48) Louis C. Charland, “Decision–making Capacit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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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에서 마지막 가치(value) 요소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 한다. 가치란 핵

심적으로 볼 때 개인의 선택이 미치는 결과의 합리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되

며 이 과정에서 결정자 개인의 주관적 가치의 고려뿐만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규범이나 전문가의 권위적 판단 등이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

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가치 요소를 의사결정능력의 본질적 구성요소로부터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의 구성요소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9)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의 구성요소에서 ⑤가치(value)를 포함할 것인가 제외

할 것인가의 논의는 이미 기술적 차원에서 규범적 차원으로 논의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의료영역에서도 표준적이라 볼 수 있는 자유주의적 개

인주의 자율성 담론에 의할 때 의사결정능력에서 가치 요소는 배제된다. 

이렇게 의사결정능력 개념을 기술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에서 구별하고, 위

클러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따라 용어 선정까지도 달리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구분의 실익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렇게 두 차원을 구분

하는 이유는 법적 의사결정능력(legal competence) 개념이 의사능력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제한

에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50) 물론 법적 의사결정능력 개념

도 의학적인 의사결정능력 개념에 의존하여 판정하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대

체로 규범적 차원에서 보면 기술적 차원의 의사결정능력 개념과 독립적인 혹

은 더 상위의 판단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51) 

정리하자면 자율성 능력 개념에서의 능력은 법률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의

사결정능력(competence) 개념을 의미한다. 이것은 크게 두 단계를 통해 정확히 

2008.
49) 김문근, 위의 논문, 250면. 특히 249면의 <표3> 의사결정능력의 구성요소 참조. 
50) 한편 법적 의사결정능력(legal competence)의 개념 및 기준도 다양하다. 가령 우리나라 민

법상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스
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와 유사한 개념으로 책임능력은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뜻하는 용어
로서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이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이라는 면에서 본 것인
데 민법은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형법에서는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의 기준을 달리 본다. 즉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개인의 정신적·도덕적 발육상태와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보
아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51) Jennifer Moye·Daniel C. Marson, 위의 논문(주46), 88-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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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의사결정능력의 기술적 개념의 구성요소는 ①이해

(understanding), ②평가(appreciation), ③추론(reasoning), ④선택의 표현(express 

choice)로서, 논쟁의 소지가 있는 ⑤가치(value)는 제외한다. 둘째, 의사결정능

력의 법적 개념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진 모종의 평가기준을 통

해 통과한 능력으로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것은 곧 법률행위를 할 수 있

는 자격을 지닌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자율성 능력 모델의 정당화 및 적용 방식

자율성 능력 개념이 규범적 차원의 의사결정능력 개념에 의존한다는 것은 

곧 자율성의 정당화 및 자기결정권의 적용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핵심

적으로 오늘날 자율성의 정당화는 표준적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접근법을 취

하면서 일체의 후견적 개입을 거부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으며 그 적용방식

은 이원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자율성 능력 모델의 정당화 논의는 전통적인 자율성 이론에서부터 오늘날 

지배적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담론으로 이어지는 거대 담론과 연관된다. 핵

심적으로는 자율성 원리와 후견주의의 충돌 문제로 표출되는데, 이 문제는 좁

게 보아 의사결정능력 개념의 구성요소에서 가치 요소를 포함할 것인가 배제

할 것인가 여부로도 다투어질 수 있다. 이하 절에서는 자율성의 전통적 이론

부터 오늘날의 논의까지를 연결지어 검토하면서 특히 자율성 능력 모델의 규

범적 정당화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자율성 능력 모델의 적용방식은 간단히 말해 이원화 전략이다. 자율성 능

력 모델에서는 일차적으로 주체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능력의 최저기준선을 정

한다. 이때 최저기준선은 모든 사람들의 의사결정능력치를 정확히 측정하여 

정한다기 보다는 잠정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의 능력이면 족하다는 수준에서52) 

52) 최소한 요구되는 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은 해당 업무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은 “개별 업무와 관련된 개념(a task-related concept of competence)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즉 사람들은 특정한 유형의 결정에서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유형에
선 무능력할 수 있다. 가령 다이어트를 결심하는데서 능력을 가지지만 부동산 관리에 대
한 결정에는 무능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Allen E. Buchanan·Dan W. 
Brock, Deciding for Others: The Ethics of Surrogate decision-mak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Charles M. Culver & Bernard Gert, "The Inadequacy of 
Competence", The Milbank Quarterly 68(6),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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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정하며 이후 수정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모종의 

의사결정능력 최저기준선을 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자율적 주체는 이원화된다. 

기준치 아래의 사람들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질 수 없으며 후견인

에 의한 대리판단에 의존하지만 기준치 이상의 사람들은 자율적 주체로서 스

스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이원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사람들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의사결정능

력의 정도차를 반영할 수 없다.53) 자율성 능력 모델이 이러한 이원화 전략을 

취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차를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말고도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누구나 존엄하고 

동등하게 자기결정권한을 보유한다는 규범적 이해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동등

한 권리 보장은 권리주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결정권한을 갖는다는 차원을 지닌다. 이러

한 자율성의 규범적 이해는 추상적 인간이해를 통해 보편적 적용가능성을 도

출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은 그 개념, 정당화 그리고 이원화 전

략이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서로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하나를 

거부하는 경우 전체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러한 자율성 능력 모델이 오늘날 자율성에 대한 표준적인 규범적 

이해에 해당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시도라는 점에서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

용한다.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보이는 자율성 능력 모델은 그 형식적 틀로 인

하여 실제적 요청과 현실적 고려들과 괴리를 일으킨다. 구체적인 환자의 속성

을 일일이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능력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방식, 의사결정

능력을 판정하는 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치 요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

는 것,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명백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가정, 자율성 원

리가 근본적으로 후견적 개입과 상충된다는 주장 모두는 이러한 자율성 능력 

모델의 논리적, 형식적 완전성을 위해 전제되는 것들에 불과하다. 

이하에서는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자율성 이론과 오늘날 

자율성 이론을 간단히 검토한다. 이 부분은 자율성 이론에 대한 전체적인 검

53) 가령 같은 연령의 미성년자라도 개인에 따라 판단 능력이나 책임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
지만 규범적으로 이러한 정도차이는 고려될 수 없다. 심지어 개인 간 능력 차이가 의사결
정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도차를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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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필자가 앞서 제시한 자율성 능력 모델의 전

제들을 확인하는 작업에 더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는 자율성 능력 모델

이 왜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문제이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제3절을 위한 예비적 고찰의 범위로 제한된다.  

II.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서 자율성 이론의 검토

1. 전통적 자율성 이론 검토

전통적인 자율성 이론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와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의 자율성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두 철학자의 자율성 이론

은 자율성 능력 모델의 철학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칸트의 이론에서 

윤리적 인격성은 오늘날 자기결정권의 정당화에서, 밀의 자유론에서 제시된 

해악원리는 자기결정권 행사와 그 한계 문제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진다. 이

하에서는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칸트의 자율성은 일종의 도덕적 행위 가능성의 문제로서 개인적인 상황이

나 경험, 주관적 선호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법칙에 따라 자신의 행위준칙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자기입법성’을 의미한

다. 따라서 자기입법성으로서의 자율성은 애초에 인간의 실천이성54)의 발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스스로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세우고 그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은 오로지 이성 능력으로서55) 도덕법칙의 자기부여라는 

54) 이때 ‘실천이성’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실천이성과는 구분된다. 오늘날 실천이성은 행위
주체의 동기나 결과가치들을 배제하지 않는 이성 능력인 반면에, 칸트의 실천이성은 선의
지로부터 추동되며 결과에 상관없이 이성에 따라 오로지 옳다는 이유에서 행위를 결정하
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옳다는 이유에서 ‘무제약적인’ 선의지는 절
대선의 의욕이며, 행위 주체의 구체적 행위 동기나 행동에 따른 결과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지 않는 오로지 이성에 따라 옳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욕(意慾) 그 자체를 
의미한다. Immanuel Kant, 이원봉 역,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책세상, 2005, 
27면.

55) 인간은 감성적 존재이자 이성적 존재이며 경험적 능력과 더불어 선험적 능력을 가진다. 
칸트의 표현을 빌리면 “감성계에 속하면서도 지성계에 속하는” 인간은 도덕적 자율성을 
통해 이성적 존재로서 계몽(啓蒙, Aufklärung)된다. 즉 인간은 동물적·본능적 존재로 태어
나지만 살아가면서 인간화 과정을 거쳐 도덕적·이성적 존재로 만들어져간다.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계몽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
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칸트에게서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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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지므로 ‘자율성 능력 모델’이 의미하는 의사결정능력보다 극도로 

제한된 의미를 가진다. 오늘날 자율성 이론가들도 이렇게 엄격한 칸트의 도덕

적 자율성 개념에 더 이상 근거하지 않는다. 다만 칸트의 실천이성을 통해 표

상되는 자율적 주체로서 윤리적 인격성 관념은 비록 형식적인 합법칙성이지만 

그래서 보편적일 수 있는 인간 존엄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자

율성 능력 모델의 정당화에 연관된다. 사실 자율성 능력 모델이 전제하는 평

등에의 신념은 각 개인이 독립된 윤리적 인격이라는 점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56)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윤리적 인격성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실천적 한계

이다. 칸트의 윤리적 인격성은 현실과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보편성을 획득하

고 도덕의 확실성 나아가 인간 존엄의 당위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57) 고도의 

추상성은 경험적 차원에서 문제되는 자기결정권의 구체적인 행사 혹은 결정의 

내용과 관련된 논의 자체를 포괄할 수 없게 만든다. 윤리적 인격성은 오직 자

기결정권의 형식적 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결국 실천적 논의로의 진행

은 제약을 받는다.

둘째, 상호주관성의 제약이다.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론에서 주체의 이성적 

본성은 자기창조의 능력으로까지 승격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비사회적 

사회성(ungesellige Geselligkeit)’58)이 인류의 소질을 계발시키는 중요한 수단

없이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미성년 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
스로 져야 하는 것은 그것이 이성의 결핍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지
도 없이도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서 초래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라고 말한다. Immanuel Kant, 이한구 편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2009.

56) 칸트의 윤리적 인격성을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규범성으로 해석하여, 동등한 존중과 배
려라는 공준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견해로는 Ronald Dworkin, Sovereign Virtu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염수균 역, 「자유주의적 평등」, 한길사, 2005. 칸트의 실천철학 
기획을 인격에 대한 존중 원칙으로 집약하는 견해로는  Stanley L. Ben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erson”, A Theory of Freedom, 1988, 103면.

57) 임미원 교수는 “칸트의 형식적인 보편법칙 역시 개인이 자신의 행위준칙이 보편법칙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지 않아서 부도덕한 행위가 된다고 설명하기 보다는 현실 상황이 
너무나 복합하고 다층적이어서 그런 보편성 기준에 맞춰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
이 더 상식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미원, “선의지와 정언명령”, 「한국법철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0면. 

58) 타인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어 살려고 하면서도 타인들에 대립해서 자신의 의도대로만 행
동하려는 소질을 의미한다. 칸트, 위의 책(주54),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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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본다. 칸트가 생각하는 상호주관성은 인간의 협력이기보다는 경쟁에 

가깝고, 칸트가 그리는 목적의 왕국은 고립된 자율적 존재들의 이합집산일 뿐

이다. 이렇게 이성적 존재들의 초월적이고 자기 독백적인 자기완성 능력만으

로는 공동체 안의 갈등과 반목, 봉합과 조화의 다이내믹을 결코 설명해 낼 수 

없다.59) 

밀의 자율성론60)은 정치·경제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독립된 개인의 고유성을 보호하는 문제에 주목한

다는 점에서 칸트의 자율성론의 초월적 보편성 및 자기 독백성을 극복한다. 

밀은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과 달리 고양된 본성(faculties)을 가지며 일단 그것

을 자각한 후에는 그 본성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61)고 보는데 

이러한 ‘개별성의 개발(development of individuality)’62)이 곧 자율성을 의미

한다. 이러한 자율성은 인간성의 완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이며63) 동시에 개성

의 발현을 통한 사회적 효용의 증가라는 수단적 가치를 가진다. 

밀의 이러한 설명을 자율성의 정당화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59) 특히 칸트의 추상적인 윤리적 인격성이나 목적 원리로는 친구나 가족 관계의 강한 유대
감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강도는 바로 우리의 인격적 
‘관계’에 의존한다. David Daiches Raphael, Moral Philosophy, Oxford Univeristy Press, 
1981: 김영철·김우영 역, 「현대도덕철학」, 서광사, 1987, 124면. 

60) 밀의 자율성론은 그의 저서「자유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밀은 정작 
자율성이란 말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다른 문헌을 통해 이 책의 중요한 원칙이 개인의 자
율성에 대한 원칙임을 밝힌 바 있다. “Letter to Emile Acollas”, in The Later Letters, 
Collected Works XVII: 1831~1831. 

61) John S. Mill, Utilitarianism, in Everyman’s Library edition (1993), 8면.
62) John S. Mill, 위의 책, 125면. 이때 ‘개별성(individuality)’이란 저마다 개인에게 독특한 

개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각자의 내면적 힘의 발전을 자율성의 성취로 이해한다. 이러한 
개별성의 개발은 밀이 인간 본성을 나무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잘 표현된다. “인
간 본성은 주어진 일을 정확하게 해내도록 모형에 따라 설계된 기계가 아니라, 자신을 생
명체로 만드는 내면적 힘의 성향에 따라 모든 방향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나무와 같
다.” John S. Mill, On Liberty, in Everyman’s Library edition (1993), 1859, 127면.

63) 개별성의 개발이 본질적이라는 생각은 칸트의 이성의 계발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칸트
에게서 이성의 계발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유(類)적 차원을 가진다. 칸트에게서 이성의 완
전한 계발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한 개인의 일생 동안 그것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으
로 이해된다. 비록 개인이 그 잠재력을 가지지만 최고의 도덕적 선은 그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지향하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는 없다. 최고의 도덕적 선은 그런 개인
들이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전체로 통합되어야 하며 그런 통합 속에서만 최고의 도덕적 
선은 성취될 수 있다. Immanuel Kant,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ssen 
Vernunft", Kants Werke VI, hrsg. E. Cassirer, 214면: 이한구 편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2009, 18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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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째, 개별성의 개발에 본질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서 자율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화방식은 자율성 능력 모델의 표준적인 규범적 

이해와도 맞닿아 있다. 즉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주

권자라는 점이다. 둘째, 자율성은 개인의 행복 혹은 복리(well-being)의 증대라

는 결과론적 측면에서 정당화된다. 밀은 자율성 개념을 경험적 토대 위에서 

개인의 욕구, 성향, 생활양식 등의 표현 그 자체로 이해하며, 숙고, 판단, 지식, 

개인적 경험, 선택의 결과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달해나가는 과정에서 발휘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64)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진한다는 공리주의 사상과 접목시킨다.65) 

밀의 자유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66) 

(i) 자유의원칙(the liberty principle): 자기관련행위의자유, 자기인생설계에따라행동할자유
는 보호되어야 한다. 
(ii) 단서조항(the harm principle): 자기의행동으로인해직접적이고명백한해(harm)가타인에게
미치지 않는 한 자유의 원칙은 보호된다. 
(iii) 예외조항: 자유의원칙은성인과문명사회의성원에게만적용된다. (어린이나야만인은예외)

이렇게 타인에게 미치는 해악을 기준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밀의 논의는 자

유의 가치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밀의 시도는 의무론적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자율에 기초한 주장과 결과론적 주장을 혼합하는 밀의 시도는 정면으로 반박

되기도 하는데,67) 자기에 대한 해악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가를 두고 벌어지는 후견주의 논쟁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뜨거운 이슈이다.68) 

해악원리는 개인의 자율성 행사의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64) John S. Mill, 위의 책(주61), 144면.
65) Richard Arneson, “Paternalism”, Crig, E.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7, 

Routledge, 1998, 250-252면. 
66) Mill, J. S., 위의 책(주62), 13면. 참고로 밀은 자유의 개념을 지성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로 

구분하고, 다시 행위의 자유를 ‘자기관련 행위(self-regarding action)’와 ‘타인관련 행
위(other-regarding action)’로 구분한다. 

67) 대표적으로 Ronald Dworkin, “What is Equality? Part I: Equality of Welfar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0, 1981a, 185-246면.

68) 오늘날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택 내용에 대한 중립 여부를 두고 연성 후견주의(Soft 
paternalism)와 경성 후견주의(Hard paternalism)로 양분된다. 이러한 후견주의 논쟁은 후술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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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불문명한 해악 개념을 규명해야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자기관련 행위에서 발생한 본인의 해악을 위한 간섭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2. 현대적 자율성 이론 검토  

현대의 자율성 이론들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

점에서 자기결정권과 관련되는 범위로 국한하여 검토한다. 특히 개인의 자기

결정성의 핵심 조건인 ‘의사결정능력(competence)’과 ‘진정성

(authenticity)’ 조건을 살펴본다. 

현대 자율성 이론가들은 칸트가 의미하였던 오로지 도덕적인 자기입법성과

는 거리를 두고 비판적 숙고에서 ‘합리적인 성찰 능력’을 통해 자기결정에 

이르는 것으로 자율성 개념을 파악한다. 따라서 자율성의 탐구에서 구체적인 

개인의 욕구, 선호, 소망, 신념 등과 같은 내적 동기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현대 형이상학적 자율성 논의들은 차별화된다. 그러나 이렇게 비판적 숙고를 

통한 자기결정과정을 통해 자율성 개념을 탐구하는 시도들도 결국 자기입법성

에서 논의되었던 독립성 조건(외부로부터의 강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

로 숙고하고 선택함)과 자기-지배 능력을 필수 조건으로 삼는다.69) 특히 자신

을 다스리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능력70)과 스스로의 내적 동기

들에 기초해 행동할 수 있을 것, 즉 진정성 조건이 고려될 수 있다.71) 

69) 특히 칸트의 자기입법성과 관련지어 현대적 자율성 이론을 시도하는 입장으로 Gerald 
Dworkin, "The Concept of Autonomy", John Christman (ed.), The Inner Citadel, Essays on 
Individual Aut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Richard Anderson, "Autonomy and 
Preference Formation", Jules L. Coleman·Allen Buchanan (ed.), In Harm's Way: Essays 
in Honor of Joel Feinbe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70) 의사결정능력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능력들, 자기통제, 병인을 염려
하거나 조직적인 자기기만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상태 등이 중요한 조건들로 고려된다. 대
표적으로 Bernard Berofsky, Liberation from Self,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Robert 
Young, Autonomy: Beyond Negative and Positive Liberty, St. Martin's Press, 1986;. Diana T. 
Meyers, Self, Society, and Personal Cho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71) 자기결정의 진정성 판별이 필수라는 견해는 Harry G. Frankfurt, “Freedom of the Will 
and the Concept of a Person”, John Christman (ed.), 위의 책(주68); Gerald Dworkin, 위
의 논문(주68); Christine M. Korsgaard, 위의 책(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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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진정성 판별에 대한 견해들은 주로 내적 동기들을 상호 비교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진정성 조건에 대한 대표적 이론가 해리 프랭크푸

르트(Harry G. Frankfurt)는 개인의 내적 욕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각 

욕구들의 위계질서 속에서 욕구들의 일치상태로 진정성 조건을 설명한다. 이

를 위계적 구조모델이라고도 한다. 가령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일차적 욕구

와 다이어트를 위해 먹지 않겠다는 이차적 욕구가 충돌할 때, 결정자는 비판

적 숙고과정을 통해 결국 일차적 욕구를 이차적 욕구에 일치시켜 ‘진심어린 

헌신(wholehearted commitment)’에 이르게 만든다. 바로 욕구들이 일치된 상

태를 진정한 욕구로 간주한다.72) 

이 견해는 이후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주로 욕구들의 일치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 욕구들의 위계란 궁극적으로 더 높은 단계의 욕구가 더욱 

진정한, 높은 수준의 자아를 반영한다는 신념에 기초하는데 이러한 존재론적 

우선성에 대한 정당화가 없다는 비판, 욕구들을 위계적으로 구조화하다보면 

욕구들의 무환 퇴행현상에 대해 답할 수 없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73) 

욕구의 위계적 구조 모델을 비판하면서 비위계적인 통합모델을 시도하는 

매릴린 프리드만(Marilyn Friedman)은 욕구들을 위계적으로 구조화해서 일치시

키려는 시도보다는 욕구들의 상호평가 과정을 거쳐 욕구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견해이다. 이때 다양한 욕구들이 외부로부터 조작이

나 억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욕구들의 이차적 승인과정

으로서 ‘반성적 승인(reflective endorsemen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욕구들이 통합된 것으로서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74) 

현대 형이상학적 자율성론 이론가들은 자율성 개념을 비판적 숙고에서의 

자기결정성에서 찾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성이나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필수 

조건으로 내건다. 이러한 자율성의 조건들은 인간의 지적·인지 능력 관념에 

72) Harry G. Frankfurt, 위의 논문, 63-76면.
73) Gary Watson, “Free Agency”, Journal of Philosophy 72, 1975; Irving Thalberg, 

“Hierarchical Analyses of Unfree Action”, John Christman (ed.), 위의 책, 123-135.
74) Irving Thalberg, 위의 논문, 123-136면. 특히 프리드만은 통합모델을 통해, 억압적 사회 

상황에서 자율성의 실패로 이어지는 자아소외에 대한 여성주의적 함의를 제시한다. 
Marilyn Friedman, “Autonomy, Social Disruption, and Women”,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Relational Autonomy – Feminist Perspectives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5-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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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결정에서의 개인의 합리

성 판단은 인지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념과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이익

형량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는 공동체의 신념이나 가치가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관적 합리성을 논리적으로 판정하는 수준의 논의들, 

진정성 조건이나 독립성 조건만으로는 수행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

사결정에서의 ‘합리성’이 주는 모호한 의미를 피하고자 ‘자발성’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자율성 능력 모델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론가

는 파인버그75)이다. 

그는 자율성 판별은 합리성보다는 ‘자발성(voluntariness)’을 통해 설명하

는 것이 혼동을 피하고 자유주의에 더 일관된 기준이라고 주장한다.76) 그가 

제시하는 자율성의 자발성 기준은 상당히 섬세하고 흥미롭다. 파인버그에 따

르면 개인의 자발성은 상황의 특성, 구체적인 이익, 도덕적 이유나 법적 목적 

등에 따라 자발성의 결여 상태부터 완전한 수준의 자발성까지 연속된 스펙트

럼 안에서 유동적일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자발성이 어느 수준인가를 고정

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 가지 실용적 기준을 제시하여 자발성

의 가변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때 고려되는 실용적 기준들은 

행위의 위험성,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해악의 심각성,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개연성,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이 해당한다.77) 이러한 실용적 기

준들은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일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체의 자발적인 선택을 보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대 형이상학적 자율성론에서는 진정성이나 독립

성 혹은 자발성 개념이 자율성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인간의 지적 인지능력

을 중심으로 결정의 내적 동기들을 중심으로 자율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다

양한 방식으로 주관적 합리성의 변주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겠다. 

75) 파인버그는 밀의 자유의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밀의 결과론적 정당화 방식 대신에 권리론
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흐름에 중심에 서있다. 특히 자율성 능력을 합리적인 의사결정능
력(competence)으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로 분류할 수 있다. 

76) Joel Feinberg, 위의 책(주25), 109면.  
77) Joel Feinberg, 위의 책(주25), 118-124면. 완전하게 자발적인 의사결정의 모형은 선택자가 

유능할 것(competent), 강제나 구속으로부터 선택하지 않을 것, 최면과 같은 조작으로부터 
선택하지 않을 것, 무지나 잘못된 믿음에서 선택하지 않을 것, 일시적으로 왜곡된 상황에
서 선택하지 않을 것, 억압되지 않을 것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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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

1. 자율적 주체로서 환자의 속성

종래에 의료 맥락에서 환자 자율성 내지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적·신체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가 치료

과정 중 의료진과의 관계에서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가치 규범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정보와 설명에 의해 스스로에

게 손상을 주지 않는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78) 이러한 

정의를 살펴보면 자율성의 주체로 고려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는 매우 좁은 

편이다. 즉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적·신체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라는 설명은 이미 독립적인 자기결정능력을 가진 사람을 전제하는 것이

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에게 의료적 결정을 내리고 책임질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추가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의 자율성 개념은 실제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을 전혀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환자들은 질병이나 손상

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가진다고 판정되더라도 객관적인 합리적 판단을 내

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욱이 의료적 의사결정의 내용이 생명 유지

와 직결되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러한 중

대한 결정을 내리는 환자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와 전혀 다른 입장에 

놓인다.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을 그대로 의료영역에 적용할 경우79) 의료적 의사

78) 황성우·이영미·김상희·장미영·변영순, 위의 논문(주1), 2-3면. 이 문헌은 환자 자율성 
개념이 사용되는 다양한 범위의 문헌을 조사하여 환자 자율성의 속성을 다섯 가지 - 권
리, 힘, 존엄성, 정보, 평등-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의 요청은 의료적 의사
결정이 환자와 의료인의 상호협동과 환자와 간호사의 상호의존성을 격려하는 과정을 다룰 
것을 촉구한다는 점 역시 제기한다.

79) 대표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비첨과 췰드리스는 “자율성과 능력(competence)은 서
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자율적인 사람과 능력이 있는 사람의 기준은 매우 유사하며 그
런 점에서 자율성의 핵심을 의사결정능력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때 의사결정능력은 인지
적 기술과 판단의 독립성과 같은 자율적인 사람의 속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신적 기술이
나 능력으로 특징지어 진다”고 설명함으로써 전형적인 자율성 능력 모델 관점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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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리는 환자의 실존적 상황은 제대로 고려되기 어렵다. 특히 자율성 

능력 모델이 취하는 이원화 전략에 의하면, 어느 한 쪽에서도 이러한 환자들

의 구체적 상황은 반영되지 못한다. 즉 최소한의 의사결정능력 수준을 가졌으

며 의학적으로 정신 질환이나 심리적 불안증 등의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환자

일지라도 의료적 의사결정을 앞둔 환자는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포감 등에 노

출될 수 있다. 의료적 의사결정은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삶에 변화를 초래하

며,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의료적 의사결정에는 환자의 신념이나 가치관과 같은 개인적 측면들 

외에도 실제 치료에 요구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 등의 외부적 요소들이 환자의 객관적 판단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

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한 환자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종래의 

자율성 모델은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복합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다. 

한편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정 난 환자들의 경우에도 질병의 호전이나 

치료에 따라 혹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의사결정능력의 결여로 판정 날 경우 후견적 개입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의 잔존 능력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도양단식의 적용방식을 택하는 자율성 능력 모델은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특수성과 환자의 구체적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논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적용방식은 결국 적극적인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며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 자

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결국 의료적 의사결정은 환자의 일회적 선택으로 단번에 종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장기간의 소통과 협업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사의 설

명의무와 환자의 동의권도 단순히 환자의 독립적인 자기결정성을 담보하는 것

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환자와 의사의 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쌓는 절차로 보

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적 자기결정성의 이상에 과도하게 집착할 이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위의 책(주3), 203-204면. 



32

유도 없다. 환자의 의료적 결정이 의료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로 의료행위는 전문분야로서 환자가 어떠한 치료대안을 선택해

야 할지에서부터 치료에 수행되는 과정 내내 담당의의 의학적 판단과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료적 결정은 환자의 독단적인 자기결정권 행사라기보

다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와 의사의 협업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이런 측면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후견주의와 충돌하지 않는다.80) 

정리하자면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율성 담론에서 고려하는 개인의 자율성 능력 개념에만 의존

하여 논의를 구성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특히 자율적 주체로서 환자의 속

성은 자기결정을 위한 비판적 숙고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통상적

인 경우의 결정자와는 구별되며 이러한 환자의 속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자율성 논의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우선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환자의 능력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II.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잠재능력들

환자의 잠재적 능력들은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이 고려하는 의사결정능

력 말고도 다양하다. 의료적 의사결정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고려되는 잠

재능력들을 밝히는 것은 다음의 이유들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잠재능력들을 밝히는 

것은 의료적 의사결정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게 해준다. 

둘째, 구체적인 잠재능력들이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에서 고려하는 의사

결정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의사결정

능력이 포괄하지 못하는 능력들을 밝히는 것은 바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

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잠재능력들의 고려를 통해 사람마다 다양한 자율성 능력의 정도차가 

80) 환자들은 실제로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지 담당의가 결정해주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Jan Marta, “Whose Consent is it anyway? A Poststructuralist Framing of the person in 
Medical Decision-Making”,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 1998, 360면; 김진경, “의학
적 의사결정 모델로써 공동의사결정의 이해”, 「한국의료윤리학회지」제11권 제2호, 
2008, 10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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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 이러한 정도차가 실제로 의료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

음을 확인한다. 

이하에서 살펴볼 잠재능력들은 피해자의 승낙능력에 대한 형법적 검토를 

수행하는 논문81)으로부터 참고하였다. 필자는 제1절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이해를 위해 의사결정능력 개념과 그 구성요소를 이미 살펴본바 있다. 이하의 

논의는 이러한 의사결정능력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연관된 다른 잠재능력들을 

함께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1.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잠재능력들82)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잠재능력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

고 각각은 더 세분화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잠재능력들

(1) 정보 획득의 잠
재능력

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잠재능력

②적합한 정보를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 잠재능력

③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잠재능력

(2) 인지적·감정적
잠재능력

④자신이처한상황들을자신과연관시킬수있는잠재능력

⑤대안들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는 잠재능력

⑥대안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잠재능력

(3) 선택할 수 있는
수행능력

⑦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수행능력

⑧선택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능력

(4) 자신의 의사결

정과정을자세히설

명할 수 있는 수행

능력

⑨어떤방식으로그가결정에도달하게되었는지에대해인

식 가능한 이유들로 설명할 수 있는 수행능력

81) 정규원,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연구 -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
위 논문, 1999, 제5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승낙능력의 판단 부분 참조. 본 논문은 현행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규정인 형법 제24조를 검토하는데 특히 승낙능력을 설명함
에 있어 기존의 해석론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분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
시된 잠재능력들은 의사결정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이고도 핵심적으로 논점들을 짚어낸다.

82) 이하의 설명은 정규원, 위의 논문, 140-1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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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획득의 잠재능력

정보획득의 잠재능력에 속하는 세 가지 능력들은 “자율적 의사결정을 위

한 전제로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능력이란 외부세계에 대한 사실들 가령 인지적 사실과 감정적 사실들을 획득,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② 적합한 정보를 정보로서 인식할 수 있는 잠재능력

이란 잡다한 자료들 중에서 중요한 자료를 분별해내는 능력을, ③ 정보를 기

억할 수 있는 능력은 의료적 의사결정이 대개 즉각적인 결정이기보다는 시간

차를 두고 행하여지는 특성으로 인해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들에는 기본적으로 생리적 완전성과 심리적 완전성이 요구된

다. 특히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가 중추신경계의 정보처리센터로 전달되는 경

로를 방해하는 중대하면서도 치료할 수 없는 신경 정신과적 질환들(예, 자폐

증)과 획득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질환들(예, 진행된 알츠하이머병)

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정보획득의 잠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질병으로 진단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완전성의 경우는 상당히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을 지닌다. 이는 주로 느낌이나 감정들로 인해 정확한 

정보획득에 방해를 야기하는데 과도한 느낌이나 감정에 사로잡히는 환자에게 

결정에 필요한 인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상황파악이나 

합리적 결정을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

문이다. 또한 심리적 완전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의 경우도 제대로 도

움을 받느냐에 따라 능력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다.83)

(2) 인지적·감정적 잠재능력들

여기에는 ④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자신과 연관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 ⑤ 

대안들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는 잠재능력 ⑥ 대안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잠재능력이 속하는데, 주로 자신의 가치 구조에 따라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의 측면들을 연결시키는 능력들을 일컫는다.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들과 가치

들 속에서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복리적 관점에서 상황들을 평

83) 정규원, 위의 논문, 141-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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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이다. 

중요한 무대를 앞둔 실력 있는 발레리나가 다리 수술과 재활치료를 위해 1

년을 잠정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평생 발레를 못하게 되더

라도 이번 무대에 서거나 이번 무대를 포기하고 현 상태만큼의 실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활치료를 끝내는 것 간에 선택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선택이 서로 다른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서만 인식하고 장래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지적 무능력

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지만, 인지능력을 보유하지만 장래의 치료적 대안의 

고려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후자의 환자

에게는 자신이 소망하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하거나 맹목적인 종교적 신

념 등이 강하게 작용할 때이다.84) 또한 결정적으로 치료를 통해 생존이 확실

시 되는 경우와, 치료를 통한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고려

가 어렵다. 

한편, 대안들에 대한 추론 능력들에도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많은 치

료방법들에서는 세부적인 자료들이 결여되어 있고, 의료진들도 종종 불충분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데 만족해야 한다. 더욱이 환자들

이 불확실하면서도 복잡한 치료대안들을 모두 알고 비교·대조해보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의사가 바로 알려주기를 바랄 수도 있

다.85) 

마지막으로 ⑥ 대안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잠재능력은 대안들의 리스트

를 만들어 순위를 매길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의사결정과정이 완료되

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환자는 가능한 대안들에 대

하여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치료법을 우선하여 적용해볼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84) 가령 종교적인 수혈 거부의 경우, 명백하게 장래의 생명이 침해될 수 있는 결과에도 불
구하고 현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주의적 고려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에 대한 협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린다.

85) 정규원, 위의 논문,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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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할 수 있는 수행능력

의사결정과정은 결국 선택으로 일단락 지워진다. 정보를 제공받고 감정적, 

인지적으로 능력을 보유한 채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하

는 것이며 이로서 의사결정의 단계는 종결된다. 즉 결의 내지 선택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잠재능력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4) 자신의 결정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잠재능력

이 능력은 의사소통의 능력으로서 자신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한 요소들 - 개인적인 요소, 

의학적 요소 등 - 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선택을 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이 능력은 의사결정

자 자신보다는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

움을 주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한다. 낙태나 안락사의 경우, 환자가 내린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목적 달

성을 위해 주장할 수 있듯이 타인도 그러한 결정을 거부할 권리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자신의 선택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전달

하는 설득과정을 통해 타인들의 비판을 잠재우고 비로소 도움을 구하거나 간

섭을 막을 수 있게 된다.86) 

(5)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의료결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잠재 능력들을 의료적 의

사결정과정이 단순히 인지능력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능력(competence)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결정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적 잠재능력과 결정을 표현하

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의사소통능력, 나아가 결정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복리나 이익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잠재능력들을 검토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환자의 잠재능력들의 정도차이를 가진다.

86) 정규원, 위의 논문,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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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자율성 능력의 정도차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주체이자 한 축을 담당하는 환자는 다양한 종류의 

잠재능력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능력들은 사람마다 다양한 수

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 환자에게서도 잠재능력들은 질병 등에 의해 손상될 

수도 있으며 치료를 통해 향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잠재능력의 정도와 수준

차이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환자들의 다양한 잠재능력들의 정도차가 의료

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다

양한 자율성 능력의 정도차를 반영할 수 있을까.

앞서 인용한 논문에서는 9가지의 각 잠재능력들을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고

려하면서 자율성 능력의 정도를 대략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87)  

(i) 충분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
(ii) 중등도의 능력을 보유한 사람
(iii) 아예 능력을 결여한 사람

이렇게 세 범주로 구분하였을 때 대체로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중등도의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i) 의사

결정능력이 충분한 사람군은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논할 필요도 특별히 없기 때문

이다. 또한 (iii)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사람군은 기본적으로 인지적 판단과 추

론을 통한 결정에 이르는 총체적 의사결정을 아예 내리기 불가능한 사람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판단과정이 수반되는 자율성의 주체로 기능하기 어

렵다. 이 경우 후견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남는 것은 (ii) 중등도의 능력을 보유한 사람군이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87) 정규원 교수는 이러한 구분과 설명방식에 모호함이 있음을 전제한다. 또한 능력들의 정
도는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기도 어렵고,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불일치가 수반된다는 점
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불안감은 
법적 평가가 정확한 척도들보다는 법적 결단에 근거하여야만 한다는 사고에 대하여 느
끼는 불안감과 비슷한 것이며, 비록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의 답을 
위한 노력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밝힌다. 위의 논문,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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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은 오직 (i)과 (iii)의 범주로 주체를 구분한

다. 즉 의사결정능력 최저선 이하의 무능력자에 대한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고, 

그 이외에는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이원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정작 의사결

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ii) 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논의를 전혀 다루지 못한

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 문제는 이러한 범

주 구분을 따를 때 중등도의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

들의 다양한 능력차를 반영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III.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

이상의 제3절의 논의를 통해 환자의 속성과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잠재능력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았다. 이를 통해서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

의 한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을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그대로 대입할 경우, 

앞서 살펴본 환자의 실존적 상황은 제대로 고려될 수 없다. 더욱이 자율성 능

력 모델이 취하는 이원화 전략은 의료적 의사결정의 특수성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는 논의 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의 목소리를 외면하여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본 연구논문이 다루어야 할 구체적 방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 논의는 본질적으로 중등도

의 능력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둘째, 중등도의 능력을 보유한 환자들은 의사결정에서 독립적인 자기결정

권 뿐 아니라 제3자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의 환자들에게는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독립성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은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적으로 공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중등도의 능력을 가진 환자들로 범주를 구분하였으나 이러한 범주 

구분은 단순히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절대적 구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율성 능력의 정도차이는 사람마다 다양하며 질병의 진행에 따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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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사결정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은 유동적 기준을 

따라 비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방향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필자는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자율

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이

하에서는 필자의 논의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이론 – 관계적 자율성 이론과 

역량 접근법을 검토한다. 우선 이하 제4절에서는 관계적 자율성에 대한 예비

고찰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제기한 의료영역에서의 환자의 자율성 논의의 한

계가 관계적 자율성 논의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4절 대안으로서 관계적 자율성 논의 검토

이 절에서는 관계적 자율성 논의란 무엇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

래의 자율성 이론들과 구별되는지, 특히 의료 윤리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새로

운 자율성 이해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우선 관계적 자율

성 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론들을 간략히 검토한 후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수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논의한다. 

I. 관계적 자율성의 기본 개념

관계적 자율성이란 용어는 일관되게 단일한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단

지 자율성을 관계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시도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88) 종래의 자율성 논의들이 독립적인 자기결정이나 자기 지

배를 이상으로 하는 근대적 자율성 관념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자율성의 고려

에서 관계성은 오히려 주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외부적 요인이거나 이성적 

판단능력을 저해하는 방해요소로 치부되곤 하였다. 따라서 자율성 논의에 관

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려는 시도는 출발부터 종래의 자율성 이론들과 정

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자율성을 관계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구성적인 관점에서 관계적 고려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가령 자율

88) 관계적 자율성 이론가들도 스스로 관계적 자율성이란 용어를 자율성과 연관된 여러 영역
을 망라하는 일종의 ‘포괄적인 범주 용어(umbrella term)’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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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주체의 사회적 속성을 밝히거나 자율성 능력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고 구

성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과적 관점에서 관계적 고려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관계성을 주체나 자율성 개념 자체의 본성이거나 구성요

소라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규명하기보다는 관계적 요소들이 인간의 본성이나 

자율성 능력에 끼치는 인과적 요인들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89) 

필자는 제1절에서 새로운 자율성 이해의 시도들로서 자율성에 대한 공동체

주의적 접근법과 관계적 접근법 양자를 이미 언급한 바 있다.90) 두 접근법의 

공통점은 구성적 자아관념을 통해 자율성의 표준 모델에 반영되어 있는 자유

주의적 개인주의 인간관을 겨냥하여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두 접근

법에서 공통적으로 시도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원자론적 자아관념에 대

한 비판은 중요한 고찰이다.91) 

특히 관계적 자율성 논의는 은폐되어 있는 행위주체의 관계적 속성을 드러

내는 방식으로 자율적 주체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비판의 핵심은 종래의 원자

론적 자아관념이 타자와의 분리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형이상학적 

인식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개인주의에 대한 형이상학

적 인식론은 하나의 철학적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92) 더 중요하게는 

89)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73), 서문 참조. 
90) 관계적 자율성 이론의 주요 참고 문헌은 여성주의 윤리학자 캐트리오나 맥캔지(Catriona 

Mackenzie)와 나탈리 스톨자(Natalie Stoljar)가 공동 편집한 저서 Relational Autonomy – 
Feminist Perspectives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에 의존한다.  

91) 자유주의적 인간관을 비판하고 공동체주의적 인간관을 제시하는 시도는 정치철학의 중요
한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체주의적 자아관념을 생명의료윤리 맥락에서 자세히 다루
고 있는 국내 연구로는 유수정, “자유주의적 생명윤리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 접근법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2016, 제3장 참조.  

92)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73), 5-12면. 이 책의 저자들은 개인
주의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네 가지 방식에 따라 개인주의 관념을 소개하고 비판한다. i)행
위주체는 인과적으로 타인과 분리된다. ii)행위주체가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그가 
속한 가족 및 공동체 관계로부터 독립된다. iii)행위주체의 본질적 속성 특히 형이상학적인 
정체성은 본래적이며 그가 속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도 구성되지 않는다. iv)
행위주체는 형이상학적으로 분리된 개인이다. 이러한 네 가지 개인주의 관념을 구성적 자
아관념에 기초하여 검토해 보면 개인이 본래적으로 또는 인과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거나(i),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분리된 자아인식이 있다는 식의 이해(ii, iii)는 애초부터 오류이다. 
결국 고려할만한 개인주의는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본질적 속성 임에도 논리적인 이유에
서 인간존재를 사회적 맥락 밖에 가정하는 유형(iv)이며 이것은 곧 공격되어야 할 개인주
의 관념으로 ‘형이상학적 자아관념’에 해당한다. 위의 책, 7-8면의 여성주의의 형이상학
적 비판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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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아에 대한 형이상학적 인식 태도가 인간의 상호의존성93), 실존적 취

약성 등을 등한시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적 자아관념은 협소한 

주관성 인식을 구체적 상황 안에서 재구성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적 자아관념은 관계적 자율성 논의의 중요한 한 축에 해당하지만 본 논문

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94) 

필자가 관계적 자율성 논의에서 보다 주목하는 점은 의료 영역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의료윤리 상황에서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 건강한 삶이 제한된 개인,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 두려움을 수반하는 연약한 개인이다. 개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는 자율성 능력 모델은 환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보다는 의사결정능력이 발휘되는 의사결정 메카니즘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필자는 관계적 자율성 이론가들은 이러한 의사결정 메카니즘에 대하여 새로운 

93)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일차적으로는 대인관계에서

의 상호의존성을 떠올리게 된다.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Baumann Holger. “Reconsidering relational autonomy: 
Personal autonomy for socially embedded and temporally extended selves”, Analyse und 
Kritik 30, 2008, 455면. 그러나 상호의존성은 대인관계를 넘어 제도적 구성, 문화적 유형, 
정치적 요소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범위로 볼 경우 ‘맥락
적으로 연관됨’을 의미할 수 있다. “타자는 ‘나’에 대비되는 ‘너’만을 한정하지 않
는다. 타자는 외부환경이건 내부적 성격이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아와 대비되는 모
든 것을 지칭한다.” 김선희, 「자아와 행위, 관계적 자아의 자율성」, 철학과 현실사, 
1998, 15면.

94) 다만 자율적 주체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필자의 흥미를 끌었던 두 가지 시도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자아관념을 현상학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은 자아관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
은 자신의 욕망, 믿음, 정동, 가치에 관한 분명한 느낌에서 나오는 ‘자기충실감(a sense 
of integrity)’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자기충실감은 단순히 물을 마시고 싶다거나 여행을 
하는 등의 경험과는 확연히 다른 즉 단순한 원함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적 질이며, 형이상
학적 모델은 이러한 차원의 자아감을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허라금, “관계
적 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연구 –절차적 자율성과 실질적 자율성 논쟁을 중심으로-”, 
「철학」 제120집, 2014년 8월, 110-111면. 또 다른 시도로서 역동적인 자아 모델관도 흥
미롭다. 개인의 자아관념에는 객체와 주체라는 두 가지 국면이 공존하는데, 객체란 우리가 
자신을 대상화시키거나 외부의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나오는 태도로서 ‘일반화된 타
자’ 내지 ‘조직화된 목적격 나’이며 주체란 ‘주격 나’로서 일반화된 타자를 내면화
하는 동시에 활성화되는 반작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주격 나’는 ‘목적격 나’
와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을 겪는다. 이 모델은 독립된 개체 안에도 시간적 추이에 따라 
동일한 정체성으로 간주할 수 없는 모종의 ‘타자성’이 존재하며 형이상학적 자아관념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역동적 정체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현재, 「여성주
의적 정체성 개념」, 도서출판 여이연, 2005, 6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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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제시하고 차별화된 논의를 시도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관련된 관계적 자율성의 여성주의적 관점을 

간단히 언급하도록 한다.

여성주의적 관점이란 본래 하나의 이론적 정향을 가지지 않으며 ‘구체적

인 것과 관련된 변화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접근법들을 포괄하여 지

칭한다.95) 여성주의자들은 대개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추상적 논의를 지양하

고 구체적인 개별 경험들에 주목한다. 가령 여성주의자들이 구체적 경험을 논

의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서사는 당사자의 구체적 상황을 섬세

하게 인식·공감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러한 서사적 기법은 너무 비체계적

인 편이어서 하나의 학적 연구방법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관점은 적어도 개념 분석이나 이론의 체계를 구성하는 학적 연구

방식도 실제 사안과 괴리된 형식론에 치우칠 수 있음을 예리하게 비판한다.  

II. 관계적 자율성 이론 검토

관계적 자율성 이론들도 비판적 숙고를 통한 자기결정성에 주목한다는 점

에서 현대적 자율성 이론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현대의 자율성 이론들은 자기

결정능력을 자율성 개념의 핵심으로 간주하는데 있어서 (i) 독립적인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을 전제하며, (ii) 자기결정능력은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

는 인간의 지적·인지 능력으로 이해한다. 독립적인 개인이란 전제는 앞서 설

명하였듯이 구성적 자아관념을 취할 경우 논파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후

자의 전제조건, 인지능력으로서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하여 관계적 자율성 이론

들이 제시하는 차별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계적 자율성 논의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

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보이는 이론들을 그룹으로 묶어 설명한다. 

필자는 관계적 자율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을 의사결정과정에서 핵심

적으로 고려되는 능력 유형에 따라, 인지능력 모델, 정서능력 모델, 규범능력 

모델로 구분한다.96) 각 모델들의 공통점은 고려되는 핵심 능력이 관계적 요소

95) 박은정, “여성주의와 비판적 법이론”, 한국법철학회 편, 「현대법철학의 흐름」, 박영
사, 1997, 283면.

96) 맥캔지와 스톨자는 관계적 자율성 이론들을 자율성의 절차적 이론, 약한 실질적 이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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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관계적 요소에 

의해 능력 손상이 야기될 경우 제3자의 개입여부와 방식에 있다. 이하에서는 

각 모델의 특징을 설명하고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1. 절차론: 인지능력 모델

인지능력 모델은 절차적 이론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데, 자율성을 행위주체

가 비판적 숙고과정을 거쳐 결정에 다다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판별하

기 때문이다. 자율성의 필수적인 절차적 조건으로서 비판적 숙고란 지능을 가

진 인간이 일련의 사고 작용을 통해 판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대의 

자율성 이론가들은 특히 개인의 내적 동기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주목한다.97) 필자는 비판적 숙고에서 내적 동기의 진정성을 판

별해내는 것도 역시 인간의 인지능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결국 이 절차적 

이론들은 인지능력 모델이라고 지칭한다. 

다음의 몇몇 이론가들의 논의에서 공통점은 인지능력이 관계적인 요소들에 

영향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매릴린 프리드만(Marilyn 

Friedman)은 비판적 숙고에서 다양한 내적 동기들이 이차적 승인과정을 통해 

외부의 조작이나 강제로 억압되지 않았다는 확인과정을 거치면 진정한 것으로 

간주한다.98) 다만 개인이 억압적 상황에 처한 경우에 그러한 억압적 사회화

(autonomy-devaluating norms)가 인지(판단)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

정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자율성 이론들과 차별화된다.99) 

존 크리스트만(John Christman)도 외부적 요인들이 행위주체에 부정적 억압

으로 작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는 ‘반대사실의 가정’을 통해 부당한 

외부의 영향들로부터 진정한 동기를 가려낼 수 있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서 

만약 개인이 자신의 욕구나 선호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

한 실질적 이론이란 용어로 구분한다.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
(주73), 13-21면. 필자는 저자들의 구분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데 다만 자율성 능력의 관점
에서 관계적 자율성 접근을 조명하기 위해, 위와 같은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97) 본고 제2절 II. 2. 현대적 자율성 이론 검토 부분 참조.
98) Marilyn Friedman, “Autonomy, Social Disruption, and Women”,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73), 35-51면. 
99) Marilyn Friedman, Autonomy, Gender,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4면; 

Marilyn Friedman, 위의 논문(주97), 35-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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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면, 혹은 외부의 부정적 영향력에 의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러한 선호나 

욕구가 형성되는 것에 저항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의 선호나 욕구

는 진정한 것이다.100) 

두 이론가 모두 주체가 자신의 욕구나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더 많

이 알수록 더 자율적이 될 수 있다는 직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101) 비록 

관계적 상호작용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지능력에 의존하는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인지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두 이론가와 다른 설명을 제시하는 다이애나 

마이어스(Diana T. Meysers)의 자율성 능력 모델은 다음과 같다. 마이어스는 

자율성 능력 개념을 “비판적 숙고를 가능하게 하는 연관 기술들 - 자기발견 

기술(skills of self-discovery), 자기주도 기술(skill of self-direction), 자기규정 

기술(skill of self-definition) - 을 연마하고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102) 이

러한 일군의 기술들은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에 

필수적인 잠재성을 개발하기 위한 관련 기술들의 증진이 자율성 능력 모델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러한 설명은 인지능력으로서의 자율성 능력이 사람마

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사회의 관심이 자기지배로서의 

자율성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인의 자율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술 연마에 개입을 통해 자율성 능력의 증진을 향하도록 한다. 

이렇게 자율성 능력 증진으로의 관심 이동은 자율성의 이상을 사적 영역의 

확보를 통한 자기주도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실현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자기실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마이어스는 내용-중립적 태도

100) John Christman, “Autonomy and Personal History”,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20, 
1990;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73), 16면. 크리스트만은 최근 
저작에서는 진정성의 판별 기준으로 ‘비-소외(non-alienation)’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는
데 욕구의 발달과정을 반추하는 비판적 숙고에서 개인이 그러한 욕구가 형성되는 과정에
서 소외되지 않았다면 진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한다. 이때의 소외(alienation)는 욕구
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나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John Christman, 
The Politics of Persons. Individual Autonomy and Socio-historical Sel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Feminist Perspectives on Autonomy”,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entries/feminism-autonomy. 

101)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73), 16-17면.
102) 비판적 숙고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기술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Diana T. Meyers, 위

의 책(주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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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이론가로 분류된다. 그녀에 따르면 

“각인들이 재능, 능력, 성품, 가치, 욕구, 신념, 정서적 성향들에서 매우 다르

며 자율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청사진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자기실현

이 각인들에게 무엇이건 간에 자율성은 오직 자율성 능력의 행사 혹은 각인들

이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의 협연에 의해서만 확보된다고 주장한

다.103) 

마이어스의 이론에서 사용되는 자율성 능력 개념은 역동적이다. 그녀는 자

율성을 일시적 자율성(episodic autonomy), 단기적 전망의 자율성(narrowly 

programmatic autonomy), 장기적 전망의 자율성(programmatic autonomy)으로 

구분하는데,104) 이러한 구분은 각인의 자율성 능력도 시간적 추이와 다양한 맥

락에 따라 다르게 판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자율성 능력의 정도차

를 인정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대한 보다 섬세한 관측을 요구하는 것이며, 핵

심능력으로서의 인지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판단이 아닐 수 있음을 드러낸다. 

2. 약한 실질론: 정서능력 모델

약한 실질적 자율성론으로 분류되는 접근법들은 주로 절차적 이론들의 내

용 중립성 요청을 거부한다. 그러나 강한 실질론처럼 직접적으로 가치 평가의 

문제로 넘어가기 보다는 비판적 숙고라는 절차적 고려 이외에 필수적인 조건

103)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73), 17면. 그러나 자기실현을 위한 

잠재적인 연관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 사회적 개입이 투입된다면, 결국은 개인의 자기실현
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런 측면에서 마이어스가 절차적 이론가로 명확히 분류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진다. 더
욱이 그녀는 비판적 숙고에 필요한 인지능력 기술들 이외에, 내성 성향과 상상력, 정서적 
측면들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Diana T. Meyers, “Feminism 
and Women’s Autonomy: The Challenge of Female Genital Cutting”, Metaphilosophy 31, 
2001, 480-485면.

104) 마이어스는 억압된 사회화에 구속된 여성들의 예를 드는데 이러한 여성들도 자신의 욕
망에 비추어 원하는 바를 결정하는 능력 혹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능력 등의 일시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삶의 특정 부분에서의 
결정들, 예컨대 배우자를 선택하는 능력 등의 단기적 전망의 자율성도 지닐 수 있다. 그러
나 중요한 삶의 문제들 가령 어머니가 될 것인가 커리어에 헌신할 것인가와 같은 선택에
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결정하는 능력 등은 장기적 전망의 자율성을 요구하는데, 억압된 
사회화에 구속된 여성들은 이러한 결정에서는 제약받거나 타협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7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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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필자는 이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조건이 핵

심적으로 정서능력과 관련된 조건이라고 파악한다. 

폴 벤슨(Paul Benson)의 입장은 초기와 후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초기에는 

강한 실질적 이론을 주장하였지만 최근 연구105)에서는 보다 완화된 형태의 실

질론을 제시하고 있다.106) 그녀는 “절차적 이론에 따라 자율성을 고려하게 되

면 개인에게 일종의 자존감(sense of self-worth)의 결여로 인한 자율성 능력의 

저하를 보여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때의 자존감이란 “행동할 가치가 있

다는 느낌(a sense of worthiness to act)이나 규범적 고려에서 스스로를 자신

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107) 필자는 이러

한 자존감이 일종의 정서능력에 해당하며 절차적 자율성론에서 고려하는 인지

능력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지능력의 발휘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해한다. 

유사하게 로빈 딜론(Robin Dillon)과 트루디 고비어(Trudy Govier)도 ‘자기 

존중’과 ‘자기 신뢰’를 자율성의 필수적 조건으로 주장 한다.108) 고비어는 

“신뢰란 오직 비판에 직면하여 스스로의 기본적인 능력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기 위

해서는 우리의 결정능력을 신뢰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109) 그

녀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피해 여성들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이후 스스로를 

비난하며 자신을 비하하고 스스로의 능력이나 판단에 자신 없어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자기신뢰의 부족이나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은 자율성을 위한 숙고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105) Paul Benson, “Free Agency and Self-Worth”, Journal of Philosophy 91, 1994.
106) 그녀는 Gaslight의 여성주의적 리메이크작을 상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여성 주인공은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심각한 변화를 경험 한 후 무력감과 방향감각의 상실 상태에 빠진
다. 외과의사인 남편은 흥분을 잘하고 활발한 상상력과 강한 열정을 가지며 자주 감정을 
폭발시키는 여성들을 일종의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로 간주한다. 자신의 아내 
역시 ‘히스테릭’이라는 표준적 진단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동시에 과학적으로 승인된 
이유들에 근거해서 미치거나 아픈 상태라는 낙인은 그녀의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 Paul Benson, 위의 논문, 656면. 

107)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73), 20-21면.
108)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73), 21면; Robin Dillon, “Toward a 

Feminist Conception of Self-Respect”, Hypatia 7, 1992; Trudy Govier, “Self-trust, 
Autonomy and Self-Esteem,” Hypatia 8, 1993.

109) Trudy Govier, 위의 논문, 103-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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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0) 

캐롤린 맥리오드(Carolyn McLeod)는 자율성 손상 효과의 한 측면으로 행위 

주체의 자기신뢰에 대한 영향을 의료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수잔 셔윈(Susan 

Sherwin)과의 공동 논문111)에서 자기신뢰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첫째,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 둘째, 자신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 셋째, 자신의 판단에 대한 신

뢰이다. 이들은 억압적인 사회화로 인해 환자의 자기 불신이 자율적인 보건 

의료적 선택을 내리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다양한 사례들을 고려함으로써 자율

성의 손상, 억압, 자기 불신 사이의 연관들을 짚어낸다.112) 

자기신뢰나 자기존중감 이외에 정서적 자기관련 태도를 통해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때 자기관련 태도란 자기에 대한 자기해석과 동시에 타인 해석의 

차원의 상호 복합적 상태를 의미한다. 벤슨은 자율적 주체는 스스로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음에서 자율적 권한을 가지며113) 맥캔지도 유사하게 

자기지배 상태란 자신의 결정에 대한 규범적 권위를 가지며 이는 스스로 자신

을 정당한 원천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는 오직 간주관적인 승인 관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는 것이다.114) 한편 안드레아 웨스트런드

(Andrea Westlund)는 자율성은 비판적 숙고의 절차적 고려에 있다기보다 외부

의 비판적인 관점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행위주체의 성향(disposition)의 문

제로 이해한다.115) 

110) Trudy Govier, 위의 논문, 101면.
111) Carolyn McLeod·Susan Sherwin, “Relational Autonomy, Self-Trust, and Health Care 

for Patients Who Are Oppressed”,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
73), 259-279면.

112) 맥리오드는 다른 문헌에서 임신 6주 만에 유산한 여성의 사례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공
감부족 태도가 그녀의 감정 특히 능력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자기신뢰감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손상시키는 가를 설명한다. Carolyn McLeod, Self-Trust and Reproductive Autonomy, 
MA: MIT Press, 2002. 53면. 아울러 그녀는 자기신뢰를 인지능력 뿐 아니라 도덕적 인테그
리티(integrity)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책, 6면.

113) Paul Benson, “Taking Ownership. Authority and Voice in Autonomous Agency”, Joel 
Anderson·John Christman (ed.), Autonomy and the Challenges of Liberalism: New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14) Catriona Mackenzie, “Relational Autonomy, Normative Authority and Perfectionism”,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9, 2008, 512-5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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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정서능력 모델은 공통적으로 비판적 숙고에서의 인지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자기존중감, 신뢰, 자신에 대한 태도, 행위주체의 

성향 등과 같은 정서능력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

러한 정서능력은 본질적으로 간주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관계적 속성을 가진다. 

3. 강한 실질론: 규범능력 모델

강한 실질적 자율성 이론들은 행위주체의 선호나 욕구들의 구체적인 내용

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절차적 이론들이 제안하는 비판적 숙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고려만으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없으며 선호나 욕구의 내

용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규범 능력(normative competency)’을 갖출 것을 

주장한다. 특히 인지능력이든 정서능력이던 억압적 사회화에 의해 부정적 영

향을 받을 경우 규범능력을 통한 비판과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결국 자율성의 

실패로 귀결된다. 

벤슨은 초기 논문들116)에서 “행위주체가 자율적이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

을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때의 규범 능력이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자유로운 행위주체에 대한 

도덕 및 정치적 함의를 여성주의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억압적인 사회화가 여성

들의 규범 능력을 손상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내면화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비판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가령 여성이 패션 산업에 의해 

내면화한 규범들이나 인격적 가치를 전형적인 여성적 외모에 근거하도록 내면

화한 규범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규범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범들을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규범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규범 능

력이 손상된 여성들은 자율적인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117) 

수잔 볼프(Susan Wolf)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데, “규범 능력은 객관적인 

도덕적 근거들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a capacity to track objective moral 

reasons)이며 도덕적으로 빈곤하거나 왜곡된 사회화를 경험한 행위주체는 자율

115) Andrea Westlund, “Rethinking Relational Autonomy”, Hypatia, 24, 2009.
116) Paul Benson, “Freedom and Value”, Journal of Philosophy 84, 1987; “Feminist Second 

Thoughts About Free Agency”, Hypatia 3, 1990.
117)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7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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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억압적 사회화가 규범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잔혹하고 사악한 아버지 그늘 밑에서 자라나 그러한 규범을 그대로 내면화하

며 성장한 조조(JoJo)의 예118)를 통해 설명한다. 즉 자유롭고 도덕적으로 책임

질 수 있기 위해서는 온전해야 하며 오직 온전한 사람만이 이성의 요청을 식

별할 수 있다고 한다.119) 

니탈리 스톨자(Natalie Stoljar) 역시 “어떤 삶이나 선택이 자율적이기 위해

서는 자율성을 위한 규범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부장

적 문화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자존감이나 자기가치를 전통적인 여성상에만 의

존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자율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들

이 기초하고 있는 규범들을 비판할 능력이 없거나 규범이 억압된 것이라는 인

식 능력 자체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이다.120) 

규범능력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억압된 사회화로 인한 주체의 선택이나 행

동은 부당하거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특히 스톨자는 

여성주의는 여성성에 대한 허위적이고 억압적인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갖게 

된 여성의 삶의 태도나 욕구에서 비롯된 행위와 선택은 결코 자율적일 수 없

다는 ‘여성주의 직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1) 이러한 실질적 이론

가들이 주장하는 자율성은 엄격하게 규범적이고 독단적일 수 있는 단점이 있

다. 강한 실질적 이론들은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을 융합시킨다는 비판에서 결

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122) 

118) 사악하고 잔혹한 군주의 아들 조조는 아버지처럼 길러져서 사악하고 잔혹한 아버지의 
세계관을 철저히 내면화한다. 성인이 된 조조는 절차론의 위계 모델에 의하면 자율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지만, 벤슨에 따르면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뒤틀리고 왜곡된 인
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조조의 선택이나 행동은 자율적일 수 없다. 이는 
곧 도덕적으로도 책임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
의 책(주73), 19면; Susan Wolf, “Sanity and the Metaphysics of Responsibility”, John 
Christman (ed.), 위의 책(주24), 137-154면.

119) Susan Wolf, Freedom Within Reas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그녀는 이성적인 자
기입법을 위한 능력이라는 칸트식의 자율성 개념을 따르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능력도 사
회적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120) Natalie Stoljar, “Autonomy and the Feminist Intuition”,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73), 107-109면.

121) Natalie Stoljar, 위의 논문, 98면.
122)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7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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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지금까지 검토한 관계적 자율성 이론들을 표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관계적 자율성 이론의 분류123)

(i) 인지능력 모델 (ii) 정서능력 모델 (iii) 규범능력 모델

① 특징
비판적 숙고과정을 통
한 개인의 자기결정에
서 인지능력이 핵심. 

의사결정과정에는 인지
능력 뿐 아니라 정서능
력이 중요. 

의사결정과정에는 실질
적 가치평가가 수반되
며, 인지능력·정서능
력·규범능력이 핵심. 

② 관계적 
특성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 강조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 강조

개인의 가치관에 사회
적 통념이 내재될 수 
있음 예) 순응된 선호 

③ 
내용-중립성 
요청 여부

- 비판적 숙고에서 내
용 중립성 요청

- 부정적 외부영향을 
인지하더라도 외부적 
개입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기본적으로 내용 중
립성 요청 지킴.

- 단 인지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정서능력
을 추가적으로 고려
할 것. 

- 내용 중립성 거부
- 규범능력 결정의 내

용에 대한 가치평가
를 수반하고 변경/수
정할 수 있는 능력

④ 접근 방식 절차적 접근방식 약한 실질적 접근방식 강한 실질적 접근방식

⑤ 간섭 
정당화

연성 후견주의
연성 후견주의
(예외 허용)

경성 후견주의

⑥ 대표 
이론가

메릴린 프리드만, 
존 크리스트만, 
다이애나 마이어스

폴 벤슨(후기 입장), 
로빈 딜론, 
트루디 고비어, 
캐롤린 맥리오드 

폴 벤슨(초기 입장), 
수잔 볼프, 
나탈리 스톨자

⑦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능력들

인지능력
인지능력
정서능력

인지능력
정서능력
규범능력

123) Catriona Mackenzie·Natalie Stoljar (ed.), 위의 책(주73), 1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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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에서 관계적 자율성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② 관계적 특성을 갖

는다. 이는 어떠한 모델이든 의사결정과정에 주체 외부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만 이들 이론들의 차이점은 이렇게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서 다

른 입장을 보인다. 특히 ⑦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능력들에 초점을 맞추어 

각 모델을 분석하면 절차적 고려에서 실질적 고려로 갈수록 고려해야 할 능력

들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모델별로 인지능력, 정서능력, 규범능력들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적 요소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외부의 개입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로 구별될 

수 있다. 

인지능력 모델은 관계적 요소들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결국 개인의 몫에 있다고 보는 반면에 규범능력 모델은 관계적 요소들이 개인

의 의사결정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배제

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가 내린 결정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수

반하게 되므로 절차론의 내용중립성 요청을 명백하게 거부하게 된다. 중도적 

입장에서 내용중립성 요청을 지키면서도 단순히 의사결정능력과정은 인지능력

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고 설명하는 정서능력 모델은 그동안 자율성 논의가 인

간의 이성능력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비판한다. 

이러한 관계적 자율성 논의들을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입하면 어떠한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가. 앞서 제2절을 통해 의료적 의사결정에서는 의사

결정능력 이외의 다양한 잠재능력들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잠재능력들을 관계적 자율성 논의의 틀로 해석하면, (i) 인지능력, (ii) 정

서능력, (iii) 규범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의 의료적 상황을 가정해보자.

사례1. 위험을 감수한 미용성형수술
평소외모에자신이없던환자는수술도중생명에위협이될정도로위험한결과가예견되는성형

수술을감행하기로결정하였다. 이환자는이미수차례의성형수술을통해더이상의수술을받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담당 의사의 설득과 권유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사례2. 여호와 증인의 수술 중의 수혈 거부 사안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환자는 종교적인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였다. 의료진은
수혈을받지않으면생명이위험한상황이라는점을충분히설명하였으며수혈이외의대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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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용할수없는급박한상황이었다. 환자는설사죽는한이있더라도자신의종교적신념을지
키기 위해 수혈을 거부하였다.

사례3. 다리 절단 수술을 거부한 환자
다리가절단되어야생존할수있는환자가앞으로살아가는과정에서다리가없는장애인으로사

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길을 택하겠다고 하며 절단 수술을 거부하였다.  

가령 사례1. 위험을 감수한 미용성형수술의 예에서,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

델에 의할 때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위험한 수술에 대해 제대

로 인지하고 본인의 가치판단에 의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그대로 수술결정

에 따르게 된다. 반면에 관계적 자율성 이론에 의하면, (i) 이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가를 판별하는 것과 별도로 비판적 숙고과정을 통해 외부적 강요

에 의해 형성된 선호였는가를 검토하게 하거나(인지능력 모델), (ii) 이 경우 의

사결정능력보다 환자의 자존감이나 자기신뢰능력의 손상으로 인한 판단능력을 

판별하는 문제로 볼 것이며(정서능력 모델), (iii) 외모지상주의는 여성억압적인 

사회문화의 영향이기 때문에 위험한 수술을 감행하기보다 이러한 여성 억압적 

사회문화를 개선하는 문제로 해결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규범능력 모델). 

사례2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수술 거부는 역시 자율성 능력 모델의 의하면 

환자의 수술 거부 결정은 의사결정능력 있는 환자가 비판적 숙고를 통해 스스

로 형량한 판단에 맡길 것이다. 그러나 관계적 자율성 이론에 의하면 (i)의 경

우 자율성 능력 모델과 결론은 같더라도 종교적 신념을 갖게 된 배경으로 외

부적 영향력을 인정하여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고립된 신념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것이며, (ii) 이 환자가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자기존중감이나 

자기신뢰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iii) 

생명가치보다도 우선하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환자의 

수술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사례3의 다리절단 수술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과 관계적 자율성의 인지능력 

모델(i)에 의하면 환자가 지금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수술

을 강행할 수 없지만, (ii) 정서능력 모델에 의하면 현재 환자는 다리 없이 살

아가는 삶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정서적 불안상태로 보아 이러한 심리적 불안

을 해소해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수 있으며 (iii)의 규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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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의하면 다리 없이 사는 미래의 삶과 죽음을 형량할 때 결코 환자의 의

사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상 상황의 논의들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결론에 다다를 것이라는 

설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능

력의 종류에 따라 논의의 초점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은 단순히 의사결정능력에만 한정하여 자율성 논의를 종료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필자는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야기되는 윤리적 

논쟁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대한 갑론을박이라고 생각한다. 관계적 자율성 이

론의 여러 시도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 능력이 단순히 합리적 

인지판단 능력에 기초한 의사결정능력에만 의존할 경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들추어내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델이 과도하게 인지

능력에 의존하면서 간과해온 부분들을 드러내 비판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1. 관계적 자율성 논의의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관계적 자율성 이론들은 각 입장에 따라 다양한 

견해차를 보인다. 관계적 자율성의 절차론은 비판적 숙고과정을 자율성의 핵

심 조건으로 보는 점에서 종래의 자율성의 절차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비판적 

숙고과정에 억압된 사회화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고 그러한 영향에 의해 형

성된 선호나 욕구에 의한 판단을 진정성 판별의 기준에서 걷어내는 방법을 모

색한다거나, 자율성 관념을 정도차가 존재하는 역동적 관념으로 보아 관계적 

자아를 자율성 논의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절차적 자율성론을 재구성한다. 그

러나 이러한 절차적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자율적인 선택이나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적 판단은 가치 다원주의 사회에서 각자의 몫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주의 신념을 반영한다. 

관계적 자율성에 대한 실질론들은 이러한 절차론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한

다. 억압적 사회화의 영향이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사회는 그러한 

부당한 원인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좀 더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억압적 사회화에서 억압을 인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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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사회화의 영향이 억압적이라는 것이 밝혀지

면 그러한 사회화의 영향으로부터 각자의 힘으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것은 

개인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때로 그러한 억압된 사회화는 강력하

여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부정의를 묵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실질론들은 관계적 자율성 논의가 반드시 규범적 능력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다양한 관계적 자율성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관계적 자율성 이론

은 표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델이 가진 한계점을 명료하

게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인간의 인지능력으로서의 의사결

정능력에만 의존하는 자율성 능력 모델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

다. 그러나 관계적 자율성 이론들은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제로 자율성의 행사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는 

논의로 활용하기 어렵다. 

즉 관계적 자율성은 기존의 자율성 이해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에서는 의

의를 가질 수 있으나 대안적 자율성 개념이나 논증 모델에서 활용되기에는 절

대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필자는 다양한 관계적 자율성 모델들이 결국은 실질적 자율성 

논의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다양한 모

델들 중 어느 모델이 더 낫다는 결론은 결코 아니다. 필자의 관심은 관계적 

자율성론을 통한 비판적 인식이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 이해로 연결되

는 것에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새로운 이해의 시도로서 접근되는 관계적 자율

성론에는 만족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자율성 능력 모델과 대비되

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제안한다. 자율성 역량 모델은 관계적 자율성의 실질

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자율성의 규범적 담론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이하에서는 자율성 능력이 아닌 자율성 역량 개념을 도입해야 하

는 배경을 짚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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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성 능력에서 자율성 역량으로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자율성 능력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주어진 속성이 아

니라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점차 개발되어 발현되는 능력이다. 또한 사람에 따

라 이 능력의 발달 정도는 차이가 나며 평생에 거쳐 개발될 수 있다. 더욱 중

요하게는 자율성 능력이 개인 외부의 관계적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개인의 자율성 능력은 고

정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과 연관 지어 논의될 필요가 있

다.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개인적 자율성 개념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의사결정

능력을 협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본고에서 시도하는 관계적 자율성을 포괄

하는 보다 확장된 능력으로서 ‘자율성 역량’ 개념을 사용한다. 

<그림 1> 자율성 능력과 자율성 역량의 관계

  

이러한 필자의 구분에 따라 자율성 능력과 자율성 역량 개념의 상관관계를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의사결정능력과 자율성 

역량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관된다. 또한 자율성 역량 개념은 

자율성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복합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자율성 능력과 자율성 역량의 관계는 자율성 능력과 자율성 역량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개념임을 보여주면서 더 중요하게는 자율성 능력이 자율성 역

량의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역동적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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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관계적 자율성을 통해 규범적으로 확장된 논의는 자율

성 역량 개념을 통해 보다 통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간

과되는 환자의 실존적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의사결정과정의 특수성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율성 능력 모델의 이원화 

전략을 거부하고 다층적 전략을 세우고 후견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본격적으로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제안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 즉 관계적 자율성을 통해 확장된 자율성 개념을 규범적 논증에 

활용될 수 있기 위한 정당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역량 

중심 접근법의 논의를 검토하도록 한다. 나아가 공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자율

성 역량 모델은 허용할 수 있는 공적 개입의 유형과 한계를 어디까지로 제한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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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율성 역량 모델의 기초로서 역량 접근법 검토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124)은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개발경

제학에서 개척되어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를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보고서에서 처음 등

장한 ‘역량(capability)125)’은 국가 간 삶의 질을 평가하는 비교 지표들의 묶

음으로서 국가 개발 정책을 위한 논의에 활용되었다. 이러한 역량 개념은 센

을 통해서 경제개발 이론을 넘어 윤리학 및 정의론의 영역에 도입된다. 1980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개발 윤리학(Development Ethics)은 경제발전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는지, 삶의 질(quality of life)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 성찰을 촉발시켰으며 여기에는 특히 역량 접근법의 

역할이 컸다.126) 또한 이러한 윤리적·철학적 담론을 넘어 당시 ‘Equality of 

What?’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었던 평등 및 정의의 담론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127) 

이러한 역량 접근법은 이후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에 의해 철

학적·이론적으로 발전되었다.128)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성 연구로

124)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단일한 하나의 이론(theory)이 아니라 역량을 중심으
로 구성된 다양한 이론들을 포괄하는 이론체계(framework)에 가깝기 때문에 역량 접근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25) 목광수 교수는 역량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역량 개념에는 잠재된 능력, 실질적인 능력의 
의미와 함께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한다. 목광수, “역량 중심 접근
법과 인정의 문제 - 개발윤리와의 관련 하에서 고찰”, 「철학」제104권, 한국철학회, 
2010, 217면. 

126) 초기 개발 윤리학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basic needs)를 충족시켜주는데 주안점을 두었
는데, 객관적으로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여 다양한 개발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
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수혜자들을 분배과정에서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단점을 지녔다. 반면에 역량 접근법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강조하지만 다양성을 강조하고 행위 주체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단점을 극복한다. 
목광수, 위의 논문, 각주4; Des Gasper, The Ethics of Development,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4.

127) Amartya Sen, “Equality of What?”, Peter Vallentyne (ed.), Equality and Justice 5, 
Routledge, 2003. 이 논문은 1979년 태너 강연(The Tanner Lecture on Human Values)에서 
센이 발표한 내용으로서 역량 접근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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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역량 이론의 철학적 토대를 다지고 역량 개념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으

며 10가지 인간의 핵심 역량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인권 및 규범학 논의에 적

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여성 인권, 빈곤, 건강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한 것으

로 평가된다. 

센과 누스바움은 역량 접근법의 토대를 다졌으며 그 두 이론으로부터 다양

한 파생 이론들이 배출되고 동시에 많은 비판들도 제기되었다. 두 역량 접근

법에 대한 비판과 대응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본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필자가 시도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의 개념

적·방법론적 기초 도구로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들 이론을 고찰 한다. 

필자는 제2장에서 새로운 자율성 이해의 시도로서 관계적 자율성 논의를 

검토하였다. 자율성을 관계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자율성에 대한 실질적 접

근으로서 제3자의 개입 여지를 허용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핵심은 어떻게 주

체의 개별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에서 오는 영향들이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가에 있으며,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역량 

접근법의 규범적 논의들이 단초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1절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검토

I. 센의 역량 접근법

1. 역량의 두 가지 차원

센은 인도나 중국 등의 저개발국가에서의 빈곤 문제, 민주주의 문제 등 개

발 윤리 주제들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가지면서 역량 접근법을 통해 개발 윤

리학 및 분배 정의론 영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센은 공리주의

와 존 롤즈(John Rawls)의 평등 개념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역량을 중심으

로 평등 이론을 제시하였다. 센의 평등 이론은 공리주의가 성취(achievement)

128)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센의 역량 접근법과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인권 및 공공정책
의 담론에 역량 접근법을 도입하여 유용성을 탐구하는 논의로 발전시킨다. 두 학자의 접
근법의 비교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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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효용으로 보아 결과에만 천착한다고 비판하는 점에서 롤즈의 정의론과 공

통된다. 

롤즈는 정의로운 제도 구상을 목표로 공리주의의 성취(효용)가 아닌 성취를 

위한 수단(기본재 혹은 자원)에 주목하여 정의로운 분배 방식을 구상한다. 롤

즈는 정의로운 제도란 “공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며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

는 사회의 기본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의로

운 몫이 분배될 것으로 낙관한다.129) 그러나 센은 현실 세계에서의 완전한 절

차적 정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롤즈의 정의론과 비교하자면, 롤즈의 기획은 

성취가 아닌 성취수단으로 관심을 이동시킴으로써 자유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워진 자

원을 성취를 위해 활용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전환능력

(conversion ability)’의 차이는 롤즈의 절차적 정의론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중

요한 변수이다.130) 아마도 센은 롤즈 이후의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이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다양성(human diversity)131)”을 정의론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분명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센의 기획은 절

차적 정의론에서 실질적 정의론으로의 관심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자원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129) 센은 이러한 롤즈의 방법론을 ‘선험적 제도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정의의 본질을 탐
구하면서 완벽하게 정의로운 제도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론은 제도에 의해 나타
나는 사회의 특성이나 사람들의 실제 행동, 사회적 상호 작용 등의 비제도적 특성을 간과
하는 이상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센은 이러한 방법론과 차별화된 자신의 방법론을 ‘현
실에 기반 한 비교 접근방식’으로 구별한다. 이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제도의 구상이 아
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부정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며, 이러한 방
법은 선험적인 제도 구상이 아닌 상대적인 비교 방식을 통해 사람들의 실제 행위와 제도
의 선택 문제에 착안하는 것이다. 김대근, “Amartya Sen의 정의론의 방법과 구조”, 「법
철학연구」제14권 제1호, 2011, 183-186면; Amartya Sen, The Idea of Justic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5-7면. 

130) Amartya Sen, 위의 책, 65-66면.

131) 센은 인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는데 앞서 제2장 제4절 마지막 
부분인 자율성 역량의 다양한 요소들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인간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
본적인 능력의 차이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예들은 다음가 같다. 개인적 차원에서 환자의 
신진대사 능력이나 임산부의 영양 능력,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이동 능력의 차이, 환경
적 측면에서 극도로 덥거나 추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노동능력 차이, 재난발생이 잦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 및 위기대처 능력의 차이, 사회적 측면에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거주민의 신체적 건강이나 안전능력의 차이, 문화적 측면에서 가부장적 문화에서의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정치참여능력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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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사람마다 향유하는 자유의 정도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롤즈의 정의론이 

성취에서 자원으로 공간이동 함으로써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면, 센의 정의론은 자원에서 역량으로 공간이동 함으로써 자유의 중요

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 자유의 보장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사

람들마다 각기 향유하는 자유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때 이러한 자유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역량이다.132) 

센의 역량 개념은 두 가지 차원 - 도구적 측면과 본질적 측면 - 을 가진

다. 역량의 도구적 측면은 기능(function)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된다.133) 

기능이란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이나 어떤 목표로서 적절한 기능은 적

절한 영양 섭취, 좋은 건강 유지, 나쁜 병에 걸리지 않기, 조기사망에서 벗어

나기 등의 기본적인 성취부터 행복한 생활, 자기존중 확보, 공동체 생활에 참

여하기와 같은 좀 더 복잡한 성취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삶이란 상호 

연관된 존재와 행위로 구성된 일종의 기능 집합과도 같다.134) 이러한 기능집합

은 언제나 충족되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으며 다양한 기능들의 실현을 위한 가

능한 조건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능과 연계된 역량 개념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집합들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 내지 조건이라는 점

에서 도구적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역량 개념을 도구적 맥락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성취를 가능하게 하

는 도구로서 역량의 분배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배의 과정에서 수

혜자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불인정이 초래될 수 있다.135) 역량 접근법의 옹호자

132) Amartya Sen, 이상호·이덕재 역, 「불평등의 재검토」, 한울 아카데미, 1999, 71-77면. 
133) 역량 접근법에서 기능(function) 개념은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하다. 센은 다양한 기

능들이 개인의 존재를 구성하므로 이런 구성요소들을 평가하는 형태로 복지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의 철학적 기초는 인간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아리
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둘 수 있다. 특히 기능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재능력
(dynamis)이 실현된 참된 기능의 상태로서의 ‘ergon’ 관념을 제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니코마코스윤리학」, 도서출판 길, 2013, 제1권 제7장.

134) Amartya Sen, 위의 책, 80면.
135) 이러한 비판과 대응에 대하여는 목광수 교수의 위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

다. 간단히 요약하면 역량을 도구적 측면으로만 이해할 경우 낸시 프레이져(Nancy Fraser)
와 토마스 포기(Thomas Pogge)가 비판하였듯이 역량 접근법은 인정(recognition) 혹은 존
중(respect) 개념을 포함할 수 없고 오히려 수혜자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의 다양성 가치에 토대를 두는 역량 접근법이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러
한 비판적 견해들로 Nancy Fraser·Axel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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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역량 개념이 본질적 측면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

다.136) 역량 개념의 본질적인 측면은 자유와의 연관 속에서 설명되는데 다양한 

기능 조합들을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substantive freedom)로 이해될 수 

있다.137) 성취할 수 있는 자유(freedom to achieve)로서의 역량은 인간 삶을 풍

요롭게 하는데 본질적인 요소이다. 성취 수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로서 역량을 이해하는 것은 더 큰 자유 관

념을 구성하는 기획이다.138)

역량의 본질적 가치는 역량 접근법에서 역량의 분배나 강화의 기준을 세우

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가령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단식하는 경우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 단식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성취 수단의 측면에서 

동일한 단식 상황에 있지만 성취에 이르는 실질적 자유의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굶는 것과 스스로 단식을 선택하는 것은 서로 구별된다.139) 

이때의 실질적 자유로서의 역량은 행위주체성(agency)과도 연결된다. 센은 

행위주체성을 주체가 행동하여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

고, 자율적 주체(agent)는 스스로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 자신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행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2003; Thomas Pogge, “Can the Capability 
Approach be Justified?”, Philosophical Topics 30(2), 2002, 167-228면.

136) 특히 로리 켈레어(Lori Keleher)는 역량 개념은 도구적 가치뿐만 아니라 본질적 가치이
며, 본질적 가치는 분배 방식 이외의 교육을 통한 역량 이행(empowerment)등과 같은 방식
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Lori Keleher, Empowerment and Development,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2007; 목광수, 위의 논문, 226면, 각주 20에서 재인용.  

137) Amartya Sen, 박우희 역,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2001, 104면. 센은 자유 개념 
역시 두 가지 - 기회(opportunity)와 과정(process)의 차원에서 모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고 설명한다. 과정(process)이란 행동 혹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말하
며, 기회(opportunity)란 개인적·사회적 환경이 주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실제적 
기회를 말한다. 소위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처한 상황, 여건, 실제 기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선택의 과정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론자들은 과정의 본질을 간과하
고 오직 기회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논쟁의 대립이 있어왔다. 
센은 자유의 두 가지 측면인 자유의 구성적 측면과 도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인
간 자유의 증진이 발전의 주된 목적이자 동시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강조한다. Amartya 
Sen, 위의 책, 57-78면. 

138) Amartya Sen, 위의 책, 36-38면. 더 큰 자유를 갖는 것은 그 사람의 전반적 자유를 위해 
그 자체로서 중요하며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139) David A. Croker, Ethics of Global Development: Agent, Capability, and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57-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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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는 자로 이해한다.140)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위주체성과 연관되는 역량 개념은 타인을 도덕적·주체적·목적적 존

재로 인식하는 인정 개념을 수용하는 매우 본질적이며 폭넓은 개념이다.141)

역량을 중심으로 정의를 모색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역량을 동일한 수준으

로 만들고자 함이 아니다. 역량에 기반한 정의론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인간

의 다양성에 입각한다는 점이며 이는 역량을 수단이 아닌 하나의 목적으로 간

주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역량 개념을 기반으로 공적 평가와 정책을 제

시하려는 역량 중심 접근법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태

에 있는가에 관심을 두면서 그들의 현재 삶에서 더 많은 자유와 삶의 질을 향

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에 주목한다.

2. 센의 역량 접근법의 특징

센의 역량 접근법은 아래의 <그림 2> 로빈스의 역량 접근법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는 개인의 역량 집합이 사회적·개인적 맥락과 함께 

연동하는 역량 접근법의 메커니즘을 모형화한 것으로 잉그리드 로빈스(Ingrid 

Robeyns)에 의해 제시되었다.142) 

역량 모형에서 특기할 점은 바로 재화와 용역을 선택하여 성취하기까지의 

과정을 더욱 세분화한다는 점이다. 종래의 분배 정의론은 주로 성취 수단의 

공정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거나 재화와 용역이 성취된 기능들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 문제에 주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는데 집중하여 왔다. 반면에 역량 중심 접근법은 성취 

수단과 성취 사이에 있는 성취를 위한 자유로서의 역량 집합에 주목한다. 

140) Amartya Sen, 위의 책, 38면. 센과 함께 역량 중심 접근법을 주체능력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로는 David A. Croker, Ethics of Global Development: Agent, Capability, and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Kelvin Olson,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ritical Horizons 2(1), 2001, 5-32면; Lori Keleher, 위의 책(주135). 

141) 목광수, 위의 논문, 227면. 역량 접근법은 역량의 본질적 측면과 도구적 측면 양자가 어
떠한 방식으로 병치되는가를 밝히지 못한다면 분배적 차원에서 역량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오는 불인정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역량 접근법이 수혜자에게 
불인정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후견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그러한 후견
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의가 보충되어야 한다.  

142) Ingrid Robeyns,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2005,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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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질적 자유로서의 역량에는 ‘개인 변환 요소(individual con-

version factors)’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주변의 사회적 

맥락의 요인들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로빈스는 이러한 영향력을 다음

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143) 이러한 개인 변환 요소들은 센의 

‘전환 능력의 차이’를 좀 더 발전시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인적변환요소들(personal conversion factors)은신진대사, 신체조건, 성, 독해기술, 지능등
과같은것으로서원자재(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odity)들을기능으로변환하는데주로영
향을 미친다.144) 
둘째, 사회적변환요소들(social conversion factors)은공공정책, 사회규범, 차별적관행, 성역할, 
사회적 계급, 권력 관계 등이 있으며 재화나 용역이 개인적 기능으로 변환되는과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변환요소들(environmental conversion factors)은기후나지정학적위치등이
있으며 역시 재화나 용역이 개인적 기능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2> 로빈스의 역량 접근법 모형145) 

143) Ingrid Robeyns, 위의 논문, 99-100면.
144) 로빈스는 장애가 있거나 열악한 신체조건을 가졌거나 이전에 자전거 타는 법을 전혀 배

워보지 못한 사람에게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은 기능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145) 이 모형은 Ingrid Robeyns, 위의 논문, 99면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센이 설명하는 역량 접
근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모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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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의 역량 접근법에서 전환 능력의 고려는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

의 자원 평등론에서 재능 및 운의 평등 문제를 통해 심도 있게 고려된바 있

다.146) 센의 역량 접근법과 드워킨의 자원 평등론을 비교하는 앤드류 윌리엄스

(Andrew Williams)는 센의 이론은 이미 자원 평등론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이

러한 논의를 역량 개념을 통해 재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147) 

그러나 필자는 자원 평등론에서 다루는 개인의 재능이나 운의 차이는 로빈

스가 세분화 한 개인의 변환 요소들 중 주로 인적 변환 요소들에 해당하지만 

역량 접근법에서 포괄하는 변환 요소들에는 인적 변환 요소들 이외에 사회

적·환경적 변환 요소들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이러한 

사회적·환경적 변환요소들의 강조는 역량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에 보다 연관된다는 점에서 자원 평등론과는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성취 수단이 제대로 기능하기까지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관

계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역량 접근법은 분배적 정의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

음을 보여준다. 

II.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1986년 세계개발경제연구소(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에서 이루어진 센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형

성·발전되었다. 따라서 두 이론가의 역량 접근법은 논의 전개와 그 강조점들

에서 차이점들을 지니지만 큰 틀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누스바움의 역랑 접근법은 센의 역량 접근법의 전체적 틀에 동

의하면서 보다 이론적·철학적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누

스바움의 역량 개념 및 접근법을 검토한다.

146) Ronald Dworkin, Sovereign Virtu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147) Andrew Williams, “Dworkin on Capability”, Ethics 113(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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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량의 역동적 이해

누스바움은 역량(capabilities)148) 개념을 세 가지 발전 단계인 기본역량, 내

부역량, 결합역량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역량의 역동적 이해는 각 발

전 단계에 미치는 사회적 요소들의 영향력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역량의 구분에서 첫 단계에 해당하는 기본역량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겸비한 내적 기량을 의미한다. 물론 대부분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

능화 되는데 다음 단계로 발전되기 위한 씨앗과도 같다. 이러한 기본역량은 

스스로 개발되기도 하지만 외부 환경이나 지원을 통해서 내부역량으로 발전될 

수 있다.  

내부역량은 개인이 스스로 필수적인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충분히 개발된 

상태를 말한다. 내부역량이 내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단계라 할지라도 외적인 

조건들과 결합하여야만 비로소 최종적인 기능의 실현이 달성된다. 

누스바움을 이를 내부역량들의 내적 적합성(innate fitness)에 이르고 외부

조건들(external conditions)과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을 통해 최종단계의 결합역

량이 된다고 설명한다.149) 

이하 <그림 3>에서처럼 누스바움이 구분하는 각 역량의 단계들을 구분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역량은 기본역량에서 내부역량으로 또 결합역량으

로 발전해간다.150)

148) 누스바움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복수적이며 질적으로 구별된다
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역량들(capabilities)’이라는 복수형 명사를 사용한
다. 건강, 신체적 온전성, 교육, 기타 개인적 삶의 측면들은 왜곡 없이는 단일 기준으로 환
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Martha C. Nussbaum,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18면: 한상
연 역, 「역량의 창조」, 돌베개, 2015. 센의 역량 중심 접근법에서도 역량의 다원성과 비
환원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굳이 복수형 명사를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고에서
는 ‘역량’으로 통일한다. 

149) 누스바움은 결합역량을 초기연구에서 외부역량(external capabilities)이라고 불렀으나 내
적 부합도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결합역량으로 변경하였다. Martha C. Nussbaum, 위
의 책, 84면.

150) Martha C. Nussbaum, Women And Human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8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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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누스바움의 역량의 구분

이러한 역량의 역동적 이해에서 필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각 단계의 

역량들이 각각 관계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들이 결국 다

음 발전 단계로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가령 인간의 기본역량이 발전되어 성숙하게 발현된 내부역량이 되기까지는 

외부 환경이나 지원이 중요하다. 이러한 외부 환경이나 지원에는 교육이나 훈

련과 관련한 요소들이 생각될 수 있다. 또한 내부역량이 기능으로 발휘되는 

결합역량이 되기까지는 성숙된 내부역량의 내적 부합 이외에도 외부조건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외부적 조건들이란 개인이 속한 사회 제도 및 법규범 등을 

떠올릴 수 있다. 

필자는 누스바움의 역량의 역동적 이해는 ‘역량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규범적 요청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누스바움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공정책이

나 제도는 각인의 기능실현보다는 역량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역량의 발전가능성’은 역량 접근법의 이론적 정당화

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기능이 아닌 역량에 목표를 두는 “공공 정책은 

각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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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역량의 원칙(a principle of each person’s capability)을 존중해야 한다”

고 답할 수 있다. 각인의 역량 원칙이란 “인간이 참된 기능을 실현할 수 있

기 위해 각인의 역량은 발전되어야 한다.”로 풀이할 수 있다.151) 

인간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삶에 대한 관념은 객

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각자의 고유한 삶의 번영

을 위해 필요한 역량은 발전되어야 한다는 요청은 보편적일 수 있다. 누스바

움은 “이러한 주장이 하나의 기초적 직관(basic intuition)임을 인정하지만 특

정 형이상학이나 목적론적 관점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도덕관(a 

freestanding moral idea)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152) 

센 역시 자유의 발전을 본질적인 가치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량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도덕적 직관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도덕

적 직관을 정치적 의무로까지 확장하는 누스바움과는 입장을 달리한다. 센과 

달리 누스바움은 이러한 역량 접근법의 제도적 구상을 모색한다. 이런 배경에

서 누수바음이 제시하는 인간의 핵심 역량 목록은 중요한 규범적 함의를 가진

다. 누스바움의 역량 구분에서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결합역량은 핵심 역량들

(Central Capabilities)이라고 달리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적인 삶과 번영

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들이다. 

이하 <표 3>은 누스바움이 제시한 10가지의 핵심역량 목록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는 역량 접근법을 소개하는 누스바움의 여러 문헌들에서 

자주 소개되는데, 이하의 표는 가장 최근의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51) Martha C. Nussbaum, 위의 책(주150), 5면.
152) Martha C. Nussbaum, 위의 책(주15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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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누스바움의 10가지 핵심 역량들153)

1. 생명(life): 정상적인 수명까지 살 수 있을 것; 너무 이른 시기거나 혹은 자신의 생
명이 심하게 감퇴되어 살고 있다는 의미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사망하지 않을 것. 
2. 신체적 건강(bodily health): 건강한 재생산을 포함하여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
을 것;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 것; 적절한 주거를 가질 것. 
3. 신체적 완전성(bodily integrity):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할 수 있을 것;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적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 성적 만족 및 재생산을 위한 선
택을 위한 기회들을 가질 수 있을 것. 
4. 감각, 상상력, 사상(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상상하고 생각하고 추론하
기 위해 감각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인간다
운”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즉 글씨 쓰기나 기초적인 수학이나 과학적 훈련을 포
함하지만 결코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 일련의 적절한 (인성) 교육을 통해 익히고 함
양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경험하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스스로 선택한 종교
적, 문학적, 음악적 일들과 관련하여 상상력이나 사고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정치
적 발언과 예술적 발언 모두를 존중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행사의 자유의 보장
에 의해 보호되는 방식들로 자신의 정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즐거운 경험들을 가
지며 이득 없는 고통은 피할 수 있을 것.  
5. 감정(emotions): 우리 외부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을 것; 우리
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부재에 슬퍼할 수 있을 것; 일반
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그리움이나 감사, 정당한 분노를 경험할 수 
있을 것. 자신의 감정의 발전이 두려움이나 근심에 의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 (이 
역량을 지지하는 것은 인간 연합의 형식들이 인간의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6. 실천이성(practical reason): 선 관념을 형성하고 자기 삶의 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숙고를 할 수 있을 것.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의례의 자유의 보호를 포함한다.)
7. 유대(affiliation): A. 타인들과 함께 타인들을 위하여 살 수 있을 것, 타인을 인정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교류에 참여할 
것; 타인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것. (이 역량을 보호하는 것은 그러한 형태의 유
대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제도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
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자기존중과 모욕당하지 않기에 대한 사회적 
토대를 가질 것; 타인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을 것. 
이는 인종, 성, 성적 지향, 민족, 신분, 종교, 출신국가에 근거하여 차별받지 않을 규
정을 포함한다.)  
8. 인간외의 종에 대한 관심(other species): 동물, 식물, 자연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과 연관되어 살 수 있을 것.
9. 놀이(play): 웃고, 놀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 
10.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A. 정치적 :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정치적 선택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정치적 참여권을 가지
고 언론 및 집회의 자유의 보호를 받을 것. B. 물질적 : (부동산 및 동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타인과 평등하게 재산권을 가질 것; 타인과 평등하게 고용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것; 부당한 압수와 수색으로부터 자유를 가질 것. 노동에서, 
실천이성을 행사하며 다른 노동자들과 상호 승인의 의미 있는 관계에 참여하면서, 
인간으로서 일할 수 있을 것.  

153) Martha C. Nussbaum, 위의 책(주148), 3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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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스바움은 이러한 핵심 역량의 목록들은 범문화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인류 공통의 경험으로부터 추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이며 언제든 수정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 역량들이 인류의 보편적인 좋은 

삶과 연관될 수는 있지만 좋은 삶에 대한 포괄적인 선관념이 아닌 부분적인 

선관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핵심 역량들은 각자 좋은 삶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토대일 뿐이다. 이러한 목록

을 제시하는 이유 역시 사람들이 각자 삶의 번영을 위해 핵심적이라 할 만한 

역량들의 구체화 영역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지 역량이 그 자체로 가

치라는 입장과는 구별된다.154) 나아가 이러한 10가지 핵심역량들은 인권의 구

체적 내용이 될 수 있으며 정치공동체는 이러한 역량들에 대해서 사회적 최소

한의 기준을 정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역량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정치적 의무를 도출한다. 

2.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특징

누스바움의 역랑 접근법은 ‘각인의 역량의 원칙’로 요약될 수 있다. 인

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목적 공식을 누스바움은 인간이 참된 기능

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역량은 발전되어야한다는 규범적 요청

으로 해석한다.155) 그리고 이때의 규범적 요청은 누스바움의 설명에 따르면 

“도덕적 요청을 넘어서 사회적·정치적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한다.156) 특히 

사회적·정치적 의무와 관련하여 누스바움은 역량 접근법의 특수성의 측면으

154) 가령 존 피니스(John Finnis)는 객관적 선에 해당하는 인간의 기본가치 목록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① 생명, 건강 유지(life and health) ② 앎 추구(knowledge) ③ 노동과 놀이의 
추구(work, play) ④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 ⑤ 사교성과 우정(sociability, friend-
ship) ⑥ 실천적 합리성 (practical reasonableness) ⑦ 영성과 종교(religion). 아마도 인간은 
누구나 평화, 풍요, 기쁨, 성취, 만족, 자기표현, 사랑, 건강 등의 것을 바란다는 점에서 공
통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의 관점에서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이상영·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출판문화원, 2014, 124-128면.

155) Martha C. Nussbaum, 위의 책(주148), 5-6면. 
156)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크게 보아 자원에 기초한 접근(resource-based approach)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그가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배 문제를 정
면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분배 논의에서 오직 자원 인덱스(index)만을 작동시키는 것은 
종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연에 존재하면서 그러한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장애 요인들을 진
단해 내는데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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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한다. 즉 역량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과 문화에 섬세

한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준적인 접근을 ‘다양한 맥락

(contextual variation)에 민감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는 각인의 기본 역

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인

간의 핵심 역량 목록을 통해 각 공동체는 기본적인 환경의 범위를 정하고 각 

영역의 사회적 최소한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누스바움의 설명은 애초에 완전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입론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만약 어떤 사회가 역량의 임

계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에는 여전히 부정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57) 따라서 정의론의 측면에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는 개인이 다양한 맥락에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 수준 이하일 경우 지원해야 하지만 그러한 최소한의 기준 이상의 여건에서

는 개인은 자기실현의 목적과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다.158) 

이러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적어도 각인의 선관념의 형성과 실현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피하면서 각 역량의 발휘를 위한 사회적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는 간접적 방식을 통해 공적 개입의 여지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개입과 관련하여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이 발생시키는 도덕적·사회적 

의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의로 

활용하기에 상당히 곤란함이 있다. 특히 누스바움은 10가지 인간의 핵심 역량

들이 인권의 구체적 내용이며 국가의 헌법적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 그 원리들의 실제 이행에서는 해당 국가의 내부정책에 맡겨야 한다는 실행

상의 제약을 인정한다. 

157) 이에 대하여 누스바움은 모든 시민이 일정수준의 임계점을 넘은 후에도 제기되는 정의 
및 분배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들과 양립가능하다고 말한다. Martha C. Nussbaum,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75면.

158) Martha C. Nussbaum, “Capabilities and Human Rights”, Fordham Law Review 66(2), 
1990, 288면. 누스바움은 역량 접근법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다양한 실현가능성(multiple 
realizability), 목적으로서의 역량(capabilities as goal), 자유와 실천이성(liberties and prac-
tical reason),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 실행의 제약(constraints on im-
plementation)”을 들고 있다. Martha C. Nussbaum, 위의 책(주150),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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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역량 접근법은 최소수준 이하의 시민들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의 적극적 조치를 동반해야만 실제적 유용성을 지닐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들은 최소수준 이하의 역량을 기준치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법적 권한까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만 권리를 결합역량으로 이해하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이 단순한 

동어반복에 그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159) 

가령 여성의 정치적 참여권을 결합역량을 통해 설명해보자. 여성들의 정치

참여권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다수의 국가에서 여전히 여성 국회의원 수는 남

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를 결합역량의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여성들의 정치

참여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나 종

교, 관행의 측면에서 실제로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매우 제한을 받는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로는 사회에 존재하는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여성 스스로의 저조한 참여의지,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여성의 과중한 부담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더라도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개발과 같은 일시적인 제도적 지

원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필자는 역량 접근법의 규범적 요청이 권리담론을 보충하면서도 새로운 정

의론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철학적으로 도출된 인간 역량 목록을 제도적 담

론으로 연결시키는 논의들을 좀 더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인

간의 핵심 역량들이 중첩적 합의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누스바움의 답은 상

당히 불충분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공적 개입의 범위와 한계

를 정하는 실천적 논의에 활용하고자 하는 필자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한다. 

특히 핵심 역량의 항목들에 대한 누스바움의 설명은 매우 불분명하다. 가령 

159) 김연미 교수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이 권리이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이라고 한다. 권리 언어의 이용은 심각한 철학적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곳에 합의의 환
상을 심어줄 수 있는데 역량을 통한 설명은 권리보호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 있다. 김연미, “인권의 보편성과 다원성”, 「공익과 인권」제1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 연구센터, 2004,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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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중에서 생명, 신체적 건강, 신체적 완전성 등은 수정가능성에서 비교적 

고정적인 편이며 실천이성이나 유대와 관련된 내용들은 더 유동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말한다.160) 그러나 생명이나 신체적 건강, 신체적 완전성과 같은 인

간의 물리적 특성들이 비교적 고정적이며, 실천이성이나 유대감과 같은 정신

적 내지 심리적 특성들은 유동적인가에 대해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누스바움은 각 항목들이 개별적인 항목이지만 복합적인 방식으로 상

호 연관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롤즈가 자연적 기본 가치(natural goods)로 

제시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때 각 항목 간 복합적인 

상호연관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누스바움은 10가지 항목 

간에 우열관계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천이성과 유대 항목은 나머지 역량 목록

들을 정비하고 가능하게 하는 역량으로서 이를 통해 비로소 진정으로 인간다

움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가장 모호한 부분은 누스바움은 그녀가 제시한 역량 목록들을 사회의 정치

적 의무의 내용으로 볼 것이냐 시민들의 권리의 내용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도 명확히 어떠한 설명을 제시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역량 

접근법을 보다 실천적 관점에서 공적 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데 활용하

기 위해서는 역량의 규범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누스바움의 

설명은 그다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소홀한 듯하다.161) 

필자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불분명함은 이 이론이 상당부분 철학

적·이론적 근거 제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즉 역량을 통해 

공공정책 및 사회 정의의 토대를 제시하는 일반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

는 것일 뿐 공적 개입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실천적 논의를 염두한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그러나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특히 현대 인권 철학에서 논

란이 되는 이른바 제2세대 경제적 권리에서 제3세대 사회적 권리로의 인권 확

장과 관련하여 공적 담론을 위한 하나의 아젠다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162) 

160) Martha C. Nussbaum, 위의 책(주150), 81-83면. 
161) 특히 누스바움은 인간의 본성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서부터 이해하고 정치적 자유

주의의 문제는 롤즈의 관점에 의존하는데 이를 비판하는 이론가는 누스바움이 1990년대를 
전후로 입장을 달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Ian Carter, “Is the capability approach pater-
nalist?”, Economics and Philosophy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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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역량 접근법의 실제적 유용성까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역량 개념

을 활용하여 공적 개입의 여지를 마련함으로서 그 이론적 정당화의 기능은 충

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III. 역량 접근법의 규범적 함의

1.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비교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전체적인 방향에서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논의의 전개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점들을 지닌다. 두 역량 접근법의 비교를 

통해 역량 접근법의 쟁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의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두 접근법의 공통점으로는 첫째, 역량을 삶의 질을 비교하는 기본적인 척

도로 삼아 개인적 영역에서는 자기실현의 수단이자 목표가 되고 사회의 영역

에서는 정의 및 평등의 목표로 기능한다. 단 역량을 정치적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 완전한 역량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인의 역량을 증진한다

는 점에서 다원적 실현가능성을 목표로 한다. 

둘째, 두 이론가는 공통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반한다. 자유의 우선성

을 명백히 지지하는 센은 역량 중심 접근법을 통해 실질적 자유로서의 역량 

문제에 집중한다. 반면에 누스바움은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핵심 

역량 목록은 롤즈의 중첩적 합의의 유형이 될 수 있고 역량 목록들 간 서열이 

없으며 경제적 필요로 인하여 자유가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자유의 가치를 핵심 역량들에 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163) 

셋째, 두 사람 모두 각인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대원칙에 동의한

다. 다만 센은 누스바움과 같이 각인의 역량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162) 또한 역량 접근법은 개인에게 유효한 실제적 기회와 가치 있는 선택의 집합을 전체적으
로 고려함으로써, 오늘날 점차 많은 공식적인 유엔 결의안들이 표방하는 인권의 상호의존
적이고 불가분적인 성격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허성범, “역량과 인
권: 센과 누스바움”, 「시민인문학」제25호,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158-159면. 

163) Martha C. Nussbaum, 위의 책(주150),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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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자유를 우선시하고 유기체적 가족 모델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각인의 역량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164)

두 접근법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누스바움은 인간의 핵심 역량에 대한 구

체적인 목록을 제시하는 반면에 센은 역량의 목록이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기 

보다는 개별 사회의 공적 추론에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165) 센

은 역량 목록의 수정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목록을 제시하는 것

은 공적 추론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축소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166) 

둘째, 누스바움은 역량 개념을 기본역량·내부역량·결합역량으로 세분화

하여 설명하지만 센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역량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제시

하기는 하나 개념적 세분화를 시도하지 않는다.167) 

셋째, 누스바움은 완전한 정의론이 아닌 다양한 역량 영역에 대한 입헌적 

권리로 보장될 수 있는 역량의 사회적 최소기준을 정한다. 반면에 센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역량공간에서 역량의 기능과 연동과정에 주목할 뿐 헌법적 권

리를 염두에 둔 논의로까지 발전시키지 않는다.168)

2. 공적 개입의 정당화와 그 범위

역량 접근법은 문제를 발견하고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을 제시하려는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떻게 각인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역량 접근법은 센

과 누스바움에 의해 그 이론적 필요성과 철학적 정당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

다 하더라도 실제 제도 안으로 끌어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역량 

164) Martha C. Nussbaum, 위의 책(주150), 74면.
165) Amartya Sen, Beyond Liberalization: Social Opportunity and Human Capability, New Delhi: 

Institute of Social Science, 1994, 78-79면; Amartya Sen, “Capabilities, lists, and public 
reason: continuing the conversation”, Feminist Economics 10(3), 2004, 78면.

166) Amartya Sen, “Elements of a Theory of Human Right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2(4), 2004, 333면. 

167) Martha C. Nussbaum, 위의 책(주150), 13-14면.
168) 그 외의 차이점으로는 넷째, 누스바움은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반박을 하

고 있다는 점, 다섯째, 센은 역량 개념을 복리(福利, well-being), 행위주체성, 자유와 성취
와 관련지어 설명하지만 누스바움은 이러한 개념들을 역량과 기능의 구분 안에 포함시켜 
설명한다는 점, 여섯째, 누스바움은 역량 논의에 감정과 상상력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
며 보다 여성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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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은 역량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 개입을 허용하

는데 이 때 자유와 후견주의 사이의 긴장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초기 개발윤리학에서 주도적이었던 기본 필요 접근법(basic-needs ap-

proach)은 최소치의 적절한 삶의 수준을 영위하도록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필

요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본 필요 접근은 “수혜자들이 

자신의 사회적·문화적 토대에서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스스로 설정하고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집단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수혜자

들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169) 역량 접근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간의 다양성 가치에 대한 민감한 고려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본 

필요 접근법에 대해 제기되었던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170) 

가령 앞서 언급하였던 여성의 정치 참여 역량은 제도적·경제적 분배 이전

에 사회·문화적 분배의 문제이며 역량 접근법은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불평

등을 인식하고 개선하는데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위험을 가진다. 어린이나 노약

자, 환자의 역량 평가는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일 수 있으나 성차별이나 동성

애, 인종 차별 등 사회적으로 터부시되거나 차별이 지속되어 온 영역에 대한 

역량 평가는 불인정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171)

센은 실질적 자유로서의 역량을 행위주체성과 연결 지어 인정 개념을 수용

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역량의 도구적 차원과 본질적 차원이 어떠한 방식으

169) 목광수, 위의 논문, 224면.
170) 역량 접근법은 자연적 우연성에 입각한 차이를 다양성(horizontal)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서열화 된 등급(vertical)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의 자존
감을 훼손한다. Thomas Pogge, “Can the Capability Approach be justified?”, 
Philosophical Topics 30(2), 2002.

171) 이 문제를 공적 개입의 이원화를 통해 우회할 수도 있겠다. 제시된 사례처럼 역량의 우
열 평가를 수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 보다는 간접적인 개입 방식을 택하
는 것이다. 사실 사회·문화적 차별은 사회 집단의 의식 변화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제도적 강제보다는 교육 등을 통한 의식 개혁 등의 간접적 개입을 
택한다. 반면에 역량 평가에서 가치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평가가 가능한 영역에 대하여
는 제도적인 개입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회 전략은 역량 접근법에 가해
진 비판에 대한 성실한 대응은 아닐 것이다. 결국 역량 접근법을 통한 공적 개입의 정당
화 논거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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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병치하는지에 만족스럽게 해명하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누스바움이 이 문

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한 적은 없으며 역량에 대한 역동적 이해로부터 역

량은 발전되어야 한다는 역량 접근의 규범성을 도출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현재의 역량 평가가 불인정 문제를 초래할 수는 있지만 역량의 발

전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속적이지 않고 한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하고 싶다.172) 또한 개인의 역량을 사회적 최소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공적 

개입은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인의 역량의 원

칙에 따라 개인을 인격으로서 대우하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역량 접근법의 규범적 함의는 공적 개입의 허용을 정당화하는 

것과 연관된다. 공적 개입을 허용하는 도덕적 정당화 근거로는 각인의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 각인의 실질적 자유의 확보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며 자유주

의 공동체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각인의 역량을 증진할 적극적 의무를 가진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자유의 확대라는 설명은 공적 개입의 정당화 

사유는 되더라도 공적 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는 구체적 기준은 되지 못

한다. 역량 접근법이 역량의 증진을 위해 공적 개입을 허용한다고 할 때 아무

런 제한 없이 모든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기존의 자유주의 

모델이 연성 후견주의를 통해 최소한의 개입만을 허용하는 것 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개입을 허용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직관적 수준의 

이해에 대하여 이하에서 더 구체적인 논증을 시도해보도록 한다.  

제2절 역량 중심 접근법과 후견주의

후견주의 논쟁에서 역량 중심 접근법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 

전략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자

율성 역량 모델의 제안을 위한 핵심적 논의에 해당한다. 센과 누스바움의 역

량 접근법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역량의 이행과 관련하여 두 이론가는 일

반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적 개입을 통해 각인

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적 차원에 대하여는 설명을 발견할 수 없었다.

172) 나의 현재의 역량 평가가 열세하더라도 그러한 평가에 자존감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에 
머물기 보다는 현재의 역량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
제기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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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두 이론가에 대한 직관적 설명들을 통해 역량 접근법의 실천적 

관점에서 이론의 구체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천적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론적 장애 사유는 바로 후견주의의 문제이다. 기본적으

로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뿌리를 두는 역량 접근법이 후견주의를 수용함으로써 

자기 모순적인 이론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량 이론을 활용하여 공적 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

고자 한 필자의 관심은 사실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이론적 범위를 

넘어선다. 두 역량 접근법과 후견주의의 관계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두 

접근법의 한계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한계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은 향후 필자의 입장을 전개하는데 필수적이다.

이하에서 후견주의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자율성 역량 모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접근법의 이론적 유용성을 정리하고, 보다 실천적 관점에서 후견주

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 시도해 본다. 

I. 후견주의의 개념과 유형

후견주의 개념은 법학, 사회철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

에 맥락에 따라 강조되는 지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다.173) 이러한 의미에서 핵심 요소는 (i)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해, (ii) 당사자

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렇게 이해된 후견주의는 결국 

자유주의와 긴장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후견주의는 매우 다

양한 해석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에 하나의 명확한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다.174) 

173) 오세혁, “법적 후견주의”,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9, 158면. 오세혁 교수는 
이때 고려되는 이익으로 생명, 건강, 안전을 예로 들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후견주
의를 정의할 때는 ‘개인의 이익이나 좋음(good)’, ‘개인의 행복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 ‘강제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개입’의 개념 표지가 공통으로 발견된다. 강영
선, “자유와 배려-후견주의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10-11면; 김은희, “파인버그의 자유주의적 형법이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108면. 

174) 후견주의 개념사에 대해서는 오세혁, 위의 논문, 159-163면. 특히 후견주의의 개념 표지
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다양한 이론가들의 개념 표지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은 강영선, 위의 논문, 15-20면, 특히 주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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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후견주의의 개념 분석보다는 다양한 맥락에서 문제되는 쟁점별로 

후견주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논의의 구도를 파악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견주의의 유형은 다양한 분류기준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

데 필자는 개입의 주체, 개입의 목적, 개입의 방식, 개입의 한계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들을 정리 한다.175)

개입의 주체를 국가의 강제력 행사로만 한정할 경우의 유형을 협의의 후견

주의로, 국가뿐만 아니라 제도, 개인까지 포괄하는 경우의 유형을 광의의 후견

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형법상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금지명령이나 

행정법상의 다양한 요구명령 등은 국가의 강제력 행사를 통한 개입 방식의 예

이며, 이러한 법적 맥락에서 논의되는 후견주의는 협의의 후견주의에 속한다. 

반면에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환자 의사에 반하여 의사가 

치료를 수행할 경우는 사인대 사인의 문제로서 광의의 후견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개입의 목적과 관련하여 후견주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우선 

개입의 목적이 당사자의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소극적 후견주의로, 단순히 해악의 방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성격을 띠는 경우 적극적 후견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적극

적 후견주의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이익의 종류에 따라서도 후견주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고려되는 이익이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이익일 경우 

복지적 후견주의로,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될 경우 도덕적 후견주의로 분류한

다. 특히 복지적 후견주의는 형법이나 의료영역에서 주로 문제될 수 있는 생

명, 건강, 안전 이익들에 개입하는 후견주의를 신체적 후견주의로, 개인의 종

교, 가치관, 선호, 신념의 이익들에 개입하는 후견주의를 정신적 후견주의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

개입의 방식은 일차적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

하는 형태의 수동적 후견주의와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형

태의 능동적 후견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보통 개입하는 대상과 보호하

는 대상은 일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175) 이하의 후견주의 유형은 위의 주172에서 소개된 2차 문헌들을 참고하여 필자가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의 참조는 특히 강영선, 위의 논문,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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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후견주의(순수 후견주의)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자의 경우는 간접 후

견주의(비순수 후견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176)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즉 개입의 한계를 중심으로도 후견주

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

단이 목적을 좌절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러한 수단에만 개입하는 경우, 다

시 말해서 수단의 적절성이나 합리성의 문제에만 관여하는 경우를 약한 후견

주의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수단을 통해 확보하려는 목적 자체에까지 개입하

는 경우를 강한 후견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177)

이러한 약한/강한 후견주의 구분은 자율성 원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후견

주의 유형 구분으로서,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로 개입의 한

계를 정하는 연성 후견주의(soft paternalism)와 자율성의 침해가 일어나더라도 

실질적 개입을 행사할 수 있는 경성 후견주의(hard paternalism) 유형으로도 구

분될 수 있다.178) 연성 후견주의는 공통적으로 판단의 목적이나 실질적 내용평

가와 관련된 부분에 제3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 중립성 테제를 유지

한다. 반면에 경성 후견주의는 목적의 실질적인 내용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더

라도 제3자는 결정자를 위한 것이라면 관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유주의 중립성 테제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연성 후견주

의는 절차주의적 자율성론과 경성 후견주의는 실질적 자율성론과 연관된다.

이러한 후견주의 유형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때로는 중첩적으로 때로는 개

별적으로 논쟁에서 활용된다. 다양한 유형 구분에서 특히 약한/강한 후견주의 

구분 혹은 연성/경성 후견주의 구분은 역량 접근법의 공적 개입의 범위 및 한

176) 간접 후견주의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효과가 미칠 수 있어서 보호대상이 개입 대상보다 더 넓을 수 있다. 오세혁, 위의 논문, 
170면, 주58. 

177) 오세혁, 위의 논문, 171면; 정규원, 위의 논문, 238-239면. 한편 강한 후견주의는 행위자
의 선을 위하여 행위자가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개입하는 
후견주의로, 약한 후견주의는 행위자가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개입하
는 후견주의로 이해되기도 한다. John Kleinig, Paternalism,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3, 3면.

178) 대표적인 연성 후견주의자로 평가되는 파인버그는 처음에는 강한/약한 후견주의
(strong/weak paternalism)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나중에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경성/연
성 후견주의(soft/hard paternalism)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Joel Feinberg, 위의 책(주24), 
1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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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정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하에서 연성 후견주의와 경성 후견

주의의 이론적 논쟁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한다. 

II. 연성 후견주의와 경성 후견주의 논쟁

연성 후견주의는 가장 소극적인 간섭을 허용하는 유형으로서 자유주의 내

에서 강력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179) 이러한 연성 

후견주의자의 대표이론가로서 파인버그는 밀의 자유의 원칙과 그 원칙을 명료

하게 제시하기 위해 함께 제안된 이론적 장치들(자기관련 행위와 타자관련 행

위의 구분)을 계승하면서도 해악 원리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밀의 결과론적 정

당화 방식을 거부하고 대신 권리론적 접근방식을 취한다.180) 이때 권리론적 접

근방식이란 “일종의 주권적 자율성론으로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 왜

곡되지 않은 여건 하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자기관련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앞서 필자가 명명한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과 일

치한다. 이러한 설명에서 왜곡되지 않은 여건이란 “외부적 요소들에 의해 개

인의 자발성이 영향 받지 않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 왜곡된 상황에 처하는 경우란 “특정한 사유들로 인하여 일시적인 비

합리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리론적 접근방식은 의

사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초래하는 가치들에 대한 고려보다는 결정자가 의사결

정을 스스로 내렸는가에 주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경성 후견주의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성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행동을 하였더라도 그 행동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해악을 가져온다면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견해로 정리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연성 후견주의와 경성 후

179) 대표적인 연성 후견주의자로는 파인버그(Joel Feinberg, 1971)를 들 수 있으며 이후 제랄
드 드워킨(Gerald Dworkin, 1972) 등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연성/경성 후견주
의 유형의 구분은 이 두 이론가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결국 후견주의는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성(hard)의 성격을 띠고,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능력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연성(soft)의 성격을 띤다. Govert Den Hartogh, “Do we need a 
threshold conception of competence?", Med Health Care and Philos, 2016, 75면. 

180) 댄 브록(Dan Brock)은 권리론적 접근방식을 보이는 입장으로 제프리 머피(Jeffrie G. 
Murphy), 존 허드슨(John D. Hodson), 다니엘 위클러(Daniel Wikler), 조엘 파인버그(Joel 
Feinberg)등을 언급하고 있다. Dan Brock, "Paternalism and Promoting the Good",  R. E. 
Sartorius (ed.), Paternal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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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의 대립의 핵심은 표면적으로 결정에 대하여 제3자적 판단을 허용할지 여

부로 나타나지만 핵심적으로는 의사결정에서의 자발성 기준 이외에 의사결정

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 가치에 대한 평가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가 아닌가

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볼 수 있다.181) 

권리론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연성 후견주의자라면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개인의 책임가능성을 일관되게 지지하겠지만, 결과론

적 접근방식을 수용하는 경성 후견주의자는 개인의 자율적 결정과 그러한 결

정으로 인한 파생적 가치들의 형량을 시도한다. 특히 경성 후견주의 이론들은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죽음과 치료와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재조명되고 있

으며 본 논문의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권리론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연성 후견주의자로서 파인버그의 논의를 정

리하고, 이에 대비되는 경성 후견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검토한다.182) 

1. 파인버그의 연성 후견주의 전략

필자는 연성 후견주의가 자유주의 내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는 이유는 이미 

법체계 속에 존재하는 강한 후견적 조항들이 본질적으로 자유주의 모델과 충

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갈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논리적 설명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설명은 (i) 타인으로부터 절대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181) 가령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한 성인이 자살을 선택하더라도 권리론적 접근방식은 당사자
가 어떠한 왜곡된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제3
자는 그러한 당사자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론적 접근방식은 당사자가 비
록 자발적인 결정이라 할지라도 자살할 권리와 생명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간섭을 허용
한다. 

182) 사실 파인버그가 Harm to Self에서 펼치는 연성 후견주의 전략은 진정한 후견주의가 아
니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Tom L Beauchamp, “Paternalism and Biobehavioral 
Control”, The Monist 60(1), 1976, 67면에서 파인버그의 연성후견주의는 일종의 해악 원리
의 다른 버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후견주의의 핵심을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본인에게 해악을 미치지 않도록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파인버그의 논의는 
외부적 요소에 의해 자발성이 영향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러한 자발적이지 
않은 개인의 결정은 곧 자유로운 결정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한 간섭을 허
용한다는 논리는 결국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해
당하기 때문이다. 파인버그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경성 후견주의만을 후견주의로 부르
고, 자신의 연성 후견주의는 연성 반후견주의(soft anti-paternalism)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
기도 한다. Joel Feinberg, “Paternalism”, Borchert D. (ed.), Encyclopedia of Philosophy 7, 
Detroit: Thomson Gale, 2006, 137-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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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영역을 확보해두는 것, (ii) 후견주의적 법조항이 실제로 공적인 개

입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해악, 가령 타인에게 경제적, 심리

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러한 법조항이 

외견상 후견주의적으로 보일 지라도 실제로는 개인 행위자의 자율성을 침해하

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183) 

이러한 두 가지 설명에서 파인버그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기준은 ‘자발성

(voluntariness)’ 이다. 자발성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개념 지표 두 가

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첫째, 파인버그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성

(rationality)’과 ‘상당성(reasonableness)’의 개념을 구분하고,184) 전자의 

‘합리성(rationality)’에 의존하여 자발성 기준을 세운다. 파인버그가 사용하

는 자발성 기준에서 ‘합리성(rationality)’은 핵심적으로 의사결정자의 ‘의사

결정능력(competency)’을 보유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결정의 내용

적 판단에는 제3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영역

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일체의 내용적 판단을 봉쇄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안정적이라고 간주하는 듯하다. 따라서 파인버그의 자발성 기준은 의사결정능

력 유무를 통해 자기결정권 개념과 연결 짓는 전형적인 자율성 능력 모델의 

실용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에게는 자기결정

183) (i)의 설명에는 대체로 권리론적 모델을 택하는 경우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불가
침의 자기결정영역은 결국 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전제에 의하면, 
이러한 사적인 자기결정영역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 (ii)의 
설명방식은 파인버그의 특징적인 연성 후견주의자적 전략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더 
검토해보도록 한다.

184) 파인버그의 논의에서 합리성(rationality)과 상당성(reasonableness) 구별은 중요하다. 일상
적으로 두 용어는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며 ‘합리성’으로 통칭되곤 한다. 그러나 특히 
의사결정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의미로서 합리성(rationality)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지 
능력’으로, 즉 ‘합리적인(rational)’은 ‘인지능력을 가진’, ‘비합리적인(irrational)’은 
‘인지능력이 결여된’으로 번역하고, 의사결정의 현명함의 정도를 가리키는 의미로 의사
결정에서의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것을 암시하는 상당성(reasonableness)이 사용되는 경우
에는 종종 어감에 따라 합리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상당한(reasonable)’은 ‘합
리적인(혹은 지혜로운)’으로 그 반대의 경우는 ‘비합리적인(혹은 지혜롭지 못한)(un-
reasonable)’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파인버그는 인지능력을 중심으로 인지능력의 결여
상태와 비합리적인(즉 현명하지 못한) 상태를 구분한다. 이러한 용어 구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Joel Feinberg, 위의 책(주24), 108면 이하 참조. rationality는 ‘합리성’ 혹은 ‘이
성’ 보다 의사결정에서 인지능력의 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논의하는 것이 파
인버그의 논의에 더 적절하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변문숙, “간섭주의의 정당화에 관한 연
구 - 파인버그의 온건 간섭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5-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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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리게 하고,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성인이나 미성년자에게는 제3자의 후

견적 판단에 의존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식이다.  

둘째, 또 다른 중요한 개념 지표는 자발성과 비자발성의 구분이다. 파인버

그는 의사결정능력의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식의 구분과 달리 자

발성과 비자발성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완전한 자발성의 단계에서부터 

자발성의 결여 상태까지의 다양한 정도차이를 고려하고 있다.185) 파인버그는 

이상적으로 완전한 자발적 선택 모형을 제시하기는 하지만186), 현실에서는 완

전한 자발성의 상태에 다다르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정도차를 가진 자발성

을 판별할 수 있는 가변적 기준들(variable standards for voluntariness)을 제시

한다. 이때 고려되는 가변적 기준들의 지표들은 “(i) 위험의 상당성(the rea-

sonableness of the risk) (ii) 해악으로부터의 회복가능성 (iii) 특수한 상황적 고

려 (iv) 비자발성의 추정(the presumption of nonvoluntariness) ”등이다.187) 

사실 이러한 가변적 기준들은 경성 후견주의가 자기결정권과 결과 가치를 

비교 형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188) 다만 

파인버그가 이러한 기준들을 활용하는 방식은 오직 행위자의 선택에서 자발성

이 의심되는 경우에, 곧바로 제3자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기 보다는 의사결

정자의 자발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과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경성 후견주

185) 파인버그는 정도차가 존재하는 자발성의 기준을 고려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
발적 행위(voluntary action) ’개념과 ‘숙고된 선택(deliberate choice)’ 개념에 의거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발성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옮김, 「니코마
코스윤리학」, 도서출판 길, 2013. 파인버그의 초기 아이디어(Joel Feinberg, “Legal 
Paternalism”,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1, 1971)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숙고된 선택 개
념에 의거하지만 이후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Donald 
VanDeveer, “Autonomy Respecting Paternalism”, Social Theory and Practice 6(2), 1980, 
199-202면; Donald VanDeveer, Paternalistic Interven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81-86면.

186) 파인버그가 제시하는 완전한 자발성 모형은 “(i) 의사결정능력을 가질 것, (ii) 강제나 구
속이 없을 것, (iii) 미묘한 조작(최면이나 수면 중 암시)이 없을 것, (iv) 무지나 오류가 없
을 것, (v) 일시적 왜곡상황이 아닐 것(일시적 왜곡을 유발하는 상황의 예; 신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들- 가령 피곤함, 생리적 흥분, 우울증, 약물에 의한 정신혼미, 심한 두통 등
의 고통,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들 – 과도한 열정, 충동, 심리적 동요, 흥분, 심각한 
시간의 압박 등) 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설명한다. Joel Feinberg, 위의 책(주24), 
115-116면.

187) Joel Feinberg, 위의 책(주24), 118면 이하. 
188) 적어도 어떠한 고려들도 의사결정능력과 위험의 형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Govert Den Hartogh, 위의 논문,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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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나 연성 후견주의가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에 관한 실체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가 동일하게 판명 나더라도, 파인버그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실체 

판단은 결정자의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결정자의 자발성을 심사하는 과정이라

고 설명하는 점에서만 차이가 난다. 

파인버그가 이러한 설명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3자의 판단 개입

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 이유에 의해 휘둘릴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일 

것이다.189) 그러나 앞서 제시된 (i) 위험의 상당성 (ii) 해악으로부터의 회복가능

성 (iii) 특수한 상황적 고려 (iv) 비자발성의 추정 등의 실용적 기준들은 실제

로 행위 당사자의 자발성을 가리는 기준들이기보다는 감수하게 되는 위험의 

심각성과 확실성의 증거를 통해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결국 파생적 가치들에 

대한 비교형량의 성격에 가깝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은 제3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하거나 다양한 가치들

에 대한 위계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

이는 (혹은 상식적인) 지표들을 통한 비교형량에 근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

다면 애초에 파인버그가 우려하는 제3자에 의한 주관적 왜곡 가능성의 여지는 

크게 줄어든다. 연성 후견주의를 취하든 경성 후견주의를 취하든 구체적인 실

체적 판단의 기준이 유사하고 그로인한 판단 결과도 동일할 수 있다면, 파인

버그의 연성 후견주의에서 자발성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 이러한 파인버그의 연성 후견주의 전략에 대하여 대니 스코시아

(Danny Scoccia)가 제기하는 반론은 필자가 제기하는 자율성 능력 모델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스코시아에 의하면 “자율성의 근거가 추상적인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인격적 존엄이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

유와 같은 다른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이 구

체적인 권리들이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들을 묶

어서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실제로 존재하며 효력을 발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들이고 추상적인 자기결정권은 그것들을 포괄해서 지칭하

189) 비슷한 의견을 취하는 제랄드 드워킨의 초기 입장(1972)도 강한 후견주의는 선관념에 대
한 실질적 평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선관념들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는 실
질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Gerald Dworkin, 위의 논문,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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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일 뿐이다.190) 스코시아의 관점에서 파인버그 류의 연성 후견주의 전략

은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고 구체적인 권리로 포착할 수 없는 상황들을 단순히 

자기결정권이나 인간의 존엄이라는 추상적인 근거에 기대어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91) 

필자 역시 자율성 능력 모델이 추상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으로 귀결될 때, 

곧 자기결정권의 성격은 배타적인 처분권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스코시아가 주장하듯이 연성 후견주의가 개인의 자율권

을 최우선시하고 다른 가치들과 비교 형량하는 시도 자체를 거부하는 절대적 

반경성 후견주의에 해당한다면, 자율성 역량 모델은 명백히 이러한 입장을 거

부한다. 왜냐하면 자기결정권에 대한 추상적 근거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에 주

목하게 되면 경성 후견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

이다. 특히 의료영역에서 제기되는 후견적 개입 요청들을 감안할 때 경성 후

견주의는 단순히 자율성에 대립되는 것으로 비난될 것이 아니라 재조명될 필

요가 있다.192) 

경성 후견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배격하지 않고 일부의 수용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의사결정에서의 자율성 가치와 파생적 가치들을 상호 조율

하는 문제이며 보다 윤리적 차원으로 확대하면 타인의 이익을 위한 ‘선행

(beneficience)의 원리’와 ‘자율성 원리’ 간의 비교 문제이기도 하다. 

190) Danny Scoccia, “In Defense of Hard Paternalism”, Law and Philosophy 27, 2008, 371
면. 리차드 아네슨(Ricahrd Arneson) 역시 비슷한 지적을 한다. 파인버그의 경우 경성 후견
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자율성이 ‘사적 자기지배(personal sovereignty)의 원칙’과 연합되
어 있으며 이것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근본 신념이다. 또한 이러한 자율성과 사적 자기
지배 원칙은 자율성 및 존엄성에 대한 칸트 식 설명을 계승하는 것이다. Ricahrd Arneson, 
"Joel Feinberg  and the Justification of Hard Paternalism", Legal Theory, University of 
California, 2005, 259, 276면.

191) Danny Scoccia, 위의 논문, 366-368면. 스코시아는 의사조력자살을 말기환자에만 국한시
키지 않고 범위를 넓히는 것은 ‘자기결정권’이라는 추상적 근거에 기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만약 의사조력자살을 연성 후견주의에 의하여 정당화하는 경우 ‘말기환
자’ 내지 ‘회복가능성이 없는’이라는 조건보다 더 넓은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종교
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라는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조력자살의 추상적 
자기결정권 정당화 논의와 차별화시키고 있다. 강영선, 위의 논문, 106면.

192) 형사입법 측면에서도 파인버그의 연성후견주의 전략은 도덕적 정당화로서의 독립적 함
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 경성 후견주의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 지
적이 제기된다. 김은희, 위의 논문, 153-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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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성 후견주의의 정당화 가능성

밀을 포함하여193) 파인버그 류의 연성 후견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경성 후견주의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다. 그러나 앞서 검토하였듯이 파인버그의 연성 후견주의 전략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이 존재한다.194) 사실 오늘날 법적 후견주의 맥락에서는 극단적으

로 후견주의를 반대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은 이미 존재하기 어렵

다. 실제로 경성 후견주의가 정당화되는 사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파인

버그 식의 연성 후견주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이론상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영역을 중심으로 경성 후견주의를 정당화하려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이 제기되고 있다.195) 이런 측면에서 보면 후견주의의 이

론 구성은 공통적으로 행위자를 위해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는 간섭을 허용한

다고 할 때 어떠한 정당화 조건이나 기준에서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문제이지

만 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매우 논쟁적인 부분이다.196) 

이하에서는 연성 후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경성 후견

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제시하는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

다. 특히 파인버그의 ‘절대적 반경성후견주의(absolute anti-hard paternal-

ism)’와 대비되는 입장으로서 스코시아의 ‘실용적 반경성후견주의(pragmatic 

anti-hard paternalism)’ 이론을 간단히 검토해 본다.197) 

193) 밀의 자유론에서도 자발적 노예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물
론 자발적 노예제의 불허를 주장하는 밀의 논의가 예외적 논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성 
후견주의를 수용하는 것이라고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적어도 자유의 
원칙을 통한 일관된 설명 체계에서 어느 정도의 균열지점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194) 제랄드 드워킨은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탑승 시 헬멧 착용 의무규정 등을 예로 들고 있
다. 이러한 안전에 관한 규정들은 단순히 합리적 의사결정모델 (즉 이성적이고 자발적인 
선택 모형)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안전을 위해 국가에 의한 적극적 개입을 허용
한다는 점에서 경성 후견주의로 정당화되는 예들이다. 드워킨, 위의 논문, 125면 이하.  

195) Dan Brock, "Paternalism and Autonomy", Ethics 98, 1988; J. L. Sarah, Edwards·James 
Wilson, "Hard paternalism, Fairness and Clinical Research: Why Not?", Bioethics, 2012. 

196) 이런 측면에서 후견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정당화의 조건, 기준, 입법에서의 고려요
소 등의 실행가능성 논의로 옮겨져야 한다. 오세혁, 위의 논문, “해악원리, 법적 도덕주의, 
그리고 후견주의 –후견주의의 이중적 양면성- ”, 「중앙법학」제11집 제2호, 2009, 365면. 

197) ‘절대적 반경성 후견주의(absolute anti-hard paternalism)’와 ‘실용적 반경성 후견주의
(pragmatic anti-hard paternalism)’의 구분은 스코시아가 제시한 것으로 기존의 soft/hard 
paternalism의 구분법을 비판하면서 제안한 용어이다. Danny Scoccia, 위의 논문, 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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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스코시아의 논의는 경성 후견주의와 연성 후견주의를 구별하는 핵심

적 주제인 다양한 선관념들의 평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공략하지 않고 우회하

는 전략을 취한다. 즉 후견주의의 맥락에서 자율성과 선관념의 충돌은 선에 

대한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시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198) 이러한 우회 전략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자율성 가치와 선 관념은 둘 다 중요한 것이며 때로는 전자가 때로는 후자가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실용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199)

스코시아는 “연성/경성 후견주의 충돌 구도를 자율성과 ‘가상적 동의

(hypothetical consent)’의 문제로 변환하여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가상적 동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논

쟁”이라고 설명한다.200) 가상적 동의에 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별된다. 

첫째, 가상적 동의의 주체를 ‘완전한 이성적인 가치와 선호를 가지고 있

는(ideally rational)’ 사람으로 설정할 것인지, ‘모든 개인의 결점(warts and 

all)을 포함한 선호와 가치를 가지는 구체적인’ 사람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

라 절대적 반경성 후견주의와 실용적 반경성 후견주의로 구분된다. 주로 전자

의 논의는 완전한 인지 능력을 관건으로 삼는 파인버그나 초기 드워킨의 입장

에서 드러난다.201) 스코시아는 이러한 칸트식의 인간관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198) 강영선, 위의 논문, 105면. 이런 관점에서 스코시아의 입장은 강한 후견주의 혹은 법도
덕주의 주장은 명백하게 거부하지만 언제나 자율성이 우선한다고 보는 절대적 반경성 후
견주의 역시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 직접적으로 선행의 원리와 자율성의 원리의 충돌 문제를 다루는 논의는 Dan Brock, 
"Paternalism and Autonomy", Ethics 98, 1988, 550-565면.

200) Danny Scoccia, 위의 논문, III. Rewarding the soft/hard distinction; Autonomy and hypo-
thetical consent 부분 참조, 357-360면.

201) 이러한 이성적 가상 동의 원칙에 대한 비판은 일찍이 도날드 반드비어(Donald 
VanDeVeer), Paternalistic Interven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에서 제기된 바 있
다. 이러한 가상적 동의는 완전한 인지능력을 소유한(이상적으로 이성적인) 사람과 실제 
개인의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한다. 보다 실제적인 동의에 가까운 원칙으로서 
VanDeVeer는 ‘개인별 가상적 동의 원칙(the principle of hypothetical individual consent)'
을 제안하여 정식화한다. A의 S에 대한 선의의 간섭 X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 정당화된
다. (i) S가 관련된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숙고와 선택에 필요한 S의 정상적인 능력이 심
하게 손상되지 않았다면 A가 X에 동의할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것. (ii) A가 X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Donald VanDeVeer, 위의 책, 76면; 변문숙, 위의 논문, 60
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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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가까운 개인이 내릴 수 있는 동의의 차원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자율성과 선 관념이 충돌할 때 가치판단의 어느 ‘시점’에 중점을 

두는 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자율성 원칙은 주로 당사자의 과

거와 현재(또는 과거 혹은 현재)의 가치 판단을 문제 삼고 있지만, 정반대로 

선의의 원칙은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위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문제에 주목한다.202)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자율성과 

선 관념의 충돌 문제를 가치판단의 시점 문제로 전환하는 것도, 결국은 개인

의 선 관념에 대한 파생적 가치 (혹은 결과 가치)가 현재의 자율성 의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 가치 판단을 수반

할 수밖에 없다. 

연성 후견주의와 경성 후견주의의 이론적 논쟁을 정리하자면 결국 후견주

의에 대한 논쟁은 “자율성의 판단에 제3자의 결과적 가치 판단 요소를 어떻

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연성 후견주의 이론은 자율성은 개인

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고유한 권한이며 이는 결코 침범될 수 없다는 전제에 서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3자의 가치판단 요소를 배제한다. 반면에 경성 후

견주의 이론은 개인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은 실제 현실에서 볼 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으며 추상적 자기결정권의 보장보다 구체적 자

기결정권의 보장의 측면에서 제3자의 가치 평가적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후견주의의 이론 대립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수용한다면 타인의 개입에 대하여 경계하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 

신뢰하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지금까지 검토한 후견주의를 본 장의 역량 접근법과 연결지우는 시도

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이 가지는 후견주의적 성격을 규명해보고, 실천적 관점에서 역량 접근법을 활

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202) Danny Scoccia, 위의 논문, 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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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역량 중심 접근법과 후견주의

1.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중심 접근법에서의 후견주의

센의 역량 중심 접근법은 핵심적으로 사람들의 적절한 ‘기능

(functioning)’의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들의 실현을 위한 가능한 조건들을 확

보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센은 “사람들의 적절한 기능의 성취에 대하

여 특별한 선 관념에 입각한 평가를 배제하고 단지 역량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구체화할 뿐”이라고 제한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 이론의 철학

적·정치적 토대가 자유주의 및 다원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구성된다 하더라도 

공적 정책으로서 역량의 이행 내지 실행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결국 특

정한 선 관념을 증진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센의 접근법에서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인간의 

핵심 역량들은 공공정책 및 사회 정의의 토대로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이 보장

되어야 하며 이러한 도덕적 요청은 정치적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그

러나 누스바움은 “10가지 핵심 역량들이 좋은 삶에 대한 포괄적인 객관적 선

관념을 제시한 것이기 보다는 부분적인 선관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

조함으로써 완전주의 교설을 거부한다. 누스바움은 역량 접근법이 의무론자들

이 선호하는 절차주의적 관점과 명확히 구별되는 결과 지향적 관점을 취한다

고 말한다. 다만 “결과를 기준으로 정의를 평가한다는 것이 꼭 결과주의의 

한 갈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203) 

두 이론가 모두 역량 접근법이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관념에 의존하지 않

더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역량 접근법의 실천과 관련하여서도 이

러한 이론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역량 접근

법을 공공 정책이 활용하는 경우 그 전제로서 역량의 평가를 수반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 개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완전주의 및 후견주의적이라는 비

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센 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핵심 역량의 목록을 

인권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누스바움도 그 스스로는 이러한 핵

203) Martha C. Nussbaum, 위의 책(주147), 118면.



90

심 역량의 실행 문제에 있어서는 각 지역 공동체의 몫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

다.204) 

결론적으로 필자는 역량 접근법이 구체적인 공공 정책에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적 개입의 범위와 한계, 기준과 관련한 논의들을 더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필자의 관점은 센 보다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으로

부터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지적

하였듯이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자기 모순적인 지점들이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센이 다루지 않았던 역량 접근법의 제도적 활용을 모색하는 시도로 보

이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역량 목록을 인권의 구체적 목록으로 활용할 수 있

다는 누스바움의 시도는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센의 역량 접근법보다 한 걸

음 더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명시된 공적 개입의 유형들을 검

토하면서 유형화하는 논의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역량 

접근법이 취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총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들의 

후견주의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205)

2.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과 공적 개입의 유형들

루트거 클라센(Rutger Claassen)은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과 관련한 문헌

들에서 제시된 바 있는 공적 개입 유형들을 세 가지 범주로 유형화하고 여기

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하여 분류하여 설명 한다. 이러한 범주화에서는 역량의 

증진이 아닌 기능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는데, 이는 누스바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클라센의 해석으로 보인다.206) 

204) 역량 접근법의 후견주의 문제를 다루는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역량 접근법이 완전주의 
및 후견주의에 입각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Ian Carter, “Is the Capability Approach 
Paternalist?”, Economics and Philosophy 30, 2014; Séverne Deneulin, “Perfectionism, 
Paternalism and Liberation in Sen and Nussbaum’s Capability Approach”, Review of 
Political Economy 14, 2002; Marc Fleurbaey, “Capabilities, Functionings and Refined 
Functioning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7, 2006.

205) Rutger Claassen, "Capability paternalism", Economics and Philosophy 30, 2014.
206) Rutger Claassen, 위의 논문, 58면.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이 공적 개입의 정당화라는 

이론적 측면에서 제시되었던 반면 클라센의 연구는 보다 실천적 관점에서 제시된다. 실천
의 관점에서는 역량이 개발되어 기능의 실현이 되기까지의 과정보다는 결과적인 기능실현
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결국 누스바움은 본인의 이론이 결과를 지향하는 관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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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클라센은 기능의 증진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차원과 보다 특수한 상황

을 지칭하는 차원으로 분류한다. 보다 일반적인 차원은 행위주체의 자발성이 

결여된 경우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하거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장애사유

들을 극복하기 위한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능 증진을 위한 공

적 개입은 행위주체의 자발성이 결여된 조건이기 때문에 연성 후견주의에 의

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에 역량 접근법에서의 독특한 논의에 해당하는 네 가지 유형들은 “(i) 

사람들의 내부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한 역량 훈련의 경우, (ii) 다른 역량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역량 지원의 경우, (iii) 장래의 역량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 철

회 내지 포기의 경우, (iv) 자신과 타인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관행을 유지하

기 위한 역량 참여의 경우”이다. 이러한 네 유형은 행위주체의 자유로운 선

택과는 상관없이도 기능의 실현을 위해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는 경성 후견주의가 정당화되는 범위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누스바움이 

직접 언급한 적 있는 유형은 (ii), (iii)의 예이다.  

특히 (ii) 역량의 지원과 관련하여 누스바움은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 건강과 안전 관련 규제들은 너무나 기본적이어서 전적으로 사람들의 선

택에만 맡겨둘 수 없는 역량에 해당하며, 둘째 존엄성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되거나 비인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며, 셋째 유대감 및 실천이성 역량은 다른 

역량들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보다 핵심적인 역량으로 본다.207) 이러한 세 

가지 역량들은 결국 누스바움이 각 목록들 간 명시적인 위계를 정할 수는 없

다는 주장에 의해 일견 모순적이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역량들의 가치를 핵심적인 인간의 선관념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동체

는 공공 정책을 통해 행위주체의 자발성 판단과 상관없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208)

(iii) 역량 철회와 관련해서 누스바움은 비자발적인 역량의 철회는 연성 후

고 역설하더라도 실천의 차원에서는 결과가치의 고려로 나타난다는 것에 필자 역시 동의
한다. 

207) Martha C. Nussbaum, 위의 책(주149), 91면.
208) Rutger Claassen, 위의 논문, 6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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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의로도 정당화될 수 있지만 자발적인 역량의 철회, 즉 명백하게 강요나 

억압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는 역량의 포기들에 대해서도 국가는 간섭을 하

곤 한다고 지적한다. 즉 자살금지, 마약금지, 안전벨트나 헬맷 착용 규정, 장기

매매 금지, 결혼과 관련한 특정한 규정들은 경성 후견주의에 의해 정당화되는 

공적개입의 유형들이다. 물론 누스바움은 왜 이러한 법규들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만 장래의 관점에서 이러한 역량의 

포기와 현재의 선택권 행사를 비교하는 문제로 남겨둔다.209) 

클라센은 “역량 접근법의 공적 개입 방식이 위와 같이 범주화된다고 할 

때나아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들: 역량 최소 수준의 규정, 역량 목록의 범위 

확정, 역량 손실에 대한 개인 책임의 한계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진단한다.210) 

필자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비록 직관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개인

의 역량 증진을 위한 공적 개입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대체로 역량 접근법이 매우 추상적인 이론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공 정책의 기준이나 범위로 활용되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

을 더 많이 지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 따라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

법에서 후견주의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문제가 명쾌하게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의 자발적 선택 기준에 근거한 연성 후견주의는 궁극적

으로 공적 개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개입의 유형들을 내재

적으로 포함하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경성 후견주의 일부를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정리하자면 역량 접근법은 결과적 가치 고려와 자율권의 비교 형량을 허용

하기 때문에 결과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연성 후견주의와 달리 경성 

후견주의를 수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파인버그의 연성 후

209) Rutger Claassen, 위의 논문, 67면.
210) Rutger Claassen, 위의 논문, 70-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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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의도 자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실용적 기준을 사용하지만, 이때 

고려되는 이익이나 해악과 같은 결과 가치들의 고려는 주체의 자발성 심사 범

위 내에 국한된다. 이렇게 보면 연성 후견주의가 고려하는 결과 가치는 결국 

주관적 합리성의 논리적 일관성을 검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역량 접근법은 결과 가치 판단을 권리론 안에 포섭하는 논의라는 

점에서 경성 후견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결과적 

가치 판단을 언제나 포함한다고 보기보다는 자기결정권과 결과적 고려가 일치

하지 않을 때 양자를 비교 형량하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경성 후견주의의 수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율성론이 경성 후견주의를 배척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이익의 관점에서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 가치 판단에서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이익’의 고려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로날드 드워킨이 「생

명의 지배영역(Life’s Dominion)」211)에서 제시한 비판적 이익과 향유적 이익의 

구분212)을 소개하고 설명에 활용하고자 한다. 

드워킨은 앞서 살펴본 파인버그와 같이 연성 후견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

다. 왜냐하면 드워킨은 자기결정권을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설명하는 두 가

지 관점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 증거론적(evidentiary) 관점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결정에

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관

한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심지어 명백히 실수로 보이는 판단이라도 그 사람의 장기적인 인생의 측면에

서 필요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외부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사실 이런 관점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자율성 개념으로 이러한 관점을 취할 경우 자기에 관한 결정에 대하

211) Ronald Dworkin, Life’s Dominion.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m, First Vintage Books Edition, 1992; 박경신·김지미 역, 「생명의 지배영
역,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7. 

212) Ronald Dworkin, 위의 책, 237-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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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제3자의 개입은 불필요한 것이 될 뿐이다.

반면에 둘째, 통합적 관점에 의하면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가치, 신념, 사

명감과 같은 비판적 이익(critical interests)과 우리가 흔히 경험적으로 얻어지

는 만족과 같은 향유적 이익(experiential interests)을 포함하여 자신의 개성을 

삶을 통해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비판적 이익’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진 소설처럼 평가되기를 바라는 차원

으로서 “자기 삶에 대한 인테그리티(integrity)”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 자신

의 좋음에 대한 ‘믿음’의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드워킨은 “이러한 비

판적 이익에는 자존감이나 시간적 자기정체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말

한다.213) 반면에 ‘향유적 이익’이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즐거움이나 좋음

과 같이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드워킨

은 자기결정권이 궁극적으로 비판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필자는 이러한 드워킨의 통합적 관점에서 자기결정권을 비판적 이익의 추

구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자기결정권 논의는 단계적으로 구

분될 필요가 있다. 즉 비판적 이익과 향유적 이익 양자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비판적 이익은 생존의 문제보다는 자기 삶의 목적이나 개

인 신념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고도로 추상화된 욕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

의 비판적 이익을 추구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에게 최소한의 기본

적인 생존과 관련된 향유적 이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량 접근법에서 말하는 인간의 핵심 역량은 바로 인간의 자유를 위해 이

러한 향유적 이익의 필요불가결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각자의 자기결정권

의 진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각자 삶에서 기초적인 향유적 이익의 보장이 전제

되어야 한다. 결국 역량 접근법이 경성 후견주의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곧 자

기결정권의 구체적인 실행을 목표로 두기 때문이다. 

213) Ronald Dworkin, 위의 책, 214-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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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정당화 근거로서 역량 접근법의 

함의

이상에서와 같이 필자는 역량 접근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들을 검토하였

다. 본 절에서는 역량 접근법을 검토한 후 자율성 역량 모델에 활용하고자 하

는 의의를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앞서 제2장을 통해 필자는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이 의료적 의사

결정과정에 적용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의사결정과정의 

복합적인 요소들은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 논의를 단순히 개인의 독립적

인 자기결정에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자율성 개념을 좀 더 풍성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관계적 자율성 이론들은 종래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면서도 그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으로 인하여 대안적 자율성 논의를 위한 이론으로서 기능하기

에는 한계를 지닌다. 

필자는 이러한 관계성 요소들을 자율성 개념 안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기 위

해 자율성 역량 개념을 도입한다. 이때 자율성 역량 개념은 역량 접근법에서 

‘역량’ 개념이 가지는 역동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핵심적으로 “역량의 

발전 가능성”은 역량 접근법의 중요한 규범적 성찰로서 자율성 역량 모델은 

이를 자율성 역량 개념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성 역량 개

념의 역동성”은 제4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한다.

역량 접근법의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성과는 바로 후견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기존의 자율성 논의는 후견주의와 긴장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후견적 개입을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이러한 원인

은 아마도 자유주의자들 대부분이 후견적 개입을 신뢰하기 보다는 부정적 억

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량 접근법은 자

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경성 후견주의의 수용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특기할만하다. 

역량 접근법의 후견주의적 성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공동체는 개

인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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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공적 개입이나 지원은 단순히 개인

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역량 접근법이 후견주의를 수용하는 태도는 이론적 차

원에서보다 실제적 차원에서 더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역량 접근법이 경성 후견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는 미비한 편이다. 역량 접근법이 공적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을 제시하는 것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천적 차원에서 공적 지원 방식을 정하는 

것은 매우 섬세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받

는 도움이나 지원은 자칫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의존적 상태에 놓이도록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성 역량의 증진을 목적으로 허용되는 공적 개입이나 지원의 구

체적 방식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기본 생존을 보장해주고 각자의 역량의 발전을 위한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은 자율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러한 실천적 관심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증진하기 위한 것

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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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제안과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의 대입

제1절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제안

본고 제2장에서는 자율성 능력 모델이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그대로 적용

될 경우 ‘환자’라는 특수한 속성과 ‘의료적 의사결정’이라는 구체적 상황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서 이해된 환자의 자율성 개념은 “독립적인 자기결정능력을 가진 주체

가 비판적인 숙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

리는 자기결정권리”로 이해되며, 이러한 자율성 개념은 환자가 필수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을 구비할 것을 전제한다. 즉 자율성 능력 모델은 의사결정능력

을 가진 환자만이 비로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의사결정능

력이 없는 환자는 후견적 대리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이

원화 전략은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접근 방식

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환자를 추상적인 규범적 

인격과 동일하게 간주하는데 이러한 가정은 개별적인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

는 양상들과 구체적 사정들을 전혀 고려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몸이 아

픈 환자가 직면한 복잡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스스로 의사결정 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치료와 돌봄을 필수로 하는 상황에서 주

변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인식은 의료에 대한 전통적인 후견주의 태도로 회귀하지 않으면서

도 환자의 자율성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고 도모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구상

할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의료

적 의사결정과정에 보다 적합한 환자의 자율성 개념 및 논의 방식으로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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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자율성 역량 모델의 기본 개념과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종래의 

자율성 접근법과 차별화된 방식은 무엇이며, 의료영역에 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 한다. 

I. 자율성 역량 모델의 이해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율성 역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생성하여 도구

적으로 활용한다. 필자는 제2장 말미에서 자율성 능력과 자율성 역량의 상관

관계를 밝힌바 있다. 두 개념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관성을 

갖는데 이는 좀 더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앞서 <그림 1>에서 제시한 자

율성 능력과 자율성 역량의 관계를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자율성 역량이 자율

성 능력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 된다. 즉 자율성 역량 개념은 관계적 자

율성 이론에서 고려된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능력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필자는 두 개념의 상호연관성을 평면적으로 파악하

지 않는데, 왜냐하면 위 <그림 1>에서 표시된 쌍방향 화살표의 의미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쌍방향 화살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율성 능력은 핵심적으로 보면 사람의 의사결정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처음
부터 온전하게 주어진 속성이 아니라 태어나고 자라면서 점차 개발되어 발현되
는 능력이다. 사람에 따라서 이 능력의 발달 정도는 차이가 나며, 평생에 거쳐 
개발될 수 있다. 더 중요하게는 개인 외부의 관계적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
며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다
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개념이다.” 

바로 이러한 자율성 역량 개념의 ‘역동성’은 기술적 차원의 의사결정능

력 개념과 일치한다.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 역시 인간의 의사결정능력은 

다양한 정도차이를 지니며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자율성 개념을 구성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기술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을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한다.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분리는 결정권자가 외부의 가변적인 상

황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제하는 것이며, 이렇게 

각인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모든 인격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

는 하나의 규범적 판단에 기초한다. 이러한 분리테제는 결과적으로 상황의 가

변성에 의해 유발되는 관계적 요소들은 배제하고, 주관적으로 편향될 수 있는 

가치 요소들도 의도적으로 자율성 개념의 구성요소로부터 제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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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는 자율성 개념이 반드시 기술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의 분리를 

전제하지 않고도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 역시 자율성에 대한 규범적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율성 역량 개념이 생성·활용

된다. 

1. 자율성 역량 개념과 그 구성요소

자율성 역량 개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자율성(autonomy)’과 ‘역량

(capability)’을 조합한 용어이다. 통상적으로 자율성 능력은 기술적 차원이든 

규범적 차원이든 핵심적으로 ‘의사결정능력(competence)’ 개념에 의존하는

데 앞서 밝혔듯이 자율성 역량은 자율성 담론에 ‘역량’ 개념을 끌어옴으로

써 새로운 규범적 이해를 모색한다.214) 

이러한 용어의 조합을 통해 탄생한 자율성 역량 개념은 일차적으로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이 의사결정능력과 함께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상황적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자율성 능력 개념의 외연을 

확장한다. 이러한 확장은 이차적으로 앞서 관계적 자율성 이론의 검토를 통해 

자율성 능력이 개인 외부의 관계적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변화할 수 있

다는 지적을, 역량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역량 개념을 통해 수용하여 자율성 

개념 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핵심적으로 자율성 역량 개념은 단순히 자율성 

능력 개념의 평면적 확장이 아니라 관계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역동

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선 필자는 하나의 개념을 필수 구성요소를 통해 설명하는 전형적인 개념 

정의 방식을 통해 자율성 역량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에 대한 기술·분석적 접근 방식은 상호의존적이고 역동적인 자율성 역량 개

념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을 통한 개념 정

의 방식은 앞서 설명한 자율성 능력 개념과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고 제2장 제2절 자율성 능력 모델의 이해에서 필자는 자율성 능력 개념

214) ‘capability’의 번역어로는 국내 문헌들에서 능력, 가능성, 잠재능력, 생활역량, 존재실
현력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나 필자는 의사결정능력을 의미하는 능력(competence)과 
구분하기 위해 역량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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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술적 차원의 의사결정능력이 아니라 일종의 법적 의사결정능력(legal 

competence) 개념임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 구성요소로서 ①이해

(understanding), ②평가(appreciation), ③추론(reasoning), ④선택의 표현(express 

choice)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기술적 차원에서 의사결정능력 개념은 종종 

⑤가치(value) 요소를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되는데, 자율성 능력 

모델은 규범적인 이유에서 이러한 가치요소를 배제한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가치 요소의 제거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선호와 가치관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우선한다는 평가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가치요소를 고려할 경우 제3자의 주관

적 평가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능력 개념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

는 규범적 판단에 기초한다.

그러나 자율성 역량 개념은 ⑤가치(value)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근거는 

개념의 기술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반대의 

규범적 판단에 근거한다. 필자는 가치란 그것을 편향된 방식으로 고려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가치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의도적으로 가치를 배제하는 식의 경계태도가 오히려 극단적인 방법이

라고 판단한다.215)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자율성 역량 개념의 구성요소는 ①이해

(understanding), ②평가(appreciation), ③추론(reasoning), ④선택의 표현(express 

choice), ⑤가치(value)이다. 물론 자율성 역량 개념에 가치 요소를 포함하는 것

이 주관적 편향성의 문제로 곧바로 귀결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별도의 논의

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자율성 역량 개념의 구성에서 중요하게 해결

되어야 하는 부분이면서 종래의 자율성 능력 개념과 차별화되는 지점에 해당

한다. 이 문제는 “자율성 역량 개념의 구성요소로서 고려되는 가치란 무엇이

며, 어떻게 주관적 편향성으로 기울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215) 필자는 가치란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상대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의 상대성이 곧바로 주관적 편향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성급
한 귀결일 수 있다고 본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영역에서는 가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는 태도 역시 여러 다양한 선택 중의 하나일 뿐이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기반 한 자
율성 능력 모델이 가치 요소를 배제하고 택하는 ‘중립성 테제’란 부작위를 표방하면서
는 결국 타자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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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본 절 III.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과 최

선의 이익 기준을 통해 후술한다. 

2. 자율성 역량 개념의 역동성

자율성 역량 개념을 구성요소를 통해 정의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개념을 분

석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방식으로는 필자가 자율성 

역량 개념 안에 담고자 하는 상호작용을 통한 ‘역동성’의 의미가 잘 드러나

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의사결정을 선택이나 결정을 수반하는 일련의 복합적

인 ‘과정’으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율성 역량의 다양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 각 요소들

이 상호작용하며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주며 바로 이러한 역동성의 차원이 

자율성 개념을 파악하는데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필자는 앞서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을 검토하면서 역량 개념은 실질

적 자유를 보장하는 삶의 비교 지표들이란 점을 확인하였다. 이때 삶의 ‘비

교’ 지표라는 말에는 이미 개인의 내적 관점을 벗어나, 개인 외부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인간의 ‘자유’란 일차적으로 개인의 내면적인 

의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지만, 이러한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논

의하는 것은 이미 개인의 내면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부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논의 차원이 이동하는 것이다.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역량 개념을 통해 인

간의 자유와 삶의 질(quality of life) 및 복리(well-being)의 관점을 연결시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역량 개념을 자율성에 결합하여 새로운 자율성 역량 개

념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종래의 자율성 개념이 인간의 이

성 중심적인 인지 능력에 한정되어 논의된 반면에, 자율성 역량 개념은 감정 

등의 심리적 속성, 생명과 건강과 같은 신체적 속성, 나아가 인간 외부의 관계

적 속성들과 상호작용하는 의사결정능력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자율성 역량 개념의 역동성은 중요한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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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성 역량의 다양한 요소들

자율성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초기 구상은 센이 제

시한 ‘인간의 다양성(human diversity)’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에는 ‘개인의 이질성(personal heterogeneities)’, ‘환

경의 다양성(environmental diversities)’, ‘사회적 환경의 차이(variations in 

social climate)’, ‘상대적 관점의 차이(differences in relational per-

spectives)’, ‘가족 내에서의 분배(distribution within the family)’ 등이 해당

한다.216) 이상의 다섯 가지 요소들은 센이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총체로 제시한 것들이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은 자율성 역량의 다양한 요소들로 볼 수 있으며 아

래 <표 4>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자율성 역량의 다양한 요소들을 크게 인적 

요소들(personal factors)과 비(非)인적 요소들(non-personal factors)로 구분하고 

다시 비(非)인적 요소들에는 제도적 요소들과 비(非)제도적 요소들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 자율성 역량의 다양한 요소들

인적 요소들 

(personal factors)

비인적 요소들 (non-personal factors)  

제도적 제도 외적

▷ 육체적 특성들

:건강, 신체능력 및 특징(성별, 나이 등)

▷ 정신적 특성들 

개인의 성격, 취향, 기호, 목표, 인지능력

(지적능력, 언어능력, 가치판단 능력, 논

리적 추론능력 등), 감정, 도덕적 감수

성, 상상력 등

▷ 정치 제도

▷ 경제 제도

▷ 사회 규범

▷ 법 

▷ 자연환경(기후, 지리적 

위치 등)

▷ 인간관계(가족 및 공동

체 문화, 애착관계 등)

▷ 사회적 지위, 경제상태 

▷ 종교

<표 4>에서 제시된 자율성 역량의 다양한 요소들을 누스바움이 열거한 10

가지 인간의 핵심 역량 목록들을 통해 지표로서 더 명확히 재구성할 수 있다. 

216) Amartya Sen,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 Knopf : Anchor Books, 1999: 박우희 
역,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2001, 99-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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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누스바움의 핵심 역량들의 분류

구분 1 구분 2 해당 항목

개인 내적 측면

신체적 

1. 생명

2. 신체적 건강

3. 신체적 통합성

정신적

4. 감각, 상상력, 사상

5. 감정

6 실천이성

개인 외적 측면

대인/대상 관계적 
7. 유대

8. 다른 종에의 관심

사회·환경 체계적 
9. 놀이

10. 환경에 대한 통제

인간의 핵심 역량들은 개인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개인의 내적 측면은 다시 신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로 구분한다. 신체적 

요소에는 생명, 신체적 건강, 신체적 통합성 등이 해당되고 정신적 요소에는 

감각, 상상력, 사상, 감정, 실천이성 등이 해당된다. 개인 외적 측면들은 주로 

개인을 둘러싼 관계망을 의미하는데 대인/대상 관계적 요소들로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대감이나 다른 종에 대한 관심이 해당되며, 사회·환경 체계적 요

소들로는 가령 여가 활동을 의미하는 놀이와 정치적 혹은 물질적 환경 등이 

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종래의 자율성 능력 개념과 자율성 역량 개념을 대조

해보면, 자율성 능력 개념은 기본적으로 맥락-독립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의사

결정능력과 관련한 요소들로(개인의 내적 측면-정신적 요소들: 4.감각·상상

력·사상, 6.실천이성) 그 고려 범위를 제한한다. 반면에 자율성 역량 개념에는 

이러한 제한 없이 해당 의사결정 사안에 따라 항목 10가지 요소들이 모두 고

려될 수 있다. 

물론 자율성 역량의 각 항목들은 모든 사안들에서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

한다고 볼 수 없다. 각 요소들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강조점을 달리하며 

복합적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성적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개인의 내적 측면: 3.신체적 통합성, 4.감각·상상력·사상, 5.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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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외적 측면: 7.유대감(개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인정

이나 판단), 9.놀이, 10.환경에의 통제(종교/문화/사회규범 등의 영향) 등이 영향

을 미칠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 주목하는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는 특히 1.

생명, 2.신체적 건강(과 질병상태), 3.신체적 통합성, 정신적 특성으로서 항목

4,5,6, 나아가 7.유대감(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역할 등), 10.환경

에의 통제(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의료기술 및 제도, 의료 서비스의 질, 치료

에 수반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율성 역량의 다양한 요소들과 그 상호작용을 인정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 개인의 사유작용에는 이성뿐 아니라 감정, 건강

과 같은 심리적·신체적 요소도 함께 작동한다. 이를 확대 해석 하면 의사결

정은 다양한 개인의 내적·외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상호작용이며 

따라서 순전히 사적인 정신작용으로만 간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

한 인식의 변화는 자율성 논의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 문제에 천착하

기보다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더 주목하도록 만든다. 둘째, 만

약 의사결정과정이 순전히 개인의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옳다면, 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

한 책임도 결정의 당사자에게만 환원시킬 수 없게 된다. 즉 의사결정과정을 

일종의 상호작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각인의 자율성 역량을 증진시켜야 하는 적

극적 의무를 지며, 각인이 보다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관

심을 가지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임도 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자율성 역량 개념의 역동성

이렇게 자율성 역량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자율성 역량 개념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설

명 방식은 “A는 무엇이다”라는 식으로 명쾌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보니 설명

의 모호함을 수반하게 된다. 필자는 제3장을 통해 역량 접근법에서 사용되는 

역량 개념이 역동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누스바움의 역량 개

념에서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누스

바움의 역량 개념은 기본역량, 내부역량, 결합역량으로 세분되고, 이러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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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들은 일련의 발전 단계로서 설명된다. 즉 기본역량이 일정한 개발을 통해 

내적 성숙단계에 이르러 내부역량이 되고 이 내부역량은 외적 조건들과 결합

하여 결합역량이 되는데 바로 이 이러한 결합역량이 최종적 완성 단계이며, 

이는 인권의 구체적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필자는 자율성 역량 개념이 그 설명 상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역량의 

역동성’을 수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자율성 역량의 역동성은 곧 “자율성 역량의 발전 내지 증진”이라는 자율성

의 새로운 이상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종래의 자율성 능력 관점에 의하면 자

율성의 이상은 ‘자기지배’라는 폐쇄적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이상은 자아

와 타자를 분리하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사적 영역에 대한 

불가침적 선언의 의미를 가진 자기결정권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자율성 역량 

관점에 의하면 자율성의 이상은 ‘자기실현’이라는 열린 구조를 가진다. 이

러한 이상은 자아와 타자의 분리가 아닌 상호의존성을 전제하며, 발전에 대한 

어떠한 청사진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각자 역량의 발전을 위해 상호 조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이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때의 자기결정권은 타자를 배제하

여 획득되는 배타적 처분권이 아니라, 자기실현을 위한 토대를 조성하는 혹은 

실질적 기회를 요구할 권리가 된다.

둘째, 자율성 역량의 역동성은 의사결정이 맥락-독립적인 이성적 사유과정

의 결과물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의 변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종합적 탐구

과정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공동체가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 간

섭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기보다 각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력 의무를 가진다는 상반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정리하자면 자율성 역량 개념은 기존의 자율성 능력 개념의 구성요소들 이

외에 가치 요소를 포함하며, 이 가치요소는 자율성 능력에 영향을 주는 관계

적 요소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 논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자율성 역량 

개념을 자율성 개념의 평면적 확장으로만 이해한다면, 자율성 개념의 구성 요

소들을 추가하여 자율성의 달성 조건을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되며 이는 오히

려 자율성의 고려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율성 역량 개념의 역동성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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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즉 자율성 역량의 역동성은 개념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위한 것이 아니

라 자율성의 실질화(實質化)를 위한 실천적 재구성에 그 목표를 둔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소결

자율성 능력 모델은 자율성의 개념에서부터 자기결정권의 보장까지 논리적

으로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지만, 필자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그 정당화 방식

이 추상적인 규범적 인격성을 전제하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엄격히 분리

될 수 있다는 가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적 요청에 부응하기 어렵

다. 특히 개별적 환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이원화 전략은 실제로 환자의 자율성 논의가 필요한 지점

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자율성 역량 모델은 기술적인 이해와 규범적인 이해가 일치해야 한다는 관

점에서 자율성 개념을 재구성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사적 자치로서의 자율성 

이상을 ‘실질화’하는 시도이다. 즉 사람들의 의사결정능력은 다양한 정도차

를 가진다는 기술적 차원을 따라 규범적 이해 역시 의사결정능력의 정도차를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 개념의 내적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복합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

려한다. 나아가 공동체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개입할 수 있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권장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제

거한다. 자율성 역량 모델의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무엇이며 종래의 논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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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율성 역량 모델의 연속전략

1. 자율성 역량 모델의 좌표

필자는 아래 <그림 4> 자율성 역량 모델의 좌표를 통해 종래의 자율성 능

력 모델과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전략을 대조적으로 시각화하였다. 좌표에서 Y

축은 의사결정능력을 의미하는데, 의사결정능력의 다양한 정도차이를 감안하

여 대략 세 가지로 그 범위를 구분하였다. 가장 상위의 그룹부터 순차적으로 

충분한 의사결정능력 보유군, 중등도의 의사결정능력 보유군, 의사결정능력의 

부재군으로 세분하였다. 한편 X축은 의사결정과정의 방해요소들에 해당한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방해요소들이 많을수록 

의사결정능력은 낮아지며 방해요소들이 적을수록 의사결정능력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의 평균선(C)은 좌표에서 반비례 곡선으로 나타난다. 

<그림 4> 자율성 역량 모델의 좌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좌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사항은 자율성 능력 

모델의 임계선(A)과 자율성 역량 모델의 임계선(B)선의 차이를 보여주고, 이러

한 차이로 인하여 공적 개입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은 자율성 능력 모델의 임계선(A)을 중심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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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적인 대리판단에 의존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개인의 결정과 책임에 맡기는 이원화 전략을 취하고 있

다. 반면에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율성 능력 모델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

는데, 우선 유사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 역량 모델도 자율성 능력 모델의 임계선(A) 이하의 경우, 즉 

결정주체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율성 능력 모델과 마찬

가지로 후견적 대리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한다. 

둘째, 자율성 역량 모델도 자율성 능력 모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독립적

인 결정과 책임 영역을 인정한다. 다만 두 모델이 근거하는 기준과 정당화 사

유는 구별된다. 우선 개인의 독립적인 결정이 가능한 그룹을 정할 때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임계선 B를 기준으로, 자율성 능력 모델은 임계선 A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림 4>의 좌표에서 비교해 보면 임계선 B가 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능력을 요한다. 따라서 자율성 역량 모델에서 인정하는 개인의 독립

적 결정 영역은 자율성 능력 모델 보다 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

준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자율성에 대한 인식과 정당화 논거와 연결된다. 

두 모델은 동일하게 (i)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한 주체는 독립적으로 결정

하고 나아가 책임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맥락-독립적인 자율성 개념에만 의존하는 자율성 능력 모델과 달리 

자율성 역량 모델에서는 의사결정의 방해요소들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기 때

문에,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였다는 정당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주

체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겸비하고 있더라도, 의사결정의 

방해요소들이 의사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령, 결정이 매우 위험

한 결과를 낳는다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때 혹은 딜레마적인 

사안이라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때의 상황에서는 냉정하

게 의사결정을 적절히 내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독립적 결정 영역

을 인정하는 것에는 (ii)당해 사안이 의사결정과정의 방해요소들에 의해 상대적

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는 또 다른 이유가 전제되는 것이다.  

자율성 역량 모델의 이러한 인식은 중등도의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한 사람

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자율성 능력 모델과 현격하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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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 된다. 자율성 역량 모델과 자율성 능력 모델 전략의 차이점은 바로 이러

한 중등도의 의사결정능력 보유군에서 나타난다. 

자율성 능력 모델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모델을 표방하기 때문에 일단 의

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체의 공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율성 역량 모델의 임계선(B)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임계선(A) 이상의 범위, 즉 중등도의 의사

결정능력 보유군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적 개입을 허용한다. 이때 공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이러한 개입의 대상이 본래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중등도의 의사결정능

력 그룹은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의 방해요소들로 인한 영향으로 의사결정능력

이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의 방해요소들을 적극

적으로 제거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 보다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할 의무를 진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한편 개입의 범위 및 방식은 위 그림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것과 같이, 중

등도의 의사결정능력이 적어도 자율성 역량 모델의 임계선(B)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때의 

공적 지원을 위한 개입은 단순히 의사결정능력 부재군에 대한 후견적 대리판

단과는 그 성격이 구별되어야 한다. 즉 의사결정과정의 방해요소들로 인하여 

손상된 의사결정능력을 공적 지원을 통해 보충하거나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필자는 자율성 역량 모델의 좌표를 통해 자율성 

능력 모델과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접근 방식을 대조하였으며, 보다 적절한 의

사결정을 위한 공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이러한 자율성 역량 모델을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적 지원의 방식이 무엇이며, 자율성 역량 모델의 임계선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등의 여러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이하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의 판정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이 법적 의사결정능력을 기준으로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이원화 전략을 펼치는 것은 규범적 근거 이외에도 다양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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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근거도 중요하게 작용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율성 역량 모델은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능력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2. 의사결정능력 판정의 일반 원칙과 기준

(1) 의사결정능력 판정을 위한 종합적 사정 영역

자율성 능력 모델에서 전제하는 법적 의사결정능력의 판정은 하나의 법률

적·규범적 평가이지만 이러한 의사결정능력 판정은 그 기준으로서 의학적·

사실적 평가에 의존한다. 비록 목표나 접근 방식에서 구별된다 하더라도 자율

성 역량 모델 역시 이러한 의학적·사실적 의사결정능력 평가 방식에 일차적

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임상에서 행해지는 의사결정능력 평가는 주로 의료 전

문가들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그 평가를 위한 합의된 기준이나 절차 등은 명

확히 정립되지 않았다.217) 다만 의사결정능력의 판정과 관련하여 축적된 연구

들을 조사해보면 평가 영역에 대하여는 주로 정보의 이해 및 처리와 관련된 

항목들로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련한 동

의능력 연구”에서 고려하는 항목은 ①정보에 대한 이해능력, ②정보를 논리

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③상황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 ④자신의 

선택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218)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이 일련의 종합적 

탐구과정이라는 필자의 시각에 의하면, 이러한 임상에서 사용되는 의사결정능

력 판정 항목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의사결정능력 판정을 위한 사정 영역을 좀 더 넓게 고려하는 연구

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캐슬린 글라스(Kathleen C. Glass)는 치료에 관한 동의

217) Laura B. Dunn, Milap A. Nowrangi, Barton W. Palmer, Dilip V. Jeste & Elyn R. Sakes, 
"Assessing Decisional Capacity for Clinical Research or Treatment: A Review of 
Instruments", American Journal Psychiatry 163, 2006, 1323-1334면; Edward D. Sturman, 
“The Capacity to Consent to Treatment and Research: A Review of Standardized 
Assessment tool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2005, 954-974면; 

218) Thomas Grisso & Paul S. Appelbaum, “The MaCArthur Treatment Competence Study 
II: Measures of Abilities Related to Competence to Consent”, Law and Human Behavior 
19, 1995, 149-174면; J. G. Wong & P. Scully, “A Practical guide to capacity assessment 
and patient consent in Hong Kong", Hong Kong Med Journal 9, 2003, 284-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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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20년간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에는 “지능, 기억, 정신상태 

및 신경 심리적 상태 등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포함되며, 나아가 합

리적 추론의 제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가능성, 축적된 삶의 선호, 보조(혹은 

지원)을 통해 규명될 수 있는 능력 등의 복합적 요소들”이 포함된다.219) 이러

한 포괄적 요소들을 최근 미국의 의사결정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220)를 반영하

여 정리하면, ①의학적 상태, ②인지기능, ③일상생활기능, ④개인적 가치와 선

호, ⑤예상되는 위험과 지도감독의 필요도, ⑥치료·훈련·지원 등 총 6개 영

역의 항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평가 항목은 종래의 의학적 관점에서 사용하

고 있는 항목보다 더 넓은 범위로서 의사결정능력 판정을 위한 종합적 사정 

영역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221)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 사정 영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인별 상

충된 가치와 원칙들을 고려할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만한 측정 도구 및 절차

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연구가 더 개

발되어야 하겠지만, 분명히 할 것은 의사결정능력의 판정은 개인의 의학적 상

태나 인지 기능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개인 삶의 총제적 측면을 다각도로 고려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일상생활기능이나 개인의 가치와 선호, 

지도감독의 필요도, 의사결정능력의 향상요인들은 주로 삶의 복지적 측면, 즉 

자율성 역량의 다양한 요소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의

사결정능력의 판정에서도 기준으로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219) Kathleen Cranley Glass, “Refining Definitions and Devising Instruments: Two Decades 
of Assessing Mental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0(1), 5-33
면.

220) Jennifer Moye, Steven W. Buts, Daniel C. Marson, Erica Wood and ABA-APA Capacity 
Assessment of Older Adults Working Group, “A Conceptual Model and Assessment 
Template for Capacity Evaluation in Adult Guardianship”, The Gerontologist 47(5), 2007, 
591-603면. 

221) 이러한 종합적 사정 영역을 총 6가지의 항목으로 정리하면 ① 의학적 상태, ②인지능력, 
③ 일상생활기능수행, ④ 가치와 선호, ⑤ 위험과 지도감독필요도, ⑥의사결정능력 향상 
요인이다. 김문근, “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영국 정신
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제41권 제3호, 2010, 252
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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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능력 판정을 위한 일반 원칙

필자는 의사결정능력의 판정과 관련한 연구들이 향 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

개되어야 할지에 대한 지침으로 이하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개별성의 원리이다. 의사결정능력의 판정은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해

당하는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필

요성이 요구될 때 개별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

결정능력은 사안별로 다르게 판정될 수 있고, 한 사람의 의사결정능력도 시간

의 흐름에 따라 향상되거나 악화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222)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능력의 판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시점에는 전혀 없지

만 다른 시점에는 있다고 판정될 수도 있다.223) 가령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의

사결정능력은 환자의 질병과 건강 상태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러

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사결정능력 변화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능력의 존부나 잔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

어서 단편적·일시적인 행위나 상태를 기준으로 삼기 보다는 사안별, 시간대

별로 개별적·입체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

된다.224) 물론 의사결정능력의 판정에 따라 법률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정 상 어느 정도의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용성의 원리이다.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에 

의하면 시간의 흐름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면 

의사결정능력이 최대한 향상된 시점에서 의사결정능력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

다.225) 긴급하게 의사결정능력을 판정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의사결정능력을 

222) 가령 개정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의하면 재산관리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없지만 신
상보호의 영역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판정될 수 있으며, 재산관리 중 어떤 사안에
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없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223) 이지민·제철웅, “신상영역에서의 의사결정능력”, 「비교사법」제20권 제1호, 2013, 97
면. 시간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판정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의료영역에서 치료 
과정에 따라 거듭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224) 최현태,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자기결정능력 존중”,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3, 505면.

225) 영국의 정신능력법 시행령 4.26, 5.28에서는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의 유동성을 발생시키
는 원인으로서는 급성 스트레스 상황, 약물의 영향, 정신질환의 영향 등을 들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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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유리한 방법을 최대한 지원한 후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실용성의 원리는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의사결

정능력을 미래적 관점에서 조율하는 것인데 (i) 의사결정능력의 판정이 단선적

으로 한 번에 내려지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며, (ii) 외부적 지원에 의해 의사결

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나아가 (iii) 의사결정능력이 최대한 향상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사결정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미래의 변화가능성을 연속적으로 고려하면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 균형성이 원리이다. 균형성의 원리란 의사결정능력의 판정에서 고려

되는 개인의 자율적 결정과 그러한 결정이 미칠 수 있는 결과를 비교 형량하

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결정이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고려에는 결

정자의 주관적 의사 뿐 아니라 제3자의 의견이 개입될 수 있다. 종래의 자율

성 능력 모델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의 개입을 일관되

게 배제하지만, 자율성 역량 모델은 의사결정이 미치는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과정에 제3자의 가치 평가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가치판단의 문제는 언제나 어느 한 측면만이 우선된다고 일

관되게 주장할 수 없으며, 각 사안에서 양 측의 비중을 재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사결정에서 동반되는 결과의 위험성이 증가할수록 의사결정능력

의 평가는 좀 더 엄밀하고 공정하게 내려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

한다는 것은 ‘개인 내면의 의사로 표상된 자율성 능력’보다 ‘복지적 측면

을 포함한 자율성 역량’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의 의사와 결

과적 고려를 형량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필요한데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최선의 이익 기준을 통해 후술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종합적 사

정 영역으로서 자율성 역량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아직 구체적인 절차

들 원인들에 대해서 의사결정능력이 호전될 가능성도 가정한다. 사람의 정신질환은 시간
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해 조증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증상이 개선되면 의사결정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학습, 훈련, 
경험을 통해서도 의사결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방법을 학습
할 경우에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본인에게 필요한 환경적 편의가 지원이 제공되어도 의
사결정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김문근, 위의 논문, 257-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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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의 개발은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의사결정능력을 판

정하는 절차나 기준 개발을 위해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일반 원칙에 해당하

는 지침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i) 개별적인 사안에서 각각 의사결정능

력을 판정할 것, (ii) 의사결정능력이 최대로 향상될 수 있는 지점에서 의사결

정능력을 판정할 것, (iii) 의사결정의 결과에 가치 평가를 고려하여 의사결정능

력을 판정할 것. 

이하에서는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능력의 판정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의사결정능력 판정의 기준

우선 비첨과 췰드리스가 제시한 바 있는 두 가지 의사결정능력 판정의 기

준을 소개하고 비교해 본다. 하나는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고정 기준

(standards)을 정하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능력의 연속성을 반영하

는 연동전략(sliding-scale strategy)이다.226) 이 두 접근법은 공통적으로 실제 의

사결정능력이 정도차를 가지며 연속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천적이

고 정책적인 근거에서 의사결정능력을 판정하는 방식을 다르게 구성한다. 이 

두 판정 기준의 정의와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의사결정능력의 판정 기준

구분
① 고정기준 접근법

(Standard approach)

② 유동기준 접근법

(flexible-standard approach) 

정
의

의사무능력(incompetence)을 정하
는 임계선(threshold)을 정함

의사결정능력을 포함하여 그 외
의 실용적 기준들을 고려하여 유
동적 기준 제시

특
징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주로 정신
적 능력)에 한정

의사결정능력 외에 결과 요소들
(치료 선택으로 예견되는 위험이
나 이익 등)을 포함

고정기준 접근법227)은 일정 수준의 의사결정능력을 임계점(threshold)으로 

226)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위의 책(주3), 205-210면. 
227) 고정기준 접근법은 비첨과 췰드리스가 옹호하는 방식이며 의사결정능력을 측정하기 위

해 개발된 검사나 수단들에 대한 검토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위의 책(주3), 206면, 특히 각주32; Loetta M. Kopelman, “On the Evaluative 
Nature of Competency and Capacity Judg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13, 1990, 309-329면; E. Haavi Morreim, “Competence: At the Inters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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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 이하의 사람들에는 능

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개인의 의사결정능력과 

연관된 능력들을 선택하여 그러한 능력들의 임계점을 정한 후, 경험적인 능력

측정 검사나 테스트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결정짓는데 핵심적인 증거들의 기

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유동기준 접근법228)은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반드시 

개인의 자율성, 정신적·심리적 능력의 속성 뿐 아니라 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의 효율성, 실행가능성, 사회적 수용 가능성 등과 같은 외부적 

기준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가령 토마스 그리소(Thomas Grisso)와 폴 애플

밤(Paul S. Appelbaum)에 의해 제시된 ‘의사결정능력의 균형저울(competence 

balance scale)’기준229)은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큰 

경우에는 능력의 수준을 높게 정하고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에는 낮은 수준으로 정한다. 환자 자율성 가치와 보호 가치의 비교를 통해 마

치 양팔 저울의 균형 잡기를 위해 추를 이동하는 것처럼 의사결정능력 기준을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비첨과 췰드리스는 두 접근법에서 첫 번째 방식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환

자의 의사결정능력의 정도차를 실천적으로 도입하는데 따르는 개념적 모호성

과 도덕적 난점을 들어 유동기준 접근법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하면 

유동기준 접근법은 의사결정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의사결정의 결과 내지 위험

성과 섞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의사결정능력 개념 자체에 대한 혼란을 좌초

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230) 그러나 이들의 입장을 따라 고정기준 접근법을 택

하더라도 의사결정능력의 임계선을 정하는 것은 결코 명쾌하지 않다. 이들 역

시 “임상에서 사용되는 치매 정도 측정(dementia rating scale), 정신상태 검사

(mental status exam) 등과 같은 검사 장치들은 시간-공간 적응성(orientation), 

기억력, 이해력, 정합성과 같은 항목들을 테스트하는데 이러한 경험적 검사 자

Law, Medicine, and Philosophy”, Competency, 93-125면.
228) 연동기준 접근법은 대표적으로 앨런 뷰캐넌(Allen Buchanan), 댄 브럭(Dan Brock)에 의

해 옹호된다. Allen Buchanan & Dan Brock, Deciding for Ot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229) Thomas Grisso & Paul S. Appelbaum, Assessing Competence to Consent to Treatment: A 
Guide for Physicians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230)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위의 책(주3),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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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규범적 판단이 전제되며 각 검사마다 다양한 결과가 산출될 수도 있으며 

측정된 결과를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해석적 자의성도 부인할 수 

없는 등 여러 문제들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231) 결국 이들이 지지하는 

고정기준 접근법도 연동전략에 대하여 가한 비판, 즉 개념적 모호성과 도덕적 

난점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필자는 두 가지 판정 방식 중에서 후자의 유동기준 접근법을 옹호한다. 자

율성 역량 모델이 기본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의 다양한 정도차를 중요하게 고려

하며,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

서 의사결정능력 기준선을 임의로 고정하기 보다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연

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좌표에서 제시한 자율성 능력 모델의 임계선(A)이나 자율성 역량 모델의 임계

선(B)은 정확히 의사결정능력의 판정을 전제로 정해질 수 있는 기준들이 아니

다. 앞서 제시한 의사결정능력 판정과 관련한 지침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의

사결정능력의 판정 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하여 개별 사안별로 정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율성 능력 모델의 임계선이나 자율성 역량 

모델의 임계선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필자가 자율성 역량 모델의 임계선(B)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자율성 역

량 모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이러한 기준선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으로 연결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임계선을 정확히 어느 수준에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지 설명하려는 것에도 목표를 두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임계선은 개인적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기 보다는 개인의 자율성 역량을 증진

시켜야 하는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의 문제와 더 밀접하게 연관된다. 

자율성 역량 모델의 임계선이 가질 수 있는 공적 함의는 첫째, 적어도 충

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한 사람들도 의사결정의 복합적 요소들에 의해 방해

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의 구체적 사정들은 자율성 논의가 언제

나 독립적인 결정과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다. 둘째, 중등도의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의사결정의 방해요소들로부

터 벗어나 보다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동체로부터 적극적인 지

231)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위의 책(주3), 206,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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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이때의 권리는 일종의 “자율성 역량 증진

의 권리”로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율성을 가능

하게 하는 토대로서 핵심 역량들을 증진시킬 권리이다. 공동체는 구성원 각각

이 적어도 핵심적인 역량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난 후, 각자는 

각자의 지점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역량 증진을 위해 다음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 개입은 지속적인 의존을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 스스로 청구하는 도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식이 되어

야 한다. 이러한 자율성 역량 모델의 공적 지원은 전통적인 후견적 개입이 

‘자비’의 탈을 쓰고 행하는 ‘강제’와 명백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다.  



118

3. 실용화를 위한 3단계 전략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자율성 역량 모델의 연속 전략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자율성 능력 모델의 이원화 전략은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

기 위한 대리결정만을 예비하는 것으로 공적 개입을 제한하지만, 자율성 역량 

모델은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한 경우라도 그 능력의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고려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운용 가능한 방식을 위해서는 

자율성 역량 모델의 연속전략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자율

성 역량 모델의 실용화를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안한다. 우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그룹을 대리 판단으로 처리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그룹을 두 개 그

룹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결정주체를 기준으로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

한 그룹과 중등도의 능력을 보유한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의사결정의 개

별적 상황을 기준으로는 의사결정의 방해요소들이 많은 사안과 적은 사안으로

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의 핵심은 개인의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한 그

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 대하여 자율성 역량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공적 

지원책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적 개입 방식은 전통적인 후견주의적 접

근과는 구별된다. 자율성 역량 모델의 연속 전략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단순

화시켜 정리할 수 있다.

(1) 1단계 대리 판단 :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은 당해 사안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 일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에 후견인에 의한 대리판단에 의존한다. 

(2) 2단계 지원된 자율적 결정 : 주체가 중등도의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여 

개인의 결정과 책임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경우,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였더라도 다수의 의사결정 방해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독립적

인 결정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

거나 중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 등에는 공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공동체는 이러한 의사결정자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

는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적 지원은 어

려운 사람을 돕는 호혜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지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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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성격을 가진다. 

(3) 3단계 독립된 자율적 판단 : 충분한 의사결정능력 보유자의 경우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전적으로 개인 판단에 의할 것인지 공적 지원을 받을지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체로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방해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사안 자체가 일상적인 경우

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의사결정능력에 흠결이 없고 개인의 독립적인 

결정과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은 공적인 지원을 받지 않을 권리도 가진

다. 물론 이때 발생한 결정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  

이러한 세 단계 구분에서 핵심은 바로 2단계 지원된 자율적 판단이다. 사

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류하

였지만, 근본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의 정도차이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

분이 절대적이지 않다. 다만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이 의사결정의 매커니즘

으로 독립된 자율적 판단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자율성 역량 모델은 지

원된 자율적 판단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율성 논의의 패러다임 자체

를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하에서는 앞서 자율성 역량 개념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면서 남겨두었던 

가치 요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는 자율성 역량 개념에 

가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주관적 편향성으로 바로 귀결될 필요는 없지만 이

러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 

자율성 역량 모델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치 요소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고려

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객관적 가치 판단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

는가?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전 과정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내면적 의사뿐만 아

니라 개인 외부의 가치들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가치 판

단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의사결정의 ‘결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필자는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에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중

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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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과 최선의 이익 기준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으로 ‘최선의 이익

(the best interest)’이 있다. 이 최선의 이익 기준은 주로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협약으로부터 유래하지만, 오늘날

은 주로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하여 등장 한다. 본 논문에

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은 중요한 기

준이 되고 있는바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 기준은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

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환자의 최

선의 이익 기준이 통상적으로 환자의 자율성 원칙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되

는 점이다. 이러한 근거로는 최선의 이익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직 환자

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의사결정자가 환자를 위해서 내리

는 대리 판단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여겨지는데 있다.232) 필자는 이렇게 

환자의 자율성과 최선의 이익 기준이 상호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국 자율성의 개념에서 가치 요소를 배제하고자 하는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

점을 취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

율성의 논의 안에 적극적으로 결과 가치의 고려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선의 이

익 기준은 환자의 자율성 원칙과 대립되는 기준으로 전제되지 않는다. 

1. 결과 가치의 고려와 선행 원리

자율성 역량 모델이 자율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결과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

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상적으로 결과 가치의 고려는 후견적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러한 후견적 개입은 ‘선행(beneficience)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 윤리학자 윌리엄 프랑케나(William Frankena)는 결과 가치의 고려

와 관련하여 해악금지 원칙과 선행 원칙을 이용하여 다음의 네 가지 행위 의

232) 최선의 이익 기준은 이익의 향유자가 현재 보다는 미래의 환자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서 자율성 원칙과 구별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지윤, “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에 관한 연구 - 로널드 드워킨의 생명 이해를 중심으로 - ”, 「생명윤리정책연구」 제3
권 제3호, 2009, 289-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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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들을 구분한다.  

해악금지(nonmaleficence) 원칙
(i) 우리는 악 또는 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 
선행(beneficience) 원칙
(ii) 우리는 악 또는 해를 막아야 한다.
(iii) 우리는 악 또는 해를 제거해야만 한다.
(iv) 우리는 선을 행하거나 증진시켜야 한다.

프랑케나가 제시한 네 가지 행위 의무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 

부작위 행위를 부과하는 의무들과 ‘어떤 목적을 위해 무엇을 하라’는 적극

적 작위행위를 부과하는 의무들로도 구별된다. 또한 해악을 가하지 않는 행위

와 그러한 해악의 발생을 막거나 선을 행하는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는 행위로

도 구분된다.233) 

이러한 행위 의무들을 기준으로 볼 때,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은 자율성

을 개인의 독립적 자기결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가 명백하게 해

악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후견적 개입을 허용한다. 특히 타인에 대한 해

악 유발 행위는 명백하게 금지되며, 자신에 대한 해악 유발 행위는 그러한 결

정에 이르는 오류나 왜곡이 있는 지를 판별한 후 금지된다. 따라서 자율성 능

력 모델은 후견적 개입의 범위를 (i) 기준에 한정지어 논의한다. 

반면에 자율성 역량 모델은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자율성 개념은 비단 의사결정주체의 독립적인 자기결정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의사결정의 복합적 요인들의 인과적 영향에 대해 공동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

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 개입 범위는 (i) 이외에도 (ii) (ii) (iv)로 

233)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위의 책(주3), 266-270면: William Frankena, 
Ethics(2nd), Englewood Cliffs, NJ: Practice-Hall, 1973, 47면. 필자는 해악금지 원칙과 선행 
원칙 양자는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부터 다른 전제에 선다고 본다. 
해악금지 원칙은 자아와 타자를 서로 분리된 존재로서 간주하며 상호 경쟁 관계로 인식한
다. 해악을 가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공격’의 성격을 띠며, 자아든 타자든 대상으로 
간주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기준에서 ‘우리’는 ‘나’로 변경
되어도 무방하다. 반면에 선행 원칙은 기본적으로 자아와 타자의 상호연관성을 전제하며, 
현재보다 미래적 관점에서 목적지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ii)의 해악 방지 의무는 ‘방어’
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ii)에서 (iii), (iv)로 갈수록 목적지향성은 강해진다. 이러한 목적을 
공유할 때만이 선행 원칙을 행위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므로 이때 ‘우리’는 
‘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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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 의무들 중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은 어느 범위까

지의 공적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가. 즉 앞서 말했듯이 최선의 이익 기준을 

통해 결과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ii) (iii) (iv)의 행위 의무들 중에서 어느 범위

까지를 포함하는가. 

2.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최선의 이익 기준

최근 의료 윤리 담론에서 등장하는 환자의 자율성 원칙과 대립되는 기준으

로 최선의 이익 기준이 등장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이

라는 맥락을 한정지어 최선의 이익 기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의학적 관점에서의 이익

대체로 의료윤리 담론에서 등장하는 최선의 이익은 의학적 측면에서 환자

의 이익에 집중되어 있다. 대체로 의학적 측면에서 최선의 이익은 “의료 전

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환자에게 무엇이 최선의 이익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된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언제나 객관적이고 확실

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의료전문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권위가 인정되

는 편이다. 문제는 의료결정과정에서 의료 전문인의 판단과 환자의 의사가 대

치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의료진의 판단은 선행의 원칙에 근거하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 기준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자는 자율성 원칙에 근

거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관련 사안을 

아래에서 소개한다.234) 

사례 A. 의사는 환자를 진찰한 후 척수조영술(myelogram) 검사 결과를 받았다. 그 검사로 최종
결론을내리기어렵고재검사가필요하였지만, 그검사는또한심각한병적이상을암시하고있다. 
환자가검사결과에대해물었을때의사는만일환자에게사실을 알릴경우환자가우울해하거

나초조해할것임을알고있기때문에선행의원리에근거하여잠정적으로부정적인정보를알리

지 않기로 하였다. 물론 두 번째 검사 결과에 대해서 환자에게 완전히 알릴 것이다. 일시적으로
부정적검사결과를환자에게알리지않는의사의의도는, 환자에게발생할수있는정서적고통을
잠시 동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선의의 목적을 가진다. 

사례 B. 탈장수술을받기위해수술전약을복용한환자는침대양옆의레일을올리지않았으면

234)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위의 책(주3), 382-385면.



123

좋겠다고말하였다. 환자는약을 복용하고졸린상태에서 침대에서떨어질위험이 있어서레일을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현재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환자의간호를책임지는간호사는환자의요청을무시하고침대의레일을올렸다. 현재정신이또
렷하더라도방금약을먹어서효과가아직나타나지않은것이며갑자기졸려질수도있기때문에

잠재적인 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의 두 사례 A, B는 비첨과 췰드리스가 의료 영역에서 자율성 존중 원리

보다 선행의 원리가 우선시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그 예로서 들고 있는 사례들

이다. 그리고 저자들은 두 원리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들을 아래와 같

이 제시한다. 

① 환자가 중대한 예방 가능한 해를 입을 상황에 있을 것.
② 후견적 개입에 의해 그러한 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③ 후견적 개입을 통해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보다 클 것.
④ 환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 외에 대체할 합리적 대안이 없을 것.
⑤ 후견적개입의대안들중에서, 환자의이익을보장하고위험을줄이면서도자율성을가장적게
제한하는 대안을 선택할 것. 

이러한 조건들은 침해되는 자율성의 정도와 그러한 침해를 통해 확보되는 

환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 여부에 따라 선행원리에 의한 후견적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사례A의 의사와 사례B의 간호사는 환자의 자율적 의

사보다도 잠재적으로 발생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며 이는 자율

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명백히 자율성 원칙보다 선행의 원칙을 우선

한 것이다. 이때 선행의 원리에 의한 후견적 개입은 프랑케나가 제시한 네 가

지 의무에서 (i) (ii) (iii)까지의 범위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후견적 개입은 

의료 영역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두 원칙의 충돌에 대

하여 비첨과 췰드리스는 위의 5가지 조건들을 통해 두 원칙의 균형을 찾는

다.235) 

235)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근본적으로 자율성과 선행의 원리의 대립 구도를 전제한 논의이
다. 이러한 전제에는 자율성이 침해당하지 않아야 할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인
데(자율성 능력 모델), 만약 자율성이 우리가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가치라는 전제에 선다
면, 환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 자체가 환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율
성과 선행은 상호 대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자율성 역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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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적 관점에서의 이익

비첨과 췰드리스의 논의는 대체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의학적 관점’

에 한정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치료행위가 단순한가 복잡한가, 자연

적인가 인위적인가, 비침습적인가 매우 침습적인가, 저렴한가 비싼가, 의례적

인가 모험적인가에 따라 구분한다면, 이들이 제시한 조건들 - 환자의 자기결

정권과 선행의 원리 사이의 균형 기준 - 로 설명할 수 없는 사안들이 존재하

게 된다. 그리고 이때 선행의 원칙에 의한 후견적 개입은 프랑케나의 구분에 

따를 때 (iv)에 해당할 것이다.236) 

이러한 범위에 속하는 치료행위는 핵심적으로 생명유지(life sustaining) 기

술과 같은 무의미한 의료에 대한 결정 사안이다.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

지만, 이 경우 단순히 의학적 이익의 측면에서만 고려될 수 없다.237) 왜냐하면 

자율성은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 측면에서 간단히 무시될 수 있는 사항이 아

니기 때문이다.238) 치료가 선택적인가 의무적인가와 관련하여 최선의 이익 기

준은 삶의 질 판단에 상당한 비중을 두게 된다. 이때 고려되는 이익은 의학적 

이익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복지적 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미국의 

“의학과 생의학 그리고 행동과학 연구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위원

회“의 입장에서 밝히고 있는 최선의 이익 개념은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

의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의사능력을 상실한 환자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미치

는 결정의 영향은 어떤 이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다. 대부

분의 사람은 그들 가족이나 가까운 교우의 안녕에 중요한 이익을 갖기 때문이

다.239)  

236)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위의 책(주3), 282-283면.
237) 반면에 폴 램지(Paul Ramsey)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어떤 치료가 의무

적이고 또 어떤 치료가 선택적인지 알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어떤 치료가 권유되는지 결
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Paul Ramsey, Ethics at the Edges of Life, Yale University 
Press, 1978, 155면. 

238) 조선우,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의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온정적 간섭주의
와 환자의 자율성 및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지」제17권 
제3호, 2014, 297면.

239) President's Commission, Deciding to Forego Life-Sustaining Treatment;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위의 책(주3), 303면 재인용. 물론 비첨과 췰드리스는 환
자의 의학적인 최선의 이익에 반하여 그 환자에게 다른 동기나 이타심을 전가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다. 위의 책,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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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율성의 외연을 확장하

여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소들에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이

러한 확장은 최선의 이익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최

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에는 (i) 환자의 의학적 측면에서의 이익 이외에도 (ii) 

환자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고려, (iii) 환자의 가족 및 친지들에 대한 배려 차원

에서의 고려, 그리고 (iv) 환자의 자율성 행사와 관련하여 체감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주관적 행복 차원의 고려가 포함될 수 있다.240) 이런 측면에서 광의의 

이익은 일종의 복지적 이익이며 여기에는 누스바움이 제시한 핵심역량 목록들

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환자의 이익을 복지적 차원에까지 확장할 경우 이때 최선의 이익 기

준은 단순히 제3자에 의한 대리 결정(substituted decision-making)을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환자의 결정을 지원하는(supported decision-making)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게 된다.241) 이러한 이행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의미하는

데 단순히 환자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국가로

부터 일방적인 시혜조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체적

으로 결정하는 존재로서 자기결정 지원의 강화를 의미하는 담론으로의 전향을 

의미한다.242)

이런 관점에서 개별적인 자율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복지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243)는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

240) 조선우, 위의 논문, 297면.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선호에 입각한 주관적 행복과 삶의 질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 안에서 사고될 수 있을 때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에 
입각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충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는데 기
초가 된 연구로는 Edmund D. Pellegrino & David C. Thomasma, For the Patient’s Good: 
The Restoration of Beneficience in Health Ca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9면.

241) 이명현, “영국 성년후견법을 통해 본 복지사회 구상: 의사결정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의 자기결정지원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제12권 제3호, 2012, 409면.

242) 이때의 자율성의 이상은 사적 자치 원리로 표상되는 자기지배가 아니라 자기실현에 있
다. 이때의 이익은 단순히 시장거래에서의 이익확보의 차원을 넘어 삶의 질에 대한 총체
적 관점에서의 고려를 요구한다. 전통적으로 복지패러다임은 사람들의 재산에 관한 것이
었으나 21세이 이후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건강이나 행복, 안전과 같은 전인격적인 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복지의 객관적인 수준을 충족할 경우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승인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우리 
민법상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43) 영국의 정신능력법은 영국 성년후견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다. 이 법은 198년 
변호사협회(Law Society)에 의해 제안된 이후 15년 간의 개혁의 성과물이다. 영국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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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역량 모델을 가장 현실화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정신능

력법의 원칙상 자율성과 최선의 이익이 어떻게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간단히 검토한다.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원칙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244) 

제1원칙 의사결정능력 존재의 추정원칙(Section 1(2) of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사람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없는 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추정된다. 
제2원칙 임파워먼트(empowerment) 원칙(Section 1(3) of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 사람
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은 후, 그것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만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법적으로 평가한다.
제3원칙본인의의사능력존중의원칙(Section 1(4) of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 객관적으
로 불합리하게 보이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제4원칙최선의이익원칙(Section 1(5) of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 의사결정능력이없다
고법적으로평가받은본인을대신하여행위를하거나의사결정하는데있어서최선의이익에따

르도록 해야한다.
제5원칙 필요최소한 개입 원칙(Section 1(6) of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 그러한 행위와
의사결정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본인의 권리나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최소가 되도록 선택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

본인의 이익침해는 명백한 결정권의 침해이지만, 그것이 본인 이익을 지원

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면 ‘지원된 자기결정’은 의미가 있다. 이때 결정

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최선의 이익 기준이 쟁점이 된다. 주로 최선의 이

익은 대리판단에서 사용되는 기준이었으나 영국의 정신능력법에서는 대리결정

과 지원받는 결정을 구분하여 최선의 이익 기준245)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

반적인 인권보장 근거는 유럽인권조약(the European Convention)과 이를 국내화한 1989 
인권규약(the Human Rights Act 1988)dp 있다. 특히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권
리보장에 대해서 신체장애와 마찬가지로 현재 장애인권리조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이 규정되어 있다. 2005년 정신능력법도 이런 인권이식 
향상의 흐름 속에서 위치한다. 이명현, 위의 논문, 413-141면.

244) 이하 원칙들은 이명현, 위의 논문, 417면 <표1> 참조.
245) 이때 사용하는 최선의 이익 기준은 “2002년 영국 대법관청(Lord Chancellor’s 

Department)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던 때의 
환자의 가치나 선호, 복지나 삶의 질, 가족이나 기타 수발자의 관계, 정신적·종교적 복지, 
나아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했던가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며, 케어 종사자들의 생활을 보다 편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Lord Chancellor’s Department Consultation Paper, 2002; 이명현, 위의 논문, 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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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신 정신능력법에서는 최선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본적으로 최선의 이익은 사람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

므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최선의 이익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대

신 각자의 정황과 상황에 있어서 구체적인 최선의 이익을 발견해야 하며, 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시행령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246) 

i) 본인의 연령이나 외견, 상태, 몸짓에 의해 판단을 좌우해서는 아니된다.(Section 4(1) of the 
Mental Capacity Act & Code of Practice, paras.5.16-5.172005)
ii) 당해문제에관계한다고합리적으로생각할수있는사정에대해서모두고려한후에판단해야
한다.(Section 4(2) of the Mental Capacity Act & Code of Practice, paras.5.16-5.172005)
iii) 본인이의사결정능력을회복할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Section 4(3) of the Mental Capacity 
Act & Code of Practice, paras.5.16-5.172005)
iv) 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Section 4(4) of the Mental Capacity Act & Code of Practice, paras.5.16-5.172005)
v) 존엄사희망을명확히문서로표기한자에대하여의료처치를해서는안된다. 한편, 그러한문
서가없는경우 본인에게죽음을초래하려는 동기로움직여서판단해서는 안된다. 안락사나자살
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Section 4(5) of the Mental Capacity Act & Code of Practice, 
paras.5.16-5.172005)
vi) 본인의 과거나 현재의 의향, 심정, 신념이나 가치관을 고려해야 한다.(Section 4(6) of the 
Mental Capacity Act & Code of Practice, paras.5.16-5.172005)
vii) 본인이 상담자로서지명한 자, 가족·우인 등 가까운 돌봄자, 법정후견인, 임의후견인 등의 견
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Section 4(7) of the Mental Capacity Act & Code of Practice, 
paras.5.16-5.172005)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의 정신능력법상 최선의 이익 기준은 자립과 보호의 

연속적 케어에서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 범주를 상세히 고려하고 있다. 나아가 

이때 사용되는 최선의 이익 기준은 단순히 객관적 합리성 기준에 주관적 요소

를 투입시킴으로써 자율성과 후견적 개입의 상충을 완화시키고 있다. 

(3) 객관적 가치판단으로서 최선의 이익 기준

첫째, 최선의 이익 기준에서 ‘이익’이란 자율성 역량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복지적 이익 개념이다. 

둘째, 최선의 이익 기준은 자율성과 상호 대립 관계에 있기 보다는 자율성 

246) 이하 이명현, 위의 논문, 420면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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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 고려사항이다. 

셋째, 각 구성원들의 자율성 역량 증진을 위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의 실질화를 위한 기본 토대를 

조성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넷째,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자율성 원리와 구별되는 선행의 원리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율성 역량 원리를 통해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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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율성 역량 모델의 의사결정과정에의 대입

I.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에 따른 다층적 접근

자율성 역량 모델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다양한 자율성 층위에 따라 다층적

인 접근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환자의 자율성 능력이 질병으로 인하여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자율성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요인들을 제

거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식들이 제시되어

야 한다. 

<그림 5> 환자의 자율성 정도에 따른 다층적 접근

<그림 5>에서 보듯이 환자의 자율성 논의에서 의사능력은 일차적 구분 기

준이 된다. 환자가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본

인의 선호를 알고 진술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된 의학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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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통상적

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정하는 최소한의 의사능력 기준을 필요로 한다. 자율

성 능력 모델이든 자율성 역량 모델이든 최소한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로서 환자의 의사능력은 기본적 전제이다.247) 이러한 임계선 이하

의 사람들은 대체로 기본적인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에 장애에 있거나 아예 의

식이 없는 혼수상태의 환자들이 해당하며 이러한 의사무능력 환자에 대한 의

학적 의사결정은 후견인에 의한 대리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최소한의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환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어떻게 접

근할 것인가에 있다.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율성 능력 모델에 의하면 환

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단순하

게 논의를 종결지어버린다. 왜냐하면 자율성 능력 모델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

이란 스스로 숙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곧 자기결정이므로 개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러한 자율성의 이해를 그대로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자율성 역량 모델은 최소한의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환자들을 일괄

적으로 자기결정에 맡기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섬세한 고

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환자 본인의 전적인 결정에 맡길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공동결정 방식을 

따를지, 아예 결정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대리결정을 따를지 등 다양한 의

사결정방식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들 모두 자율성 담론 안에 포섭된

다. 이하에서의 설명은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다. 우선 <그림 

5>의 방식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해 본다.  

1.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지원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개별성과 관계

성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특히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가 가

지는 신체적·심리적 취약성과 상호 의존성 등을 민감하게 고려할 수 있다. 

247) 최소한의 의사결정능력의 유무 판단은 자율성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로서 일종의 
'Gate keeping'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Govert D. Hartogh, “Do We Need A Threshold 
Conception of Competence", Med Health Care and Philos 19, 2016, 80-81면.



131

자율성의 개별성과 관계성 두 요소 모두를 고려한다고 할 때 두 요소는 언제

나 동일한 정도로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성이 강

조되기도 하고 관계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율성의 정도는 <그림 5>

에서 보이는 막대 그림을 이용하여 막대의 한 끝은 자율성의 개별성 요소로 

다른 한 끝은 관계성의 요소로 정하고 정도의 차이를 명암으로 표시하였다.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료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율성의 개별성 요소

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 경우의 의사결정과정에도 관계성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데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료 기술 및 의학 정보나 

사회 규범 등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라도 의학 정보의 수용에서 왜곡의 문제나 심리적 불

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객관적 인지·평가 능력에 감소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치료나 회복 과정이 오래 걸리고 특정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 

환자는 제반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적 비용 부담은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는 환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행사한다. 실용 가

능한 의료기술이나 담당 의료진의 능력도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환자가 처한 일련의 상황들은 자율성의 관계성을 강하게 띠며 의사결정과정이 

환자만의 개별적 판단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의사결정방

식도 환자의 상황에 따라 심리적 불안 속에서 확신이 없는 불안한 본인결정

형, 가족과 함께 모든 결정을 내리길 원하는 가족공동결정형, 의료진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결정회피형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율성 역량 모

델은 이러한 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좀 더 상황에 적합한 실천적인 

기준과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2. 의사능력 없는 환자에 대한 지원

<그림 5>에서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은 ‘현재’ 의사무능력 상태임을 의미

한다. 그러나 환자 자율성 능력은 건강할 때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졌으나 뇌

졸중과 같이 급격하게 의사능력을 아예 상실하거나 치매와 같이 서서히 의사

능력을 상실하기도 하는 등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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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의사능력이 전혀 없더라도 사전의료지시를 통해 미리 의사표시

를 해둔 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사무능력 상

태의 환자가 사전에 내린 의사결정을 토대로 이후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진 시

점에서 환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은 일종의 ‘생전유언(living will)’과 같이 

‘의제된 자율성’248)을 보호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 영역에 해

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필자는 그림 상에 결정

방식을 ‘제한적 본인결정’으로 표기하고249) 자율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막대 

둘레를 점선으로 표시 하였다.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사전의료지시 유무를 2차적 기준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없고 사전의료지시서도 없으며 환자의 의사를 추

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자율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후견인이나 제3자의 대리 결정을 따른다. 다만 사전의료지시가 없지만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이나 후견인에 의

한 ‘대리판단(substituted judgment)’250)을 인정한다. 이때 고려되는 환자의 

추정된 의사는 일종의 ‘의제된 자율성’에 해당하지만 환자의 의사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개별성이 강하게 표시된다. 물론 이때도 의료적 의사결정과정 

자체가 복합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관계성 요소는 완전히 배제

될 수 없다. 

248) 미국의 ‘생전유언(living will)’은 원래 법적인 관점에서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
과 달리 생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보통 생전유언은 변호사의 조력 하
에 준비하는 법률문서부터 가족구성원이나 의료인에게 하는 구두 진술까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정성화, 위의 논문, 173면. 생전유언은 일반적으로 작성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받고자 원하는 연명의료의 유형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의료지시
와 유사하며 생전유언의 효력에 따라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경우 이미 환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환자가 사전에 표시한 의사에 준하여 현재 유언의 집행 시점에 근
거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의 의제라고 볼 수 있다. 

249) ‘제한적 본인결정’이란 표기에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사안에서 사전의료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연명의료장치를 제거하는 시점의 
‘환자의 의사가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 사전에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시간적으로 확장하여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본인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50) 대리판단(substituted judgment)은 대리의사결정의 한 표준으로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 사람이 내렸을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리의사결정(surrogate de-
cision-making)과 구별된다. Tom L. Beauchamp·James F. Childress, 위의 책(주3),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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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환자의 자율성 역량 증진을 위한 공적 지원 방안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작용하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은 환자가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환자의 자율성 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권할 일이지만 부정적인 것이라면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

다. 환자의 자율성 역량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활용이다. 이하에서는 민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를 간단히 검토하고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현재 의사결정과정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충분

한 설명에 의한 동의’ 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지만 

결코 충분한 절차라고 볼 수 없다.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동

의 절차의 질적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율성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환

자를 보조할 수 있는 제도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협력적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

이다. 마지막 지원 방안으로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다원적 지원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1.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활용 가능성 검토

우리나라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251)는 장애, 노령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사무 처리를 돕는 법적 지원 장치를 말한다. 물론 개정전 민법

상 행위무능력자제도도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

한 법적 지원 장치로 기능하였으며,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들에 대한 재산거래 행위를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공적

인 선언을 통해 보호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유사한 측면을 가

진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는 자율성에 대한 규범적 이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필자는 민법개정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법적 자율성 담론에 

251) 2011.3.7. 공포된 개정민법(법률 제10429호, 2013.7.1. 시행)은 1958년 민법제정 이후 50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단계적 민법 전면 개정의 첫 결실로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단초로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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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로부터 자율성 역량 모델로의 전환과도 같은 

중요한 계기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필자의 관점은 성년후견제도의 입

법취지 및 이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개정전 행위무능력자제도의 문

제점, 개정된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 그리고 이러한 변화과정에서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의료 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

는 반면 출산율은 매우 낮아지는 고령화 사회로 돌입했으며252)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인층의 증가와 함

께 치매(癡呆) 내지 인식감퇴증(認識減退症)253)으로 고통 받는 환자수도 급증하

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점점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개정전 민법은 심신상실 상태의, 곧 의사능력을 상실한 자를 금

치산자로, 심신미약이나 낭비자를 한정치산자로 정하고 후견인을 두어 동의를 

통해 법률행위를 보호하는 행위무능력자제도를 두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노

화의 증상으로 서서히 판단능력을 상실해 가는 고령자나 인식감퇴 초기증상의 

환자들은 경미한 판단능력의 부족상태로 행위무능력자제도의 두 유형에 속한

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254)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종전의 행위무능력자제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252)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7월 65세 이상 인구가 7.1%에 달하는 고령화사회로 
돌입했으며, 2018년에 위 노령 인구가 14%, 2026년에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에 대한 연구 –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논문, 2012, 10면.

253) 위 논문(각주261)에서는 ‘치매(癡呆)’의 한자의미가 ‘어리석다’는 점에서 용어사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후생노동성의 용어 검토회에서 치매 대신 
‘인지증(認知症)’ 용어 사용을 제안한 이후 고령자 개호 분야부터 용어 환원이 시작되어 
2007년에 이르러 의학계 전반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인지증’
이 잘 사용되지 않으며 그 어감상 확실히 능력의 감퇴라는 특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인식감퇴증(認識減退症)’ 용어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구상엽, 위의 논문, 11면. 필자 역
시 이러한 지적을 따라 이하에서는 ‘인식감퇴증’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254) 박태신, “성년후견과 관련한 개정 민법 및 외국의 법률 등에 관한 연구”, 「홍익법
학」제13권 제4호, 2012, 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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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위무능력자제도는 그 주요 보호 대상으로서의 지적 장애인, 정신장

애자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대체로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마땅한 법적 보호 없이는 쉽게 

학대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행위무능력자제도는 활

성화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행위무능력자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보다 부정적 인

식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금치산(禁治産)이나 한정치산(限定治産)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통한 낙인효과, 피후견인에 대해 과도한 행위능력 제한, 실제

로 재산 다툼에서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재산권 박탈을 위한 악의적 수단에 이

용되기도 하는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하여 행위무능력자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255) 

더욱이 정신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대한 후견적 보호는 국가의 사무이기 

보다는 가족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공적 관여는 소극적 

형태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 형태는 점차 핵가족화되고 

있으며 1인가구나 독거노인의 빠른 증가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서 복지국가에 대한 요청은 단순히 국가의 시혜조치가 아닌 다양한 복지서비

스의 제공이라는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제도로서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었다.  

(2)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민법 개정을 통해 행위무능력자제도에서 성년후견제도로의 변화는 필자의 

구분에 따를 때 자율성 능력 모델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로의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을 필요성 원칙, 보충성 원칙, 정상화

(normalization) 원칙으로 설명한다.256) 필요성 원칙은 피후견인의 필요에 한하

255) 구상엽, 위의 논문, 10-12면.
256) 외국의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승홈, 「외국 성년후견제도의 실

태 –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법무부 연구용역, 2009; 송호열, “성년후견법제화의 기본
원칙과 방향”, 「동아법학」제33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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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후견이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

로 후견인이 간섭해서는 안 되고 피후견인의 가족 등 주변인의 필요에 의해 

후견이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257) 보충성의 원칙은 피후견인의 사적 자치를 강

조하는 것으로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임의후견이나 위임을 우선적으로 활용

하고 보호가 미흡한 경우에만 법적후견이 발동된다는 것이다.258) 이러한 두 원

칙은 종래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반영하는 자율성 능력 모델의 이상과도 일

치한다. 

반면에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의 핵심적 배경에 해당하는 정상화 원칙은 피

후견인을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제도의 이

용자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대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을 의미한다.259) 이러한 정상화 원칙은 사적 자치라는 민법 근본 원리보다는 

헌법적 차원의 행복추구권 및 생존권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보

호가 필요한 자의 현재 남아있는 능력, 잔존능력 혹은 현존능력을 최대한 활

용하여 그의 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잔존 능력을 존중한

다는 점에서 유동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기준으로 하며, 복리를 극대화한다는 

결과지향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과 직

접적으로 연결된다. 즉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상 제도이자 동시에 헌법상 인권

론을 구체화하는 기능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정상화 원칙은 엄밀히 말하자면 권리능력 및 사적 자치에 기반하는 

257) 구상엽, 위의 논문, 8면. 프랑스 민법 제428조 제2항에서 개인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비
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 독일 민법 제1896조 제2항에서 후견이 
필요한 임무에 한해 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은 필요성의 원칙을 반영한
다.

258) 구상엽, 위의 논문, 9면. 프랑스 민법 제428조 제1항에서 성년자에 대한 재판상 보호조
치는 임의대리, 장래보호 위임계약 등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보
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독일 민법 제1896조 제2항에서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
년후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함으로서 보충성의 원리를 반영한다.

259) 성년후견제도연구회, 「성년 후견제도 연구」, 사법연구지원재단, 2007, 9-12면. 노멀라
이제이션(normalization)은 1950년대 북유럽에서 발생한 지적 장애자의 처우개선을 출발점
으로 하는 사회운동이다. 이러한 사상 기저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설령 장애나 질병과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건강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모든 사람들이 통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제도나 생활환
경의 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윤일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과 과제”, 「전남대학교 법학논집」제32권 제2호, 2012,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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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적 도그마틱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다. 다시 말해

서 법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개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원조하는 제

도들의 본질은 법에서의 인(人)의 지위를 일원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부터, 

즉 법적으로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는 이원적 파악이 타당하다고 

입장에서는 정상화 원칙의 민법적 수용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이념은 의

사결정능력이 정상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도 정상의 범주에서 배제시키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겠다는 취지인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의사결정능력을 가지지 

않아도 의사결정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사

법 도그마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제도의 안정성, 명확성을 희생시

키는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260)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사적 자치 원칙이 대등한 당사자 간의 행위를 규율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로 돌아가서, 성년후견제도는 오히려 진정한 사적 자

치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대할 수 있겠다. 과거의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대등한 관계로 인정되지 못하는 요보호자들을 권리능력의 대상에서 단

순히 제외시킴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 내지 명확성은 그야말로 

부분적이고 형식적일 뿐이며, 오로지 건강하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

람만이 권리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전체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오만하고 편협한 생각일 수 있다. 현재의 내가 온전한 의사결정능력

을 가졌을지라도 장래에 후견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며, 이러

한 정상화 원칙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통

해 행위능력의 전면 제한 공식이라는 민법적 도그마를 실질적으로 유연화하고 

탄력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60) 성중모, “신설 성년후견제도 및 동의 대행과 법에서의 자율성”, 「영산법률논총」 제
10권 제1호, 2013, 23-24면 특히 이러한 논의 전개는 만약 피성년후견인이 설령 의사능력
을 회복했다면 성년후견인의 능력이 그 순간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된 의사결
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의사결정 주체가 중복된다는 법해석학적으로 거의 불가해
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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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개정민법은 기존의 행위무능력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견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을 성년후견(개정 민법 제9조), 한정후견(동

법 제12조) 및 특정후견(동법 제14조의 2)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본인이 계약

을 통해 직접 후견을 설계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후견계약, 동법 제5장 제3

절)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후견 유형의 다양화는 현재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부터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 나아가 장래에 판단능력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사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후견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반

면에 성년후견인을 제외하고 후견인에게 인정되던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지

양하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대리권을 부여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후견의 내용은 좁혔다.261) 

이러한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제도는 개인의 잔존능

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개인의 자율적인 법률행위를 제한하거나 박

탈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제기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서 가능한 한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 성인의 의사결정능력의 결여나 손

상정도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이나 역할이 다른 다수의 후견유형을 규정하는 

식의 다원화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의사결정능력이 전적으로 결여된 대상을 위한 성년후견과 의사결

정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대상을 위한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 등 세 유형으

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후견을 추가신설하고 있다.262) 

261)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미성년후견은 개정 전 민법과 마찬가지로 친권의 공백을 보완하
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한 것 외에 기본틀을 그대로 유
지하였다. 박태신, 위의 논문, 387면.

262) 이러한 다양한 후견유형의 분류는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의 손상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
로 후견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의
사결정능력의 수준을 연속적 스펙트럼으로 보는 일원론을 택하지만 구체적 제도화의 측
면에서는 완전한 결여, 중증의 손상, 경미한 손상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차용할 수 있다.

어떠한 접근을 취하든 기존의 획일화된 이원화전략을 좀더 유연화시키는 방향이라는 점
에서 동일하다. 이하 표를 통해 개정후 성년후견제도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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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내용263)

개정전 행위무능력자제도 개정후 성년후견제도

분류

① 금치산제도: 의사능력 결여된 자를 

대상

② 한정치산제도: 중증의 정신질환자 혹

은 낭비자  

①성년후견(舊금치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②한정후견(舊한정치산):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경미

한 흠결도 해당

③특정후견 신설: 기간이나 대상의 특정

④임의후견 신설: 현재 판단능력 부족 

혹은 장래의 판단능력 저하를 대비

보호

대상
중증의 정신질환자에 국한

고령자 및 고령의 인식감퇴증 환자까지 

확대

보호

범위
주로 재산행위

재산행위

신상보호(의료, 요양 등 복리영역)

행위

능력

①금치산자: 독자적 법률행위 불가

②한정치산자: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이 

동의 필요(수익적 법률행위 제외)

①피성년후견인: 일용품 구입 등의 일상

행위가능

②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

에만 후견인 동의 필요

후견인

선임

일률적 순위규정

(배우자 -> 직계혈족 -> 3촌이내 친족)
가정법원이 선임

감독

기관
친족회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

후견인

자격

자연인 한 사람만 가능

(전문 후견인 양성 불가)

복수 또는 법인 후견인 가능

(전문 후견인 양성 가능)

후견

계약

불가능

법원이 후견인과 후견 내용 결정

가능

본인이 후견인과 후견 내용 결정

263) 이하 표는 구상엽, 위의 논문, 167면 <신구제도 비교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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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성년후견제도의 활용 가능성 검토

사람이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 등 신상에 관한 복리도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후견제도는 주로 

재산관리에 치중하는 형태로 운용되었으나264) 개정민법은 비록 추상적인 규정

이기는 하나 피후견인의 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신상복

리 전반으로 후견영역을 확대하였다.265) 우리 민법상 신상보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법령뿐만 아니라 강학상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다. 통상적으로 ‘신

상’이란 재산관리의 대상과 대비되는 영역으로서 “피후견인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이 중요시되는 신체적, 정신적 복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66) 그러므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와 관련하여 입법자의 의도를 

추측하여 판단하건데, ‘신상보호’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이고 사적

인 신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적으로 널리 인격적 이익에 밀접하게 관련된 생

활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될 수 있다.267) 이렇게 해석할 경우 개

정민법에서는 비재산적 행위는 물론 비법률행위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불확정 개념으로서 ‘신상’이라고 하는 상당

히 개방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268) 

264) 개정전 민법 제947조에서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위 규정
이 금치산자의 신상보호 전반에 대하여 후견인의 직무를 인정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상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종래의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재산관리에 치중하는 
형태로 운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구상엽, 위의 논문, 86면 주185참조.

265) 개정 민법 제947조의 2. 특히 신체적 침습행위가 수반되는 시설입소나 허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후견인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266)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서울대학교 법학」제3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189면.

267)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가족법연구」제25권 제2호, 한
국가족법학회, 2011, 148-150면.

268) 최현태,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자기결정능력 존중”,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3, 498면. 참고로 프랑스 성년후견제도의 경우 재산관리와 대응되는 의
미에서 신상보호를 정의하고 있으며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원조와 대리라는 전통적 시스템
을 취하지만 신상보호에 있어서는 피후견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취한다. 일
본에서는 “개호, 생활유지, 주거확보, 시설의 입·퇴소 및 처우감시, 의료, 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등의 피성년후견인의 생활, 요양간호에 관한 사무를 신상감호의 대상으로 삼
고 있으나 다만 법률행위와 비법률행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신상감호의 경우도 전자의 
법률행위 영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최현태, 위의 논문, 198-199면; 구
상엽, 위의 논문,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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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침습행위와 관련하여 치료나 요양행위에 대한 동의, 침습적 의료행

위에 대한 동의를 법률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 다툼이 있다.269) 그러나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영역이 현실에서 명확하게 구분될 것인지 의문이며,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가 대부분 의료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침습행위의 위

법성을 조각시키는 법률효과를 수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행위의 영

역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270) 이러한 해석다툼은 성

년후견제도의 시행을 통해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정민법 제947조의 2를 통한 신상보호는 적어도 의사

결정이 어려운 피후견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3자가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비상 상황을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271) 실제로 성년후

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 중 다

수가 입원 환자라는 통계가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경우에 한 종류 이상의 질

환을 가진 자들이 많다고 한다. 성년후견선고를 받는 피후견인은 대체로 지병

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년후견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 침습과 동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272) 특히 환자 본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이 그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편인데, 이러한 가족 간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오히려 환자 본인의 최선의 이

269) 일본의 통설과 같이 법률행위와 비법률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상보호를 법률행위에 
한정시킬 경우,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신체침해를 허용하는 의사의 표현으로서 
그 자체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270) 구상엽, 위의 논문, 88-90면; 각주 193, 194. 아울러 우리나라 기존 학설에서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준법률행위(rechtsgeshäftsähnliche Handlung)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덕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의 대리”, 「현대법학의 이론: 우
제 이명구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III」, 1996, 46면; 김천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
과 동의권자”, 「민사법학」제13·14호, 1996, 234면; 구상엽, 위의 논문, 각주 192참조. 
혹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단지 의료계약이라는 매개를 통하
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오호철, “일본의 성년
후견제도의 개선 논의에 대한 동향”, 「비교사법」제13권 제4호, 1000, 457면. 

271) 법무부,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안 토론회」, 공청회자료집, 
2007, 55면; 최현태, 위의 논문, 500면.

272) 성중모, 위의 논문,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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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침해될 여지가 있으며 후견인에 의한 결정이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다는 점에서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를 검토하면서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의사결정능력의 경미한 

손상 상황에서 후견인 선임을 통해 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확

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통상적으로 법률행위는 의사결정자의 결정과 책임

에 의존한다. 그러나 앞서 고령의 인식감퇴증 환자나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의사결정능력 장애자는 어느 시점에서 의사결정능력의 상실이 일

어나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후견인 선임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이러한 생각은 최근 의료윤리에서 제기되는 ‘공유된 의사결정(shared de-

cision-making) 모델’의 제안 취지와도 연관된다. 그러나 공유된 의사결정 모

델은 결국 복수의 의사결정주체를 용인하는 것이며 복수의 의사결정주체가 상

호 협력관계가 아닌 상호간 갈등관계에 놓이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 갈등 문제는 역시 성년후견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적

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환자와 후견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떠한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최선의 이익 기준이다. 즉 여

러 주체의 의견들 중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사결정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기존의 자율성 능력 모델에 의하

면 환자의 결정은 주관적 합리성을 가지는 경우라면 그 결정의 결과적 고려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선해야 하겠지만, 자율성 역량 모델에서는 주관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차적으로 후견인을 통하여 의사결정의 지원을 받는 

것은 의사결정결과에 대한 더욱 신중한 가치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공동 의사 결정에 돌입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만의 결정과 책임이라는 프라이

버시권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이 오로지 사적 자치를 위한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전제에 서게 되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은 결코 후

견인의 관여를 용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의 이상을 사적 자치

에만 제한시키지 않고, 인간의 복리적 향상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후견인

의 개입은 간섭이 아닌 지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필자의 자율성 역량 모델은 바로 이런 이점에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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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시도한다. 

이차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금전적 피해와 사

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성년

후견인을 위한 책임보험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으며273), 공공후

견인의 양성 및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2.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절차 개선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는 의료적 의사결정을 위한 환자와 의사의 소

통을 확보하는 일차적 방안이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위해 의

사는 의사소통 기법들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환자에게 존중을나타내는 의미의 적절한 눈 맞춤, 환자의 질문과 관심을유도하기 위해 환
자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환자의 심적 상황에 대한 이해의 자세, 상냥함을 띠는 정도의 목소리
높낮이, 연구와 기술 연마 수행 능력을 가늠케 하는 직업적인 품위와 외관 등의 예시가 있다.274) 

이러한 질적 의사소통 기법들은 결국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가 개인의 

독립적인 자기결정이라기보다는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적인 의사결정으로 패러

다임을 전환을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을 

취할 경우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는 일종의 환자의 “자율적 승인

(authorization)”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 교류 및 중재자의 역할과 최종결정

권자의 행위를 명백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자율성 역량 모델

은 의사결정의 주체 보다 의료적 의사결정의 특성과 환자의 속성을 보다 중요

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의 소통 절차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오늘날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는 서식을 이용한 기계적인 요식 행

위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료진 이외의 의료적 상담을 전담하는 제3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의료 현장에서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의사들에게 이러한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

기 때문이다. 

273) 윤일구, 위의 논문(주268); 김명엽, “취약계층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 「한
양법학」제26권 제1호, 2015, 191-193면.

274) Alan Meisel, "Legal and Ethical Myth About Informed Consent",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56(22), 1996, 2522면: 박은정, 위의 책(주2), 48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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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다원적 지원체계 정비

이하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의사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제시한 로버

트 비취(Robert M. Veatch)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취는 환자와 관계 맺

는 의사가 어떻게 행위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

다.275) 

첫째, ‘기술자 모델(the engineering model)’이다. 이 모델은 “기술자가 

기계를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듯이 의사는 환자를 생명연장, 행동 통제, 

유전자 조작, 장기 이식이 가능한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사와 

환자의 관계 모형을 설정한다. 따라서 이 기술자 모델에 따르면 의료행위에서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등이 가치문제를 야기하더라도 그러한 가치 요소들에 

대한 내용적 판단은 배제하고 환자의 의사에 따라 행위 한다. 

둘째, ‘성직자 모델(the priestly model)’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성직자와 신도의 관계와 유사하다. 즉 “성직자는 항상 연약하

고 미숙한 신자들을 유익한 길로 인도해야 하며, 신자들은 성직자들의 인도에 

순종해야 하듯이, 이러한 역할의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환자

를 위해 의료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대신 내리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이때

의 의사의 대리 판단은 선행의 원리에 의해 근거 지워지며 의사결정의 주체로

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대신하여 판단한다. 전통적인 의료 후견주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협조자 모델(the collegial model)’이다. 이 모델은 “의사와 환자

는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며, 이러한 

공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는 협력 관계에 있다”고 본다. 즉 이 

모델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상호 동등한 입장을 전제한다. 앞서 

성직자 모델의 의사가 온건하지만 결정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는 권위적인 

후견적 개입 방식을 택하는데 비해, 협조자 모델은 의료결정 과정에 의사와 

275) R. M. Veatch, "Models for Ethical Medicine in a Revolutional Age", T. A. Mapps & J. 
S. Zembaty, Biomedical Ethics, MCGraw-Hill, 1996, 55-58면: 류재한·목광수, “생명의료윤
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재조명: 다형적 모델을 중심으로”, 「학제적 생명윤리학에서 자
율성 존중의 이념과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심포지움, 2013, 42-45면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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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협력이 요구되지만 최종적 결정 주체는 환자에게 둔다는 점에서 중요

한 차이가 있다. 

넷째, ‘계약자 모델(the contractual model)’이다. 이 모델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학적 대처는 일종의 서비스와 같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는 의사와 

환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는 당사

자 간 의료계약에 근거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표준적인 자유주의적 개인주

의 관념에 의하면 대체로 계약자 모델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모델들을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 각 모델은 사안에 따라 중

첩되거나 구별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모형 중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세 번째 협조자 모델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와 환

자는 상호 협력 관계에 있으며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은 

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치료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설명하는 과

정에서 의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지는 의료적 의사결

정과정에서 중요한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은 반드시 의사와 환자 쌍방 간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의사와 환자 양측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 

지원 방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때의 공적 지원 방식 역시 선행의 원리를 

통한 후견적 판단의 형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환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율성 역량의 증진을 목표로 접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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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의의

자율성 역량 모델을 시작하면서 필자는 자율성 역량 개념과 자율성 능력 

개념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두 개념이 별개의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율성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복합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

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자율성 역량 개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필자

의 비판에 따르면 자율성 능력 모델은 자율성 담론을 자기결정권의 배타적인 

처분권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자율성 논의

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담보할 수 없다. 반면에 

자율성 역량 모델은 개인의 자율성 역량을 향상시키고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보다 적극적인 공적 개입을 통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주목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자율성 내지 권리 담론은 오랜 시간 동안의 시민들의 

투쟁을 통해 획득된 것이 아니라 주로 학계를 통해 외국의 논의들을 들여와 

전개되다 보니 현실과 괴리된 채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개

인의 자율성 역량과 권리 신장은 현대 시민사회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때, 

이러한 덕목이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인 의식 및 공동체 문화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한다. 이런 배경에서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되는 자율

성 능력 모델은 자율성에 대한 담론을 시작하는 현재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해

석될 여지마저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율성에 대한 자유권적 담론과 사회

권적 담론을 연결하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자율성 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의 주장 이전에 자율성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환경적 측면의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역량 향상 

없이는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율성 논의를 위한 기초 작업

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자율성 담론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 자율성에

만 천착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 공동체성이 강한 편이다. 

오늘날 핵가족화와 근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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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가족 문화의 강조는 서구의 문화보다 훨씬 중요하게 고려된다. 개인 

간의 관계를 권리 의무관계로 읽어내는 근대법은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보호 

영역 내의 행위와 권리자가 속해있는 공동체의 심사나 평가 이해로부터 단절

시키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권리자

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의 이야기, 내면적 동기, 

이유, 필요에 대한 논의를 누락시키게 된다.276) 권리를 행사하는 구체적인 이

유와 권리 부여를 연결시키지 않는 자유주의 권리담론은 분명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고 심화시키는데 기여한바 있더라도 대부분의 행위를 위한 결정에서

의 도덕적 의미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의 새로운 구성은 그동안 상대적으

로 관심을 두지 않아왔던 부분들에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런 점에서 ‘후원적 자율성(supported autonomy)’ 개념은 새로운 시도이다. 

개인의 삶에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개인에게 최종적인 선택권한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도, 사회는 개인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할 의무가 있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몫을 벗어나는 기본적 생존의 문제들

에 대한 보장은 사회적 차원의 책무이다. 자율성과 역량 이론을 교량하는 자

율성 역량 모델이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76) R. West, “The Supreme Court 1989 Term, Foreword: Taking Freedom seriously”, 
Harvard Law Review 43, 1990,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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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적 적용: 연명의료 

결정을 중심으로

제1절 삶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으로서 연명의료 결정

현대 의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숙명으로 받아들여 온 질병의 문제로부

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그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인공호

흡기 등과 같은 생명연장 기술은 과거라면 이미 죽었을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

으로 연장시키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현대인들에게 의료적 의사결정은 

마치 시장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서로 비교해서 고르는 것과도 같이 일상적인 

행위로 자리 잡은 듯하다. 심지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로서 본래 삶의 터전인 집보다도 병원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상

만 보아도 이제 의료는 현대인에게 삶의 일부가 된듯하다. 이러한 의료적 의

사결정이 일상화되고 크고 작은 의료적 결정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결정을 위한 혹은 결정에 따르

는 부담이 함께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

는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보다 훨씬 

더 환자에게 선택 노이로제 상황을 좌초할 수 있다.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오는 긴장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은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측

면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은 그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본 장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을 연명의료 결정 문제에 적용해보고

자 한다. 연명의료 결정은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것인

가에 대한 환자의 결정이 허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의료적 의사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율성 역

량 모델이 의료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단지 의학적 관점에 제

한되지 않으며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직면한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복지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연명의료중단 사안에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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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모델을 적용하여 그 차별점을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환자의 자율성 논의

에 있어서 의의를 가진다. 

삶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으로서 연명의료결정 문제가 처음 우리사회에 

불거진 것은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이었다. 물론 본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가 확실히 무의미한 연명의료상태에 놓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

밀한 의미에서 연명의료결정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

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윤리적 관심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의미에서 연명의

료결정에 관한 사안은 2009년 발생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사건”으로서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상황에 놓인 환자에 대하여 환자가 연

명의료를 중단하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추정적 의사에 기초하여 환자 측의 연

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연명의료결정의 허용

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의 자기결

정권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로소 생의 말기 의

료적 의사결정의 하나로서 연명의료결정이 허용될 수 있는가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의료윤리 및 법 이론적 측면에서 연명의료결정을 정당화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적어

도 본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연명의료결정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허용에 

그친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 전통적인 가족 문화의 해체, 

죽음의 과정에서 의료적 개입의 확대 및 과도한 의료 의존화 등과 같은 사회 

변화의 격랑 속에서 삶의 말기 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하여 신촌 세브란스병원 판결에 대한 사

법적 판단과 이를 계기로 추진된 입법화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2016년 공포

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률”까지를 검토하면서 우리 사회가 연명의료결정 문제를 어떻게 조망하고 있

으며 그 허용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는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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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 문제를 다루는 사법 및 입법적 논의에서 드러

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담론의 한계를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자가 제

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적용할 경우 차별화되는 지점들을 살펴보면서, 앞

으로 생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조망하고 나아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언하도록 한다. 

제2절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적용

I.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원의 인식 변화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2000년대 들어서 우리사회에는 생의 말기의 의

사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두 번의 판결 - 보라매병원 사건277)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사건278) - 이 있었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생의 말기 상황에서 의사능

력을 상실한 환자의 연명의료장치 중단에 관한 결정과 관련되며 의사능력을 

상실한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는 요

청으로 시작되었다. 법원의 판단은 전자의 경우 환자 가족의 요구로 담당 의

사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의사의 생명유지의

무를 들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의 행위에 대하여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

는 결정279)을 내린 반면, 후자의 경우 환자의 자율적 의사의 추정과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장치 제거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상이

한 결과는 두 사건 사실관계의 확정단계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보라

매 병원 사건은 해당 환자의 혈종제거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여러 정

황으로 미루어 보아 환자에게는 회복가능성 혹은 생존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

지가 있었으나280)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사건은 당해 환자에게 회복가능성이 전

277)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278)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279) 보라매병원 사건은 1심법원에서는 수술에 참여하고 퇴원수속을 시킨 담당 의사 A(신경

외과전문의), B(레지던트)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
기하고 A와 B를 살인방조죄로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다.

280) 당시 환자의 상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광반사와 충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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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어 생명연장 조치가 무의미한 경우로 보았다.281) 

이상에서와 같이 두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동종의 사건

이 될 수 없으며 더 정확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사건만이 이 경우에 해당한

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가 두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두 판결문을 비교하면

서 생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문제와 관련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원

의 인식 변화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법원은 “환

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심스러울 때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즉 생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 사안은 환자

의 의사보다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의사무능력 상태에 놓인 환자의 경우 가족들의 설명을 근거로 환자

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의료진을 최종적 판단 주체로 보아 

“의사의 양심적 결단”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심 법원은 “설

령 환자의 퇴원요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의사는 의료행위의 중지가 사망의 결

과를 초래하는 때에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는 상관없이 치료를 계속

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함으로써 심지어 환자의 명시적 의사결정

이 있는 경우라도 의료행위의 중단에 대한 결정에서는 극히 신중한 판단을 내

릴 것을 유도하고 있다.282) 

사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이른바 전통적인 의료 후견주의에 입각한 판

단으로 볼 수 있다.283) 2심 법원 역시 “생명을 연장하는 의미 밖에 없는 치

료행위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진지한 치료중지 요구에 응하여 의사의 

빨라지고 이름을 부르면 스스로 눈까지 뜨려고 하는 등 그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던” 반
면에 이 사건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한 가족들은 그간 환자가 가해온 가정폭력과 경
제적 무능력, 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의 사정을 의료진에게 호소한 것으로 
하며 퇴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281) 한편 환자의 회복 불가능성을 판별하는 과정은 두 사안 모두에서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촌 세브란스 병원 판결에서 대법원의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 허용 
판결이 내려진 후, 실제로 환자의 연명의료 장치를 제거하였는데 그 후에도 환자는 수개
월을 생존하다 사망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본 판결에서 환자의 회복 불가능성에 대
한 의료진의 판단의 적절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28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5.15. 선고 98고합9 판결.
283) 치료 중단에 관한 법원 판결을 한국 의료법에서 후견주의 이념의 변화 추이에 따라 분

석한 논문으로는, 김나경·Shawn H. E. Harmon, “한국 의료법에서 후견주의 이념의 수
용, 변형 그리고 거부 –치료중단에 대한 법원판결을 중심으로-”, 「발생과 생식」, 제14
권 제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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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결단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284) 즉 환자의 진지한 의사표시 이외에도 의사의 판단을 참고할 것을 

병기하고 있다. 정리하면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 외에도 

의료행위의 목적이나 의사의 양심적 결단에 견주어 연명의료중단의 허용 여부

를 판단하였다.

반면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사건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원의 

인식에 변화가 보인다. 본 판결문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하여 

사전의료지시를 통해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

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의 효력을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 행사로 인정”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시는 이전 보라매병원 사건에

서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이외에도 의료행위의 목적이나 의료진의 양심적 결단

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던 점에 견주어, 의료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환자의 

지위를 훨씬 주도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85) 

이렇게 간접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추적하는 것

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연명의료 결정 사안에 대비하여 환자의 자

기결정권의 성격과 그 한계를 논의할 필요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

명의료결정 사안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떠한 관점에 

서 있는가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다.286) 앞서 지적하였듯이 자율

284) 서울고등법원 2002.2.7. 선고 98노1310 판결.
285) 물론 이러한 지적은 환자가 사전의료지시 없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던 본 판결

과는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보라매병원 사건과 비교하여 신촌 세브란스 
사건에서는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명시적 근거로서 들고 있다. 

286)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리에 대한 법원의 관점은 최근 내려진“무수혈 사건”에 대한 대
법원 2014.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수혈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타가수혈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본 판결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
으로 행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인가 여부를 “피고인의 무수혈 방식 수
술 및 그 위험성에 관한 수술 전의 설명내용, 피해자의 나이, 가족 관계, 피해자가 이 사
건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타가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 
수혈 거부에 대한 피해자의 확고한 종교적 신념, 책임면제각서를 통한 피해자의 진지한 
의사결정, 수술도중 타가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가족 등의 의사 재확인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은 타당하다. 필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리에 대한 사법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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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리를 구성하게 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

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천적 관심에서 요청된 연명의료중단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지닌다. 필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리를 보다 실천적 

관점에서 구성하기 위해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아울

러 본 대법원 판결에서 사용된 환자 의사의 추정과 관련하여서도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객관적인 가치 판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선의 이익 기준을 살펴본다.

II.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그 판단 기준 

1.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환자(여, 당시75세)는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심정지

가 발생하여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고 이후 지속적 식물인간상태

(persistent vegetative state, PVS)에 놓였다. 환자의 가족들은 2008년 6월 2일 

병원을 상대로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환

자가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인공호흡

기의 연명치료가 가족들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야기한다는 이유

를 들었고, 1심 법원은 가족이 아닌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치료중단

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여 환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 및 상고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인정·상고 기각판결 하였다.  

1) 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의식불명의 식물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

자는 ①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

고, ②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태도, 나이, 기대생존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함이 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여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다. 따라서 생

은 계속 변화를 거듭하여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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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고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환자의 자기결정

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2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9.2.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이미 비가역적인 사망의 과정에 진입함으로써 

사망이 임박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비록 별다른 입법조치 등이 없더라

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

나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①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 ②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③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 ④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 사안의 경우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된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가. 다수의견의 요지

법원은 우선 치료행위 전반에 대한 환자 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다.287) 특히 자기결정권 및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의료 계약의 본질에 비

추어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

정하고 진료 행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해 구체화된다. 강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는 자유로이 의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

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

본권이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87) 우리 헌법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인
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며 이 자기운명결
정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1990.9.10. 선고 89
헌마82 결정. 나아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
리를 전제로 한다”고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헌법 제17조에까지 확대하였다. 헌
법재판소 2002.10.31. 선고 99헌바40 결정;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제11권 제1호, 
2010,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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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시한 연명의료 중단의 허용 기준으로는 (i) 회복 불가능한 사망

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ii)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

초하여 (iii)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요약할 수 있

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함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

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

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

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

치를 해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뿐 아니라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에 나타난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한편,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

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환의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

나. 소수의견 요지

-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의 반대의견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의

료 중단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의 중단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정당화하는 한 그 ‘추정적 의사’란 환자가 현실적으로 가지는 의사

가 객관적인 정황으로부터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만 긍정될 수 있으며 다수의

견이 말하는 바와 같은 ‘가정적 의사’ 그 자체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반대의견: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그 진료 내지 치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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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될 수는 있어도 이미 환자의 신체에 삽입·장착되어 있는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기결정권은 내재적 한계를 가

지며 환자가 생명권의 주체라 하더라도 자살의 경우와 같이 자기 생명을 자유

롭게 처분하는 것은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회상

규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관 김지형, 박일환의 별개의견: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경우의 환자는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으므로 민법

상 후견인에 의한 대리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환자 본인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익 제한의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판결당시 기준으

로 개정 전 민법) 제947조의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1)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 

대법원 다수의견에서는 환자가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

는” 자기결정의 주체로 인정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

한 의료의 인위적 개입이 환자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과정을 방해하

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본 사안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생명권과의 이익 형량을 통해 자기결정권의 우위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이미 환자가 죽음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환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 및 가치라는 헌법적 이념에 부

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환자의 인격을 존중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288) 사실 이 문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성격과 관련

288) 국내 학계 및 언론사에서는 처음에 이 사안을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내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한 권리’의 인정 문제로 보아 ‘존엄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
나 최근 미국에서는 오레곤주 존엄사법(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1997)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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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후 논의를 필요로 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적극적으로 생을 마감할 자유

를 논하는 ‘죽을 권리’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생명은 일련의 연속적 과정

으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곳에 명확히 선을 그어 죽음의 시기를 예비할 

수 없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연속과정에 연명장치 등을 통한 의료적 개입은 

인위적인 갭(gap)을 만들었으며 생명 연장만을 위한 조치들을 제거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 과정에 돌입한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

음의 과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의 의사에 의한 연명장치의 탈착이 

외견상으로 죽음을 개시하게 할 가능성이 곧바로 죽을 권리의 인정으로 확대

해석 될 수는 없다. 이런 견지에서 대법원도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의 허용 

조건으로서 환자 생명의 회복 불가능성을 들고 있다.289)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으로 ‘죽을 권리’ 내지 ‘죽음을 선택

할 권리’가 아닌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혹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적용 범위도 환자의 회복불가능성을 전제로

만 가능하다.290) 

(2)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

의료상황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

의’ 원칙을 통해 실현된다. 동의를 내릴 수 있는 주체는 동의 능력 곧 의사

결정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때 환자의 동의능력은 민법상 의사능력(유효한 법

률행위를 위한 통상인의 이해능력 내지 판단능력)과 유사할 수 있다.291) 

정하는 의사조력자살을 존엄사에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는 바, 국내는 아직 연명치료 중단
의 허용에만 국한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용어
로 통일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존엄사 논의에는 현재 안락사나 의사조력사
는 허용되지 않는다. 2009.9.28.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기본
원칙’ 발표 참조. 

289) 연명치료의 범위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뇌사사 및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포함
하여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의 환자로 정하고 반대의견(대법관 이홍훈·김능환)은 돌이
킬 수 없는 죽음의 과정에 진입한 환자로 좀 더 좁게 그 범위를 정한다. 

290)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까지도 헌법상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도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서부지법 2008.7.10. 자 2008카합822 결정 참조.  

291) 학설상으로는 동의는 행위능력과는 관계없고, 단지 환자의 의사능력이나 변식능력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된다는 견해(김민중, “의사책임 및 의사법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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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혹은 승낙능력은 질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

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 사안에서 문

제가 되는 것은 연명의료 중단의 의사가 집행되는 시점에서 환자가 이미 의식

불명상태 즉 의사결정 무능력상태에 놓인다는 점이다. 결국 연명의료 중단 사

안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 표명시점과 집행시점 간

의 시간적 간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대법원은 사전의료지시292)와 같은 미래의 조치에 대해 미리 해둔 의사표명

이 있을 경우 시간이 지난 집행시점에서도 그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이는 환

자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본인이 숙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

한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르는 것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

한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민사법학」제9-10호, 한국 민사법학회, 1993, 342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신적·육체
적 위험을 수인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으로 족하며 일반적인 재산적 거래에서와 같은 
높은 정도의 판단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석희태, “의료과오 민사책임에 관
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37면), 동의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나 행위능력이나 책임능력과는 다소 상이하다는 견해(이영환, “진
료과오에 있어서의 의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8
면), 동의를 법률 행위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행위능력규정이 환자의 동의에 유추 적
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의능력은 행위능력이 아니라 의사능력과 변식능력을 
기준으로 그 인정여하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김천수, “안락사 내지 치료중단과 불법
행위책임”, 「의료법학」, 제6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1984, 45면), 환자가 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상의 행위능력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견해(고명
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 측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연구”,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제3권 제2호, 2012, 20면) 등이 있다.  

292)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통과 이후 사전의료지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사용하여
야 하지만, 여기 제2절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검토 부분에서는 판결문에서 
제시된 사전의료지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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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단기준

1) 사전의료지시가 있는 경우: 환자의 명시적 의사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

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

우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

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293) 이러한 사전의료지시는 환

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원칙과 

유사하지만 사전의료지시는 집행 시점에서 대리 해석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가정적이고 상상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294) 이런 측면에

293) 대법원이 들고 있는 유효한 사전의료지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결정능력이 있
는 환자가 ②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③ 그 정보를 바
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
고 ④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
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을 것. 

294) 주호노,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제2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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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자 본인의 자율적인 결정이지만 제한적 요소를 지닌다. 

이렇게 사전의료지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시

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95)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사

전의료지시의 이론적 정당화 문제와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이하 상술 한다. 

2)-1 사전의료지시가 없지만 객관적 의사 추정이 가능: 환자의 묵시적 의사

사전의료지시 제도는 그 실행상 한계를 가지며296) 대부분의 경우 사전의료

지시를 준비해두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사전에 명시적인 의사표명이 없을 경

우 어떻게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판

단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의료의 중단을 선택하

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고 보았다.297) 주의할 점은 결과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

2013, 111-112면.
295) 오늘날 사전의료지시를 지지하는 의료법 및 생명윤리에서의 지배적인 흐름은 의사능력

을 상실한 사람의 권리를 의사능력 있는 사람이 가진 권리의 확장으로 간주한다. 이를 확
장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풀이하자면 사람들이 현재의 이익에 대한 자신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자율성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존속이익
(surviving interests)에 대한 자신의 선호에 미리 영향을 미치는 선행적 자율성(precedent 
autonomy) 권리를 갖는 것이다. 오세혁, 정화성, “사전의료지시서의 한계”, 「의료법
학」, 제11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0, 257면. 위 논문에서는 확장이론이 1983년 「의
학 및 생명의료 및 행동학적 조사에 있어서의 윤리문제의 연구를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
회(President’s Commission for the Study of Ethical Problems in Medicine and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의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앨런 뷰
캐넌, 댄 브록, 로날드 드워킨 등에 의해 지지되면서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96) 사전의료지시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하며,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선호의 확인의 어려
움과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며, 대리인에 의한 사전의료지시 해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 자율성을 가장한 후견적 의사결정의 유효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고명
환, 위의 논문, 27면.

297) 본 판결에서,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를 추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증거로는 ① 
환자가 3년 전 남편이 심장 질환으로 임종을 맞게 되었을 무렵 생명연장시술을 거부한 
사실, ② 인공호흡기 등 기계에 의하여 연명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
실, ③ 병석에 누워 간호를 받는 등 남에게 누를 끼치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실, ④ 
교통사고로 생긴 팔의 상처를 타인에게 보이기 싫어 여름에도 긴 팔 옷을 입고 다닌 사
실, ⑤ 환자의 현재 상태 및 회복가능성에 관한 사정, ⑥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인 점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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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판단의 근거로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 기준을 삼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판결이유에서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표

현은 환자의 의사 추정에 있어서 최선의 이익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 것

이 아니라 단순히 수사학적 표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환자 의사의 추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의도하는 바는 일종의 대리판단

(substituted judgment)으로서 비록 환자가 스스로 의사표명을 하지는 않았더라

도 환자의 가치관과 신념에 비추어 환자 스스로 내린 결정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이 경우 환자의 의사를 추정한다는 표현은 환자의 ‘묵시적 의

사’를 확인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의 묵시적 의사에 기하

여 내리는 제3자의 대리판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의 해석 문제

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환자에 의한 결정’으로 

간주하는 과정에서 왜곡의 우려가 있으며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객관적 추

정’ 논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298) 특히 대법관 안대희, 양창수의 반대

의견은 이러한 취지에서 ‘추정적 의사’란 환자가 현실적으로 가지는 의사가 

객관적인 정황으로부터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만 긍정될 수 있으며, 다수의견

이 말하는 바와 같은 ‘가정적 의사’ 그 자체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

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

았다. 

2)-2 사전의료지시가 없고 객관적 의사 추정이 어려운 경우: 환자의 가정

적 의사

환자의 사전의료지시도 없고 환자의 묵시적 의사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환자의 명시적 의사나 묵시적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의사

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에 의해 요구되는 연명의료중단 등

의 결정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 환자 의사를 추정하기 위해 참작한 구체적 사정을 살

298) 최지윤·김현철,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생명윤리정
책연구」제3권 제2호, 2009,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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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는 원심 판결에서 원고의 진료중단을 구하는 의사가 

추정되는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다. 

① 원고는독실한기독교신자로서 15년전교통사고로팔에상처가남게된이후부터이를남에
게보이기싫어하여여름에도긴팔옷을입고다닐정도로항상정갈한모습을유지하려고노력

하였다. 
② 텔레비전을통해병석에누워간호를받으며살아가는사람의모습을보고 “나는저렇게까지
남에게 누를 끼치며 살고 싶지 않고 깨끗이 이생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신체적인 건강을
잃고타인의도움등에의하여연명되는삶보다는자연스러운죽음을원한다는취지의견해를밝

혀왔다. 
③ 3년전남편의임종당시며칠더생명을연장할수있는기관절개술을거부하고그대로임종
을맞게하면서 “내가병원에서안좋은일이생겨소생하기힘들때호흡기는끼우지말라. 기계
에 의하여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실제 상황에서 남편에
대해 연명의료의 시행을 거부한 바 있다. 

본 판결에서는 원심에서 참작한 구체적 사항들 중 ①과 ②는 누구라도 건

강한 상태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③의 사정만

이 연명의료와 관련한 환자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인정하

였다. 또한 본 판결에 의하면 ③의 사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견해차가 있다. 다수의견은 이를 원고의 추정적 의사를 긍정할 수 

있는 결정적 정황으로 보아 환자의 가정적 의사로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환

자의 추정적 의사에 근거하여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요청을 허용하였다. 

반면에 대법관 안대희, 양창수의 반대의견은 ③의 사정은 비록 배우자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 타인에 대한 대응일 뿐이지 자신의 운명에 관하여 숙

고한 끝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의사에 기하여 나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즉 반대의견에 의하면 이러한 환자의 사정은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환

자의 추정된 의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안과 같이 환자의 의사를 객관적

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환자의 ‘가정적 의사’에만 의존하여 연명의료

중단의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리 혹은 그 의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오히려 이런 경우

는 법질서 일반의 관점에서 행하여지는 당해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이익형량 

내지 가치평가의 문제로 해결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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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전 보라매병원 사건은 연명의료결정의 허용과 관련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의 요청에 따라 연명의료장치를 제거한 의사를 처벌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연명의료의 중단 및 유보의 이행에 있어서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반면에 본 대법원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의료결정에 대

한 의료 실무상의 요청에 부응하여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연명의료 

결정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일단의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으며 나아가 2016

년 통과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의료 현실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의료적 비효율성을 초

래하고 인위적인 생명연장은 오히려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연장하는 것

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조되더라도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은 인간 생명 존중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연명의료결정

은 인간의 생명의 종결과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단순히 개인의 독립적인 결정

으로 환원되는 자율성 개념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적인 논의와 사

회적 합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으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성격과 한계에 대한 논의

가 앞으로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판결에서 드러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리를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필자는 다가올 미래 의료 환경

에서 연명의료 결정은 더 이상 특수한 의료적 의사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빈번하게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연명의료 결정과 관

련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리는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성을 느

낀다. 또한 본 판결의 쟁점이었던 환자 의사의 추정과 관련하여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적용하여 보다 유용하고 차별화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도 함께 점

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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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적용

1. 대법원 판결의 자율성 능력 모델 관점과 그 한계

(1) 사전의료지시제도의 한계

본 대법원 판결 이유에서 드러난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리는 종래의 자율

성 능력 모델의 관점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자에게 사전의료지시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

니더라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

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의

료지시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종래의 ‘충분한 설

명에 의한 동의’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리를 구성하는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환자의 의사표명 시점과 이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가변적 변수들로 인하여,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체적 상황

을 면밀히 반영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가정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한계를 지닌다.  

더 근본적으로는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환자의 의사결정을 단지 오직 

환자의 독립적인 판단에만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사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가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서구와 달리 가족 중심적인 유교 문화

의 영향으로 연명의료 결정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독

립적인 결정을 통해 내려지기보다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 혹은 가까운 관계의 

지인들과의 의견 소통을 통해 내려지는 것이 더 빈번한 상황이다. 이러한 우

리의 현실은 개인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율성 능력 모델에 제대로 맞지 않는

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자율성 역량 모델이 지향하는 독립적인 자기결정권의 보장은 호스

피스 및 완화의료와 같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안정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토대 

없이는 그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명목상의 주장에 그치고 말뿐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전의료지시제도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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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보완 없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목하게 실제로

는 가족들이 심리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환자의 의사를 강제하

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사 추정의 이중 기준

대법원 판결에서 보이는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은 환자의 사전의료지시

가 없는 상태, 즉 환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도 환

자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근거지우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특히 대법원 다수의

견은 객관적으로 환자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자율성 능력 모델

의 관점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해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태도 등”을 예시하고 있으

며 이와 함께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

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

태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그 의사를 추

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299) 이때 대법원이 설시하는 “객관적인 사정

을 종합하여 객관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의사를 추정해야한다”는 환자 의사의 

추정 기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자율성 능력 모델 관점에서 바라보면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러한 환자 의

사의 추정 기준은 매우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존중으로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하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본래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을 일

관되게 따른다면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

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이며 주관적인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과 주

관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

299) 이은영 교수는 대법원의 객관적 의사추정의 기준을 환자의 최선의 이익[객관적 기준]과 
환자의 평소 생활 태도 등[주관적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은영,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법학」제10권 제2호, 2009,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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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300) 따라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 따르면 환자

의 자기결정권과 최선의 이익은 충돌하는 기준이 되며 대법원 이러한 이중 기

준을 적용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2.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적용과 최선의 이익 기준 

본 판결에서 ‘환자 의사의 추정’을 위해 대법원이 고려한 객관적 자료

로는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 불가능

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것으로 설시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열거된 자료들을 

이익의 관점에서 구분해보면 첫째, 의학적 이익의 관점에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요소로서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 불가능한 사

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과정,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둘

째, 복지적 이익의 관점에서 환자의 나이, 환자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최선의 이익 기준이 서로 대립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종래의 자기결정권 논의는 자

율성의 범위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로 좁히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

에 한해서만 제3자의 후견적 판단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에 필자의 자율성 역량 모델에서는 자율성 역량 개념을 통

해 자율성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의 논의 안에 자율성 역량의 다

양한 요소들을 통해 최선의 이익 기준이 포함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다. 대

법원의 다수의견의 설시를 따라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근거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정당화하는 위험을 초래하기 보다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도 고려하지

만 현재 환자가 처한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환자 본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

을 피하고 보다 명확한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301) 

300) 이석배,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
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제21권 제2호, 2009, 162면; 비슷한 견지에서 
비판으로는 최경석, 위의 논문, 239-240면; 김나경·Shawn H. E. Harmon, 위의 논문, 152
면. 

301) 최지윤·김현철, 위의 논문,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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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에 관하여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적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환자의 자율성 행사를 통한 주관적 행복과 전

반적인 삶의 질 (혹은 죽음의 질)에 대한 객관적 고려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면

서 보이는 논리적 모순이나 한계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통해 보완되고 극복될 

수 있다. 이하에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촉발된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률의 입법 과정과 주요 쟁점들 및 법률 시행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검토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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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환자연명의료결정법

률(법률 제14013호) 검토

앞서 검토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판결 이후 우리사회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제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다. 

처음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 시작한지 8년 그리고 본 대법원 

판결 이후로 근 7년 만의 기나긴 논의 끝에 드디어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

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이하 환자연명의료결정법률, 법률 

제14013호)”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이해집단들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의 입법

안의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었고, 발의된 입법안에 대해서도 거듭 수정을 거치

는 등 많은 노력이 투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논의 끝에 연명의료 결

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이제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령 및 절차 정비와 관련한 논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동 법률이 통과되기까지 매우 복잡한 입법 과정을 거쳤는데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8대 국회에서 총 세 차례의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

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302)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폐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 몇 가지를 언급하면, 우선 신촌 세브란스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입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입법부 추천 전문가

들 총18명의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7

차의 회의를 거쳐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중요한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303) 

302) 제18대 국회(2008-2012) 임기동안 총 세 차례에 걸쳐 발의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① 2008.12.9. 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02935호)

② 2009.2.5.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존엄사 법안’(의안번호 제1803730호)

③ 2009.6.22.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05232호)

303) 2010년 7월 14일 각 언론사에 발표된 이 협의체의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의 네 가지 사
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연명치료중단의 대상 환자: 말기환자로 제한함. ②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수분 
및 영양공급 등 일반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없으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
치료에 한하여 중단가능. ③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절차: ‘사전의료지향서’ 작성원칙, 



169

2012년 12월 21일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2013년 5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3년 7월 ‘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

정’을 권고하였다.304) 또한 제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연

명의료 중단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305) 

다각도의 제도화 논의를 통해 지금의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동 

법률은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김재원 의원안(의안번호 제191598호)과 김

세연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법률안(의안번호 제1914991호)을 병

합한 것으로 보인다.306) 이하에서는 동 법률의 개요와 주요 쟁점을 간단히 검

토한 후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향후 과제를 짚어보도록 한다.  

I.  환자연명의료결정법률(법률 제14013호) 검토

1. 법률의 개요와 쟁점

이 법률은 크게 호스피스에 관한 부분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부

사전의료지시서에서 사전의료지향서로 용어 변경. 민법상 성인이 담당의사와 상담 후 2
주 숙려기간 후 작성. 단 말기환자가 아니면 죽음대비 문화조정차원에서 의사 외의 자
도 설명가능하며 의료기관외 기관에도 제출가능. 서면작성 원칙,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
는 본인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철회가능. ④의사결정기구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별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항 논의를 위해 ‘병원윤리위원회’ 설치·운영.

304) 동 권고안은 첫째, 기본원칙으로 모든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알권리 및 자
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둘째,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의 대상 환자와 대상 의료,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을 정하고, 셋째, 연명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 및 연명의료 결정
에 관한 제도화로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2016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305) 제19대 국회(2012-2016) 임기동안 총 세 차례에 걸쳐 발의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① 2014.3.3.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9592호)
② 2015.6.9.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존엄사 법안’(의안번호 제1915510호)
③ 2015.7.7.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15988호)

306) 김세연 의원은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9592호)과 별도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
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14991호)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연명의료결정법
은 후자의 호스피스 법안과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연명의료법안이 병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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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구분되며,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호

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정하고 있다. 법률

은 전체 6개장 43개 조문과 3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관리체계, 제3장 연명의료결정의 

이행, 제4장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지원,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법 총칙에서 규정하는 동 법률의 목적과 정

의에서 규정하는 주요 용어를 중심을 간략히 검토한다. 

(1) 법률의 목적

동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

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보장과 자기결정 

존중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

다. 동법이 규정하는 세 가지 법의 목적은 (i)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과 (ii)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을 통해 궁극적으로 (iii)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

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 가치와 함께 우리나라 헌법이 수호하는 최고

의 원리이자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다. 그런데 연명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논

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지만, 헌

법이 수호하는 생명 가치에 의해서 존중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하더라도 생

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307)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미 죽음의 과정에 돌입한 환자가 생

명유지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는 상황은 환자로 하여금 고통을 야기하

고 죽음의 질을 저하시킨다.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을 환자의 자기결정권

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생명 가치의 보호를 위해 어

떠한 경우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할 근거는 없으며, “엄격하고 

제한된 요건” 하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

치를 존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권 존중의 관점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307) 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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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다. 

동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관련하여 연명의료 중단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찬

반 논의에서 연명의료의 제도화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뿐 아니라 생명

권 존중의 관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입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의 제도화에는 여전히 생명 가치의 침해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임종기 환자’로 극히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논의할 만한 쟁점은 법률의 목적에서 병기되어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 존중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다. 법의 

목적을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경우 이 문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구체

적인 사안의 해결에 직면할 때 두 기준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앞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충돌 도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강

조하였다. 궁극적으로 자율성 역량 모델에 의할 때 두 기준은 서로 보완적이

며 통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법률의 대상

동법 제2조 1, 2호에서는 각각 임종과정 및 이를 판단하는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임종기 환자’는 (i) 회생가능성이 없고 (ii) 치료에도 불구하

고 회복되지 않으며 (iii)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서 

(iv)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때 ‘임종기(dying process)’는 말기보다 좁은 

기간을 의미하며308), 연명의료 중단 등에 있어서는 수개월 내에 사망에 이르

게 되는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PVS, Persistent Vegetative State)는 

임종기 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말기(terminal)' 질환이나 상태

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서 가까운 장래에 사

308) 말기는 수개월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임종기는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
다. 암관리법 제2조에서는 말기암 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약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
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6년 1월,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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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것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있거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의 환자로 설명하고 

있다.309) 

실제로 임상에서 임종기와 말기의 시기구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판별되기 

어렵다. 다만 동 법에서는 말기보다 좁은 범위에서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조건으로 회생불가능성, 회복불가능성, 사망임박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과 관련한 쟁점은 임종기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

시하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임종기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자의적 해

석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학적 판

단 시 필수적으로 담당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를 정의할 수 있는 모종의 의학적 판단 기준의 필요성이 지적되

기도 한다.310)  

(3) 결정의 대상과 방법

동법 제2조 3호에서는 연명의료를 (i)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ii)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iii)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명의료는 통증조절이나 영양공급, 물공급, 단순 산소공급 등

의 일반연명의료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특수

연명의료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구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09) 미국의 경우 말기 상황(terminal condition)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할 수 없거나 회복할 
수 없는(incurable and irreversible) 상태로 생명유지 장치가 단지 죽음의 순간을 연기하는
데 불과한 기능을 하는 경우로 정하며, 대만의 경우 말기 질환 환자(terminal illness pa-
tients)를 중증의 상해나 질병으로 고통 받고 의사에 의하여 불치라고 진단받았으며 가까
운 장래에 사망할 것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 보고서, 25면.

310) 최경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 법률의 연명의료결정의 쟁점과 향후과
제”,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률 공포 후 대토론회 자료집」,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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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특수연명의료와 일반연명의료의 구분311)

특수연명의료 일반연명의료

정

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의료기술, 
특수한 장치가반드시 필요한의

료

생명유지에필수적이지만전문적

인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 특수
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의료

예

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
석, 항암제투여, 수혈, 장기이식, 
고단위 항생제 투여

통증조절, 영양공급, 수분산소공
급, 체온유지, 배변과 배뇨도움, 
진통제 투여, 욕창예방, 일차 항
생제 투여

의

미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

만 연장시키는 의료
기본적 돌봄에 해당하는 의료

특

성
결정 대상 결정 대상 아님, 보류/중단 불허

동법에서는 특수연명의료의 예 중에서도 네 가지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돌봄이 아니라 인위적·기계적 방법에 의한 연명의료만으로 극히 제한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전 및 상황변화에 따라 특수연명의

료와 일반연명의료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

적인 의료행위가 경계선 상에서 문제되는 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나 

기관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withdraw)은 연명의료를 실시하다가 실시하지 않는 것

이고, 보류(withdraw)는 연명의료 미실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미실시하는 것

으로 개념상 중단과 보류는 구별된다. 보유와 중단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대체

로 구분하고 있으나 동법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

하였다. 단 중단이나 보류의 법적 평가는 동일하다.312)313)

311) 이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구분한 용어 정리이다. 
312) 보건복지위원회, 위의 보고서, 27-29면.
313)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용어 사용은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왔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 

논의는 안락사, 존엄사 허용과 같은 용어와 혼용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
다. 왜냐하면 존엄사나 안락사 개념은 그 자체로 가치판단적인 측면을 내포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자 최근에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서 ‘연명의료 중단/보류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의 용어가 선호된다. 또한 논
의의 초기에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치료(treatment)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이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치료가 아닌 “의료”라는 용어를 사



174

2.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비교

동 법률은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에 대

하여 규정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병원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명의료결정 관련한 관리체계를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연명의료결정을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 

연명의료계획서(동법 제2조 8호)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동법 제2조 9호)는 

모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서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다른 사람

이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공통적으로 가진다. 대체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하는 시기는 환자가 의사능력을 이미 상실하였거나 이성적 

숙고를 하기에 극도로 희박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환자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관련 일정한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작성을 해두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의

료적 의사결정 중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치료를 목적

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거

시적 관점에서 볼 때 환자가 삶을 마감하는 임종 시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

가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

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일이다.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결정은 환자의 자

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 이외에도 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필요한 연명의료 지속을 통한 의료의 비효율성 초래를 막을 수 있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비교 검토하고 환자

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측면에서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

다. 

용한다. 보류와 중단은 주요 외국에서는 동일하게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워원
회,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13 연례보고서」, 2013년 12월,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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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명의료계획서 제도 

‘연명의료계획서’란 동법 제2조 8호에서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연명

의료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담당의사이며 그 내용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

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한 것이다. 

동법 제10조 제1항은 담당의사가 말기환자 등에게 연명의료중단결정, 연명

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말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을 설명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의사가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는 (i)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ii) 연명의료와 그 시

행방법에 관한 사항, (iii)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iv)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v) 연명의료계획서

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간한 사항, (iv)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 

동법 제10조 4항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i) 환자의 연명

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ii)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에 대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iii) 담당의자의 서명날인, (iv) 작성 연월일, (v)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는 달리 구체적인 질병 상황에서 

환자와 상의하여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현

재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전제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작성 주체가 담당의사라

는 점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종래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 

즉 의사능력을 가진 환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자율성 능

력 모델의 관점에 의하면 연명의료계획서 제도를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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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쟁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검토

하고 난 후 다시 상술하고자 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동법 제2조 9호에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

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검토한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이 자신의 현재 

질병상태에 대한 의사와의 상담을 거쳐 작성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여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확인시켜줄 수 없을 때를 대비하

여 사전에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둔 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주체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정하고 있다. 반

면에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에 

나이 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연명의료계획서와 달리 질병상태가 아닌 건강

한 상태에서 미래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의료행위를 원한다거나 원하지 않

는다는 등의 장래에 대한 사전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

우 작성을 제한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를 통해 내려지며 이러한 결정

의 이행은 죽음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법은 민법상 성년 연령인 19세 

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제12조 8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만약 환자가 직접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

성되지 아니한 경우, 법률이 정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

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동법 제12조 2항은 등록기관이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필요한 사항의 설명

을 제공해야 하며,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등록기관은 동법 제11조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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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등 요건을 갖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

체, 공공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하며,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관리 및 지도·감독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17조 제1항 2호에서는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환

자의 의사인지 확인하는 조건으로는 (i)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ii)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만약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

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

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14) 이렇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확인규정을 두는 것은 

이 서식의 갱신과 관련한 절차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시점과 실제로 이행하는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크거

나 중간에 환자의 의사가 변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14) 가족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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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비교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자 모두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하는 의사결정 문서로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측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동 법률에서 병치되어 있는 두 가지 제

도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측면에서 상당히 구별되는 관점을 가진다. 즉 환

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지만, 어떻게 존중하

는가에 있어서 상이한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제시

한 자율성 능력 모델과 자율성 역량 모델 관점을 통해 양 제도를 비교해보도

록 한다. 우선 일차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의 세부

적인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두 양식은 크게 작성시기와 작성주체, 

설명주체와 이행방법 등에서 구별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하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9>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비교

구분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의학적

상태와 임종과정에서 가능한

연명의료계획에대해설명한

후 환자 의사에 따라 작성한

문서

성인이향후의사능력상실을

대비하여평소임종과정의연

명의료에대한본인의의사를

직접 기록한 문서

작성시기 임종과정/임종과정 예견시 평소, 시기 제한 없음
작성주체 담당의사 모든 성인

설명주체 의사 작성기관 종사자

이행방법 이행
의식 있음 - 담당의사 확인
의식 없음 - 의사 2인 확인

위의 표에서 보듯이 양 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작성시기와 작성주

체의 차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실제로 질병상태가 아닌 건강한 상태에

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여 사전에 의사결정을 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때 작성 방식은 환자가 직접 자발적으로 할 것을 필수로 전제한다. 

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통상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떠올릴 때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건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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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앞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하여 임종과정을 맞이할 때를 위해 사전에 미

리 표명해둔 환자 본인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는 환자의 자기결

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때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근

본적으로 추상적인 자기결정권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 건강한 환자는 장래에 

대한 사전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적 상황을 전제한다. 이러한 

사전의료지시제도를 도입을 위한 노력은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도 시도되고 있

지만, 근본적으로 추상적인 자기결정권 논의라는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닥치거나 임종과정이 예견되

는 경우 의사와 환자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사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

라는 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는 매우 구별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히 추상

적인 자기결정권의 표명이 아니라, 환자가 임종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작성된

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의료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명의료계획서 제도 역시 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차원을 가지지만, 담

당의사에 의해 작성된다는 점은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 의할 때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대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즉 환자 스

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 존중

을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

량 모델은 이러한 연명의료계획서의 도입을 환자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한다. 

동 법에서 규정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병치는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필자는 특히 이러한 양 제도의 병치에 대하여 이를 자율성 능력 모델과 자율

성 역량 모델 관점의 잠정적인 공존 현상으로 이해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필자의 시각을 좀 더 풀이하여 상술하도록 한다. 우선 비교적 사전의료지시제

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사전의료지시제도의 변화과정을 검토하면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바라보는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 및 그 필요성을 확인하

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적합한가를 논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자율성 능력 모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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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

냐하면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결정은 의료임상 차원에서 제기된 사안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관점보다 실천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연명의

료계획서 제도의 안착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동법의 시행을 

앞두고 남겨진 문제들에 대하여,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 입각하여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II.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본 동 법률의 의의

1. 사전연명의료지향서의 의의와 한계

(1) 도입의 의의

사전연명의료지향서는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사전의료지시서

로 지칭되었으나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2009년 사회적 협의체의 협의결

과 사전의료지향서로 용어 사용이 변경되었고, 동 법률에서는 ‘연명’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사전연명의료지향서로 최종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사전연명

의료지향서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발달되었으며 여러 국가들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 온 사전의료지시제도의 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

다.315) 이 사전의료지시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생명윤리 분야에서 중심적

인 지위를 차지해왔고 또 많은 나라에서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의

료지시란 개념 자체는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며 그래서 종종 잘못 이해

되기도 하며, 이미 제도화된 경우에도 활용도 면에서 저조하고 제대로 안착되

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된다.316) 이러한 지적들은 현재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315) 여기서 ‘사전의료지시제도’는 환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이후의 의료처치에 대한 의
사를 사전에 표명해두는 절차로서 대개 서면 방식에 의하나 구술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전연명의료지향서’가 문서라는 점
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그간 사전의료지시와 관련한 논의들
의 발달과정을 감안하여 다양한 유형의 의사표현을 포괄하는 사전의료지시제도 일반을 
의미한다. 

316) Alexander Capron, "Advance directives", Helga Kuhse & Peter Singer (ed.), A 
Companion to Bioethics, Blackwell, 1998, 261면: 오세혁·정화성, “사전의료지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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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도입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동 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사전연명의료지향서 제도가 연명의료중단에 관

한 사전의료지시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단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의 실질적인 안착과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서는 아직 논의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보

다 먼저 사전의료지시 제도화 논의를 거쳐 현재 대부분의 주(state)에서 표준 

양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사전의료지시 제도의 발전사를 점검하는 것은 의

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에서 진행된 사전의료지시제도

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삶의 마지막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사전의료지시 제도가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317)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현재 상

황에서 앞으로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의료지시제도의 한계

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미국의 사전의료지시 제도의 변화과

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미국의 사전의료지시제도의 변화과정318)

미국의 사전의료지시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였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전유언(living will)319)과 영속적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을 통한 대리인(proxy) 지정 방식이다.320) 

「의료법학」제11권 제2호, 2010, 242면 재인용.
317) Peter Ditto & Sena Koleva, “Advance Directives and End-of-life Decision Making”, 

Michael W. Kattan & Mark E. Cowen (ed.) Encyclopedia of Medical Decision Making, Sage, 
2009, 10-11면; Alexander Capron, 위의 논문, 262-267면.

318)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오세혁·정화성, 위의 논문, 244-251면 요약함.
319) 생전유언은 1967년 ‘죽을 권리(right to die)’ 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미국 시카고 변호

사 커트너(Luis Kutner)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병약한 환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생전유언을 통해 연명의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용어가 등장·사용되었다고 한다. 오세혁·정화성, 
위의 논문, 248면. 전통적인 커먼로 법리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능력 상실 이후에는 대리
인에 대한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별도의 방식을 고안하여 ‘생전(living)’ 유언이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논문,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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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유언은 일반적으로 작성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원하는 연명

치료의 유형에 관한 지침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지침적 의료지시(instruc-

tional advance directive)’의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지침들로는 우선 환자의 

삶의 기간보다 삶의 질을 강조하는 가운데 환자의 소망에 따라 구체적인 의료

처치부터 추상적인 가치관의 표명까지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통상

적인 지침적 사전의료지시의 예로 ‘소생술 거부 지시(DNR:Do Not 

Resuscitate)’나 ‘소생술 시도 거부 지시(DNAR: Do Not Attempt 

Resuscitation)’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대리인 지정 사전의료지시

(appointment advance directive)’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치료 및 처치에 대

하여 환자가 직접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사능력을 상실

할 때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에게 ‘영속

적 위임권(durable power of attorney)’321)을 수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미국의 사전의료지시 제도는 여러 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322)

① 제1세대 사전의료지시 단계
최초의 연명의료중단 관련 의사표시는 생전유언의 형태로 나타났으나 대중의 관심을 받지는 못

하다가 1976년 카렌 퀸란(Karen Ann Quinlan) 판결 이후 그 필요성이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이
판결 이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사전의료지시의 제도화 논의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1976)」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전의료지시는 ‘의사에 대한
지침(Directive to Physicians)’으로 등장하였다.

② 제2세대 사전의료지시 단계
생전유언과 같은 ‘지침적 의료지시(instructional advance directive)’는 장래의 죽음의 상황을 예
측할수없기때문에그효력발생시기의불분명함등의한계가지적되었고이를보완하기위해

‘지침적의료지시’가아닌 ‘대리인지정사전지시(appointment advance directive)’가등장하였다. 

320) John Davis, "Precedent Autonomy, Advance Directives, and End-of Life Care", B. 
Steinbock (ed.), The Oxford Handbook of Bioethics, OUP, 2007, 351-353면. 두 유형의 구분
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두 유형은 종종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호배타적인 
유형이 아니다. 위의 책, 264-267면: 오세혁·정화성, 위의 논문, 각주 15.

321) 원래 대리인 지정은 위임권의 수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먼로 전통 법리에 따
르면 본인의 의사능력 상실은 위임권의 소멸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능력 상실이
후에도 위임권이 존속한다는 의미에서 ‘영속적(durable)’ 혹은 ‘지속적(continuing)’이
라는 위임권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Alexander Capron, 위의 논문, 265-266면: 오세혁·
정화성, 위의 논문, 247면.

322) 이하 내용은 오세혁·정화성, 위의 논문, 248-2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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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침적 의료지시의 경우도 1990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선고한 크루잔(Nancy Cruzan) 사
건을통해 "명확하고확실한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의기준이채택되는등추가적
논의가 이어졌고 이 판결을 계기로 연방법인 「환자자기결정법(Patient Self-Determination 
Act,1990)」이 제정되었다. 이 후 사전의료지시제도는 미국 전역 50개주에서 합법화되었다.

③ 제3세대 사전의료지시 단계
2000년대중반테리시아보(Therea Marie Schiavo) 판결을통해대중들에게삶의종기의의사결
정문제가복잡하면서도정서적부담을주는쟁점이라는인식이생겨났으며, 이러한지적은기존
의 ‘지침적의료지시’나 ‘대리인지정사전의료지시’ 어느것으로도충분히포용되지못한다는비
판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생의 말기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하기 시작하였
는데 이러한 논의를 포함하여 기존의 사전의료지시제도에 ‘가치관 지시서’를 포함하는 형태의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전의료계획의 한 형태
로서 다섯 가지 소원(Five Wishes) 양식323)이 소개되기도 한다.

(3) 자율성 능력 모델과 사전연명의료지향서의 한계

사전의료지시제도 혹은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한 

사전연명의료지향서 제도를 이론적·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는 환자의 자

율성 존중 원칙 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일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사용되

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이나 자기결정권의 이해가 오로지 자율성 능력 모

델에서 취하는 개념과 정당화 방식에만 의존하는 경우, 본 논문 제2장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된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를 벗

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자율성 능력 모델은 환자 본인의 결정과 책임이라는 자

유주의적 개인주의 자율성 개념에 상당히 의존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환자

의 자기결정권의 인식은 결국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배타적인 처분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율성 능력 모델은 의료적 의사결정의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반

323) 다섯 가지 소원(Five Wishes) 양식은 미국 비영리단체인 Aging With Dignity에서 만든 
사전의료지시 양식으로서 일명 “마음과 정신의 생전유언”으로 일컬어진다. 다섯 가지 
소원의 내용으로는 첫째, 본인이 의료 처치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대신 결정
을 내려줄 사람, 둘째,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치료, 셋째, 내가 원하는 편안함의 정
도, 넷째, 내가 원하는 돌봄의 방식, 다섯째, 사랑하는 가족 등에게 알리고 싶은 사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소원은 단순히 의료적 처치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삶의 말
기 시기 직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삶의 질 문제와 연관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가치관
이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다섯 가지 소원 양식에 대한 소개와 설
명 참조는 http://www.agingwithdigni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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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지향서는 

궁극적으로 장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사전에 환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표명해 

두는 것이며, 자신의 전체 인생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의사표명 시점과 이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가변적 변수들로 인하여 정당화 

관련 논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사전의료지시의 제도화 논의는 임상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실천적 관심에

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제도화의 요청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자율적인 선택

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도 하지만,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죽

음의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환자의 복지적 측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역

시 가진다. 그러나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의료적 의사결정이나 환자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고려되는 최선의 

이익 기준 등의 논의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

과적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환자의 죽음의 질의 문제, 즉 환자 복지의 고려

의 요청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이론적 정당화 차원의 문제 이외에도 실천

적 한계 역시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아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

보가 널리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이 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

타난다.324)  

동 법률은 이러한 사전의료의향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명의료계획

서를 함께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계획서는 구체적인 절차 뿐 아니

라 정당화 차원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구별된다. 관련하여 이하에서 상

술하도록 한다. 

324) 오세혁·정화성, 위의 논문, 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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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계획서의 의의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연명의료지향서가 환자 본인이 직접적이고 자발적

인 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것과 달리, 환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협의한 후 

결정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의사의 의료적 결정으로서 사전의료지시제도보다 

덜 표준화되고 더 융통성 있는 의사소통적 접근법의 일종이다. 이 제도는 미

국의 Physicians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POLST)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작성의 주체가 환자 본인이 아닌 의사의 지시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

가 있다. 미국에서 POLST는 1990년대 초반 오레곤(Oregon) 주에서 사전의료

지시의 한계를 극복하여 임종기 돌봄을 향상시키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고 최

초의 양식은 1995년 시행되었다. 현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다

호, 루이지애나, 매릴랜드, 뉴욕, 뉴저지, 노스 캐롤라이나, 오레곤, 테네시, 유

타, 버몬트,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 등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시행

하는 주가 증가하는 추세이다.325) 

동법이 정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미국의 POLST 제도와는 몇 가지 점에서 

핵심적인 차이점을 가진다. 우선,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미국과 같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지 않

고 가족 2인의 진술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 제도는 사실상 말기환

자와 가족이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때에 한하여 담당

의사가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

다. 따라서 담당의사가 말기환자에게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무의미할 때 

그러한 질병상태 및 예후를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연명의료결정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김재

원안326) 제8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미국의 환자자기결정법(Patient 

Self-Determination Act)에서 치료거부권을 명기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말

325)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National Paradigm Task Force가 각주의 POLST 프로그
램을 보증하고 있으며 위의 주에서 모두 POST T>F의 보증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의료법
윤리연구원,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 관련 인프라 구축방안」, 2013, 23-24면: 
POLST 관련 안내는 http://POLST.org 

326) 2015년 7월 7일 김재원 의원 등 10인에 의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
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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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환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무를 명기한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소극적이

다.327) 따라서 환자가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어 말기에 처하였을 때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포함하여 의료 기관에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연명의료의 중단결정은 전적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의지에 좌우된다.328) 

이러한 우리의 연명의료계획서 제도는 한국의 가족 중심적 의사결정 모델

의 특징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간에도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거나 무연고자의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료진이 환자와 적절한 

방법으로 신중하게 논의하는 문화의 정착과 함께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측면

에서 의료진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환자들의 이해와 결정을 돕는 상

담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과 달리 연명의료계획서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

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건강한 상태에서 자신의 질병 등에 대한 상황을 예

측하여 가정적으로 내리는 숙고인 반면에,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기 및 임종

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작성되는 것이므로 현 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구체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연명의료계획서는 구

체적인 질병 상황 및 환자의 예후에 대하여 환자와 의사가 상의하는 과정을 

필수로 전제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환자는 의사로부터 질병에 적합한 의료

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연명의료계획서는 특정 치료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환자의 임종기 돌봄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주

로 다룰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는 현재 당면한 임종기 시점에서 환자가 어떠

한 임종기 돌봄을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지다보니, 사전연명의료의

327) 서이종,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의 호스피스·완화의
료의 쟁점과 향후과제”,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률 공포 후 대 토론회 자료
집」, 14-15면. 

328)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상 의무로 두지 않은 것은 
의료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불신, 의료인이 최선의 치료를 다하지 않으려고 연명의료계획
서 작성을 먼저 유도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유를 들기도 한다. 최경석, 
위의 발표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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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죽음의 과정을 상상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의사결정의 부분은 달성될 수 없다.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본질적으로 의료적 의사결정이 환자

만의 이성적 숙고를 통한 판단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질

병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환자는 어떠한 치료를 받을지 말

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냉정한 판단자가 되기 어렵다. 더욱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 및 경험을 필수로 하는 의료에 있어서 환자가 치료와 관련한 모든 정보

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수 있다. 결국 환자의 의사

결정은 환자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진, 가족 등의 보호자가 함

께 소통하여 내리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다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주체가 담당의사로 단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비록 연명의료계획서의 

주체가 의사라 하더라도 환자의 최종적 동의나 서명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협력에 의한 결정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연명의료계획서 제도의 도입은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결정 권

한 및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적 

의사와 돌봄의 질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의사결정 모델이 보다 환자의 자율성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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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생의 말기의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역량 모

델의 의의

연명의료 중단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기나긴 제도화 논의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

로 오직 인위적·기계적 방법에 의한 연명의료만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함으

로써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일단의 논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명의료 결정 문제가 급격히 변화하는 의료 

현실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적 의사결정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수긍이 간다. 다만 연명의료 결정의 대상과 범

위를 극히 제한하는 입법은 이로서 연명의료 결정의 문제를 종료하는 것이 아

닌 비로소 시작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방

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성격과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환

자의 자기결정 자체만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복지적 측면과 같은 보

다 포괄적인 논의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율성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

는 환자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때 두 가지 관점은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의 핵심이

기도 하다.

첫째, 자율성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변화가능하고 복합적인 역동적 개념

이며 이에 따라 환자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개념 역시 계속해서 검토와 수

정을 거쳐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생의 말기의 의사결정 문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총체적 상황들, 의료 환경, 문화, 제도, 가족, 개인사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이 

환자 스스로의 독립적 결정이었는가는 중요하지만 결코 유일한 고려사항이 아

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취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일종의 자유권으로 해

석되는 자기결정권 법리를 사회권적 측면에서 재구성하는 시도라고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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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인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가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그러

한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선택지를 가졌는가, 그러한 선택지에 실제로 접근

할 수 있었는가의 조건들을 필수로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

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성을 고려한다고 할 

때 이러한 합리성 판단은 ‘상당성(reasonableness)’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은 비판적 숙고에서의 주관적 합리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 합리성의 확보는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에서 독립하여 내려지는 결정만을 전제한다. 아마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은 모든 사회적 변수들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에서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결정자가 어떠한 선택을 내렸는가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 그러한 선택 이후의 실제 이행과 책임의 과정에 더 무게가 실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 무지의 베일을 덮어놓았더라도 선택의 이행과 책

임에서 다시금 그러한 구체적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개인이 선택을 내리는 상황과 개인에게 허

락된 선택지들에 대해서이다. 자율적 판단의 과정은 그래서 합리성 여부가 아

니라 이러한 종합적인 결과와 상황을 고려한 상당성 판단이 되어야 한다. 삶

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의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내려질 수 

없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의사결정의 표명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정당화 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둘째, 자기결정권의 성격을 자유권으로만 구성할 경우 개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논외가 돼버릴 수 있다. 자기결정권을 개인의 자유라는 추상적 고려를 

통해서만 해결할 경우, 설사 그러한 판단이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느낌을 가

질 수는 있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적인 개입은 불가능

하다. 그러나 인간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

진 자유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모든 결정은 생존의 문제 혹은 행복의 차

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생존이든 행복이든 그 기준은 자유라는 추상적 

의사보다는 실존적 차원의 역량의 차원과 연결된다. 연명의료 결정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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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추상적인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환자의 상

태에 대한 실존적 요청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자율성은 복지적 

측면을 당연히 포함한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을 보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 역량 모델에 의하면 모든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 기준은 결국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율성이 이렇게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될 때 공적 개입의 여지는 확대

된다. 개인의 의사라는 추상적 영역으로의 개입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모두 

자신의 생명과 건강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역량

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으로서 존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사회권적으로 재구성하

는 시도는 의사결정에서의 인지적 판단능력 이외에도 고려할 요소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한 연명의료계획서는 의

사와 환자의 소통을 전제한 결정이라는 의미 이외에, 추상적인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아닌 환자가 당면한 사태에서 상황 적실성을 가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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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오늘날 눈부신 의·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기여하면서도 첨예한 윤리적·법적 갈등을 양산한다. 특히 생의 말기의 의사

결정에서 환자의 자율성 논의는 의·생명과학기술과 윤리, 법이라는 각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각 영역 간의 소통 속에서 진행해 오고 있

다. 철학 및 윤리학 일반에서 자율성 개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척되어 왔

지만 구체적인 생명의료윤리 사례에서 자율성 존중의 이념과 실제는 단순한 

개념 분석이나 표준화된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법적·윤리적·의료 현실

적 차원이 상호 연관된 하나의 복합적 주제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환자의 자율성 개념은 의

료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나 선택 능력 자체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

을 보인다. 이러한 개인적 자율성 담론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결과

적으로 자율성에 관한 논의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하며 근원적인 인간생명 가

치 및 존엄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단절시켜버릴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종식

시키고 의료영역에 보다 적합한 자율성 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료상황에 대한 필요를 제대로 인식하고 나아가 이러한 기술적 이해가 규범

적 차원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율성 개념 및 논의 방식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 논문은 의료상황에 보다 적절한 자율성 논의를 

위하여 자율성 개념의 외연을 확장한 ‘자율성 역량’ 개념을 생성·활용하여 

새로운 자율성의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성 역량 개념에 입각하여 개인에게 최

종적인 선택권을 주면서도 공동체에게 각 구성원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제안하였다. 나아

가 이러한 자율성 역량 모델을 생의 말기 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적용

해봄으로써 구체적 사례에서 가지는 실천적 유용성을 점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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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적 이해 하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 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환자의 자율성 개념 및 근거에 대한 논의는 종래의 철학적·이론적 자율성 

담론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의료영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

인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등장하는 자율성 개념은 통상적으로 법적 논증에

서 등장하는 자기결정권 개념과 동일하다.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결정

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을 스스로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주도권으로

서의 자율성 개념은 자율적 주체가 스스로에 관한 판단을 적절하게 내릴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바 필자는 이러한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이해를 ‘자율성 능력 모델’이라고 통칭한다. 

2. 자율성 능력 모델의 기원은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론에서 등장하는 실천이

성에 그 철학적 원형을 둔다. 다만 현대의 자율성 이론들에서는 칸트가 의

미한 도덕적인 자기입법의 의미보다는 개인의 내적 동기에 대한 비판적 숙

고를 통한 개인의 합리적 판단의 문제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판단

에서의 합리적인 이성능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3. 한편 자율성 능력 모델은 밀의 개별적 자율성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주로 자율성의 한계와 관련하여 개인적 자율성 존중의 틀과 후견적 개입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밀의 자율성론은 자유주의 정치철

학에서 자율성 존중의 방식과 한계를 논하는 문제를 통해 여전히 논쟁이 이

루어지고 있다. 

4. 칸트와 밀의 자율성론에 기원을 두고 현대적 의미에서도 여전히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자율성 능력 모델은 생명의료윤리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

용된다.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 개념은 주로 비첨과 췰드리스가 제시한 

네 가지 생명의료윤리의 원리들 중 자율성 존중 원리를 통해 이해되고 있

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자율성의 이해는 생명의료윤리의 자율성 논의를 

모두 포괄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필자는 그 

대안적 개념으로서 관계적 자율성 논의에 주목한다. 

5. 관계적 자율성이란 여성주의 진영에서 제시되었는데 오늘날 자율성의 논의

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온 관계성을 소외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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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율성을 재구성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관계적 자율성은 자율적 주

체의 이성 능력보다 주체가 속한 상황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다. 생명의료

윤리 영역 중 특히 의료 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 문제는 관계적 자율성을 

통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해 건강한 삶이 제한된 개인의 의

료적 의사결정과정은 표준적인 의사결정모델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환자

는 심리적 불안·두려움·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연약하고 의존적인 개인

이다. 이러한 환자의 속성을 반영하여 의료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

해서는 표준적인 자율성 능력 모델보다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6. 필자는 관계적 자율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율성 역량 모델

을 제안한다. 자율성 역량 모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 첫째, 관계적 자

율성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관계성의 측면들로 인해 확장된 외연을 

자율성 역량 개념을 통해 통합적으로 설명한다. 둘째,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이 생명의료윤리에서의 환자의 자율성 문제를 환자 개인의 의지나 결단

의 문제로 끌고 간다면, 자율성 역량 모델은 환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개입한다. 자율성 역량 모델을 통한 공적 개입의 정당화는 관계적 자율

성의 규범적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7. 자율성 역량은 자율성과 역량을 조합한 단어로서 종래의 의사결정능력으로 

이해되는 자율성 능력과 대조된다. 자율성 역량 개념은 첫째, 의사결정능력

에 관계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보다 확장된 자율성 능력 개념이다. 둘째, 자

율성 역량 개념은 의사결정능력이 외부의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발전되거나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개념이다. 필자는 이러한 

자율성 역량 개념에 입각하여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제안한다. 자율성 역량 

모델의 예비적 고찰로서 역량 접근법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역량 

접근법은 ‘역량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규범적 성찰을 통해 각인의 

역량의 발전을 위한 공적 개입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율성과 후견주의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며, 이러한 통찰

은 자기결정권의 법리를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준다. 



194

8. 자율성 역량 모델을 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해보면 의료적 의

사결정과정이 본질적으로 환자의 독립적인 결정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사회규범이라는 세 차원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

권 논의는 종래의 자율성 논의보다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환자의 

자율성은 그 정도차에 따라 다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적 의사

결정과정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환자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

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필자는 의료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보다 나

은 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9. 의료적 맥락에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은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자

율성 역량 모델에 의하면 사람마다 다양한 능력차를 가지며 유동적일 수 있

는 자율성의 속성을 반영하면서 환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자율성 역량 모델은 궁극적으로 환자

의 자율성 역량을 증진하는데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한다. 이러한 개입의 기

준은 일차적으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율성

의 개별성뿐만 아니라 관계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환자의 의사

결정능력의 기준선을 고정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연

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접근 방식은 연

속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의사결정능력의 정도

에 따라 비례적으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의 

판정도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여 내릴 것을 권고한다. 따

라서 자율성 역량 모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의사결정모형은 ‘지원된 자

율적 결정’에 해당한다. 

10. 자율성 역량 모델의 특징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율성의 

문제에서 가치 판단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양한 선관념과 선호를 가지기 때문에 가치의 영역은 언제나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지만, 적어도 공동체는 가치의 요소가 주관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자율성 역량 모델은 환자

의 최선의 이익 기준을 자율성 담론 안에서 적극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

다. 개인적 자율성이 자율성과 최선의 이익을 대립되는 기준으로 보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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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선

의 이익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자율성 역량 모델은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적 의사뿐만 아니라 최선의 이익을 함께 고려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자율성과 최선의 이익 기준, 나아

가 자율성 원칙과 선행의 원칙,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는 서로 대립하는 관

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인다. 

11. 마지막으로 필자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실제의 사안에 적용해서 그 유용

성을 탐구하였다.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일으킨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사건을 중심으로 삶의 말기 연명의료결정에서 환자의 자율성 문제에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적용해 보았다.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논거에서 등장하

는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성 논거와 관련하여 자율성 역량 모델이 가지는 법

적 유용성을 점검해 보면, 대법원의 이중적 판단 기준은 자율성 역량 모델

을 취함으로써 모순을 범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나아가 환자연명의료결정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연명의료계획서는 자율

성 역량 모델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당화 근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앞

으로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한 사안들을 대비하여 향후 자기결정권의 법리를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적 측면으로 확대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이 요

구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주요 내용을 통해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철학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

율성에 대한 자유권적 담론과 사회권적 담론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기결

정권의 존중이라는 추상적 수준의 담론을 벗어나 실제로 자율성의 실행을 가

능하게 하는 사회적·환경적 측면의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역량 증

진 없이는 개인이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

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율성 논의를 위한 기

초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자율성 담론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서구 중심의 개

인적 자율성 담론에 천착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 공동체

성이 강한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핵가족화나 서구화를 통해 오늘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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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회의 모습은 많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근간에 남아있는 가족 전통 문

화는 우리의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주체적인 자기결정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과 괴리된 

논의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자율성 모델이 필요하며 필자는 자율성 역량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영역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한 향후 연구 과제를 밝히도록 한다. 필

자는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한 이론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의 기준과 접근 방식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이론적 성찰을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입함으로써 의료적 특수

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실천적인 자율성 접근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연명의료 결정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였지

만, 이 모델은 다양한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적용 및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필자는 향후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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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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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influence of improved living standards, civic awareness, and 

assess to diversified information, a patient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leading subject of medical decision-making rather than a passive subject re-

lying entirely on doctor’s opinion. Patient autonomy as a principle in medi-

cal decision-making process must be seriously considered and respected. 

Despite its increasing importance in medical domain, patient autonomy has 

been insufficiently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concept and basis and its 

scope of consideration has been limited to an area of individual deci-

sion-making. This previous viewpoint on autonomy can be referred to as 

‘autonomy competency model’ in which autonomy implies exercises of 

self-determination right by an individual who has enough level of abilities of 

examining relevant issues and making independent decision. 

In application of the autonomy competency model for medical deci-

sion-mak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perly consider the status of phys-

ical weakness or dependence level of patients etc. In addition, the ‘divided 

viewpoint’ taken in the autonomy competency model (meaning divi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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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t patients into incompetent patients) cannot fully reflect the diverse 

and complex natures of medical decision making processes. Furthermore, this 

fixed frame of competent model of autonomy would result in insufficient 

supply of the actual requirements from the patient, as unintended negative 

consequences.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move the focus of the med-

ical autonomy discussions to the patients who do not have enough level of 

capacity for medial decision-making. 

Under these backgrounds, this study proposes a new concept of 

‘autonomy capability’ which can be applied to the multi-levels covering 

from technical issues in medical situations to normative dimension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discussion on autonomy in medical decision making.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based on the autonomy capability concept shows 

practical applicability because it considers various case-specific factors in ad-

dition to the traditional factors considered in the autonomy competency 

model.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is also unique in a sense that it re-

quires an active support and participation of all the stakeholders to promote 

the autonomy of individual capabilities. 

Autonomy capability model takes multi-layered approaches depending on 

the status of a patient’s autonomy level based on a notion that abilities of 

the patient’s autonomy practice can varies dynamically depending on the 

degree of disease progression or treatment level. To assist patients to make 

appropriate decision-making, various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medical eth-

ics and law policy should consider more active forms of public supports by 

removing obstacles or providing practical helps affecting the quality and effi-

ciency of decision-making process. 

An ultimate goal of autonomy capability model is to make realiz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a patient which has been remained in a level 

of abstract discourse. Therefore, autonomy capability model provides not only 

alternative concepts and theoretical frameworks for the autonomy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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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lso practical approaches useful for real world cases in medical deci-

sion-making. In order to find out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a legal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odel to the issues of 

‘decision for life-sustaining medical care’ is discussed. The current 

state-of-art of legislative and judicial discussions on this issue are critically 

reviewed. Critical assessments are made whether the limitations of the pre-

vious abstract self-determination discourse can be overcome through the au-

tonomy capability model. Finally, discussions are made on how and what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can contribute to the end-of-life medical deci-

sion-making process. 

Keywords: Patient Autonomy, Self-determination Right, Paternalism, 

Autonomy Capability Model, Autonomy Competency Model, Medical 

Decision Making Process, Decision for Life-sustaining Medical Care

Student Number: 2004-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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