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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논문에서 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세 와 은퇴세 간에 보

건의료의 혜택과 부담을 분배하는 정의로운 원리가 무엇인지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립하고 있는데 세 간 독립성과 경쟁을 강조

하는 입장과 세 간 상호의존과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필자는 우선 세

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부적절하고 세 간 상호의존성과 협력을 강

조하는 입장이 적절하다고 논한다. 그런데 세 간 상호의존과 협력을 강조하

는 입장은 연명치료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설이 존재한다. 필자는 

연명치료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입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평가한다. 그런

데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에는 다시 캘러헌처럼 공동체주의적 기반위

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과 니얼즈처럼 자유주의도 그런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 경쟁한다. 필자는 캘러헌의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니얼즈

의 자유주의적 세 간 정의론이 연명치료를 제한하는 정당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니얼즈의 이론을 강화하기 위해 그의 이론에 제기된 비

판들에 응답한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RF-2013S1A5A2A0101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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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선발 복지국가에서 은퇴세 를 위한 의료복지체제는 일반적으로 원천징

수방식(pay-as-you-go)으로 유지되는데, 원천징수방식은 장기적이고 이상

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의 은퇴세 가 자신들이 근로세 을 때 사용

할 수 있었던 보건의료자원을 저축하고 그렇게 저축한 자원으로부터 은퇴

한 후 보건의료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자면 현재의 근로세 들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을 은

퇴세 를 위한 공적인 보건의료체제에 기여하고 은퇴세 들이 이런 자원

을 이용하는 체제, 즉 근로세 와 은퇴세  사이에 보건의료자원을 이전하

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980년 에 선발복지국가들이 고령화되면서 이런 원천징수방식

이 근로세 와 은퇴세 간에 보건의료체제의 혜택과 부담을 형평성있게 

분배하는 방식인지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노년세 가 증가하고 자

신들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복지혜택을 받는데 반해, 근로세

는 많은 부담을 지면서도 자신들이 은퇴할 때에는 자신들이 기여한 것보다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의료복지제도가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복지 혜택과 분배의 형평성에 관한 세 간 정의문제는 선발복지국

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두된 문제이지만 미국에서 특히 첨예하게 나타났

는데, 이는 전 국민을 상으로 하는 유럽형의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근로

세 가 공적인 의료보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부담도 지지만 동시에 혜택도 

받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에는 전 국민을 위한 공적인 의료보장체제가 없고 

오직 65세 이상의 노년세 만을 상으로 하는 공적인 의료보장체제제인 

메디케어(medicare)만 있는데, 근로세 는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메디케

어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지지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 

1) 미국의 표적인 복지제도로 은퇴세 의 소득보전을 위한 소셜시큐리티와 은퇴세

의 의료보장을 위한 메디케어를 들 수 있는데, 소셜시큐리티는 1937년 루스벨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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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메디케어와 관련한 세 간 정의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두고 학

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립하고 있

는데, 한 입장은 세 간 독립성과 경쟁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입장은 

세 간 상호의존성과 상호협조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세 간 독립성을 강

조하는 입장에 의하면, 근로세 와 은퇴세 는 기본적으로 각기 독립적인 

평등한 집단으로서 이들 사이는 근본적으로 경쟁적인 관계이므로 세  사

이에 엄격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행의 메디케어체제는 근

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세 간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의하면, 근

로세 와 은퇴세 는 독립적이고 경쟁하는 집단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집단이어서 세 간에 상호협력을 해야 하며, 따라서 메디케어가 기본적으

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2) 

그런데 1980년 에 선발복지국가들에서 두된 세 간 정의 문제는 이

제 우리 한국과 같은 후발복지국가들도 노령화되면서 직면하게 된 문제가 

되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선발복지국가들보다 후발복지국가들에서 더 심

각하게 나타날 것인데, 선발복지국가들에서는 의료복지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어 근로세 의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들이 

혜택을 받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해 후발복지국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같은 후발복지국가들도 이 문제에 해서 학제적 연구를 행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맥락을 배경으로 해서, 이 논문에서 필자는 철학, 윤리학적 관

령이 뉴딜정책에 포함되어 있었고, 메디케어는 1965년 존슨 통령 재임 시에 수립되

었지만, 기본적으로 메디케어 역시 ‘뉴딜 자유주의New Deal Liberalism’의 연장선 상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정치사에서 루스벨트 통령은 표적인 ‘자유주의적’인 

정치인으로 꼽히고, 그의 뉴딜정책은 표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꼽히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Paul Krugman은 자신을 종종 New Deal Liberal이라 부른다. 
미국에서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단히 폭 넓게 혹은 다양하게 쓰이는데 어떤 경우에 

‘자유주의’는 유럽에서의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Thomas Nagel, 
“Rawls on Liberalism” in Samuel Freeman, The Cambridge Companion to Rawls. 미
국의 우파들은 루스벨트 통령 당시에도 뉴딜정책을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

했고, 현 에도 전국민건강보험에 해서 ‘socialized medicine’이라 비판한다.
2) 이에 한 좋은 개관은 John B. Williamson et al (eds.). The Generational Equity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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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의료복지 혜택과 부담의 분배와 관련한 적절한 세 간 정의의 원리

가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자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바탕으

로 적절한 세 간 정의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모색하는데, 이런 시도가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한 해결책을 시사할 수 있을 것

이라 본다.3)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제2절에서는 세 간 독립성

을 강조하는 입장을 살펴보고 평가한다. 제 3절에서부터 제5절까지는 세

간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논의하는데, 세 간 상호의존성을 강조

하는 입장은, 다시 노년세 의 수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연령에 따라 제

한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만일 제한한다면 어떤 기초 위에서 해야 하는

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설이 존재한다. 그래서 3절에서는 연령

에 따라 연명치료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미국 노년학회의 입장을, 4절에

서는 공동체주의적인 기반 위에서 연명치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D. Callahan

의 입장을, 5장에서는 자유주의적인 기반 위에서 연명치료를 제한할 수도 있

다는 N. Daniels의 입장을 검토한다. 6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

고 이런 논의가 우리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상황을 밝히

자면, 국외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국

내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필자 자신의 연구뿐이다.4) 그

래서 필자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관계를 밝히자면 필자의 선행연구가 

니얼즈의 세 간 정의론 자체에 집중해서 그에 한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본 연구는 니얼즈의 이론을 세 간 정의에 관한 보다 넓은 

논의의 맥락에 위치시키면서 경쟁이론들을 비판함으로써 니얼즈 이론의 

3) 필자의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국사회를 위한 적절한 세 간 정의의 원리가 무엇

인지를 모색하는 것이기에 왜 미국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지 밝힐 필요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런 논쟁이 선발복지국가들 중 미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진행되었고, 둘째, 비록 한국이 국처럼 전국민건강보험체제를 가지고 있

기는 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사적인(private)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

적인 보건의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메디케어가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4) 박상혁, ｢보건의료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세  간 정의: N. Daniels의 프루던셜한 평생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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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는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Ⅱ. 세대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

‘자유주의적’ 복지제도인 메디케어에 해서 80년 에 보수주의적 비판

이 제기되어 왔는데, 1984년 당시 미국 인구학회 회장이었던 프레스턴

(Samuel H. Preston)의 연설은 이런 비판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

레스턴은 “근로세 로부터 노년세 로 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근로세 가 

노년세 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로부

터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노년세 에는 긍정

적이지만 근로세 와 그 자녀들에게는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5) 프레스턴

의 연설은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켜서 세 간 형평성을 위한 미국인들

(Americans for Generational Equity)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이 단체

는 근로세 와 은퇴세 가 상호독립적이라며 세 간에 엄격한 형평성을 

주장하 다.

세 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의하면, 근로세 와 은퇴세 는 보

건의료자원을 놓고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합은 한 편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다른 한편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합게임(zero-sum 

game)이다. 그래서 이 입장의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각 연령세 는 자신들

이 저축한 의료자원을 통해 자신들의 세 의 의료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각 세 의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은 메디케어 체

제에서 혜택과 부담이 형평성있게 분배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메디케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세 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평가해 보자. 이 입장은 각 

세 가 스스로를 돌볼 책임을 강조하는데, 필자는 이 입장이 도덕적 이유와 

5) Samuel H. Preston. “Children and the Elderly: Divergent Paths for America’s 
Dependents.” pp. 4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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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타산적 합리성(social prudence)의 관점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

한다. 우선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 입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예를 고려해 보자. 첫 번째 예로 한 국가가 침략을 당해서 지금은 은퇴세

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근로세 가 국가방어를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을 고

려해보자. 이 경우 지금의 은퇴세 는 국가를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

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 가 생산한 부분의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저축하

지 못한 반면, 이 전쟁이 끝난 이후 현재의 근로세 는 지금의 은퇴세 가 

힘들게 지켜 낸 국가에서 자신들의 보건의료자원을 저축할 수 있었다고 하

자. 이 경우 은퇴세 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의료자원을 저축하지 못했

지만 이들을 무책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현재의 근로세 가 자신들을 

위해 보건의료자원을 저축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은퇴세 에 비해 책임감

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은퇴세 는 지금의 근로

세 를 위해 나라를 지켰다는 의미에서 의료혜택을 마땅히 받을 만하고, 근

로세 는 은퇴세 에게 보답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예로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닥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경제불황

으로 인해 지금의 은퇴세 가 된 당시의 근로세 는 자녀들을 돌보느라 자

신들의 보건의료자원을 저축할 수 없었고, 이런 경제 불황이 끝난 후에 현

재의 근로세 는 보건의료자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해보자. 세계의 경제불

황은 은퇴세 가 통제할 수 없었던 요소인데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요

소들로 인해서 필요한 보건의료자원을 저축할 수 없었을 경우 그들이 무책

임하다는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는 없으며, 현재의 근로세 가 노년세 보

다 책임감이 강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예들을 고려해 볼 때, 각 

세 는 자신의 세 가 저축한 보건의료자원으로 자신들의 의료필요를 충

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정당화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제 각 세 의 타산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세 간 독립성을 강

조하는 입장을 평가해 보자. 사실 필자가 고려한 두 가지 예들은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그 예들은 각 세 의 타산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세 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왜 지지될 수 없는지를 보

여주는 예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세 는 자신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세대와 은퇴세대간의 보건의료 혜택과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 267
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인 운에 의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자원을 저축할 수 없거나 적절한 비율로 저

축하지 못할 수 있다. 즉 한 세 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한 세 의 노력만으로는 그 세 가 부딪치는 위험을 피하거나 분산시킬 수 

없으며 필요한 보건의료자원을 적절한 종류와 비율로 저축할 수도 없다. 따

라서 어떤 세 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사실 인접한 세 들 사이에, 즉 근로세 와 은퇴세  사이의 상호협력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안이 없다.6) 따라서 일시적으로 혜택과 부담의 

분배가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세 간 협력을 포기한다면, 어떤 세 든 자

기 세 의 의료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세 의 타산적 합리

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세 간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정당화되지 못

한다.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필요한데, 각 세 간에 부담과 혜택의 비율

(benefit ratio)이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된다면 이런 세 간 협력을 통한 의

료복지체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료복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세 간의 혜택율을 가능한 한 평등하게 만들도록 해

야 한다.7) 

Ⅲ. 미국 노년학회의 ‘제한 없는’ 자유주의와 

그에 대한 평가

세 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입장에 응하여, 미국 노년학회

(American Gerontological Society)는 1986년에 발간된 보고서들을 통해, 

메디케어 같은 복지체제가 세 간 형평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8) 필자는 이런 노년학회의 자유주의적 입장을 ‘제한 없는 자유주의 

6) Norman Daniels. “The Prudential Lifespan Account of Justice Across Generations,” 
In Norman Daniels, Justice and Justification. pp. 279-280.

7) 상게서 pp. 278-279.
8) Eric R. Kingston, Barbara A. Hirshorn, and John Cornman, Ties That Bind: The 

Interdependence of Generations; Eric R. Kingston, Barbara A. Hirshorn, and L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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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sm without setting limits’라 부르도록 하겠다.9) 노년학회의 응답은 

두 가지 논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논변은 세 간 독립성을 강조하

는 입장의 부정적인 성격을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 논변은 세 간 상호의

존성 관점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첫 번째 논변은 세 간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의 부정적인 성격을 지적

하는 것이다. 노년학자들에 의하면 세 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미

래에 하여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분열적인 견해를 반 한다. 이런 입장은 

의료자원의 양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근로세 와 노년세 의 의료 필요 모두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료자원이 확 될 수 있거나 예산을 배분하는 새로

운 정책과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없다고 가정함으로써 세 간의 갈등을 조장

한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이어서, 정책이 가변적이고 

기술적 진보가 가능하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때 근로세 와 노년세

 모두의 의료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10) 

두 번째 논변은 세 간 독립성 관점이 아니라 세 간 상호의존성 및 인

생코스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

이다. 세 간 상호의존성의 의미는 어느 주어진 시점에 부분의 개인들은 

도움을 동시에 주고받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정도는 인생코스를 통해서 변하며, 이처럼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호혜

성이 사회의 성원들을 함께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이다.11) 인생코스이론은 

“상호의존성의 중요한 국면들로 (1) 현재와 미래의 노년들을 위한 노년의 

삶의 질은 모든 연령집단들을 향한 정책에 의해 결정되고 (2) 각 세 는 인

생코스를 통한 모든 시점의 복지를 형성하는 정책들에 관해서 명백한 공통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다.12) 

K. Harootyan, The Common Stake.
9) ‘제한을 설정하지 않는 자유주의’가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편의를 위해 ‘제한 없는 자

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여기서 제한 없는 자유주의란 사회가 노년세 가 연

명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해서 제한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0) Eric Kingston et al. Ties That Bind, p. 154.
11) 상게서 p. 24
12) 상게서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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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간의 도움과 혜택은 시간을 경과하면서 상호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

어 어느 주어진 순간에 근로세 가 많은 양의 자원을 노년세 에 이전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불공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금의 근로세 가 은퇴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사실은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세 에 혜택을 주

는 사회정책은 장기적으로 보자면 모든 세 에게 혜택을 주는 데, 그것이 

근로세 와 은퇴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해관계(common stake)

이다.13) 

이제 노년학회의 제한 없는 자유주의적 세 간 정의론을 평가해보자. 우

선 이 이론의 장점은 근로세 와 은퇴세 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호호혜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각 세

가 자신들의 의료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세 간 상호협력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바람직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데 있다.14) 

그렇지만 제한 없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 상호호혜성에 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견해를 취하기 때문이다. 제한 없

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비록 지금 현재 근로세 와 은퇴세  모두의 의료

필요를 충족하는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노년세 가 이용하

는 어떤 종류의 보건의료자원이건 그리고 어떤 양의 보건의료자원이건 근

로세 에게도 혜택이 되기 때문에 노년세 가 보건의료자원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참이 아니다. 사실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하다고 할 

때 노년세 가 사용하는 보건의료자원이 근로세 에게 해가 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근로세 가 사회의 정상수명, 예를 들

어 70  말이나 80  초까지 살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자원과, 은퇴세

가 정상수명을 넘어서 몇 년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자원 

사이에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상수명을 넘은 은퇴세 가 연

명치료를 위해 의료자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근로세 가 정상수명에 도

13) 상게서 p. 26. 
14) Daniel Callahan, Setting Limits,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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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 경우 다수 사람들

의 도덕적인 직관은 노년세 가 많이 걸리는 만성기 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

한 충분한 보건의료자원이 제공되고 정상수명을 넘어선 노년인구에 해

서 고통 완화 및 돌봄(caring) 등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보장된다고 

할 때, 사회는 노년세 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근로세 가 정상적인 수

명에 이를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공정하며, 따라서 노년세 의 

연명치료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15) 

이런 직관이 옳다고 할 때 적절한 세 간 정의론은 이런 직관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한 없는 자유주의는 노년세 의 의료필요의 충족이 모든 

세 에게 도움이 된다는 정당화되지 않은 주장에 근거해서 연명치료에 한 

제한의 필요조차 부인하기 때문에 적절한 세 간 정의론이 되지 못한다. 

Ⅳ. 캘러헌의 공동체주의 세대간 정의론과 

그에 대한 평가

미국의 표적인 의료윤리정책연구소인 헤이스팅스센터(Hastings 

Center)의 공동설립자인 캘러헌(Daniel Callahan)은 노년세 의 연명치료 

이용 제한에 한 직관을 받아들이는데, 자유주의는 그런 제한을 위한 정당

한(legitimate) 정책을 제시할 수 없고, 오직 공동체주의만이 그런 제한을 

위한 정당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이론을 간략히 살

펴보고 평가해보겠다. 

1. 캘러헌의 공동체주의 세대간 정의론

노년세 의 연명치료 이용제한에 한 직관을 받아들이며, 캘러헌은 사

15) 이런 직관은 비극적 죽음으로서 요절과 슬프기는 하지만 받아들일 만한 죽음으로서 

호상 같은 구분에서 잘 드러난다. Daniel Callahan. Setting Limits, pp. 66-73. 모든 사

람들이 공정한 이닝(fair inning)을 누려야 한다는 공정한 이닝이론도 이런 직관을 받

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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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그런 제한을 위한 ‘정당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런데 근  이후 다양한 정당성의 개념들이 제시되어 왔고, 이런 다양

한 정당성의 개념들 중 어떤 것이 적절한 정당성의 개념인지 열띠게 논의되

어 왔는데, 캘러헌은 ‘자유주의적 정당성’ 개념을 견지한다. 자유주의적 정

당성 개념에 의하면, 어떤 정책이나 법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나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정책이

나 법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나 법에 의해서 향을 받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16) 

그런데 자유주의는 노화와 죽음의 의미를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라고 보

기 때문에 노년이나 죽음의 의미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를 용인하며, 따라서 

‘근 적 노년관’이라 불리는 견해도 용인한다. 근 적 노년관이란 노년이라

는 시기가 근본적으로 청년시기와 다르지 않으며, 노년기에도 청년기 때처

럼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근

적 노년관은 인생에서 가능한 한 노년이라는 시기를 없애려 하고, 죽음을 늦

추려고 한다.17) 그리고 이것이 노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의학

의 목적도 가능한 한 노년기를 없애고 죽음을 늦추는 것이다. 이처럼 근 적 

노년관은 노화와 죽음이 우리의 삶에 설정한 제한(limits)을 거부한다. 

그런데 자유주의가 노화와 죽음의 의미에 관해서 근 적 노년관을 포함

하는 다원주의를 용인하고, 위에서 살펴 본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개념이 

적절한 정당성의 개념이라고 할 때, 자유주의는 노년세 의 연명치료 이용

16) 여기서 동의의 가능성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첫번째 해석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합당하고 합리적이 되면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 해석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논리와 사실에 해 어느 정도의 인식적인 이상화를 허용하지

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첫번째 해석

은 지나치게 가언적(hypothetical)이고 현실로부터 멀어져서 사실상 동의를 무의미하

게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이 적절하다. 
‘자유주의적 정당성’이라는 용어는 D. Estlund가 사용한 것으로 Estlund는 자유주의

적 정당성 개념은 개인적인 정당화가능성(individualized justifiability)의 원리에 근거

하고 있다고 말한다. D. Estlund, Democratic Authoiry. p. 92. 
17) D. Callahan. Setting Limits, pp. 26-30. 캘러헌은 이런 견해를 가진 표적인 이론가

로 Gerald Grumen을 들고 있다. Gerald Gruman, “Cultural Origins of Present Day 
‘Ageism’; The Modernization of the Life Cycle,” pp. 3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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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하는 정당한 정책을 제시할 수 없는데 근 적 노년관을 견지하는 사

람들이 그런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 달리 공동체주의는 노화와 죽음의 의미에 해 다원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추구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노화를 생물학적 관점

이나 전기적(biographical) 관점에서 완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노년의 주

된 목적은 젊은이들과 후속되는 세 에 한 봉사라고 본다.18) 그리고 이

런 공동체주의적 합의에 상응하는 의학의 적절한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의 정상수명을 살도록 하는 것이고, 정상수명을 넘어선 인구에게는 연

명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고통의 완화 및 돌봄 같은 치료만을 제공한다.19) 

즉 사회는 정상 수명을 누린 사회성원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죽음의 순

간을 늦출 어떤 의학적 간섭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20) 

어떤 사회가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이런 공동체주의적인 합의

를 이룬다면, 그 사회는 세 간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노년세 의 

연명치료의 이용을 제한하는 정당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다. 

2. 캘러헌의 공동체주의 세대간 정의론에 대한 평가

캘러헌의 논변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자유주의가 연

명치료 이용을 제한하는 정당한 정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고, 두번째는 공동체주의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 그의 논변이 이런 목표

를 성취하는지 평가해 보자. 

첫째 목표와 관련해서, 필자는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개념이 적절한 정

당성의 개념이라면 캘러헌의 논변이 성공하지만, ‘자유주의적 정당성’ 개

념이 적절한 정당성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캘러헌의 논변이 실패한다고 평

가한다. 현 의 많은 정치철학자들은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개념이 헌법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책이나 법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데, 

18) D. Callahan, Setting Limits, pp. 44-48. 
19) 캘러헌의 이론에서 돌봄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라. 김진경 ｢고령화 사회의 

노인치료를 위한 윤리적 토  구축: 생물의학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20) D. Callahan. Setting Limits, pp.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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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개념이 정책이나 법에 적용된다면, 합당한 의견

의 불일치가 계속되는 현실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즉 사람들이 

실질적인 정의의 원리나 인생의 의미에 해서 의견이 불일치하며 사람들

의 이해가 상충할 때 현실에서 어떤 정당한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것이 실

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이나 법과 관련해서 자유

주의적 공정성의 개념은 지나치게 강한 정당성 개념이라 할 수 있다.21) 

합당한 다원주의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배경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도덕적 전제를 받아들일 때, 적절한 정당성의 개념은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개념이 아니라 심의(deliberative) 민주주의적 정당성 

개념이다. 심의민주주의적 정당성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책이나 법률은 서

로 협력의 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합당하다고(reasonable) 인정하는 

이유에 의해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유들이 합당

하기 위해서는 이유들의 근거가 공적이어야 한다. 즉 인간의 일반적인 이성

의 한계 내에서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등에 근거해야 한다. 자신의 관

점에서 진리라거나 적절하다고 받아들이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받아들이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당한 이유는 상호협조를 위한 공정한 조건을 찾으려는 사

람들이 거절할 수 없는 원칙들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상 방의 이익에 한 

배려와 기본적인 시민들의 평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상황에

서도 합의는 어려울 것이지만, 시민들이나 표자들은 그 결과에 하여 반

하는 사람들조차도 집단적 선택을 위한 적절한 (relevant)기초가 되는 것

으로 널리 인정하는 이유들에 호소해야 한다.22) 그런데 이런 심의민주주의

적 정당성의 개념이 적절하다고 할 때, 캘러헌의 논변은 자유주의가 연명치

료를 제한하는 정당한 정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 캘러헌의 논변의 두 번째 목표인 공동체주의가 연명치료 제

한을 위한 정당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논변을 평가해 보겠는데, 우선 

21) 박상혁,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지양｣ pp. 272-273
22) Joshua Cohen, “Process and Substance in Deliberative Democracy.” p 415. 박상혁 

｢보건의료자원의 거시적 배분과 민주주의적 정당성｣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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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러헌처럼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개념이 적절하다고 가정하고 현 의 다

원주의적 사회에서 공동체주의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평가해보

자. 현  사회의 특징은 사회의 정의의 원리나 인간 삶의 의미에 관하여 합

당한 의견의 불일치가 항구적인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의 

기본구조를 관장하는 정의의 원리에 합의하는 것보다도 노화 및 죽음의 의

미 등에 관해 합의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데, 그런 문제는 보다 개인적

이고 종교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캘러헌 자신도 이런 

공동체적 합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합의를 이루기 위

해서 몇 세 가 걸릴 것이라고 인정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노화와 죽음의 

의미에 관해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공동체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개념이 적

절하다고 가정할 때 캘러헌 자신의 공동체주의도 연명치료의 이용에 제한

을 가하는 정당한 정책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아가 필자는 캘러헌의 공동체주의적 세 간 정의론

이 심의민주주의적 정당성의 개념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는데, 캘러헌이 

연명치료를 제한하는 정책을 위해 제시하는 이유들이 캘러헌이 견지하는 

포괄적인 교설인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는 절실한 이유이지만, 많은 사람

들은 그런 이유를 상호협력을 위한 규칙을 찾기 위한 합당한 이유라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많은 사람들은 캘러헌이 자신의 포괄적인 교설을 

다른 사람들이 가진 포괄적 교설보다 보다 우월하거나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로부터 필자는 캘러헌의 논변이 자유주의에 한 비판과 공동

체주의적 세 간 정의론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필자가 캘러헌의 공동체주의적 세 간 정의

론을 비판했지만, 그의 이론은 세 간 정의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의 이론의 

장점들 중 두 가지만 지적하자면, 그의 정의론은 첫째, 우리 인간들이 궁극

적으로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건강과 장수

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건강염려증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노화와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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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자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둘째, 보건의료자원의 이용이 제한되어야 할 때 그런 제한의 원칙이 

공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잘 지적하고 있다.23) 

Ⅴ. 자유주의적 세대간 정의론: 대니얼즈의 

타산적으로 합리적인 생애이론

하바드 공중보건 학원의 니얼즈 (Norman Daniels)는 세 간 보건의

료자원의 배분에 관해 캘러헌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즉 의료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년세 에 한 적절한 치료가 보장된 후 정상수명을 넘어

선 노년세 의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이용에 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니얼즈는 캘러헌과 의견을 달리해서 자유주의가 연명치

료 제한에 한 정당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니얼즈의 자

유주의적인 세 간 정의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의 논변을 평가하겠다.

1. 대니얼즈의 자유주의적 세대간 정의론

니얼즈의 세 간 정의론은 ‘타산적으로 합리적인 평생이론 prudential 

life-span account’이라 불리는 데, 이 이론은 니얼즈 자신의 보건의료자

원의 배분에 관한 일반이론인 ‘공정한 기회균등이론 fair equality of 

opportunity’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선 공정한 기회균등이론부터 소개하

겠다.

니얼즈의 ‘공정한 기회균등 이론’에 의하면 보건의료자원의 분배에 관

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그 이유는 

23) Dan Brock도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Dan Brock, “Justice, Health Care, and the 
Elderly,” pp. 401-403.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현 의 의료윤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자유주의적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캘러헌의 공동체주의의 관계에 관한 연구

는 다음을 참조하라. 유수정, 최경석, ｢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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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기회와 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건강은 장애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와 질병은 인간종의 정상적인 기능으로부터의 이탈이다. 그런데 질병

과 장애는 한 사회의 성원에게 열려있는 사회의 정상적인 기회 역에 한 

공정한 몫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한 개인이 질병과 장애 때문에 그에게 열려있는 사회의 정상적인 기회 역

에서 그의 공정한 몫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질병과 장애를 치료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그런 기회를 누리게 할 것을 요구한다.24) 

그런데 이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연령에 따라 상 적(age-relative)

이다. 연령에 따라서 상 적이라는 것은 공정한 기회균등이 연령에 관계없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청년이나 노인에게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령 에 적절한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면 된다

는 것이다. 즉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사회에서의 기회의 역과 노인에게 열

려져 있는 기회의 역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회의 역에서 공정한 몫을 누

리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25) 

이상적으로 본다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한 사회에 사는 모든 개인

에게 인간종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

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겠지만, 어느 사회에서도 이런 보건의료필요를 충족

할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하다.26) 그래서 보건의료자원 부족이라는 제약 하

에서 연령상 적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한 개인이 일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공정한 몫(fair share)이 결정된다. 

니얼즈의 ‘타산적으로 합리적인 평생이론 (이하 합리적인 평생이론)’

에 의하면 한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세

와 은퇴세 를 ‘우리’와 ‘그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중년의 우리’와 

24) N. Daniels Just Health Care. pp. 42-5.
25) 상게서 pp. 103-5. 
26) 부족한 보건의료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 혹은 배급할 것인가에 한 니얼즈의 

견해에 한 간략한 진술은 Norman Daniels. “Rationing Fairly: Programmatic 
considerations.” pp. 317-332. 책길이(book-length)로 확충된 진술은 N. Daniels Just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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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우리’로 보아야 한다. 즉 근로세 와 노년세 는 일생의 다른 단계

에 있는 동일한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 세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세 간 보건의료자원 분배문제는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분배문제가 아니

라, 한 사람의 자신의 생애 내에서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로 보아야 하며, 결

국 세 간의 보건의료자원 분배문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생애 내에서 보건

의료자원이나 예산을 타산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된다.27) 

그런데 사회에서 한 개인이 평생 쓸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공정한 몫

은 이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이런 공

정한 보건의료자원의 몫은 한 개인의 평생의 모든 단계의 의료필요를 충족

시키기에 부족해서, 평생의 여러 단계에 분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타산

적 합리성’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전 생애의 모든 시기를 평등하게 고려

해야 하며, 자신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보건의료자원의 몫을 인생

의 다른 시기에 배분할 때, 인생의 다른 시기에 나타나는 질병의 유형, 그리

고 그런 질병들이 그 시기의 정상적인 기회의 역에 해서 미치는 향에 

관한 일반적 경향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타산적 합리성의 원칙

에 따라 노년기에 보건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우리는 노년기에는 급성질환

보다 만성질환이 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년기에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을 배분할 것이고, 이런 보건의료자원은 고통의 

완화와 돌봄을 포함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타산적 합리성을 따를 때, 우리는 일정한 연령을 

넘어선 후에는, 예를 들어 75살 이상을 넘어선 노년시기에는 희귀하고 비

싼 연명치료의 이용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한할 수도 있다. 

첫째, 우리는 50세부터 75세보다 75세부터 100세 사이에 질병과 장애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령기의 생존연수로부터 나오

는 보상을 청중년기의 생존연수로부터 나오는 보상보다 낮게 평가해야 한

다. 즉 우리가 장애보정여명(disability adjusted life-years)을 통해서 보상

을 고려할 때, 일정한 연령을 넘어서서는 연명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산적

으로 합리적이다. 둘째, 우리 부분 사람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계획과 프

27) Norman Daniels, Am I My Parents’ Keeper? pp.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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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들은 75세 정도까지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50-75세 사이가 

75-100세보다 훨씬 중요하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는 75세 이상을 넘은 사

람들에게 고통의 완화나 돌봄 같은 보건의료를 보장할 것이다.28)

2. 대니얼즈의 합리적인 평생이론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응답

필자는 니얼즈의 합리적인 평생이론이 적절한 세 간 정의론이라고 보

는데, 이런 필자의 견해를 강화하기 위해 니얼즈의 이론에 해 제기된 두 

가지 비판에 해 응답하겠다. 두 가지 비판은 (1) 자유주의적 보건의료정의

론은 연명치료를 제한하는 정당한 정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캘러헌의 비판

이고, (2) 니얼즈의 합리적 평생이론은 은퇴한 노년세 에게 고통의 완화

나 보살핌을 제공할 수 없다는 비판인데, 이들 비판에 차례로 응답하겠다. 

(1)에 한 응답

필자는 니얼즈의 의료정의론이 노화와 죽음의 의미에 관한 공동체주

의적 합의가 없이도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연명치료 제한을 가하는 정

당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물론 여기서 필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정당성의 개념은 심의민주주의적 정당성인데, 심의민주주의적 정당

성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책이나 법률은 서로 협력의 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

람들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에 의해서, 혹은 최소한 적절한 이유에 의

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니얼즈가 연명치료 제한

을 위해 제시한 이유들이 합당한 이유들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우선 니얼즈가 연명치료 제한을 위해 제시하는 이유들을 (혹은 원리들

을) 살펴보자. 사실 니얼즈의 이론 전체에서 연명치료 제한을 위한 이유

들을 여러 층위에서 제시된다. (i) 가장 일반적인 층위에서는 부족한 보건의

료자원의 제약 내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가 한 사람이 평생 쓸 수 있

28) 상게서 pp. 88-89.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세대와 은퇴세대간의 보건의료 혜택과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 279
는 공정한 몫을 결정하며, (ii) 세 간 정의가 문제가 되는 층위에서는, 타산

적 합리성이 세 간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제도를 설계할 때 따라야 

하는 원리로 채택되고, (iii)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층위에서 타

산적 합리성에 따라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정한 보건의료의 몫을 분배할 

때에는 장애보정여명의 비교와 인생단계의 상 적 중요성의 비교 등의 이

유들이 제시된다. 

니얼즈의 이론에서 연명치료 제한을 위한 이유들이 세개의 층위에서 

제시될 때, 우리가 평가해야 할 것은 이런 이유들이 합당한 이유들인가 하

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이 합당한 이유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유들이 

공적이어야 하고, 자신의 포괄적인 교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현  다원주

의의 다양한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의 관점에서 합당한, 적어도 최소한 집단

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이유들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니얼즈가 세개의 층위에서 제시한 이유들이 이런 의미에서 합

당한 이유들이라고 평가하는데, 필자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니얼즈

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유들이 합당하거나 최소한 적절하다고 인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 (i) 우선 가장 일반적 층위에서 건강이 내재

적으로 중요하거나, 건강이 기회 외의 다른 목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괄적 교설을 가진 사람들도 건강이 기회와도 접히 연관되어 있고 따라

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합당하거

나 최소한 적절한 이유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ii) 세 간 정

의가 문제가 되는 층위에서 여러 포괄적 교설을 가진 사람들도,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들도 한 세 의 보건의료 보장을 위해서는 인접하는 세 들간

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런 인접하는 세 들을 동일한 집단이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다른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타산적 합리

성이 세 간 정의문제를 다루는 데 합당하거나 적어도 관련있는 기준이라

고 받아들일 수 있다. (iii) 세 번째 층위에서는 생명이 신성하다는 견해

(sanctity of life)를 가진 사람들도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

을 인정하기 때문에 장애보정수명의 비교나 인생단계의 상 적 중요성 등

이 합당한 이유이거나 최소한의 적절한 이유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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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의 제한을 위해 니얼즈가 제시하는 이유들이 합당한 이유들이

거나 최소한 적절한 이유이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은 심

의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충족시킨다. 

(2)에 한 응답

니얼즈의 합리적 평생이론이 정상수명을 넘어선 노년세 의 사람들에

게 고통의 완화나 보살핌을 제공할 수 없다는 비판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 비판은 기본적으로 니얼즈의 이론의 정합성을 묻는 질문이라 할 수 있

는데, 니얼즈의 합리적인 평생이론은 그의 일반적인 보건의료정의론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이론에 기초한다. 그런데 공정한 기회균등의 이론에서 

보건의료자원을 분배하는 목적은 정상적인 기회의 보장에 있는데, 정상수

명을 넘어선 노년세 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고통의 완화나 보살핌 등은 

기회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 평생이론이 노년층에게 고통의 완화나 

보살핌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가들은 니얼즈의 이론이 

정합적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목적이 정상적인 기회의 역의 보장에 

있다는 ‘일원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기회의 보장만이 아니라 고통의 완화, 

돌봄 등이라는 ‘다원주의적’ 입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판가들

에 의하면 사실 니얼즈의 이론은 노년세 에게 뿐만 아니라 젊은 세 에

게도 고통의 완화나 돌봄같은 것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니얼즈의 전

체 이론의 정합성을 위해서 그의 일반이론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9) 

필자는 이런 비판가들의 비판은 니얼즈의 공정한 기회균등 이론에 

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가 말하는 비판가들의 오해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가 근로세 와 은퇴세 의 정상적인 기회의 역을 동일

하다고 보고, 근로세 와 노년세 에게 동일한 기회의 몫을 보장할 것을 요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는 연령상 적이어

29) 이런 비판을 제기하는 비판가들은 다음과 같다. Allen E. Buchanan, “The Right to a 
Decent Minimum of Health Care,” p. 63; L. Stern, “Opportunity and Health Care: 
Criticisms and Suggestions,” pp. 3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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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로세 와 은퇴세 의 정상적인 기 의 역이 다르다고 보고, 그들 각

각의 역에서 정당한 기회의 몫을 보장하는 것만을 요구한다. 

니얼즈에게 있어서 근로세 의 경우에 보장되어야 할 정상적인 기회

의 역은 사회의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접히 연관되어 있

다. 그런 이유는 니얼즈도 롤즈와 마찬가지로 정의의 첫 번째 문제가 사

회의 생산적 관계에 평생 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혜택

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30) 그래서 니얼즈가 근로세 에게 

기회를 보장한다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생산활동에 전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질병과 장애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용할 수 없을 때 

그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치

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치료가 고통의 완화나 

돌봄 등도 포함한다면 이런 고통의 완화 혹은 돌봄 같은 치료도 정의의 요

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즉 치료불가능한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의 생산적 활동

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들에 한 고통의 완화와 돌봄을 포

함하는 치료는 사회정의의 1차적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원리로서 선행의 

의무(duty of beneficence)의 요구라 할 수 있다.31)

이제 은퇴세 에게 열려있는 정상적인 기회의 역이 어떤 것인지 고려

해보자. 여기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은퇴세 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회의 

생산활동에 참여해 왔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노년세 에게 열려있는 

정상적인 기회의 역은 근로세 에게 열려있던 사회의 생산활동에 참여하

는 기회라기보다는 안정, 휴식, 여가 등을 포함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정상

적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고통의 완화라든지 돌봄 같은 것들 역시 정의의 

요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니얼즈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가 연령상

적이라고 할 때 노년세 를 위해서 고통의 완화와 돌봄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아가 필자는 니얼즈의 이론이 보건의료의 다원주

의적 가치를 배제하는 이론이 아니며 사실은 양립가능한 이론이라고 본다. 

30)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p. 148. 
31) Norman Daniels, Just Health Care,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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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즈의 이론은 사회정의의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회를 강조

하는 것이지, 그 후에는 사회적 원리로서 선행의 의무 역시 인정하기 때문

에 다원주의와 양립가능하며, 사실 자연적 불운에 한 적극적인 사회적 

응을 촉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양립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비판이 니얼즈의 자유주의적 세 간 정의론에 관한 중요

한 비판인데, 이에 해 니얼즈의 이론이 적절히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니얼즈의 자유주의적 세 간 정의론이 지금까지 논의해 온 다른 

안들보다 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적절한 보건의료정의론이라고 평가

한다. 

Ⅵ.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세 간 정의를 둘러싼 논쟁을 개관하고 어떤 견해가 적

절한 견해인지를 논의하 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해보겠다. 세 간 형평성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을 놓고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립하고 있는데, 세

간 독립성과 경쟁을 강조하는 입장과 세 간 상호의존성과 협력을 강조하

는 입장이다.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세 간 독립성과 경쟁을 강조하는 입

장은 한 연령세 만으로는 그 세 의 의료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부

적절하며, 세 간 상호협력의 입장이 적절하다. 그런데 세 간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은 다시 일정한 연령을 넘어선 후에 연명치료 이용을 제한해

야 하는지, 만일 제한한다면 어떤 기초 위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하는 문

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설이 존재한다. 미국 노년학회는 연령에 따라 의료

복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미국의 표적인 의료윤리학자인 캘

런헌은 공동체주의적인 기반 위에서 제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니얼즈

는 자유주의적 기반 위에서 그렇게 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을 제안한다.

근로세 와 은퇴세 의 의료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의료자원이 부족

할 때 연명치료에 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직관을 받아들일 때, 제한 없

는 자유주의는 부적절하다. 노화와 죽음의 의미에 관한 합당한 의견의 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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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항구적이어서 공동체주의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캘러헌의 공

동체주의는 실제적으로는 연명치료를 제한하는 정책을 제시할 수 없고, 

니얼즈의 자유주의가 심의민주주의적으로 정당한 연명치료 제한정책을 제

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 간 정의를 둘러싼 경쟁이론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선발복지국가들에서 두되었던 세 간 정의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과 

같은 후발복지국가들도 직면한 문제가 되었는데, 앞에서의 논의가 우리 한국

이 직면한 문제에 해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필자는 한국사회가 이

미 다원주의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도 기본적으로 니얼즈

의 이론을 원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는 캘러헌의 이론이 

한국사회를 위해서 쓰지만 좋은 약이 되리라 보는데, 한국사회가 건강과 장

수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과도한 건강염려증 사회가 되었고 연명치료가 지

불능력에 의해서 배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니얼즈식의 자유주의 정책이 유일한 안이지만, 자유주의가 공동체주의를 

한 요소로서 허용한다고 할 때, 캘러헌식의 공동체주의가 한편으로는 건강과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와 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 간의 상 적 중요성

을 고찰하게 하는 건설적인 논의를 촉진시키리라 본다.32) 

32) 필자는 철학사상의 익명의 심사자들의 논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논문에서 반

하지 못한 심사자들의 제안은 후속연구를 통해 반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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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ir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Burdens of 

Health Care between the Working Generation and 

the Retired Generation in an Ageing Society

Park, Sang-Hyuk 

In this paper, I try to identify a proper principle of justice which 

governs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burdens of health care between 

the working generation and the retired generation. With regard to the 

generational equity problem, there are two competing views.. One view 

asserts that generations are independent and competing, while the other 

frame asserts that generations are interdependent and cooperative. I 

argue that the generational independence view is incorrect while the 

generational interdependence vew is correct. But within the generation 

interdependence view, there are further disagreements on whether 

life-extending treatment should be rationed by age and, if it should, then 

on what basis. I argue that the view that denies the need to ration 

life-extending treatment by age is unrealistic without good reason. 

Daniel Callahan proposes that the policy of rationing by age is only 

justified by communitarianism. However, I argue that Callahan’s 

proposal fails, because we can’t expect a communitarian agreement. 

Finally I argue that Daniels’ liberal theory of generational justice, 

prudentiallife-spanaccount can propose and support the legitimate policy 

of rationing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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